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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연구는 우리 나라가 교육 발전을 통해서 국가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상
징에서 출발합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식민지 경험과 전쟁을 겪은 신
생국가 중에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다른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
한 원동력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0년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에 가
입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에 명실 공히 선진 공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공표하였
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 동향 속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미 2007년부터 아시아 지
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을 탐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3년간 연
구를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협력방안을 완성하였고, 2012년부터 중남미
중점지원 대상국가에 대한 협력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진은 중남미 중점지원 대상 5개국, 즉 과테말라,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에 대한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천계획과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비록 현재로서
는 중남미 중점지원국에 대한 교육협력이 핵심 전략은 아니지만, 여성, 환경, 보건, 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식의 범분야 협력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금년도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노
력한 모든 원내외 연구진과 협력연구진,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및 중남
미 주재 한국대사를 포함한 모든 외교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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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총 3년의 장기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중남미
교육협력 방안 연구’는 중남미 5개 개발도상국가(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
이,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협력 방안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
해 수행되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남미 5개국의 교육현황 및 교육개혁 동향, 국제
사회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추진 동향, 현지의 주요 교육이슈 등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협력 전략(CPS)을 바탕으로 한-중남미 개별 국가 간의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분석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권역
특성, 국가별 특수성,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5개 국가별 중장기 교육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였다. 2015년에 수행될 3차년도
연구에서는 5개 중남미 국가별 교육개발협력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2차년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들이
중남미에서 수행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의 비교우위와 사업 가능성, 각 연구대상국가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점협
력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별 세부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협력, 민관협력, 다자협력
등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Forum),
현지조사(Field Research) 등이 이루어졌으며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GE &
McKinsey Matrix를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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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선정한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과테말라의 경우 1차 년도 연구결과 제시된 중점추진과제를 유지하여 기초교육영역
에 중점을 두고 ‘초중등교육 질제고’,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및 질제고’, ‘개발주
체 간의 협력 및 관리체제 강화’의 세 가지 중점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
로 초중등교육의 질제고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교
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개발주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수학교육 과정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 볼리비아는 현지의 교육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기초교육
의 질제고 및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사 훈련･양성기관 설립과 지원 등의 교사 역
량강화 및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사업, ‘대학교육의 질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ICT
학부 개설 및 교육사업, ‘직능기관 형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
련원 건립사업 등 중등 및 중등이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콜롬비아는 1차년도 연구결과와 콜롬비아의 국가사회적 현황(내전으로 인한 평화구
축의 문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중등이후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네 가지의 중점협
력과제를 선정하였다. ‘ICT를 활용한 이러닝 활성화 사업’, ‘세계시민교육’분야에서
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여건 구축(교사교육 프로그램) 사업, ‘전문직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점협력과제로 제안
하고 있다.

○ 파라과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 양성’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주도인력 양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선진화를 통한 교육운
영 효과성 강화’의 세 가지 중등 및 중등이후 영역의 중점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도출된 중점협력과제에는 파라과이가 가진 주요 교육현안 – 교육의 질적 문제, 급속
한 경제 성장과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 – 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 페루는 중등이후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 양성 및 연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등학교 ICT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보건의
료 통합적 공급 프로그램’, ‘직업기술 교육 및 자격제도 체계화’에 대한 협력가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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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5개국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중점협력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단
기목표 및 중장기 목표 제시)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력과제의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남
미 대륙이 가진 공통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질성과 개별 국가가 가진 특수성을 함
께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을 보이는 브라질, 멕시
코, 칠레 등 권역 내 상위중소득국가(HMIC)와의 삼각협력,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이 가진 언어적 한계와 지리적 접근
성의 제약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은 한국 정부가 수립
한 국가협력 전략이 종료되는 시점이며, 국제사회의 개발목표가 재수립되는 시기이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를 현재의 중점국가협력 전략 평가에 활용하고, 2015년 이후 국제사회
의 개발목표, 교육의제와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개발협
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중남미 개발도상국가, 교육개발협력, 중장기협력 전략, 중점협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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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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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페루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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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한-페루 교육개발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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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63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 :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및 내용
3. 연구 방법
4. 본 연구의 제한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한 1948년 이래로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으로부터 받은
공적원조를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비롯한 국가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1940~50년대 최빈국에서 1996년 OECD와 2010년 OECD/DAC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
개발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의 원동
력이 교육 발전에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국제사회가 한
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가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개발도상국가 간의 교육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과 과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1960년대 초반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 지원을 받아 수
탁 훈련 형태로 원조를 시작한 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적개발협력을 시행하였다
(KOICA, 2013a).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약 2조 400억 원
가량을 공적개발협력(ODA)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국민소득의 0.25% 수준
으로 ODA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개
발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빈곤 퇴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히 교육･인
재육성 분야의 개발협력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ODA
중 교육개발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에 달하며(ODA Korea, 2014. 10. 10)1), 한국의
무상협력 분야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KOICA의 5대 중점 분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1) ODA Korea(n.d.). www.odakorea.go.kr.에서 2014년 10월 10일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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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OECD/DAC에 가입한 후발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ODA 지원
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수행과 개발효과성 제고
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상교육개발협력의 비율을 높이고 비구속성을 확대하는
한편, 2005년 파리 선언과 2011년 부산 선언에서 강조된 원조 효과성 및 ‘원조에서 개발로’
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효과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파리 선언과 2011년 부산
선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교육목표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등의 국제교육개발협력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선진
공여기관 및 공여국의 ODA 재원 확대가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빈곤 극복 등의 국제개발
협력 목표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효
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원국의 현실에 적합한 교육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의 공동 노력을 통해
수원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한 효
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
정, 기타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달성목표로 제시하는 질병 퇴치와 보건, 교육 혜택의 불균형 문제는
최빈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분포는 1990년대 이래로 중소득국에
서도 널리 일어나고 있다(OECD, 2013a). 빈곤의 문제가 중소득국으로 확대되면서 불평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득국일지라도 스스로의 재원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가난을 극
복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Thomas, 2013). 이와 더불어 상위중소득국의 경우라
도 행정운영 시스템의 투명성, 책무성 및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UNDP, UNFPA & UNOPS, 2011).
본 연구의 대상인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비록 최빈국이 아닌 중소득국
(middle-income countries)이지만 국제개발협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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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국에 대한 지원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을 요구하며, 국가별로 요구, 관심 및 역
량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득국에게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최빈국과는 달리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나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사회프로그램의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UNDP, UNFPA & UNOPS, 2011).
이러한 개발협력 관점에서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대한 ODA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의 무역 파트너로서, 그리고 국제외교 측면에서 중남미 지역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이들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에
의해 수립된 중남미 중점협력국가(볼리비아,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와 중미의 교두보
로서의 과테말라와의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인재개발협
력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기구인 ‘이베로 아메리카 교육과학문
화기구(OEI)’나‘미주개발은행(IDB)’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국가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본원이 MOU를
체결한 OEI와의 교육개발협력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교육협력목표인 “독립 200주년 세
대의 교육 강화를 위한 2021년 교육사업”(10년 장기계획)에 토대를 두는 교육･인재개발협
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의 국별 협력 전략에서 교육 분야는 중점협력 분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 연구는 새롭게 개편될 국별 협력 전략에 교육 분야가 중점협력 분야
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성과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국별 교
육개발협력 전략을 제공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중앙아메리카 지역도 새로운 중점협력
대상국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남미 및 카리브도서지역, 그리고 권역 내
중점협력국에 대한 교육･인재개발협력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안함으로써 중남미권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상
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교육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개발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부부처,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
국, 신흥 공여국 등과의 다양한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남미 권
역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의 지원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Ⅰ. 서론

5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13년에 진행된 중남미 중점 5개국의 교육인프라 및 제
도 분석,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중장기 국가별 협력 방안 및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OEI)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기구와의
권역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차 년도에 분석한 각 국가별 교육체제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를 토대로 하여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5개국에 대한 중점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한 협력추진계획 등을 구상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1차년도의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전략에 근거하여 OEI와 효율
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대상 국가와의 협
력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 5개 국가 이외에
교육개발협력 수요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 예컨대 카리브 해 도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
역기구를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파악하여 교육개발협력 실천 방안의 한계로
지적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지역적 거리,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두 가
지 측면의 협력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강조할 것이다. 결국 금년도 연구는 중
점적으로 주목하는 협력 방안의 하나로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에 대한 분석
을 통해 본 연구의 5개 중점지원 대상 국가들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의 중남미 지역
내 신흥국과의 협력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삼각협력방식으로 중남미 권역의 수요
를 반영한 집중적인 교육지원전략을 수립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 지원 과제 및 정책 권고안 등을
제안하고, 실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및 후속조치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중남미 중점협력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별 협력 전략을 새롭게 수립
(3년 주기)할 때 이와 관련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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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내용
가. 연차별(2013년~2015년)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협력대상 4개국(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
이)과 중미의 과테말라를 포함한 5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조사･ 분석 연
구를 수행한다. 5개 국가를 세 가지의 틀 즉 1) 교육현황 및 교육개발 목표 분석, 2)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발전계획 수립, 3) 교육개발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 체계적, 실천적 정책을 제언하는 종합연구과제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1차 년도 연구는 5개 중점협력 국가 및 권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
가별 교육 실태 및 교육개발협력 동향을 조사하고 교육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각
국가별로 교육 분야 중점지원 대상 과제에 대한 기초 수요 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교육개
발협력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차 년도 연구는 본격적으로 교육･인재개발을 위한 중점 교육개발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또한 중
남미의 특성을 반영하여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의 신흥공여국과 연계한 삼각협력을 활
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I-1]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출처 : 윤종혁 외(2013).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I): 중남미 교육현황 및 교육개발협력과제.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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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협력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 중남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개발협력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과 연계한 삼각협력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PPP)을
통해 중남미 국가와의 ODA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3차 년도 연구에서는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년도 연구결과로 제
시된 세부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제 사업구체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실행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2014년도 연구내용
2014년도 연구는 한국과 5개 중점협력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를 발
굴하고, 중장기 지원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
력, 신흥 공여국을 활용한 삼각협력 형태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점협력과제는 2013년도 연구에서 조사된 다양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국제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유형과 평가 기준, KOICA의 프로젝트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중점협
력과제 선정 기준에 맞추어 선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된
중점협력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국별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삼각협력을 활용한 교육개발협력 방안 연구의 경우 개발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
율적인 예산 확보 및 운용을 고려한다. 그래서 1)‘선택과 집중’원칙을 반영해 주축국가
(pivotal countries – 남남협력 파트너 국가를 의미함)를 선정하고, 국가 집약적인 교육개
발협력 방안을 마련하며, 2) 한정된 비용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에서 이
미 진행 중인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
정이다.
효과적인 삼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주축국가는 본 연구의 중점연구대상 5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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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남남협력 수행 의지와 역량을 갖춘 신흥 공여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KOICA의 협력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브라질, 칠레, 멕시코 3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표 Ⅰ-1> KOICA 주축국 선정 주요 기준
주요 기준
제도적 기반 및 지원 환경

확인 사항
⋅개발협력 전략 보유 여부(관련 법령, 정부차원 전략)
⋅개발협력 수행 전담 기관 보유 여부

협력 수행 역량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관리, 수행, 평가 역량
⋅전담 기관의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 보유

비교우위 역량

⋅언어, 지역 전문성, 지리적 위치 등
⋅주요 지원 분야 및 강점

타 국가 협력 경험

⋅남남협력 경험 및 성과
⋅타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경험

출처 : KOICA(2012d). KOICA 삼각협력 추진 전략. 6쪽.

이와 관련하여 금년 연구는 주로 브라질, 칠레, 멕시코 3개 주축국가의 교육개발협력
역량과 적절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의 삼각협력을 활용한 중장기 교육개발협
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주요 연구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2차 년도 연구는 중점 지원 대상 5개국을 위한 교육협
력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한국과 중남미 3개 주축국가가 협력하여 이들 중점 지원
5개국을 지원하는 삼각협력 전략에 대해 검토한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선진 공여국(일본, 미국, 스페인 등)･국제기구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후발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여타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쟁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지니고 있는 제한된 예산 상황과
관련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교육개발 협력 분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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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공여국･국제기구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교육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중시한 요소는 무엇인가?

□ 한국 및 선진 공여국･국제기구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개발협력 사업
의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주는 시사
점은 무엇인가?
-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중점교육개발협력 과제는 무엇인가?
□ 중남미 신흥 공여국 및 지역 협의체를 통해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 교육개발협력의 비전과 목표
- 중점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 교육개발협력 중장기 로드맵
-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제(파트너십) 및 모니터링 등

□ 한국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
인가?
- 삼각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원조 효과성 증진 논의
- 삼각협력 대상 국가의 선정 및 기존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분석

□ 중남미 신흥 공여국 및 지역 협의체와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2) 주요 연구내용
중남미 국가와의 중장기 국가별 교육개발협력모형은 세계은행 및 KOICA의 준거개념에
기초하여 “비전(Vision)-진단(Diagnosis)-프로그램(Program)- 모니터링(Monitoring)”
의 단계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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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협력의 비전
1차 년도 연구에서 조사한 중남미지역의 교육실태 및 교육개발협력 동향, 중남미 지
역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한-중남미
중장기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 교육개발협력 진단
교육개발협력의 진단은 해당 국가의 빈곤수준, 사회정치적 요소, 인적자원 개발지수
(HDI), 교육제도 및 교육인프라 현황 등의 분석에 기초한다. 즉, 교육개발협력 환
경, 교육개발협력 과제, 교육개발협력 동향과 평가, 교육개발협력 추진체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점협력과제를 발굴한다.

□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중점 연구대상국가 및 신흥 공여국, 국제기구 등의 포괄적
인 역할과 참여과정을 고려한다. 즉 교육개발협력 파트너십, 중점 연구 대상 국가
현지의 수요와 한국의 지원역량 등을 반영하여 협력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
려하는 등 단기 및 중장기 협력 사업의 내용과 방법, 추진절차 등에 대해 분석한다.

□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은 교육개발협력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제약 사항 및
위험성 분석, 성과관리 시스템 및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정책 제언 : 중장기 지원 로드맵 및 후속조치 포함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진단 및 모니터링 성과를 기초로 하여 5개 국가별 단기 협력과
제 및 중장기 지원 로드맵 등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15년 및 2020년을 대비한
한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등을 정책 제언 등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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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2014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 국제기구(세계은행, IDB, OECD DAC, UNESCO,
UNDP 등), 중남미 지역 협의체(OEI, CELAC, Unasur, OAS, Alba, Ancom, 태평
양동맹 등), 해외 선진 공여국(USAID, JICA, GIZ, AECID등), 국내 정부부처(외교
부, 교육부, 기재부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된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연구 문제의 확인, 연구 방법의 발견, 연구 결과의
비교 검토를 한다.

▣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포럼(Forum) : 교육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
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중남미 권역 및 중점 5개 개발도상국가와의 교
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

▣ 현지 전문가를 통한 자문 : 중점 지원 대상 국가 현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섭외하
고 연구 관련 원고 집필을 요청한다. 이를 통하여 협력 대상국 교육개발정책과의 부
합 정도를 점검하고, 현지 국가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한다.

▣ 현지조사(Field Research) : 중점 지원 대상 5개국의 질적 수요 조사를 위하여,
2014년 5~9월 중 과테말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현지 조
사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기관 방문, 협력 사업 추진과
정 관찰, 전문가 심층 면담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다면 분석을 실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한다.

□ 기관방문
현지 기관 방문은 현지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와 동시에 수행한다. 정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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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면담은 교육부 또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진행함으로써, 심층 면담뿐 아니라
기관 고유의 분위기를 연구자가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
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
관과 교육개발협력 관련 국내 정부부처(교육부, 외교부, 유관 정부부처), 대학,
비정부조직 등을 방문하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 협력 사업 추진과정 관찰(Observation)
한국의 국제협력단(KOICA) 혹은 수출입은행(EDCF)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현
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협력 사업 추진
과정을 관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현지전문가 심층 면접조사(Depth Interview)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성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협력
과제 등에 관한 심층 면접조사(interview)를 실시하여 교육개발협력의제를 발굴
한다.

□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1차 년도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 5개 국가별로 제시된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이 가
능한 과제들 중에서 수원국의 교육현황과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한 중점
협력과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연구 매트릭스를 적용하여‘선택과 집
중’차원의 최우선 협력 분야 및 중점협력과제를 도출한다.

○ 매트릭스 개발 목적
효과적인 한-중남미 교육개발협력을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중점협
력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본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는 1차 년도 연구
를 통해 제안된 각 중점협력국가별로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과제의 실현 가능
성 및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수행할 협력 분야를 선정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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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적용의 한계
본 매트릭스의 경우 국가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매우 제한되
었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수요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교육 보편화, 교육
의 질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양한 평가지표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점
지원 대상 5개국의 지표를 검토할 때, 5개 대상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제한적인 지표 중 활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한된 지표로 인해 구체화된 수요 범주화가 불가
능해 교육수요를 ‘기초교육’과 ‘중등 및 중등 이후’로 범주화할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외에 중남미 지역에서 주요협력과제로 인
식되고 있는 직업 교육 및 교원 관련 과제도 공통 지표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수치화하여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매트릭스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본 매트릭스는 각 국가의 경제 수준 및 정치외교 측면의 국가현황을
지표화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국별 연구진의 현
지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중점협력과제 선정
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1차 년도에 제시된 다양한 협력가능과제에서 중
점협력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5개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
요분석 및 사업 가능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점협력과제 선정
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금년도 연구가 진일보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주도하는 현지조사를 통해 매트릭스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지원 역량을 모두 반영한 중점협력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 매트릭스 적용 방법
매트릭스 적용을 위해 주로 최동주(2009) 연구에서 활용된 GE & McKinsey
Matrix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 x축 : 과제의 타당성, 파급효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가능성 평가
- y축 : EFA, HDI, 세계은행의 국제교육지표 중 5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 ‘기초’와 ‘중등 및 중등 이후’로 구분하여 교육
수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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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지원가능 과제 분류
구분
기초교육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지원가능 과제 분류
초등교육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교육
유아교육

기초교육기관 시설지원
기초교육관련 교원지원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전문기술교육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관련 시설지원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관련 교원지원

당초 OECD의 교육 분야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영역2)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교
육일반과 중등이후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지표의 경우 국별로 누락된 지표의 수가 많아 별
도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초교
육’과 ‘중등 및 중등이후’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5개국의 교육수요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편의에 따라‘기초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지원가능 과제 내용으로 OECD 분류
에 따른 유아교육, 초등교육, 성인 및 청소년의 기초생활기술 교육과 기초교육 단계의 시
설지원 및 교원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단계에서
는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고등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포함하며 이 밖에 중등 이후 교육
단계 관련 교육시설 지원 및 교원 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 X축: 사업 가능성 측정
구분

타당성

항목

비율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 여부(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교육개발 정책 및 전략
과의 부합 여부)

10%

⋅국제기구 교육개발협력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성

10%

⋅우리나라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성

10%

⋅우리 측 지원역량(사업시행자 확보 용이성, 우리의 기술력 및 국산화 비율 등)

10%

소계

40%

평점

2) OECD 교육 분야 분류: 교육일반(수준별로 미분류), 기초교육, 중등교육, 중등이후교육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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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파급효과

지속
가능성

비율

⋅협력대상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이익 증진 및 기술전수 등 기대효과

10%

⋅타 원조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성과 제고 가능성

10%

⋅수원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수원국 교육정책 개발 및 개발목표 달
성에 대한 영향 평가, 수원국 수혜자 집단 역량개발 및 제도발전에 대한 기
여 여부 등)

10%

소계

30%

⋅협력대상국의 사업수행 역량

10%

⋅수원국의 자립역량(국민총소득, 경제 성장률, 재정 및 기술자립역량 등)

10%

⋅성 평등에 대한 기여의 지속 가능성

10%

소계
총

평점

30%

계

100%

○ 측정방법
등급

상

중상

중

중하

하

최하

평점

10

8

6

4

2

0

측정방법
1

2

3

4

5

20점 미만

20-39

40-59

60-79

80점 이상

사업 가능성은 크게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지원역량을 반영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관
련 평가항목은 KOICA 신규 프로젝트 심사선정 기준표(2014), 교육개발협력 성과측정 가
이드라인 개발연구(임진호, 2013)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타
당성’, ‘파급효과’, ‘지속 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타당성’ 평가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교육개발계획(정책 자료), 교육개발협력 동
향, 우리정부가 제시한 국가협력 전략(CPS)과 한국의 기초 및 중등/중등이후 교육 단계에
대한 지원역량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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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평가는 한국과 타 공여기구와의 교육개발협력 연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
업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즉, 기초 및 중등/중등이후 단계로 구분
된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수원국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교육 단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여국인 한국과 협력국가 간 상호의 이익 증진
및 기술전수 등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자 한다.

2013년 기준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GNI per capita, PPP
(2011 PPP $)

6,866

5,552

11,527

7,580

11,280

인구(백만)

15.47

10.67

48.32

6.802

30.38

GDP(current US$)*

53.80

30.60

378.1

29.95

202.3

GDP 성장률
(2009-2013)

3.7

6.8

4.3

13.6

5.8

HDI**

0.628

0.667

0.711

0.676

0.737

주:

(*) 단위: 십억 달러
(**) 2014 HDI 지표
출처 : 세계은행(http://data.worldbank.org/country). (검색일 2014.10.22.)
UNDP(2014). Sustaining Human Progress: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pp. 160-161.

‘지속 가능성’영역은 해당 수원국의 교육사업 수행역량과 사업 종료 후 자립 역량 등을
고려하며, 범분야 이슈 중 교육 분야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 평등 관련 항목을 포
함한다. 또한 국별 경제수준과 재정자립도 등에 근거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앞과 같은 경제지표 및 HDI 지표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평가척도는 상, 중, 하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조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도출한 총점을 다섯 급간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20점 미만은 1점, 20~39점은 2
점, 40~59점은 3점, 60~79점은 4점, 80점 이상은 5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한편 Y축에서는 EFA, MDG 등 연구대상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교육지
표 활용해 5개국의 기초 및 중등/중등이후 교육 단계 수요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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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교육수요 평가
평가
항목

기초

중등
및
중등
이후

세부지표

비율

초등취학률(NER)

측정방법
1

3

5

25%

90.5이상

85.5이상~90.5미만

85.5 미만

초등등록률성비

25%

95.4이상

90.6이상~95.4미만

90.6 미만

성인문해율(15세 이상)

25%

88.6이상

80.8이상~88.6미만

80.8 미만

정부 교육예산 대비
초등교육 투자비율

25%

33.8미만

33.8이상~41.7미만

41.7 이상

중등취학률(NER)

25%

64.7이상

53.6이상~64.7미만

53.6 미만

중등등록률 성비

25%

101이상

94.6이상~101미만

94.6 미만

고등 총등록률(tertiary)

25%

33.4이상

24.5이상~33.4미만

24.5 미만

정부 교육예산 대비
중등교육 투자비율

25%

20.0미만

20.0이상~28.9미만

28.9 이상

여기에서 ‘기초교육’분야의 지표로 선정한 초등 순취학률(NER)과 성인문해율(15세 이
상)은 수원국의 기초교육 수준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초등등록률의 성비를
통해 교육기회의 양성평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교육예산 대비 초등교육 투자비
율은 수원국 정부가 인식하는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자립역량을 의미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에서는 중등 순취학률(NER)과 고등 총 등록률(GER)을 통해 중
등 및 중등이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고, 중등등록률의 성비를 통한 양성평등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교육예산 대비 중등교육 투자비율을 통해 중등교
육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인식정도와 자립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척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각 국별 해당 지표 점수를 조사하였으며, 각 지표의 5개국
평균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활용해 1, 3, 5의 급간을 조정한다. 각 교육 단계별 취학률과
등록률의 경우 지표값이 높을수록 교육이 보편화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교육개발협력의
수요는 낮은 것(1점)으로 측정한다. 반대로 정부 교육예산 대비 투자비율은 지표값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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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정부의 정책의지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교육수요가 높은 것(5점)으
로 측정하고자 한다. 5개국의 각 지표값 이외에 중남미(LAC) 평균점을 본 급간 점수에 적
용하여 상대적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결국 x축은 기초교육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사업 가능성을 평가하여 급간 접수에 따라
적용한다. 한편 y축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기초교육 및 중등/중등이후 교육 영역별 합계
를 도출하고 4개의 지표 평균값을 산출해 x와 y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초 및
중등/중등이후의 중남미 평균을 보조선으로 나타내어 해당 수원국과 중남미 평균을 비교
하여 사업 선정의 타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부록 예시 참고]

4.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013-2015년간의 3개년으로 구성된 연속 추진 연구로서, 1차 년도에서 분석
한 연구대상 5개 국가의 교육현황, 교육정책,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 동향 등을 바탕으
로 한다. 그래서 금년도는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 하였다. 특히 국내외 주요 공여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례 및 삼각협력 및 민관협력, 지
역기구와의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와 같이 교육개발
협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 추진 및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한된 부분이 있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첫째, 1차 년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
력에 관한 문헌이 부족하여, 지극히 제한적인 문헌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
계가 있다. 금년도 연구의 경우, 각 개발협력 주체들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 사업사
례에 대한 평가보고서 등을 취합하여 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그 과
정에서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던 관계로 인해, 더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적인 개발협력의 방안으로써 삼각협
력과 민관협력, 다자기구와의 협력, 지역협의체를 통한 협력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삼각협력 추진경험이 미약하
며, 주축국가와의 협의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주체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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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삼각협력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제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전
히 중장기적인 노력과 경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한국의
민간 기업 및 공공 단체의 수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현지 민간단체
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협력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 실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에서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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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개발주체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략 및 현황
2차년도 연구는 효과적인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점협력과제 발굴 및 중장기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국제교육개발협력과 개발협력방안으로 나누고,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
석 차원에서 문헌 검토를 진행하였다.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선진 공여국이 설정한 교
육 분야 국가협력 전략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비교를 실시한다. 또한 각
기구에서 개발협력 및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선정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중점협력과제 선정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개발협력 프로젝트
디자인을 위하여 기구별 프로젝트 운영체계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의 방안으로써 삼각협력
과 민관협력, 다자협력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정의, 시행사례 등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표 Ⅱ-1> 문헌 분석을 위한 틀
구분

국제교육개발협력

국제기구/지역협의체

국가

국가협력 전략
(교육 분야)

세계은행(2011)
IDB(2011)

KOICA(2011a)
USAID(2011)

JICA(2010)

선정･성과 평가

OECD(2010)

김진희 외(2013)

KOICA(2008)

세계은행(2013a)
세계은행(2014)

KOICA(2011b)
KOICA(2012a)

KOICA(2012b)
KOICA(2012c)

OECD(2013b)
OECD(2009)

JICA-RI(2013)
JICA(2013b)

곽재성(2012)
OECD(2012)
박수경 외(2011)
세계은행(2012a)

USAID(2010)
네덜란드 외교부(2013)
KOICA(2012d)

권율(2010)

BMZ(2013)
스웨덴 외교부(2007)

OECD(2010)
이현주(2010)

CIDA(2010)

프로젝트/프로그램
삼각협력

민관협력(PPP)
개발협력방안
다자협력
프로그램기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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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 분야 국가협력 전략
본 장에서는 중남미 국가와의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1) 세계은행(World Bank:
WB)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2) 양자기구인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의 교육 분야 전략과 목표, 3) 한국국제
협력단(KOIC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제시하는 교육 분야 전
략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수십 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개발도상국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학
교와 교육으로의 접근성은 놀라울 만큼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한 의
문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은행그룹은 학교로의 접근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학습
(Learning for All, LFA)'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개발협력의 전략,‘교육 분야 목
표 2020’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성장, 발전, 빈곤 감소는 사람들이 습득하는 지식과 기
술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1) 국가 수준의 교육시스템 개혁과 2) 세계
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지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발파트너와 정
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정부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책무성을 향상시
키고 교육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국가역량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IDB는 중남미 지역과의 사회정책분야
협력 전략 속에 교육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적자원 개발을 중요시하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인력개발을 위해 유아
교육,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의 질, 위기청소년(youth-at-risk) 지원 등에
중점을 둔다. IDB의 본 전략은 중남미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인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각 단계별 연관성 및 우선 협력분
야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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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기구별 교육개발협력 전략과 목표 및 중점 지원 분야
접근법

전략목표

⋅교육 시스템 강화
모두를 위한 학습 ⋅고급 지식기반 형성
세계은행 (Learning for All:
- 지식생성 및 교환
LFA)
- 기술 및 재정지원
- 전략적 파트너십
IDB

교육을 통한 개인과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소로서 인적자원
사회의 경제 성장
개발

중점
지원분야

범분야
이슈

교육시스템

-

유아교육
교육의 질
위기청소년

-

⋅2015년까지 10억 아동인구의 읽기기술
읽기교육
향상
청소년 개발
인간발달의 기초이자 ⋅2015년까지 기술직업 교육 개발 프로그 직업교육
양성 평등
경제 성장의 주요
램 향상을 통해 국가발전을 조력할 수 교육시스템
USAID
장애학생
교육접근성
요소로서의 교육
있는 인력양성
타 개발목표 연계
⋅2015년까지 분쟁지역의 1.5억 명 학습 교육의 질
자의 교육으로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현장 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협력국 개발계획과 일관성 유지
⋅결과 지향적 프로젝트 계획/실행/평가

기초교육
중등교육
소외 계층
통합

-

⋅교육기회/교육의 질/제도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제공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 양질의 기초교육 기회 제공
KOICA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
- 기술인력 양성
- 고등인재 양성

기초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젠더
정보통신
환경

JICA

인간의 기본권이자
경제 성장의
기초로서의 교육

출처 : 세계은행(2011a). Learning for All: Investing in people’s knowledge and skills to promote development.를 중심
으로 재구성함.(2014.02.23.)
IDB(2011). Strategy on social policy for equity and productivity.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USAID(2011). Education opportunity through learning: USAID Education strategy.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JICA(2010). Summary of Evaluation Result: The quality improvement of primary school education(PROMECA
in Spanish)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KOICA(2011a). KOICA 교육 분야 전략(2011-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JICA는 교육을 인간의 기본권이자 경제 성장의 기초로 바라보며 교육이 모든 개발이슈
중 핵심이 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의 영역 중 기초교육(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특히 소외 계층의 교육으로의 통합에 중점을 두어 교육개발협력
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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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의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현장
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모델정책의 수립과 재정지원을 통한 모
델정책의 운영 등 교육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둘째, 파트너 국가의 개발계획 또는 정
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성과 지향적(Result-Oriented) 프
로젝트 계획, 실행, 평가를 실시한다. 명확한 성과의 평가가 어려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JICA는 보다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시행하며 또한 그 성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
JICA는 교육개발협력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프로그램의 사전 계획에서
평가 및 환류까지의 전 과정을 교육개발협력 기본원칙 속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
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수원국의 계발계획과 연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USAID는 인간발달의 기초이자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소로서 교육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측정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을 기관 목표로 세우고 협력 파트너 국가의 전략
과 국가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국 주도의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협력 대상국가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4가지 단계의 교육개발협력 범위를 구분한
다. 1) 기초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사회상황을 가진 국가의 경우 초등교
육 단계의 읽기 교육에 강조를 두어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며, 2) 빠른 경제 성장과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의 경우 기술직업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인력 양성에 중
점을 둔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한다. 3)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직업기술교육 포함) 운영 시스
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심이 높은 국가의 경우 교육 전반의 시스템적인 지원을 우선
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4) 분쟁 또는 위기상황의 국가를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 보장과 학습결과의 질 관리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교육개발협력을 진행한다.
KOICA는 국내외 개발협력 추진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서 KOICA는 2011-2015 교육 분야 중점협력과제로 모든 이
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 기회 제공, 기술인력 양성 및 고등인재 양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과 개발협력에서 교육의 역할, 한국이 가진 교육 분야 비교우위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전략목표로서 각 기초교육/직업교육/고등교육에서의 기회 확대
와 질적 개선, 관련 제도와 법의 개선을 하위 단위목표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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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각 교육 단계별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모델학교를 수립하여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현
지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성 확보, 사전 교육을 통한 준비도 향상을 주요 실행과제
로 제시한다. 또한 기초교육/직업교육/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단계 교원의 역량
을 강화하고 교과과정을 개선하며 교과서 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 단계의 정책 및 제도 지원을 통해 단계별 교원 양성제도와 교육행정시스템,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KOICA는 범분야 이슈(젠더, 정보
통신, 환경)가 교육개발협력 현장에서 고려되고 실현될 수 있는 개괄적인 적용전략을 제
시한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발협력은 KOICA의 이러한 교육 분야 전략과 국가협력 전
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모니터
링과 평가,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원의 연구 역시 이와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앞선 다자기구와 양자 기구 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국내외 개발주체 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네트워크를
활용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선정･성과 평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성과 평가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
였다. OECD의 개발협력 평가관련 문헌을 통해 프로젝트의 선정 및 평가 관련 지표와 내
용을 분석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단위 관련문헌에 관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KOICA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 OECD
1991년 OECD DAC는 개발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개발 기관 자체 평가 시스템 관리 원
칙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8년 DAC 회원국들은 평가원칙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의 핵심 원칙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DAC의 개
발협력 평가 기준은 평가 원칙에 근거하며,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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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개
발협력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향상시킨다. 2) 공공으로의 정보 제공 등 책무성 제
고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3)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후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다.
평가는 공정(Impartiality)하고 독립적(independence)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독립된 평
가자에 따라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credibility)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 과정의 투명
성(transparency)은 평가의 신뢰도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평가
의 결과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평가 결과들은 관련성이 깊고 유용하게
(usefulness) 인식되어야만 하며 가능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공여자와 수혜자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것(participation of donors and recipients)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
인 평가를 방지하고 평가 결과를 상호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공여자 간의 협력(Donor
co-operation) 역시 필수적이다. 평가를 실시하기 전 전반적인 평가 계획(evaluation
programming)을 수립해야 하며 평가 계획 및 실행 과정(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valuations)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범위, 평가 방법, 프로젝트/프로그램 성취도 측정 기준,
소요 시간과 자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명확히 작성되
어야 하며 비형식적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reporting dissemination
and feedback). 마지막으로 환류(feedback)과정은 평가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DAC의 개발협력 평가원칙에 근거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Ⅱ-3> DAC의 5대 평가 기준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
적절성
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개발 사업의 목표들이 수혜 대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다른 대안을 감안할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합리화될 수 있는가.
즉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평가 대상 정책 시행 후 또는 사업종료 후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영향력
Impact

개발 사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전체적인 결과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2008). 개발협력 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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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DAC에서 제시한 5대 평가 기준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발협력 사업의
평가지침이 되며 사업의 시기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
이 매우 크다.

2)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성과 평가 모형 개발 연구(김진희, 2013)에서는 교육의 특수
성을 반영하여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또
한, 한국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성,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평가 모델 사례, 한국 교육개발
협력 사업 성과 평가 모형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연구문제를 통해 평가 모델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문헌을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발주체들의 다양한 교육
개발협력 현장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개발협력 성과 평가에 대한 선진 공여기관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입안자, 평가실무단,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델파
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성과 평가 모형의 평가 영역은
OECD DAC에서 지정하는 5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을 기
반으로 국제사회의 여성교육에 대한 강조와 그 중요성을 반영한‘성주류화’ 기준을 포함한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시설건립, 단
일국가 대상 인력양성, 복수국가 대상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하여 각 유형별
사업을 6개 영역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표 Ⅱ-4>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유형 범주화
주요항목
시설건립

단일국가 대상 인력양성

복수국가 대상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출처 : 김진희 (2013).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성과 평가 모형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Ⅱ-5> 교육개발협력 성과 평가 영역
평가영역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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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이
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전문가, 개발협력 및 평가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한 평가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 평가모형을 활용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피드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각 평가영역별 지표를 활용하여 교육개발협
력 사업 선정 평가에 응용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KOICA
KOICA는 1991년 OECD/DAC의 ‘평가’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평가란 진행 중인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의 기획, 집행과 결과에 대해
가능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말한다. 평가의 목적은 개발목표에 대한 충실성과 연
관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평가는 유용하
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원국과 공여국의 정책결정과정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OECD DAC, 1991; 한국국제협력단, 2008 재인용).
평가란 학습(Learning)과 책무성 확보(Accountability)의 목적으로 수행되며 파트너십
(Partnership), 공정성(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투명성(Transparency), 신
뢰성(Credibility)의 5개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KOICA는 시기에 따라 평가를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종료 평가, 사후 평가로 구분하며
대상에 따라 프로젝트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 분야별 평가, 국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
별 평가 등 다양한 시기와 목적, 형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형태의 평가는
OECD/DAC의 5가지 항목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며, KOICA는 이상의 OECD/DAC에서 제
시하고 있는 5개 기준에 성주류화와 환경영향정도를 포함하여 7개의 평가 기준에 대한 평
가를 수행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의 성격과
평가의 범위 또는 시기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기준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평가질
문을 제작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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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KOICA의 개발협력 사업 평가 기준
구분

내용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

1.
2.
3.
4.
5.

적절성
Relevance

개발 사업의 목표들이 수혜 대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효과성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다른 대안을 감안할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합리화될 수 있는가. 즉 여
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지속 가능성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 또는 사업종료 후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Sustainability 정도
영향력
Impact

개발 사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전체적인 결과
한국국제협력단

6.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7. 환경영향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2008). 개발협력 사업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재구성.

KOICA가 제시하는 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국제규범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본원
의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한 연구에서 시범사업지역과 프로젝트
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
영한 맞춤형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프로젝트/프로그램
본 절에서는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프로그램 구상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프로젝트 운영체제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보고서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 기획 및 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운영체제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 대상국가의 개발협력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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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며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치, 경제, 행정을 비롯한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의 운영방식과 체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운영 메커니즘과 제도 등을 통해 개인과 집단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UN, 2012: 3).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사회, 정치, 경제, 행정 분야를 운영 관리하는 법제도, 시스템, 구조, 절차, 리더십
등으로 묘사될 수 있다(UNPOG, n. d.).
교육거버넌스란 국가 교육과 관련한 법제도, 시스템, 운영방식 및 조직구조 등을 포괄
적으로 의미한다. 이는 협력 파트너 국가 간의 상호 교육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필수적이며, 거버넌스는 개발의 효과성을 좌
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ODI, 2006: 3-4). 교육 거버넌스는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지방정부기구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며, 추
가적으로 한 가지 기준을 더 적용하기도 한다. 1) 투명성과 책무성: 교육 분야와 관련한
제도와 규정의 투명성과 책무성 정도, 2) 관리통제 시스템: 지역 및 학교단위의 교육계획
과정을 주정부의 교육계획에 포함시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
도, 3) 관리정보 시스템: 교육계획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이용가능 정도, 4) 효율적 자원 활용: 예산과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정도가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5) 교육서비스 기준: 일련의 지표를 활용
해 지방 단위 초중등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포함되기도 한다(세계은
행, 2013a).
교육개발협력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교육 거버넌스를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파리 선언의 5대원칙 중 하나인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치(Alignment)’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원국 주도의 전체론적 접근을 고려할 때(박수경&이주영, 2011), 교육개발협력의 효과성
이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 종료 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사례
지역교육개발협력 중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기획 및 수행 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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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개발협력 사업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OECD DAC의 평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문헌으로는 KOICA
에서 발간된 사업 평가보고서와 세계은행의 평가보고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KOICA는 케냐 나이로비, 나쿠루, 티카 지역에서 실시된 초등학교 증개축 사업
(KOICA, 2012a) 및 탄자니아 다레살람 지역의 공과대학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역량 강
화 사업(KOICA, 2012b), 팔레스타인 제닌 지역의 기술고등학교 건립 사업(KOICA,
2012c)을 평가하였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사례로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강화사
업(KOICA, 2011b)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문헌에서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수행 시 1) 사업 목표 설정과 대상 지역
선정의 적절성, 2) 사업의 투입 자원 대비 산출의 효율성, 3) 사업 수행의 효과성, 4) 사업
수행의 영향력, 5)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1) 사업의 목표 설정과 대상 지역 선정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부부처 요청 및 교육 현안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적절성, 지역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2) 사업의 투입 자원 대비 산출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사업의 효
율성을 증진시키거나 저하시키는 구조적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통관 제한 품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우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경쟁 입찰 제도를 통한 사업비
절감, 수원국의 분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 재원 투입 시 대처방안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3) 사업 수행의 효과성에서는 학생수, 진학률, 학업성취도, 만족도 등 성취
목표에 관한 구체적인 성취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과, 사업 수행 중 성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4) 사업 수행의 영향력 평가는 성과 평가(Performance Evaluation)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사업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5)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서는 수원국의 정책, 수원기관의 재
정 및 운영, 수원기관 담당자의 기술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험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가능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 밖에 세계은행이 수행한 중미 온두라스 교육의 질, 거버넌스, 기관역량 강화사업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자기구인 세계은행 역시 KOICA의 평가 기준과 다르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은행의 평가보고서 문헌에 의하면 1) 사업목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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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당성과 2) 목표 달성 정도(산출물과 결과물에 대한 정량적 평가) 3) 사업예산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수행 주체(세계은행과 협력국 정부
의 수행역량)에 대한 평가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KOICA 사업
평가보고서와 세계은행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사업기획 및 평가 단계 시 고려 사항
들은 프로젝트/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수행, 종료 및 사후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유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지역
선정, 프로젝트 기획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개발협력 방안 개념적 근거
개발협력 방안 관련 문헌분석에서는 파리 선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원조효과성 논의와
핵심원칙을 심화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원조(Aid)와 변화하는 개발협력환경
에 대한 대응방안,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고려하여 삼각
협력, 민관협력(PPP), 다자협력, 프로그램기반 접근법으로 구분해 문헌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삼각협력 역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변화하는 개발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개
발협력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십의 구축 차원으로 이해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박
수경, 이주영, 2011). 삼각협력의 경우 1978년 UN에 의해 “개발도상국간의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되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없다. UN-DESA의 경우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을 지원
하는 것을 삼각협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전통 공여국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남남협
력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을 삼각협력이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OECD, 2013b). 2009년
진행된 연구에서 OECD는 삼각협력을 “OECD DAC 가입국과 주축국가(pivotal countries)가
협력하여 수원국에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OECD, 2009).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위원회의 관점을 수용하여 삼각협력을 정의하고 삼각협력을 활발하
게 추진 중인 선진 공여국의 사례와 남남협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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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다양한 삼각협력의 정의
기관/저자
UN-ECOSCO
(2008)

UN-DESA
(2009)

정의
삼각 개발협력(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이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OECD/DAC 공여국 또는 다자기구에서 남반구에 속하
는 개발도상국 정부에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은 북반구에 속하는 공여국가나 다자기구가 남반구
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남반구에 속하는
다른 파트너 개발도상국가 정부에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삼각협력의 메커니즘을 통해

Nairobi Outcome 전문가 양성 및 국가역량 제고를 목표로 선진국가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에 지원을 요청
Document of

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삼각협력에서는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South-South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에 의거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Co-operation

있도록 직접적 지원이나 비용분담 합의(cost-sharing arrangement), 합동연구 및 개발

(UN, 2009)

프로젝트, 제 3국가 트레이닝 프로그램(third-country training programmes), 남남 센
터에 대한 지원, 경험 및 자원 전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진행된다.
UNDP의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은 “삼각 남남협력(triangular
South-South co-operation)”을 “남반구에 속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P(n.d.)

는 남반구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이라고 묘사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추가적
인 재정･기술･실행계획 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선진 공여국(northern donor)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진 공여국은 제 3 협력국(third partner)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다. 또는, 선진 공여국에서 공여국가의 우선순위나 이익에 부합하면서 기타 남반구
개발도상국 파트너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 개발도상국을 선정하기도 한다. 이 때 선진 공
여국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삼각협력적 접근(triangular approach)을 통해 남남협
력을 지원하며,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출처 : OECD(2013). Triangular Co-operation: What’s the literature telling us? p. 31

선진 공여국의 경우 삼각협력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일본의 JICA의 연구와 사례조사를
참고하였다. JICA에서 진행된 연구는 삼각협력을 통해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JICA-RI, 2013). JICA는 이 연구에
서 삼각협력의 이론적 개념과 제도적 문제와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논하고 7가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7가지 사례는 JICA에서 진행한 개발협력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독일
등 선진 공여국이 참여한 삼각협력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 삼각협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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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멕시코-볼리비아-독일이 폐수분야 관련하여 실시한 삼각협력 사업이 소개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요르단-팔레스타인-일본의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이 외에 JICA는 열
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는데,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협력 사
례이고 중남미 국가의 경우, 브라질의 사례만이 소개되었다. 선정된 우수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분야는 농업, 경제개발, 환경 등이며 교육은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JICA, 2013). JICA의 연구와 사례조사의 경우 삼각협력의 개념과 운영에 대한 실
제 경험을 기술하고,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각협력의 사례를 소개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삼각협력을 위한 주축국가로 브라질, 멕시코, 칠레를
선정하고, 주축기관으로 2013년 본원과 MOU를 맺은 OEI를 선정하여 중점연구대상 5개
국과의 효과적인 교육 분야 삼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은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에 있어 정부와 민간 파트너가 장기적으로 계약관계
(contractual arrangement)를 맺고, 민간 파트너가 자본자산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협력 분야에
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관협력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으며, 국가별로 민
관협력에 대해 다소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OECD, 2012: 19). 영국의 경우 비교적 넓
은 범위에서 정책수행부터 기반시설 건립까지 다양한 범주의 정부-민간부문의 협력을 민
관협력이라고 지칭하며, 남아프리카의 경우 정부기관의 역할을 민간 파트너가 위임받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정부기관과 민간 파트너 간 상거래(commercial transaction)를
민관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민관협력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
정지원으로 운영된 도로, 항구, 철도, 학교 및 환경설비와 같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
을 민간자금으로 운용해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접목시키는 것을 민관협력이라고 지칭해
왔다(OECD, 20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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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국가별 민관협력(PPP)의 범위
국가
한국

남아프리카

영국
(United Kingdom)

호주
(State of Victoria)

PPP의 범위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 등을 적용하여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관련 시설 등의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민간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일정 기간 대신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공공자산의 이용
권을 획득하는 관계에서의 공공기관과 민간 파트너 간의 상거래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협력관계(arrangement)로 넓은 관점에
서 PPP는 정책, 서비스, 기반시설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공동 활동과 위험요
소 공유 등 모든 형태의 협력을 포함
민간부문에서 일반 조달(general procurement)과 관련이 없는 파트너십 기간 동안 1천
만 호주달러(AUD) 이상의 금액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반시설이나 부수적인 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출처 : OECD(2012), Public Govern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19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기반시설 구축이나 운용에 국한되는 민관협력에서 벗어나 포
괄적인 개념으로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조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행위”를 의미하는 데까지 확장
되었다 (곽재성, 2012). 민관협력은 원조효과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
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경제침체로 기존 공여국가의 원조 규모가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 부문의 대규모 자금 및 ‘혁신적인 개발재원’
에 대한 논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 공여국과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ODA 예산 중 민간 재원을 유치함으로써 ODA와 민간재원의 다양한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민관협력 및 민간부분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개발 행위자 간 정책협의를 진행하여 효과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박수경, 2011).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이
부족한 재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
회적 기업 지원,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활
동 등 민간 재원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의 민관협력에 대한 이견3)도 존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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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력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중
남미 지역에서 진행된 교육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KOICA의 민관협력 사업 구분에 따라 민관협력을 민간단
체(NGO) 지원 사업과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사업으로 나누고, 사업 주체에 따라 국
제기구와 국별로 구분해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제기구 사례의 경우 세계은행에서는 중남미에서 진행된 민관협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민관협력의 프레임과 재무구조(financial structuring) 및 사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례조사에는 본 연구의 중점연구대상국가인 페루, 콜롬비아를 비롯하여, 이들 국가와의
삼각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선정한 칠레, 멕시코가 선정되어 해당국가의 민관협력 환경에
대한 분석에 참고하였다(세계은행, 2012).
선진 공여국가의 민관협력 사례의 경우 미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페루 보건 분야에서 민관협력증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USAID, 2010), 네덜
란드의 경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민관협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관협력은 주로 보건, 인프라 구축 및 상수도 관련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대륙별 지원현황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
어 있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적은 편이었다(네덜란드 외교부, 2013). KOICA에서
는 NGO 지원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선진 공여국 NGO 지원 사업의 현황과
KOICA의 현황을 분석하고, 몽골과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NGO지원 사업의 평가를 진행하
였다(KOICA, 2010b). 상기한 연구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사례를 조
사하였으나, 중남미 지역에서 진행된 교육 분야 민관협력에 대한 심층 있는 연구는 진행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진행된 교육 분야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다국
적기업 뿐 아니라 현지 민간 기업, 국제기구나 국제 NGO, 현지 NGO 등과 다양한 파트너
십을 형성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다. 특히 본 연구의 중점연구대상국인 페루와 콜롬비아 및 삼각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선
정된 칠레, 브라질, 멕시코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민관협력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
3) EDCF(2012)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다양한 형태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개념의
혼재” 때문이며, 포괄적 개념으로 논의되는 민관협력의 경우 민관협력(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아닌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Cooperation)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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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IDB, 2013) 해당지역에서의 민관협력 사례 및 방안
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 다자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다자협력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의미한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금융기관(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유엔기구 및 기금, 국제 NGOs, 기타 다자 원조기구 등과
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ODA로 계상될 수 있다(박명지, 2010: 23-24). OECD에서 정의하
는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Ⅱ-9> 양자 및 다자 간 원조의 정의(OECD, 2007)
구분

정의
공여국과 수원국간 직접거래를 의미하며, 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NGO에 대한 지

양자간 원조

원, 공여국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개발원조 관련 기타비용(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증진, 채
무재조정, 행정비용 등)을 포함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으로,
OECD/DAC에서 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와 동 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말함

다자간 원조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가 회원이 되며, 개도국의 개발 사업지원을 주요 목적 또는 일부
목적으로 하고, 출자․출연된 재원은 공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재원을 국제기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라도 공여국이 지원 대상 국가나 목적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면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 ODA로 분류함

출처 : EDCF(2012). 숫자로 보는 ODA: 2012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pp.8-14.

지난 십여 년 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오면서 빈곤 퇴치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다자기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다자기구를 활용한 다자적 양자
(multi-bi)원조 역시 전체 ODA의 11%(2010년 기준)에 해당하는 등 적지 않은 비율로 이
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개발된 선진 공여국의 다자협력 정책 자료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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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한 결과, 스웨덴과 독일, 한국 모두 개발원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와의 ‘연계성 및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두며 다자협력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스웨덴 외교부, 2007). 독일 역시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맥락과의 일치성,
효율성, 효과성 증대를 주요 달성목표로 제시하고 있다(BMZ, 2013). 한국의 경우에는 양
자 무상원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조의 경험이 상대
적으로 적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UNDP, WFP, UNICEF 등의 유엔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권율, 2010: 12-14).
이상 각국의 협력 전략 및 현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자기구는 MDGs
달성 및 인권보장,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원조집행기구는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직접 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집행 비용
을 절감할 수 있고 국제기구가 가진 경험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다자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업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다자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다자적 양자(multi-bi)’방식의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라. 프로그램기반 접근법 (Programme Based Approaches, PBA)
1990년 중반까지 대부분의 개발원조는 개별 프로젝트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단위 사업은 대개 공여국 혹은 해외 원조 기관의 사업적･행정적 시스템에 기반하여 진행
되었으므로 수원국과의 협력관계에서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효과성을 기대하는 데에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획 단계부터 수원국의 필요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구조상 수원국을 공여국의 개발협력 사업 대상국으로서의 수
동적인 입장에 위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접근법(Sector Wide Approached: SWAp)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 PBA)이 최근 조명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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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BA의 하위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 SWAps는 수원국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환경 등과
같은 특정 분야별로 개발협력 전략을 수행하는 접근법 혹은 프로세스로서, 1990년대 캐나
다,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시행된 개념이다. SWAps는 PBA 관련
논의를 이끌어 온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중반 파리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PBA보다 사업 프로세스의 원칙 및 기제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현주, 2010:62).
파리 선언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된 원칙 중 하나로서 공여국간의 원조조화
(Harmonisation)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원조의 66%이상을 PBA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OECD/DAC의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 2)’에 따르면, PBA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서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근 각광 받기 시작한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포
함하고 있다.

○ 수원국 또는 현지 기관의 리더십
○ 하나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 정책
○ 공여국의 보고, 예산 책정, 재정 관리 및 조달을 위한 공식적인 공여국 조정 및 조화
절차

○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재정 관리 그리고 감독 및 평가를 위해 현지 체제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PBA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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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PBA 구현을 위한 지원 양식
구분

주요내용

⋅수원국 국고(treasury)로 재원 이전하여 진행함
일반예산지원
⋅공여국으로부터 수주 받은 재원을 수원국 자체 예산 시스템과 절
예산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차를 바탕으로 배분 및 집행하고 그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공여국
(Budget
측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행함
Support)
⋅수원국의
전반적인 국가전략 및 예산 우선순위에 초점을 둠
섹터예산지원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간에 정책 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 및
(Sector Budget Support)
예산 우선순위에 주로 초점을 두어 수원국에 지원됨

공동지원
(Pooled
Arrangeme
nt)

공동 재정 지원
(Basket Funding)
공동 기술 협력
(Pooled Technical
Assistance)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

공여국간 조정을 통해 합의된 공동의 체계를 통해 재원을 제공하
며, 대개 공여주도국이나 수원국, 다자기구가 관리하는 특별구좌나
신탁기금의 형태를 보유함
보건의료, 교육 등 특정분야 등 국가전략의 하부 분야에 한정되어
실시됨
다수의 공여국이 PBA나 SWAp에 대해 지원할 때, 공여국간 조정
을 통해 공동의 틀과 체계를 통해 재원을 제공하는 방식임
기존에 독자적(Stand-alone)방식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정책과 목표가 수원국의 특정 PBA 혹은 SWAp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통합되는 것임

출처 : 김광임(2011). 프로그램형 접근방식(PBA)을 통한 환경 분야 ODA 지원방안 연구. pp. 12-13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양자 간 협력프로젝트로서 캐나다의 CIDA는 PBA를 활용한 볼리비아 국가 프로그램
(Bolivia Country Program)을 1995-2005년의 사업기간 동안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퇴치를 표방하고 있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으로, 보건, 물과 위
생시설, 공공 영역 개혁 등의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기초교육 분야에
서 MDGs의 목표 달성치에 이미 도달하였기에 교육 분야는 중점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으
나 국가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각 사회 분야의 공공 인프라 재건의 개념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PBA는 개발협력원조에서 현지 주도 형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사업추진 시 PBA의 정의에 대한 해석, 사업적용기준, 평가 등에
대한 모호성 및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개선과제를 남기고 있다.
KOICA를 중심으로 대외무상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PBA 관련 현황을 살펴
보면, 한국은 초기 ‘프로그램’ 이라는 용어사용 자체에서의 한계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프로그램은 명확한 개념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드웨어적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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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프로젝트형 원조’와의 유사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프로그램형 접근’의 핵심특징을 포함하지 않는 모호한 성격의 용어로 활용되었으며,
2010년 OECD DAC의 회원국이 되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PBA 도입을 통한 국내의
원조사업 시행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OECD DAC 가입 이전 KOICA의 개발협력 사업은 사실상 수원국의 개발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공여국 주도(donor-driven)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또한
PBA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협력 전략(CPS)이 확립되지 않은 채 ‘프로젝트형 원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한 중기예산
안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중장기 비전수립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수원국 내 타 공여국
과의 원조조화 요소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개발협력 사업을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PBA 도입 이전에 파리선언에 명시된 PBA 결정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지표를 달성하여 효과적인 PBA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숙고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PBA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2013년 설정된 중점협력국가 CPS를 기초로 한 탄력적 접근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CPS는 협력대상국가의 정책과 개발계획, 분야별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정부전략자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준비 및 발굴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으로 한국은 하드웨어 지원과 소프트웨어 지원을 결합한
프로젝트 패키지 형태의 원조를 주로 추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CPS에 근거한
사업 준비와 발굴 과정에서 통합형 지원의 형태로 구상한다면 한국이 가진 개발협력 사업
의 경험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PBA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은 예산지원, 공동지원, 프
로젝트 및 기술협력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KOICA의 경우 기존의 경험 프로젝트 및 기
술협력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하되 앞으로의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타 공
여국과의 연계를 고려한 공동지원 및 수원국 정부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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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협력방안 추진현황
가. 중남미 지역의 삼각협력(남남협력)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SSC)은 경제, 사회개발과 자립을 위해 개발도상
국가 간 인적,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수행하는 수평적인
협력을 의미한다(정상희, 2013: 84).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탈식민지화와 비동맹운
동(Non-Aligned Movement), 그리고 1970년대 신국제경제질서에 부응하여 처음으로 개
념화되었다(SEGIB, 2012a: 12-13).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통해 국제개발정책에서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Betancourt & Schulz, 2009)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HLF-4)를 통해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
서, 오늘날 삼각협력, 남남협력을 비롯한 개발협력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논의들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은 냉전시대 남반구 국가 간의 결속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
되었으며 냉전이 종식된 198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의 영향으로 중남미 지역 경제정
책 및 조직을 개편하면서 남남협력이 중남미 국가 간 연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EGIB, 2012a: 12). 특히 중남미 지역은 빈곤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
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업적, 지정학적 연대를 넘어선 국제
수준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남협력은
MDGs 달성의 수단이자 지역 내 파트너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기술과
개발의 수요를 고려하는 효과적 지역 통합의 도구로써 적극 활용되고 있다(Betancourt &
Schulz, 2009; SEGIB, 2012a: 13).
중남미는 지역 내 다양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특징을 살려 각 국가 간의 활발한 남남협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 정의되는 남남협력의 기본원칙은 ‘내정불간섭
(Non-interference)’, ‘평등(Equity)’,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정체성
(Identity)’, ‘지역상황(Local content)’, ‘수요중심(Demand driven)의 역량개발’이라는
아크라 행동강령(AAA)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협력적인 수평적 양자관계를
강조하고 있다(정상희, 2013: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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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 참여국 통계에 따르면 주요한 공여국은 브라질, 멕시
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로 나타나며(SEGIB, 2012: 31-32) 이 밖에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등도 공여국으로서 남남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상희, 2013:
95). 주요한 수원국으로는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로 나타나며, 주요
한 공여국인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또한 수원국으로 남남협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EGIB, 2012a: 31-32). 본 연구의 중점협력 대상 5개 국가 별 주요 공여국은 다
음과 같다.

[그림 II-1] 2011 중남미 각 수원국별 최대 공여국 비율
출처 : SEGIB(2012a).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2. pp. 40.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또한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양자 간 이루어지는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 프로젝트는 사
회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 거버넌스, 환경 등의 기타분야와 사회
경제 인프라 및 농업, 산업 등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었다(SEGIB,
2012a: 46-51).

[그림 II-2] 2011 남남협력 추진 분야(2011, %)
출처 : SEGIB(2012a).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2. pp. 51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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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부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교육 분야 및 사회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1뒤를 잇고 있다.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으며, 그 외의 통신, 과학기술 등에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경제(생산)분야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거버넌스 지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환경과 문화에 대한
지원 비율 또한 크게 나타난다. 각 분야 별 세부 지원 영역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3] 분야별 남남협력 프로젝트 비중 (2011)
주 : 사회misc*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물 위생 분야를 포함하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misc*는 수송 및 보관
업, 재정 및 고용 분야를 포함함. 경제(생산)misc*는 산림, 어업, 건설 및 무역분야를 포함하며, 기타misc*는 시민사
회, 재난예방, 젠더지원을 포함함.
출처 : SEGIB(2012a).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2. p. 51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양자 간의 남남협력 분야와 지원내용이 공여국의 역량과 수원국
의 개발과제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SEGIB, 2012a: 57-59; 정상희,
2013: 96).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인 브라질은 경제(농업)와 사회(보건, 생식보건, 교육)분야
를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거버넌스와 경제(농업, 산업) 및 사회(보건)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이 크다. 멕시코는 거버넌스와 경제(농업), 환경에 대한 높은 지원과 기타분
야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며 콜롬비아는 기타분야(거버넌스, 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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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쿠바의 경우 사회(보건, 교육) 분야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칠레는 사회(교육, 보건)와 거버넌스, 경제(농업)에 대한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SEGIB, 2012a: 57-59).

[그림 II-4] 공여국별 지원 분야 (2011)
출처 : SEGIB(2012a).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2. p. 5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그림 II-5] 공여국의 분야별 지원 비율 (2011)
출처 : SEGIB(2012a).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2. pp. 59-60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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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수원국의 개발 수요는 공여국의 지원 분야와 깊
은 연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중점협력 5개국의 개발수요는 다음과 같다. 파라과이는
거버넌스와 환경 등을 포함하는 기타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서 사
회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페루, 과테말라의 경우 사회 분야의
수요가 가장 높으며 콜롬비아는 모든 분야에서의 수요가 고르게 나타난다. 특히 페루는
국가 개발과제 측면에서 교육, 보건, 농업 분야의 역량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볼리비
아는 사회개발, 파라과이와 과테말라 등은 공공행정과 환경에 대한 지원을 국가개발의 우
선순위로 두고 있다(정상희, 2013: 96).

[그림 II-6] 수원국의 분야별 프로젝트 비율 (2011)
출처 : SEGIB(2012a).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2. pp. 59-60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중소득국(Middle-Income Countries: MIC)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에 대한 ODA 규모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SEGIB, 2012: 18) 지리적 근접성, 경제상황 및 정치적 연
관성을 바탕으로 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삼각합력(남남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희, 2013: 98).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남미 지역과의 교육개발협력의 방안으
로써 삼각협력(남남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이 되는 5개국
의 각 국별 삼각협력 현황은 다음의 장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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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지역의 민관협력
1) 중남미 지역의 교육 분야 민관협력
교육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은 교육 접근의 형평성을 확대시키고 교육성과를 극대화함으
로써 교육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Patrinos, BarreraOsorio & Guaqueta,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 분야의 민관협력은 학교 시설 건
립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과 지침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으로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행위자로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Patrinos
외, 2009). 일반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의 영역은 크게 1) 학교운영 및
전문성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교육서비스 지원, 4) 학교시설 지원, 5) 학교
시설 및 교재교구 지원으로 구분되며(Patrinos 외, 2009; 세계은행, 2006 재인용) 각 영역
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중남미 지역의 민관협력 역시 위의 각
교육영역에 따라 NGO 및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지역사회, 사
립학교 등과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민관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Ⅱ-11> 교육 분야 지원 영역에 따른 중남미 민관협력 프로그램 대표 사례
구분

국가

프로그램

협력파트너

아르헨티나 사립학교를 위한 공공예산 지원 프로그램 지방 교육관계자, 공립학교
칠레

교육서비스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중앙정부, 정부보조 사립학교, 지방자
- 교육 분권화 지원 및 교육의 질, 교육접
치당국
근성 향상

콜롬비아

중등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
- 저소득층 대상 중등교육 바우처 제공

지방 교육청, 사립학교

과테말라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여아 대상 바우처 제공

공립학교, 학부모회, 교원단체, 여성
교육협회

아이티

사립 초등학교, 행정부, 학교운영위원
아이티 모두를 위한 교육 적용 프로그램
회, 국가교육협력기구, 학교급식 프로
보조금 지원
그램 조직, 국립 사교육기구, 세계은행

볼리비아

Fe y Alegria Network
- 저소득층 대상 교육의 질 향상

교육부, Fe y Alegria 국제 사무국,
시민사회, 지역사회

콜롬비아

Fe y Alegria Network
- 저소득층 대상 교육의 질 향상

교육부, Fe y Alegria 국제 사무국,
시민사회,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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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콜롬비아

교육
과테말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지원
파라과이
페루

프로그램

협력파트너

Concession School program
- 공립학교 운영을 사립화하여 교육의
질, 학교운영 효율성 향상

공교육 사무국, 사립학교 연합

Fe y Alegria Network
- 저소득층 대상 교육의 질 향상

교육부, Fe y Alegria 국제 사무국,
시민사회, 지역사회

Fe y Alegria Network
- 저소득층 대상 교육의 질 향상

교육부, Fe y Alegria 국제 사무국,
시민사회, 지역사회

Fe y Alegria Network
- 저소득층 대상 교육의 질 향상

교육부, Fe y Alegria 국제 사무국,
시민사회, 지역사회

출처 : Harry Anthony Patrinos, Felipe Barrera-Osorio & Juliana Guaqueta(2009). The role and impac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education. pp 71-82.

위의 대표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분야 민관
협력은 대부분 예산(보조금) 지원 및 바우처 제공 등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과 민간의 자율
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의 ‘중등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은 저소
득층 가정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바우처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립학교로의 진학기회를 확대한다(Norman LaRocque, 2008). 뿐만 아니라 콜
롬비아의 Concession school program은 공립학교의 운영을 사립화하여 공교육이 가진
학교운영의 문제, 교육의 질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Norman LaRocque, 2008). 두
프로그램 모두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교육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교육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효과적인 교육 분야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중남미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Fe y Alegria 프
로그램(이하 FyA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 중남미 및 스
페인 빈민가에서 형식적 교육기관(취학전, 초등, 중등, 기술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중남미 9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FyA 프로그램 산하의 각급 학교는 대부분 농촌지
역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어 운영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의 교육부는 NGO가 운영하는 학교 교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FyA
국제 사무국은 교사급여를 제외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
부와 민간 간의 활발한 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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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로 계상되는 선진 공여국의 NGO 및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중남미 교육 분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11>과 같다. 민간단체를 활용한 가장 적극적인 교육지원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으로 나타나며 2012년 기준으로 33백만 달러에 이른
다. 스페인의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2000년대 후반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유럽과 자국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201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Ⅱ-12> 민간단체(NGO 및 CSO) 지원을 통한 교육 분야 ODA 현황(중남미 전체국가 대상 )*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오스트리아

0.58

1.31

0.97

3.95

0.56

0.60

0.95

1.989

0.80

11.73

벨기에

3.16

9.95

5.94

5.91

7.96

9.53

9.22

10.27

9.40

71.35

캐나다

..

..

..

..

10.87

30.32

30.59

22.07

2.75

96.61

덴마크

1.75

..

..

..

..

1.35\

6.32

1.51

4.80

15.73

핀란드

..

..

1.70

4.13

1.46

1.07

0.72

3.54

1.46

14.09

독일

..

11.09

13.33

6.58

4.72

14.16

3.08

8.16

7.08

68.21

아일랜드

..

..

..

3.37

2.80

2.70

3.10

1.32

0.96

14.25

이탈리아

..

1.08

4.69

5.62

7.56

6.86

3.96

1.41

1.04

32.22

일본

..

..

0.00

..

0.32

0.73

22.32

18.88

28.70

70.95

한국

..

..

..

..

0.061

0.25

0.29

0.24

0.30

1.14

룩셈부르크

0.16

..

..

..

1.80

1.12

1.82

1.84

1.25

7.99

네덜란드

0.41

..

15.94

23.76

5.12

2.87

4.99

..

0.02

53.10

노르웨이

0.21

..

5.39

4.59

1.44

4.61

3.64

4.06

8.676

32.61

스페인

..

..

..

..

74.456

49.86

33.07

300.06

스웨덴

..

..

0.50

..

..

0.79

..

5.39

..

6.68

스위스

..

..

6.88

0.07

3.79

0.37

..

1.35

5.55

18.01

영국

..

..

..

..

..

..

0.027

0.68

0.51

1.22

미국

..

1.42

1.15

18.98

23.20

8.44

16.52

16.37

18.36

104.44

총액

6.28

24.86

56.49

76.96

146.10

99.816 42.876

135.71 208.33 142.35 125.46

주 : (*) Commitment 기준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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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활용한 교육 분야 지원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표 Ⅱ-12>와 같으며, 역시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3> PPP를 통한 중남미 전체 교육 분야 지원현황
(단위: 백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캐나다

..

..

..

..

..

..

..

0.05

..

0.05

이탈리아

..

..

0.04

..

0.10

..

..

..

..

0.14

한국

..

..

..

..

..

..

..

0.36

0.15

0.51

스페인

..

..

..

..

..

0.00

..

..

4.74

4.74

총액

..

..

0.04

..

0.10

0.00

..

0.41

4.89

5.44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표 Ⅱ-14> 2012년 스페인의 중남미 지역 PPP 지원 주요사업 내용
공여기관

수원국

유형

MUNIC

과테말라

프로젝트 사업

UNIV

멕시코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

Carolina Foundation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UNIV

콜롬비아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

Carolina Foundation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AECID

북중미 지역

장학금
지원/초청연수

고등교육

Carolina Foundation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AECID

북중미 지역

장학금
지원/초청연수

고등교육

Carolina Foundation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UNIV

브라질

장학금
지원/초청연수

고등교육

브라질-스페인 교사 및 연구자 초청연수 프로그
램

MUNIC

니카라과

프로젝트 사업

초등교육

Antigua지역 소외 위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연수 자금지원

북중미 및 NGO 및 기타
중남미 전체 민간단체 지원

고등교육

CONTRIBUTION: Economic and logistical
support to AIESAD

UNIV

지원분야

사업명

청소년 및
저소득층 마야 여성을 위한 교육권 확대 및 연수
성인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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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민관협력을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 적용하여 교육개선을 도모한 선진국
가로는 일본이 있다. <표 Ⅱ-1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국가별로 다양한 개
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NGOs를 활용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원조전문기관인 JICA는 2002년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NGOs, 대학,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JICA Partnership
Program(JPP)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
아,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파라과이,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JPP의 특징 상 협력대상국의 공식적인 원조 요청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행 이전에 수원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된 JPP의 영역으로는 사회, 경제적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협력이 강조된다. 전문성을 가진 일본
인사를 파견하거나 협력국가에서 인력을 추천받아 교육시키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된다
(JICA, n. d.).
또한 일본은 NGOs 이외에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JICA 내에 민간분야 협력실을 설치함으로써 민간영역의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
상국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주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는
데 최근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선까지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
다JICA(n.d.).
미국의 경우에도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민관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Global
Development Alliances(GDAs)로 대표되는 민관협력은 민간 기업과 사회의 역량을 활용
하여 국제개발협력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시
행된 몇몇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SAID는 페루에서 Pluspetrol이라는 사기업
체와 함께 “교원 양성을 위한 안데안 센터 프로그램The Andean Center for Excellence
in Teacher Training Program(CETT Program)”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페루
교사들의 읽기와 쓰기 교수 능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으
로 최신의 기초교육 및 문해 학습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USAID, 2014). 또
하나의 예로 과테말라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USAID ‘Alianzas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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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D가 6백만 달러, 사기업에서 약 18백만 달러를 지원한 사업으로 과테말라 국민의 교
육과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었다. 과테말라 내 100개 이상의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사기
업을 포함하여 NGOs, 학계, 신념에 기반을 둔 조직 및 정부조직이 함께 빈곤을 줄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기회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였다(USAID, 2009c).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PP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의 영역이 다양한 만큼 정부와
민간의 역할 역시 매우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중남미 각 국의 정부는 자국의 PPP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 효과성과 형평성 확대를 위해 노
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같은 공여국 정부는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민간주체와의 글로벌 협력
을 통한 소외 계층의 교육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개발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2) 한국의 중남미 지역 민관협력
KOICA 기준에 따른 민관협력 사업은 크게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글로벌사회공헌
(CSR) 프로그램, 대학과의 파트너십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KOICA의 ODA 통계를 활용하여 중남미지역에서 추진한 개발협력 사업 중 민간단체 지
원 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CSO, 대학 등)와의 협력 사업은 중남미 5개국
(볼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페루, 파라과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볼리
비아에서의 민관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력 사
업 분야로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 농립수
산, 공공행정에 대한 지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별 현황을 살펴볼 때, 볼리비아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이 연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 사회복지, 농촌개발 등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지원되
고 있다. 특히 볼리비아 현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국내단체를 통한 지원을 넘어 협력 파트너국가의 NGO를 통한
교육지원은 현지의 요구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과테말라는 교육 분야 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페루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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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표 Ⅱ-15> 한-중남미 민관협력 현황 (2008-2012)
국가

년도

협력 민간단체

2012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파띠시아 지역개발사업

교육

초등교육

2011

굿네이버스

파테말라 파띠시아 지역개발사업

교육

초등교육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파띠시아 지역개발사업

교육

초등교육

서울국제친선협회

2010 과테말라 아동보호시설과 무료 초등학교
운영보조 프로젝트

교육

교육시설
/특별연수

서울국제친선협회

과테말라 아동보호시설 건립 및 운영 프로젝트
(시설 내 교육기관 병행)

교육

교육시설
/특별연수

과테말라 2010

2009

굿네이버스

로마 블랑카 지역개발사업

농림수산 농업개발

월드휴먼브리지

교육

직업훈련

FAUTAPO

EL ALTO와 SANTA CRUZ의 여성가장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직업훈련

보건

기초식수
공급/
기초위생

볼리비아 사파하끼지역 물과 위항 환경 개선사업

한국구제봉사기구 볼리비아 정글지역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CECASEM

볼리비아

분야

볼리비아 씨뻬씨베 지역 청년을 위한 IT교육 및
직업기술학원 운영

어린이재단
2012

사업명

공공행정 사회/복지

CONCHUPATA 지역의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농림수산 농촌개발
를 위한
지속가능한 상품

ITDG-Solucione
볼리비아 지역의 여성 사회적 경제적 참여과정
s
농립수산 농촌개발
역량강화
Practicas
2011

볼리비아 씨뻬씨뻬 지역 청년을 위한 IT 교육

교육

직업훈련

공공행정 사회/복지

2009 한국국제봉사기구

KVO 리베랄타시 복지관 운영 및 여성 직업교육
지원 사업

2008 한국국제봉사기구

기초사회
KVO 리베랄타시 사회복지관 지원 및 원주민 긴
공공행정
급구호
서비스

파라과이 2010
페루

월드휴먼브리지

한국국제봉사기구 볼리비아 정글지역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2012

평화의료재단
단국대학교

교육

직업훈련

파라과이 의료센터 건립

보건

기초의료
설비

페루 카야오 벤타니야구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교육

직업훈련

글로벌사회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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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협력 민간단체

사업명

2012

세아상역

아이티공화국 북부산업단지(NIP)지역 시범학교
설립사업

교육

교육시설/
특별연수

2011

세아상역

아이티공화국 북부산업단지(NIP)지역 시범학교
설립사업

교육

교육시설/
특별연수

아이티

분야

출처 : KOICA ODA 통계(http://stat.koica.go.kr/) (검색일 2014.06.08.)
KOICA 홈페이지 사업형태(http://koica.go.kr/) (검색일 2014.06.08.)

2008-2012년 KOICA의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대 중남미지역 개발협력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약 25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 EDCF의 통계를 통해 한국의 양자간 ODA 현황 중 국내 NGO지원 및 국제
NGO 지원, 민관협력(PPP) 지원 규모를 확인해보면, 그 지원 규모가 2005년 이래 2010년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OECD/DAC가입 전후인 2009~2010
년에는 지원액의 규모가 최대치(약 2,000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1년과 2012년 급격
히 감소하였음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 주도의 중남미 지역으로의 민간단체지원
및 PPP지원규모는 전체의 1%내외로(약 35만 달러)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다.

다. 교육개발협력에서 다자기구의 지원현황4)
1) 다자기구의 중남미 교육 분야 지원현황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주개발은행(IDB)의 재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IDB는 지난 2010년 7월, 7조 달러에 이르는 증자(IDB-9)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IDB
설립 이래 시행된 총 9번의 증자 중 최대 규모였고, 따라서 IDB-9를 기점으로 IDB 조직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행되었다. 이에 IDB의 중점 분야 또한 1) 평등과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회정책, 2) 경쟁력과 사회복지를 위한 인프라, 3)성장과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 4) 경쟁력 있는 세계적･지역적 통합, 5)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재생 가능한 에
너지 및 식량 안보 등 5개 분야로 재편되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이 중 첫 번째인 ‘평등과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회정책’의 5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는 IDB가 교육개발협력에 높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
4) Ⅱ장 3절 다항 교육개발협력에서 다자기구의 지원현황은 공동연구진 중 곽재성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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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IDB는 또한 ‘교육 및 유아발달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Sector Framework
Document： SFD)’을 따로 발행할 만큼 동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SFD에 따르면 IDB는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개혁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
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초등 및 중등 교육의 보급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둔 교
육인프라 사업 역시 IDB 지원 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IDB의 지원 분야별 통계는 크게 1) 인프라 및 환경, 2) 사회부문, 3) 제도적 역량 및
금융, 4) 통합 및 무역 등 4가지로 나뉘어 집계되는데,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이 중
사회 부문(Social Sector)에 속한다.5)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면, IDB의 전체 지원액 중 사
회부문의 비중은 IDB-9 이후 다소 줄어든 추세이나, 대체로 20% 이상의 지속적인 지원
이 이어졌다.
<표 Ⅱ-16> IDB 전체 지원액에서 사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연도

사회부문 지원액
(USD Million)

사회부문의 비중

2008

3305.3

30%

2009

5792.5

37%

2010

1426

22%

2011

943

9%

2012

2241

20%

2013

3004

21%

출처 : IDB Annual Reports 2013(http://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22/IDB%20Annual%20R
eport%202013.%20%20The%20Year%20in%20Review.pdf?sequence=1) 검색일 2014.05.20.

교육은 보건, 과학기술, 사회투자 등과 더불어 IDB가 시행하는 사회부문 지원의 20%
정도를 담당하여 사회 부문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작게는 9% 많게는 64%
에 이르는 등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연도별 부침이 심한 편이다. 이는 큰 사업이
시행되는 해에 특정 분야에 지원이 몰려 통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IDB의 교육
분야 지원 비중은 2009년 잠시 주춤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 부문의 세부 분야 중 사회
투자(Social Investment)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교육을 비롯한 다른 세부 분야에
5) 통합 및 무역 부문은 2011년 이후부터 새롭게 더해졌으며, 이전에는 (i)인프라 및 환경; (ii)사회부문; (iii)제도적 역량 및 금
융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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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7] IDB 사회부문 지원액에서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출처 : IDB Annual Reports 2013(http://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22/IDB%20Annual%20R
eport%202013.%20%20The%20Year%20in%20Review.pdf?sequence=1) 검색일 2014. 05.20

교육 분야가 IDB의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지 않다. 교육은 IDB의 15~25
개 세부 지원 분야 중 하나이며6), 전체 지원액 중 평균 5%의 꾸준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8] IDB 전체 지원액에서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출처 : IDB Annual Reports 2013(http://publications.iadb.org/bitstream/handle/11319/6422/IDB%20Annual%20R
eport%202013.%20%20The%20Year%20in%20Review.pdf?sequence=1) 검색일 2014. 05. 20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08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6) 20~25개 분야로 나뉘었던 기존의 세부 지원 분야가 IDB-9 이후 15~17개 정도로 재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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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 IDB-9 이후로는 매년 3~4억 달러 안팎의 꾸준함
을 보였다. 다만 연도 별로 승인된 프로젝트의 수는 지원액의 추이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총 18건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반면, 2013년에는 총 10건의 프로젝트만이 승인
되었으나 4억 달러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지원되었다.

<표 Ⅱ-17> 2008~2014 교육 관련 IDB 프로젝트 수 및 지원액
IDB 총지원액
(USD Mil)

연도

프로젝트 수

2008

21

740.32

2009

18

113.36

2010

24

377.63

2011

18

437.56

2012

25

369.46

2013

10

435.65

2014

8

3.90

합계

124

2477.88

출처 : IDB(n.d.). 교육 관련 프로젝트(http://www.iadb.org Projects by Sectors)에서 검색일 2014. 05. 20

교육 분야 지원에 대한 IDB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통계를 살펴보면, IDB는 고
등교육보다는 초등 및 중등 교육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DB 설립 초기에는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경향에 따라 대학교육 및 전문화 교육을 집중 지원하였으나, 점차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초등 및 중등 교육의 보급률을 늘리는 쪽으
로 우선순위가 이동하였다. 2008~2014년 교육 관련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 수 및 지원액
을 살펴보면 최근 IDB가 초등 및 중등 교육 보급률 향상을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각
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DB가 새롭게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유아교육(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교사의 질(Teacher Quality), 취업경쟁력 확보(School-to-Work
Transition) 등 3개 분야이다.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통해 학습능력 전반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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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 및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IDB의 주요 목표이다(IDB 교육지
원과장과의 인터뷰, 2014.5).
첫째, 유아교육 분야의 경우,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겪게 되는 사회 계
층 간의 극심한 간극을 줄여, 실제로 정규교육과정에 입문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학업성
과 및 삶의 질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DB는 교육 뿐 아니라 보건,
사회투자, 지역사회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범분야적 접근을 통해 유아교육을 가장 적
절하고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는 것
이다. IDB는 역량강화 및 교육인프라 사업을 통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가난하고 소외 받은 지역의 학교에 양질의 교원을 파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교육 및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유아교육부터 직업교육에 이
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현재 많은 수의 중남미 청년들이 실업 상태이거나 생산성 및 임금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IDB는 이 같은 문제에 주목하였고, 그 원인을 교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데에서 생가는 낮은 취업경쟁력에서 찾게 되었다. 즉, 노동 시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학교 교육이 중남미 지역의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에 IDB는 취업경쟁력을 목표를 한 프로그램, 연구,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원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IDB가 주목하기 시작한 중점 분야의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한
IDB의 지원 역시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다. 교사교육은 물론 수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지
만, 유아교육이나 취업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업은 각각 2012년과 2014년 에 이르러서
야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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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2008~2014년 교육 관련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 수 및 지원액
세부분야

프로젝트 수

IDB FINANCING
(USD Million)

1

교육

23

714.84

2

유아교육

4

2.33

3

초등교육

33

672.96

4

중등교육

24

800.49

5

고등교육

6

2.73

6

e-교육

8

7.05

7

교사교육 및 효과성 개선

7

25.23

8

직업 및 기술교육

7

145.82

9

보상교육

8

104.04

10

성인대상교육 및 평생교육

1

0.27

11

학교-직업세계 이행

1

0.90

12

교육 평가

2

합계

124

1.22
2477.88

출처 : IDB(n.d.). 교육관련 프로젝트(http://www.iadb.org Projects by Sectors) 검색일2014.05.20.

<표 Ⅱ-19> 신규 주력분야 연도별 프로젝트 수 및 지원액
유아교육
연도

프로젝트 수

교사교육 및 효과성 개선

IDB FINANCING
(USD Million)

프로젝트 수

IDB FINANCING
(USD Million)

학교-직업세계 이행
프로젝트 수

IDB FINANCING
(USD Million)

2008

0

0

1

0.01

0

0

2009

0

0

0

0

0

0

2010

0

0

2

22.51

0

0

2011

0

0

1

1.00

0

0

2012

2

0.90

1

0.75

0

0

2013

1

0.55

2

0.96

0

0

2014

1

0.88

0

0

1

0.90

합계

4

2.33

7

25.23

1

0.90

출처 : IDB(n.d.). 교육관련 프로젝트(http://www.iadb.org Projects by Sectors)에서 검색일2014.05.20.

IDB는 또한 교육개발협력에 있어 4개 주요활동분야(Areas of Work)를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IDB 교육개발협력의 주요활동분야는 기초 과학 및 수학 교
육, 교육 평가, 보상(compensatory)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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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이다. IDB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교육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 내 교육의 질 및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전반을 제고하여 교육의 차이로부터
심화되는 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 기초 과학 및 수학 교육의 경우, 역내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과학과 수학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기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필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IDB는 과학 및 수학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격차
를 좁히고,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지역 학생들에게 학업과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초 과학 및 수학 교육 개선에 목표를 둔
정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효과적인
과학, 수학 교육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둘째, IDB는 또한 각국의 교육정책, 프로그램, 개혁 등을 평가하는 사업을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하고 있다. 매년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학
적 평가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려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 매년 시행되는 교육 정책 및 사업의 실질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
가의 결과물을 향후 시행될 사업에 반영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 분배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교육 평가 부문에 지원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IDB
가 교육 평가 부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므로, 향후 보다 활발한 활동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보상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의 기회
나 질의 불평등 문제는 대부분이 중소득국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IDB는 이 점을 인지하여 기존의 보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진
단함과 더불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직접적 목표를 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먼저 교육의 기회가 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걸쳐 IDB가 늘 강조해 온 목표가 지역 및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인 만큼, 2008~2014년 사이 승인된 보상교육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수 및 지원금 역시 1억 달러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넷째, 교육의 혁신은 IDB가 매우 중요시하는 과제이고 ICT는 교육의 세계화 및 미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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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IDB는 교육과정 전반에 ICT를 접목시켜 중남미 지역
내 학습 환경 및 질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IDB는 ICT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평가 과정 전반에
ICT를 접목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교육과 ICT의 접목을 통해 IDB는 학생들이 정보와
지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가능케 하여 계층 간 간극을 좁혀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IDB는 지난 2008년부
터 2014년 사이에 약 700만 달러 이상을 e-러닝에 투입하여 교육과 ICT의 효과적 접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표 Ⅱ-20> 주요활동 분야 연도별 프로젝트 수 및 지원액
교육 평가

보상교육

IDB FINANCING
(USD Million)

프로젝트 수

e-교육

IDB FINANCING
(USD Million)

프로젝트 수

IDB FINANCING
(USD Million)

연도

프로젝트 수

2008

0

0

0

0

3

0.34

2009

0

0

2

1.65

2

6.01

2010

0

0

1

100.00

0

0

2011

0

0

1

0.30

2

0.43

2012

0

0

2

0.60

0

0

2013

1

0.62

2

1.49

0

0

2014

1

0.60

0

0

1

0.27

합계

2

1.22

8

104.04

8

7.05

출처 : IDB(n.d.). 교육관련 프로젝트(http://www.iadb.org Projects by Sectors) 검색일 2014.05.20.

2008부터 2014년까지 IDB가 교육 분야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총 23개국이다. 지원 금
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로서, 약 9억 7
천만 달러가 5개 프로젝트에 걸쳐 지원되었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브라질, 도미니카공
화국 등도 모두 1억 달러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프로젝트의 수를 비교할 경우, 다 국가 지역 단위(Regional) 사업을 제외하고(총 16 건),
단일 국가로는 아이티에 가장 많은 12건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그 밖에 칠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교육 관련 프로젝트가 지원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수와 지원 금액의 규모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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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2008~2014년 국가별 교육 분야 프로젝트 수 및 지원액
국가

프로젝트 수

IDB 지원 (USD Mil)

1

아르헨티나

5

971.02

2

멕시코

8

552.72

3

코스타리카

4

170.37

4

브라질

5

153.50

5

도미니카공화국

7

102.09

6

아이티

12

98.10

7

자메이카

4

89.50

8

에콰도르

6

77.02

9

파나마

3

70.56

10

우루과이

6

55.28

11

볼리비아

6

42.49

12

페루

7

28.19

13

바베이도스

3

20.65

14

수리남

2

14.69

15

칠레

9

14.23

16

지역단위사업

16

7.98

17

파라과이

5

3.39

18

콜롬비아

4

2.08

19

온두라스

5

1.80

20

벨리즈

3

1.75

21

엘살바도르

1

0.30

22

베네수엘라

1

0.15

23

과테말라

1

0.01

24

가이아나

1

0.01

합계

124

2477.88

출처 : IDB(n.d.). 교육관련 프로젝트(http://www.iadb.org Projects by Sectors) 검색일2014.05.20.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IDB의 지원방식은 차관(loan operation),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다자간 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operation:
소규모 민간 사업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2008~2014년 사이 IDB가 교육 관련 사
업에 지원한 금액 중 절대 다수는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기술협력과 다자간 투자기
금은 각각 전체 지원 금액의 1.80%와 0.2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원된 프로젝
트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술협력 방식이 75%로 가장 많았고 차관과 다자간 투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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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각각 20.97%와 4.0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그 수는 절대
적으로 많았으나 각 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차관의 경우
적은 수의 사업에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다자간 투자기금의
경우 지원 금액과 프로젝트 수 양면에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9] 2008~2014년 교육 분야 지원방식별 지원 금액
출처 : IDB(n.d.). 교육관련 프로젝트(http://www.iadb.org Projects by Sectors) 검색일 2014.05.20.

[그림 II-10] 2008~2014년 교육 분야 지원방식별 프로젝트 수
출처 : IDB(n.d.). 교육관련 프로젝트(http://www.iadb.org Projects by Sectors) 검색일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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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 대한 IDB의 차관은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목
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차관의 수혜자 역시 특정 기관이 되기도 하고
교육개발협력을 목적으로 모인 여러 기관의 집합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 사업에 대
한 지원은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과 같이 교육을 주요 사업컴포넌트 중 하나로 포함하는
멀티섹터 프로그램에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다른 국제기관, 또는 양
자원조기관과 공조하는 경우도 있다.
IDB는 교육 분야에 대한 자체 지원정책 및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기술협력에 필요한
자원 및 시스템을 적극 동원한다. IDB는 기술협력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기술협력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IDB가 제공하는 기술협력의 주요 사례로는 분야별
연구, 사업 타당성 조사,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관련 연구, 교육 제도 및 시스템 개혁,
교육행정 및 교사 역량강화, 교육개발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교육 사업 시행 및 평가
등이 있다. 기술협력 사업 시행 시 IDB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 및 기술을 갖춘 여러 기관
과 협력하며, 사업 대상국의 기술역량 및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다자기구의 사업지원 사례
가) 세계은행(World Bank)
중남미 지역에 대한 세계은행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유아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따라 분류되며, 그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및 직업교
육, 그리고 교육 관련 행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계은행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은 하
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
나의 프로젝트에 문해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개발 사업의 요소를 함께 포
함하는 것이다.

(1) 유아교육: 브라질 헤시피(Recipe) 지역 교육 및 공공관리 사업
2010년 실시된 브라질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헤시피 지역에 거주하는 46,000명의
5세 미만 아동 중 정부 유아교육 기관에 등록된 아동의 수는 전체의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 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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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헤시피 지역 학생들의 수학
및 포르투갈어 학업성취도는 브라질 전체에서 최하위권이고 교사의 질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 분야 개발 및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헤시피 지방정부는 지역 내 교육 및 공공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브라질 중앙정부 보증 하에 세계은행 차관이 승인되었다.
2012년 5월 승인되었으며 2018년 4월까지 진행되는 헤시피 지역 교육 및 공공관리 사
업은 지역 내에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양질의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초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공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 규모는 9억 달러 이상이며, 세계은행은 이 중 1억 3천만 달러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사업의 주요 활동분야는 유아교육 분야에 속하지만 그 밖에
초등교육, 지방정부행정, 교통 분야 관련 사업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헤시피 사업은 크게 교육 분야 관련 사업요소와 지방정부 역량강화 관련 사업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분야는 지역 유아교육 센터의 재건, 유아발달을 위한 범
분야적 지원, 기초교육 환경 개선, 교원 전문성 향상, 교육운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방정부 역량강화의 경우, 교육 평가 및 행정, 조세관리, 채무관리, 공공지출 효율성, 사
업관리, 그리고 도시교통관리 등과 관련된 헤시피 지방정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헤시피 사업은 현재까지 600여 명의 유아교육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10여 개
의 유아교육 센터에 교육물품 패키지를 공급하였으며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교육 분야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 밖에도 교통정보센터
건립, 조세행정 개선을 위한 재산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어 헤시피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에 있어서도 긍정적 성과가 기대된다.

(2) 초등교육: 우루과이 공립학교 지원 사업
우루과이 정부는 90년대 중반 ‘전일제 학교’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였다. 전일제 학교
계획은 우루과이 아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
으로서 시행되었다. 수업시간을 기존의 4시간에서 7.5시간으로 연장하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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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루과이에는 170여 개의 전일제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90년대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전일제 학교는 우루과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이 같은 성과를 연장 및 확대시키기 위해
우루과이 교육부로의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공립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 공립학교 지원 사업에 제공된 세계은행 차관은 총 4천만 달러로, 2012년 9월
에 승인되었으며 2017년 5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의 목표는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총
40개의 전일제 초등학교를 건설 및 재건, 개선함과 더불어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기금을
조성하고 교사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연구를 실시하여 45,000명 이상의 우루과이 아
동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루과이 공립학교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 인프라 개선
을 통한 전일제 초등학교의 확대, 2) 교사훈련 시스템 강화, 3) 모니터링, 평가 및 사업관
리이다. 첫 번째, 인프라 개선 사업은 40개의 전일제 학교를 건립,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각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학교기능의 유지보수를 위해 쓰일 유지관리 기금을 조
성하는 것을 포함된다. 두 번째 사업의 구성요소인 ‘교사훈련 시스템 강화’는 스페인어,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학업부진학생지원, 중등교육진학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여 교사들의 역
량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끝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영역에서는 그간 시행되
었던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추적연구와 각 프로그램의 영향력 및 파
급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등을 포함한다.
2014년 현재 이미 8개의 전일제 초등학교가 건립, 재건되었으며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비품 및 교육장비가 제공되었다. 나아가 1,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훈련 프로
그램이 실시되었으며 향후 우루과이 공립학교 지원 사업의 성과는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3) 중등교육: 멕시코 3차 중등교육 개발정책 차관 사업
세계은행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국가의 미래인력 개발 사업이 노동생산성 증가, 동반
성장, 빈곤해소 등의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며 나아가 멕시코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동력
이 되어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세계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총 3차에 걸쳐 멕시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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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육 개발정책 차관을 지원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승인된 3차 개발정책 차
관은 약 3억 달러의 규모이며 1,2차 차관의 연장선상에서 멕시코 중등교육의 효율성 및 질
을 제고하여 400만여 명의 멕시코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차 차관은 특히 대학 입학 이전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상,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통합 중등교육 개혁(RIEM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는 모두 세 가지로, 그 중 첫 번째는 중등교육의 표준화와 유연화
를 통해 학생들이 멕시코 내 어떤 지역으로든 학교를 옮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
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전국적으로 중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
학금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 계층이 감당해야 하는 중등교육의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
을 도모한다. 이 세 가지의 프로젝트 요소를 실행함으로써 멕시코 학생들의 중등교육 탈
락률을 낮추고 중등교육 졸업생들의 수준을 높여 고용시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생산해 내
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개발정책 차관은 지난 2010년 처음 지원된 이래 기술 중심의 새로
운 커리큘럼 개발, 660여 개 중등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학생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 간행물 발간, 학교 중퇴율 감소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 시행 등 멕시코 중등교육 개
선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의 수혜자 대부분이 상대적으
로 소외된 지역 또는 계층 출신이었음을 고려할 때, 세계은행 개발정책 차관이 멕시코 중
등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고등교육: 코스타리카 고등교육 개선사업
코스타리카 고등교육 개선사업은 코스타리카의 4개 국립대학의 커리큘럼 및 역량강화
를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한 사업이다. University of Costa Rica(UCR),
Stat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UNED),

Costa

Rican

Technological

Institute(ITCR), National University(UNA) 등 4개 국립대학은 세계은행 차관에 더불
어 약 5천만 달러를 각출하여 각 대학의 과학적･기술적･학문적 역량강화에 착수하였다.
세계은행 차관은 지난 2012년 9월 승인되었으며, 사업은 2017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고등교육 개선사업의 주된 목표는 국립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립대학의 과학적･기술적･학문적 혁신과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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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구성요소로 강의 및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교수진의 자질
개선, 평가 및 인증 강화, 국립대학의 운영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고등교육의 적절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업의 우선순위
가 있다. 따라서 4개 참여 대학들은 코스타리카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공학, 기초과학,
농업과학, 식품학 및 보건학 등의 전공 졸업생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4개 대학은 정식으로 인가된 전
공의 수를 기존의 47개에서 85개로 확대하여 커리큘럼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학사부
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졸업생의 수를 약 16% 가량 증가시켜 코스타리카 고등교
육 인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차관을 바탕
으로 강의실, 연구실, 기숙사, 도서관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연구 장비를 구비하며 교
수진 및 운영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육의 질
을 한층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4개 참여대학의 규모가 코스타리카 대학교육 인구의 47%에 육박함에 따라 고등교육 개
선 사업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마다 무려 9만 5천명에 이르는 수혜자가
발생할 예정이며, 이 중 62%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
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에게도 높은 수준의 국립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
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성인 대상 문해교육 및 직업교육: 도미니카 공화국 청년 육성 및 고용지원 사업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년육성 사업은 도미니카 정부가 세계은행, IDB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75,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도미니카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한
성공적 프로그램이다. 청년육성 사업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년들이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 실패한 빈곤층 청년들에게 적절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구직과 수입 증대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0대의 임신이나
폭력조직 가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 현상 또한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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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 공화국 노동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2천 5백만 달러, IDB로부터 1천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아 5천만 달러 규모의 청년육성 및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의 주목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년층, 특히 빈곤층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하였고,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정규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에 필요한 기본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18~65
세 사이의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 실직자에게도 문해교육과 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하여 빈곤층의 실직 문제 전반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2008~2013년의 시행 기간 동안 동 사업을 통해 약 38,000명의 청년이 수혜를 입었으
며, 여성이 전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수혜자 중 절대 다수는 도미
니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으로 3,00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 훈련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
하였고, 2013년 한 해만도 70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
한 문해교육과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50개 교육시설에는 새롭게 개발된 커리큘
럼과 발전 설비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공급되었다. 사업 종료 후 시행된 영향력 평가에
따르면 사업 수혜자들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수 이후 이전보다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성 참가자들에게 두드
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의 성과가 매우 고무적임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
노동부에서는 세계은행과 IDB로부터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 앞으로도 청년 육성
사업을 연장, 지속할 예정이다.

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DB의 대표 교육개발협력사례는 앞서 설명한 IDB의 지원 우선순위 및 주요활동분야에
관련된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지원 금액 기준으로 IDB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
가인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대표적 교육개발협력 사업 사례를 각각 하나씩 추가로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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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 :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Florianopolis)의 유아교육 및 기본교육
의 향상과 확장을 위한 사업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시의 유아교육은 80개의 설립기관들과 22개의 계약기관으로
구성되며 총 10,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 성장으로 인해 유
치원과 탁아시설간의 보급률 격차가 드러났고 유아교육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기존의 유아교육 시스템의 미비점이 지적되며 개선의 필요성이 부
각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는 유아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2,6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2,000개의 탁아시설이 신설될 예정인데, 이러한 양적 확대에 따라 교육
기관의 증설, 기존 시설들의 리모델링, 그리고 신임교사 및 보조교사의 선발과 훈련을 필
요로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는 플로리아노폴리스 시 정부가 자치적으로 운영
하는 포괄적 주간 보호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다방면에 걸쳐 학생들의 능력
개발을 도모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며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동 사업을 통해 26개의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는 등 플로리아노폴리스의 교육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충될 것이며, 지역 아동의 100%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아 및 기본
교육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또한, 육아 환경 평가 척도(Infant/To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 ITERS)를 적용하여 본 사업을 통해 플로리아노폴리스 육아
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 측정하게 될 예정이다.

(2) 초등교육 & 중등교육 : 아르헨티나 교육 시스템 개선 사업
전술한 바와 같이 IDB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보다는 초등 및 중등 교육 지원에 주력하
고 있다. 또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
의 시스템을 함께 개혁하는 경우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 2003년에 시작된 아
르헨티나의 교육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8년의 시행기간 동안 약
6억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동 사업은 중등교육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는 초등교육 접근성 확장을 전제로 하는 구조를 띄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양면에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교육 시스템 개선 사업은 초등교육(6-14세)의 확대를 지원하고 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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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세)의 접근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적합성 및 교육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출석률 및 진학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본 목표를 두었다. 나아가 지방 교육
시스템의 질, 형평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빈곤층 청소년을 위해 학교 교육을 연장하
는 등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초등 및
중등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고 빈곤층 청년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아르헨티나의 중등교육 개혁 목표가 아직 모든 지방에서 달성되지 않고 있음에 주
목하여, 사회적, 교육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외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투자를 바탕으로 약 600만 명의 아르헨티나 학생들이 교육인프라, 컴퓨
터 장비, 교육기관 운영 개선 등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 60만
명의 빈곤가정 또는 소외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그
들을 아르헨티나 교육 시스템 개선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3) 교사교육 및 효과성 개선 : 에콰도르 초등교사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사업
본 사업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 13만 달러가 투입된 기술협력 사업
으로 에콰도르의 초등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록 지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IDB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교사교육 및 효과성 개선 사업
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에콰도르의 초등교사 연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훈련 시스템을 분석하며 신규 초등교육 과정에 맞는 교사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에콰도르 초등교사의 자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교육 커리큘럼 및 관련기구의 개혁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1) 에콰도르의 기초교육교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 2) 교사관리 시스템, 3) 교
사 교육시스템, 4) 지속적 교육을 위한 시스템, 5) 교사 감독 시스템, 6) 교사 교육과정,
7) 인증 및 평가를 위한 모델 등을 포괄하는 에콰도르의 새로운 교사 교육훈련 평가 시스
템이 개발되었다. 특히, 본 컨설팅을 통한 분석 및 평가 결과는 교사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콰도르의 새로운 교육활동의
개발을 지원하고 교사교육 개혁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 분석 및 평가 결과
는 교사교육의 새로운 관리모델, 인적 자원 개발 계획, 민간 자금 조달을 위한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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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기준, 교원 정책 과제, 시스템 유지 방안 등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
어 에콰도르의 기초교육 역량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4) 학교-직업세계 이행 : 바베이도스, 미래를 위한 기술 사업
바베이도스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는 프로젝트는 현재 2천만 달러의 IDB 지원을 통
해 수행 중에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독특한 방식으
로 운영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적 자원의 질적인 향상과 중등교육과의 관련성, 그리고 직업
및 기술교육(TVET)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바베이도스의 정부 인적 자원 개발전략(HRDS)
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과정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혹은 상위교육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중심의
트레이닝 등 기술인증을 위한 기회 등을 확대하여, 학교-직업세계 이행을 촉진하고 바베
이도스의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는 1) 국가
직업 자격 인증 및 모든 졸업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중등교육 인증서(캐리비안 고
등 레벨 인증서)의 발행 지원, 2) 중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기관의 핵심 분야(예: 영어,
수학) 강화, 3)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용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훈련 기
관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추적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
바베이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
이는데 중점을 두고 중･고등교육기관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가나르 프로그램 (Ganar
Alliance: Win 또는 Earn의 뜻)’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가나르’는 미주의 비
정부 기구 파트너들은 USAID, IDB 및 다자투자기금(MIF)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의 도움
에 힘입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통해 16-24세의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목표
로 하며 시장 주도형 직업 및 기술 교육과 스포츠를 결합하는 등 매우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14개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200여 명의
청년들을 훈련시켰다. 약 70%의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정식 취업 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였으며 혹은 졸업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
다고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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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 과학 및 수학교육 : 브라질 상파울로 수학 과외 및 재능 발견 통합 프로그램
중남미 지역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최소한의 수학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DB는 수학 및 자연과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
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상파울로 수학 과외 및 재능 발
견 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상파울로 지역의 수학교육의 질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PROVA
Brasil 및 상파울로 주의 교육성취시스템 평가 (Sistema de Avaliacao do Rendimento
Escolar do Estado de Sao Paulo: SARESP)와 같은 표준화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상파
울로의 수학교육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상파울로 주정부는 IDB와 함께 수학
과외 및 재능 발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수학교과 학력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사업
대상을 상파울로의 공립 중고등학교들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정규 수업시간
외에 저렴한 비용의 수학과 보충교육을 제공하는 틀을 구축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구성요소는 1)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
한 수학 과외 제공, 2) 국립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재능발견 시스템의 구축이다.
본 프로그램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동원 가능
한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동일 학군 및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큰 편차와 이질성을 고려하여 개별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고려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습자 동기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프로그램
은 추가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개별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보충수업 형태의 교육서
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상담 과
정을 제공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하도록 한다. 즉, 본 프로그램은 낮은 비
용과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의 딜레마로 여겨지던 학생들 간의 이
질성을 창의적인 재능개발 시스템의 주체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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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교육 : 멕시코 보상교육 사업
멕시코는 Oportunidades7)를 통해 기초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격
차를 줄일 수 있었다. 4-5세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적용 범위8)가 확대되었고, 소외
계층의 초등 및 중등학교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Oportunidades를
통한 멕시코의 교육개혁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육의 질과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외 계층이 여전히 교
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멕시코 교육 시스템의 오랜 도전과제
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IDB의 지원을 얻어 보상교육 사업에 착수
하였다. 멕시코 보상교육 프로젝트의 기본 목적은 멕시코 전 지역에 걸쳐 유아교육 시스
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외 지역 및 계층에 속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학교 공동체와 지방 자치 단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유아 및 기초교육의 혁신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아
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
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지역별로 기초교육 시스템으로부터의 소외정도, 잠재적 수혜자의 규모 등을 면밀
히 파악한 뒤 집중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에 투입된 IDB 자금은 총 9천 3백만 달러였으며, 프로젝트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각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
으로 나타났다.
(7) 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 : 우루과이 ‘Plan CEIBAL‘의 강화 및 확
대를 위한 지원 사업
IDB는 수원국의 교육 시스템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ICT는 교육의 세계화 및 미래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과 ICT의 접목
은 개발도상국의 학습 환경 전반을 잠재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정보 및 지식에 대한

7) 빈곤계층의 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야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8) 93.1%에서 99.8%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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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분야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를 좁혀주는 열쇠
가 될 수 있다.
이에 중남미 지역에서도 교육과 ICT의 효과적 접목을 꾀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시도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우루과이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본교
육 연결성 사업(Plan Conectividad Educativa de Informatica Basica para el
Aprendizaje en Linea: Plan CEIBAL)이다.
지난 2007년 4월, 우루과이 정부는 IDB의 지원을 받아 Plan CEIBAL 계획을 처음 실
행에 옮겼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공공 초등교육 시스템 하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Plan CEIBAL은 2008년 후반, 사립 초등학
교와 국립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Plan CEIBAL은 ‘일 대 일’ 모델의
선구적 사례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우루과이의 국가 전략 목표에도 부합한다. Plan CEIBAL은 학생들의 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 교육기관이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모니터하고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교육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우루과이 정부는 현재도 Plan CEIBAL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시
행 중이고, IDB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장된 프로그램 역시 Plan CEIBAL
을 통한 초등교육 역량강화, 중등교육기관까지의 확산, 그리고 우루과이 교육 시스템 전
반에 걸친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8) 아르헨티나 교육 형평성 개선 정책 지원 사업(PROMEDU III)
아르헨티나는 교육 분야에 대한 IDB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다(약 9억 달러).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아르헨티나가 교육개발협력에 있어 IDB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DB의 지원을 받아 아르헨티나에 시행된 다수의 교육개발 프로그램들 중 대표 사례는
무려 3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받은 교육 형평성 개선 정책 지원 사업(PROMEDU III)이
다. PROMEDU III의 목표는 1)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및 기초교육의 범위
확대 지원, 2)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의 품질 유지 및 이를 위한 정책 지원 등 두 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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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IDB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교육 자원과 품질의 제고
라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서 시행된 PROMEDU I의 경우,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2006년과 2010년 사이, 전국적으로 8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상급과정 진학률이 72.6 %에서 76.4 %로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14~17세 청소년의
학교 등록 비율 또한 일정 부분 증가하였다(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제외한 전 지역 평균
0.93-0.94% 증가). 이는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아르헨티나 교육의 하향적
추세를 처음으로 역전시킨 것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사업의 성과가 더욱 두드
러져 해당 지역 16~17세 그룹의 경우 학교 등록률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0.94에
서 0.99로 증가). 이어 PROMEDU II는 5,000개 이상의 학교에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
고, 7,000개 이상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융자를 제공하여 사업 효과의 연속성을
도모하였다. 현재까지 PROMEDU 사업을 통해 총 95개의 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187개
의 교육센터들이 건축 중에 있으며, 89개가 조달을 통한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PROMEDU I과 II가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진학률 개선에 주력했다면, PROMEDU III는
기초교육의 범위 확대와 교육의 질 및 정책 개선 등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PROMEDU III은 구체적 활동 내용은 1)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유아
교육 서비스 지원, 2) 소외 지역에 11,160개의 초등교육시설 제공을 통한 주간 교육에 대
한 접근성 개선, 3) 소외 계층을 위한 33,880개의 중등교육시설의 제공을 통한 중등교육
으로의 진학률 증가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IDB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PROMEDU III 사
업을 통해 관련 정부기관의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여 아르헨티나 전반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9) 멕시코 기초교육시설의 수질 및 위생 관리 프로그램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멕시코는 IDB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지
원을 받는 나라이다. 멕시코의 경우 IDB의 지원으로 시행된 프로젝트의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각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 3억 5천만 달러의 IDB 자금이 지원된 멕시코 기초교육시설의 수질 및 위생 관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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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멕시코 기초교육시설의 낙후된 보건 및 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질병감
염 위험을 줄이는 데 그 우선적 목표가 있다. 또한 멕시코 학생들의 보건 및 위생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학교들을 통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각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IDB의 멕시코 지원전략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며, 멕시코 정부의 국가전
략에도 부합한다. 멕시코 정부는 교육 및 학교 인프라 개선을 2007-2012년 국가 교육부
문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교육의 질과 교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시설의
수질 및 위생 관리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멕시코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종합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의 대 IDB지원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형 지원 형태의 사업이 주도적이다. IDB의 4대 중점 영역에서 볼 수 있
듯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시행되고 있고, 가나르 프로그램(A Ganar) 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에 연대한 협력 지원도 주요 사업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중소득국 또는 주요 대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IDB의 교육 분야
최대 수원국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육 분야에서 MDB의
지원을 받는 주요 국가는 일반적인 저소득 수원국이 아닌 중소득국 또는 대국들이다. 이
는 평균 소득이 높고 인구가 많은 대국이라 할지라도 국가 내의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이 심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수요가 여전히 매우 크고, 각국의 재정, 특히 지방 재정
이 취약하여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형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교육 자체에 대
한 지원뿐만 아니라 스포츠 또는 식수 문제, 고용 이슈 등 연관 분야와 결합한 컨버전스형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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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비교

1. 과테말라9)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사례 분석
1차년도 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과테말라와 교육 분야 ODA를 가장 활발하게 추
진하는 국가 및 기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적극적인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그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자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가장 활발한 지원을 실시한 기구는 IDB였지만, 그 규모는 양자 기구에 비해 매
우 작았다. UNICEF의 경우 지원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연간 일정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 과테말라의 주요 공여국과 기관의 교육 분야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기준 순위

양자기관

다자기관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독일

2.416

3.573

15.891

2.706

3.557

24.262

2

미국

4.134

4.884

5.545

5.754

4.240

10.990

3

오스트리아

4.552

4.802

4.727

4.860

5.218

4.815

기타

한국

0.801

0.159

0.400

3.947

0.736

0.648

1

IDB Sp. fund

-

-

0.009

-

-

0.250

2

UNICEF

0.108

0.114

0.015

0.001

0.040

0.079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승인액 기준

9) Ⅲ장 1절 과테말라는 공동연구진 중 홍영란, 정상희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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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별 ODA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교육 분야 전체에 대한 지원액이 약 2배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초등교육 분야에 지원되었다. 이는 과테말라 정부의 기초교육
의무화 정책, 초등교육의 질 향상, 교육기회 평등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일의 교육 분야 ODA 지원액 증가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표 Ⅲ-2> 과테말라의 교육 분야별 ODA 수혜 현황 (2007-2012)*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분야 전체

24.487

34.141

46.300

39.693

25.714

49.995

초등교육

10.358

11.432

11.364

13.802

8.199

36.147

중등교육

3.585

3.742

6.397

5.079

2.955

7.112

고등교육

5.466

6.013

3.734

2.792

2.675

3.577

교원교육

0.416

0.251

0.414

0.391

0.497

0.189

직업교육

2.747

2.719

3.232

1.462

1.403

1.979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commitment 기준

본 장에서는 과테말라와의 활발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UNICEF, 세
계은행)와 선진 공여국(미국, 독일)의 사업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UNICEF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전략과 사업에 대해 다
뤄보고자 한다. 2014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0.628로 전체 187개 국가 중에서 125위에 해당한
다(UNDP, 2014:160-163). 특히 1997년부터 6년제 초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학업연한은 4.1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이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중도탈락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UNICEF Guatemala 201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UNICEF는 UN과 함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 사회발전, 거버넌스, 시민참여, 식량안정과 영양, 법치주의 강화, 정의
와 사회 안정 등 전 분야에서 MDGs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ICEF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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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과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 내에서 여아와 토착민에 대한 차별
이 심한 상태이다. 토착민 여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4배 정도 차별받으며, 농촌지
역의 경우 건강, 영양, 교육 분야의 지표에서 도시보다 낮은 상황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초등교육 보편화를 위한 과테말라와 각 공여국의 노력 및 이에 따른
교육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의 초등교육 중도 탈락률은 매우 높으며, 상급
학교 진학률 역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과테말라 초등교육과 관련해 시급한 과
제는 초등교육의 이수율과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과테말라의 전기 중등교육 취학률은 70.9 퍼센트, 그리고 순 취학률은
42.9 퍼센트로 초등교육에 비해서 취학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후기 중등교육인 계열별
다양화 과정의 경우에는 취학률이 36.7 퍼센트, 순 취학률은 22.3 퍼센트로 더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UNICEF는 위와 같은 과테말라의 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교육개발협력의 목표를 기초교
육의 질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을 확대하는 데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토착민과 농촌지역
의 여아를 포함한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UNICEF Guatemala, 2010).
UNICEF에서는 교육개발협력의 세부 목표로 기초교육지표 개선, 이중언어(bilingual)
교육과 다문화 기초교육(Intercultural primary education)을 선정하고 토착민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
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UNICEF Guatemala, n.d.10)).
UNICEF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 협력 사업은 MDGs와 EFA 달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과테말라의 교육현황을 고려하여 개발협력 목표를 일관성 있게 시행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은 UNICEF의 노력으로 2010년 과테말라의 기초교
육 순 등록률은 95.5 퍼센트를 달성하였고 이는 과테말라의 역대 기초교육 순 등록률 중 가
장 높은 수치이다(UNICEF 과테말라 지부 홈페이지 http://www.unicef.org/guatemala/,
윤종혁 외(2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과테말라 교육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낮은 이수율과 높은 중도 탈락률은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과테말라 초등학교 이수율은 60 퍼센트, 중
10) UNICEF 과테말라 지부 홈페이지 http://www.unicef.org/guatemala/, 검색일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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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는 50.1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낮은 이수율의 주요 원인으로 토착민의 초
등학교 4학년 중도 탈락률에 주목하고 있다. 과테말라 토착민 여학생(7~12세)의 기초교
육 중도 탈락률은 2008년 기준으로 각각 토착민(19.4 퍼센트), 비토착민(10.4 퍼센트)으
로 토착민의 중도 탈락률이 비토착민의 중도 탈락률에 비해 50 퍼센트가 높다(UNICEF,
2008). 토착민 아이들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UNICEF 2010 Guatemala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토착민 아이들의 이수율이 높아짐에 따
라, 과테말라의 기초교육 중도 탈락률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
률은 여전히 65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줄이고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의 우수사례로는 UNICEF 과테말라 지부에서 2008년에 시작
된 ‘자유학교 프로그램(Free School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대대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2010년 과테말라의 초등교육 총 등록
인원이 약 4,211,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자유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동안 학생들에게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예술, 컴퓨터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도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Intellectual Education: BIE)모델 적용이 큰 성과를 보였다. BIE는 취학
전 교육부터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2개 국어(스페인어, 원주민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프
로그램으로 2개 국어 교육을 통해 토착민 학생들의 중도 탈락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다. UNICEF 과테말라 지부는 7~12세를 대상으로 BIE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는데, 특
히, 극빈․농촌 토착인구가 많은 1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UNICEF는 다문화 교육 계획 역시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이중 언어교육 계획
은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학교를 분류한 후, 교사들에게 문해수업과 수학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UNICEF는 이 지역의 부모와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박람회와 축제를 통해 언어와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UNICEF와 다른 공여 주체와의 협력도 활발하다. UNICEF는 GTS와 2010년에서 2011
년에 걸쳐 교육을 위한 부처 간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국제기구 및
NGO, 민간부분과의 협력도 강화하며 공여 주체간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다자 간 원조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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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상술한 바와 같이 과테말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중도 탈락
률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률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다. 대 과테말라 교육협력 사업을 시행
하는 각 공여주체는 이러한 과테말라 교육의 특수한 현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하고 있다. 세계은행 역시 수원국인 과테말라의 교육현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계획
을 실시하고 있다.
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Project(세계은행, 2014)의 중간 보고
서에 의하면 세계은행은 과테말라 초등교육과 관련해 초등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고, 상급
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것을 중점목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역시 토착민 학생의
높은 중도 탈락률이 과테말라의 낮은 초등교육 이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이중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Ⅲ-3> 교육의 질과 중등교육 프로젝트
(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Project)(2007-2015)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목표

내용
교육의 질과 중등교육프로젝트(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project)
학령기 이후 초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초등교육 이수율을 향상시키고 하위 중등교육의 학교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 특히 토착민 집단 내 중등교육의 질 향상

프로젝트 대상 과테말라 196개 지역(municipalities)
프로젝트
구성요소

⋅초등교육 이수율 및 초등교육의 질 향상
⋅하위 중등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 7-9학년)으로의 접근성 향상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교 운영 지원

프로젝트
평가결과

⋅초등교육 이수율 및 초등교육의 질 향상(구성요소 1) : 목표 달성
- 초등교육 이수율(6학년) : 달성임박
- Accelerated Primary Education Program(PEPS) 제공 학급 수 : 목표 달성(단일언어)
- Accelerated Primary Education Program(PEPS) 제공 학급 수 : 목표 달성(이중언어)
⋅하위 중등교육으로의 접근성 향상(구성요소 2) : 목표 달성
- 196개 프로젝트 대상지역 내 9학년까지의 이수율: 달성 임박
- 하위 중등교육(7-9학년)단계의 총 등록률: 달성 임박
- 5,080개 원격중등교육 시설 설립: 목표 달성

출처 : 세계은행(2014). Guatemala - 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Project: restructuring.
(http://www-wds.worldbank.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WDSP/IB/2013/11/26/000442464_20131
126150203/Rendered/PDF/795750PJPR0P080379879B00PUBLIC00ACS.pdf) (검색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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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테말라의 문해율은 지난 15년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다른 중남미 국
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윤종혁 외, 2013). 게다가 이와 같이 낮은 문해
율이 지역이나 인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은행은
이것이 과테말라 정규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보고, 스페인어와 부족언어 간 균형을 갖춘
문해교육을 추진해 왔다.
세계은행은 2013년~2016년 수행을 목표로 시민사회의 대표, 정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였다.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 안전과 양성 평등을 과테말라의 두 가지 현안으로
꼽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부적으로 총 6개의 프로젝트를 4억 5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진행
하고 있는데, ‘미소․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강화(Enhancing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ivity)’, ‘토지 행정(Land Administration II)’,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
과 중등교육(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등이 대표적이다.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과 중등 교육 개발협력(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프로젝트는 8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2007년 5월에 시작되어 2015년 12
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째, 중등교육 대상자의 기초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둘째로 중등과정의 이수율과 출석율을 높이며, 마지막으로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목표는 총 9개로 이 중 ‘대상 지자체 내 장
학금 수여 학생 수(출석조건 충족 시 지급)’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목표를 전부 달성하였
다.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과 중등 교육(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프로젝트의 목표는 저소득 학생 그 중에서도 토착민을 위한 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196개의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력했
다. 196개의 지방자치 단체는 극빈자 비율, 토착민 비율, 교육효율성 지표가 낮은 지역, 농
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
발과 기초 교육 센터 통합,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과 중등교육 개발협력(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프로젝트의 시행 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9학년의 이수율은 2007년 32퍼
센트에서 2013년 45퍼센트로 13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는 기존의 목표치인 47퍼센트에 근
접한 수치이다. 또한 총 등록률(7-9학년)은 2007년 42퍼센트에서 2013년 54퍼센트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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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기존의 목표(56퍼센트)에 근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평균 이수율의 개선 동향
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재정적 지원과 개입의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중등교사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활성화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다문화 이중 언어 교과서 및 관련 교구를
감독하고 배포한 것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보여진다.
동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중간단계 보고에 의하면
초등교육 이수율과 질의 개선 항목, 중등교육의 질과 진학률은 이미 달성되었다(세계은
행, 2014)고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는 중등교육을 중점 개선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초등교육 이수율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7년 과테말라의 평균 초등교육 이수율이 76퍼센트인데 비해, 196
개의 프로젝트 대상 지방자치 단체의 초등교육 이수율은 68퍼센트였다. 2012년에는 국가
평균이 85퍼센트인 상황에서 82 퍼센트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의 지속
적인 개입과 재정적 지원은 유효했다. 특히 재정적 지원은 학령연령을 초과한 학생들이 초
등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는 196개의 목표 지방자치 단
체에서 19,078명의 학령연령을 초과한 학생들이 초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
(세계은행, 2014).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지방자치
단체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세계은행은‘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과
중등교육 개발협력(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프로젝트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PADEP/D(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In-Service Teachers)를 시행하였고, 1,274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이를 이
수했다. 또한 Primary Education Program(PEPS)을 제공하는 학급의 수 역시 86개의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 이 외에도 5,080 개의 ‘Tele-secondary class’를 설립･운영하
고 있다(세계은행, 2014).
세계은행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은 과테말라 교육의 문제점을 다각
도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교육 현안과
수원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방법(금전적 지원, 원격교육)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뿐 아니라, 교구의 배포와 교사양성 및 질 개선을 통해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다년간에 걸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목표 달성 이후에도 수원국의 만족도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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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하고 개선된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모니터링의 한 방
법으로 중간보고서 발간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현황과 이후 목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목표를 끊임없이 수정･보완함으로써 효과
적인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 선진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1) 미국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지난 1차년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과테말라 교육지원은 개발
협력 전략(The Guatemala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에 기
초하여 이루어진다(USAID, 2012). 미국의 과테말라 교육지원 사업은 ‘서부 산악지대 통
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 경제개발, 보건,
교육, 지역 거버넌스, 성(Gender) 평등 등과 함께 통합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세부적인 교육 분야 지원목표로 “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USAID는 과테말라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평생학습 개념에 기저를 두고 초기 교육단
계의 읽기기술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야어와 스페인
어의 읽기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과테말라 교육부 및 국가 읽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학교 내 읽기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
는 등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USAID는 서부 산악지대의 원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생계유지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실시함으로
써 학교 밖 청소년(out-of-school youth)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미국은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 및 원주민의 문화 보존과 기
술 개선을 위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다문화 정체
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중 언어 교육 및 다문화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
우고 있다. 미국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은 국별 개발협력전략(CDCS)을 5년 단위로 수
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분야에서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공
동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영역, 특히 보건 및 의료 분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연
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분절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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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혁 외, 2013). 다시 말해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미국 개발원조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인 REAULA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교육현황 및
교육정책과 USAID 자체의 교육 분야 지원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실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09-2013년에 실시된 USAID의
REAULA 프로젝트는 1998년 이후 이루어진 과테말라 국가 교육개혁목표 - 교육 전 단계
(취학전 교육,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의 질과 형평성 향상 – 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REAULA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과테말라 교육부에 기술협력을 실시함으로써 교
육부의 정책 및 전략 개발을 지원하고, 과테말라 교육시스템이 교육기관의 효율성을 강화
하고 전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표 Ⅲ-4> Education reform in the classroom(REAULA) 프로젝트 (2009-2013)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REAULA(Classroom Education Reform Project) 프로젝트

⋅국가교육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과테말라 교육부 기술협력
프로젝트 목표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역량 강화
⋅모든 국민의 양질의 교육 접근성 확보
프로젝트 대상 ⋅Jalapa, Chiquimula, Quich , Totonicap n and San Marcos 지역

프로젝트
구성요소

⋅교육기관 및 교원(교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시스템 개선
- 과테말라 교육부 전문가 대상 연수 실시 : 교육활동 구상, 계획, 실행, 평가 등 학교교
육 일련의 과정 관리를 위한 전문가 연수 제공
- 인적자원(교사 등)의 전문성 향상
: 과테말라의 교육분야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가인력훈련시스템
National Human Resource Training System: SINAFORHE)으로의 기술협력 제공
: 고등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교육부 및 과테말라 다수의 대
학, 타 국제개발협력 공여기구와의 연계와의 연계
⋅양질의 학교 교육 제공
- 언어(모국어)와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목표, 생활기술, 교
육과정, 교육자료 제시 및 교육평가 실시

프로젝트
평가결과

⋅교육의 질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식 제고 : REAULA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교
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구상 및 평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제고 노력
⋅이중언어교육(EBI),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 개편을 위한 과테말라 교육부 노력 촉구 :
REAULA 프로젝트의 과테말라 교육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의 교육시스템 개편
노력 촉구
⋅국가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주도자로서 교육부 전문가의 역량강화: REAULA 프로젝트
의 지속적인 기술협력 및 연수를 통한 전문가 역량강화

출처 : USAID(2013). Evaluation: Education reform in the classroom(REAULA) project(2009-2013).
(http://pdf.usaid.gov/pdf_docs/PA00JP35.pdf) (검색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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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REAULA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교육정책 및 교육 분야 개선전
략, 미국의 대(對) 과테말라 교육 분야 사업추진 전략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 역시 서부 산악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정부 전문가의 전문성 제고,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이중언어 지
원의 필요성 강조 등의 사업내용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USAID의 교육 분야 지원은 수원국인 과테말라의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독일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과테말라와의 적극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다. 독일
개발협력기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 GIZ)는
자국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을 바탕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IZ 과테말라 사무소는 과테말라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며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1차년도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사업사례로 간략히 소
개한 바 있는 ‘교육의 질 개선사업(Programa de Apoyo a la Calidad Educativa: PACE)’
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005년 시작된 PACE 프로젝트는 서부 산악지대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이중
언어교육, 중등학교 지원 및 급식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양질의 교
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촌지
역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커뮤니티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한다.
2005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PACE 프로젝트는 2013년 3단계 사업에 착수하였다. 동 프
로젝트는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이
라는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목표 달성을 조력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특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 토착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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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교육의 질 개선 사업(Programa de Apoyo a la Calidad Educativa, PACE)(2005)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교육의 질 개선사업(Programam de Apoyo a la Calidad Educativa: PACE)

프로젝트 목표

현대 교육시스템 안에서 농촌지역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의 질 향상(교육행정, 이중언어 교육, 지방 중등학교 지원, 급식지원)

프로젝트 대상

⋅Quinche, Huehuetenango, Alta, Baja Verapaz시의 농촌지역 5-24세 유아 및 청소년
⋅해당 지역 교육 관련 조직 이해관계자(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프로젝트
구성요소

⋅지역 및 국가수준(local level/ regional level/ national level)의 교육시스템에서의
PACE 프로젝트 운영
- 지원영역 : 교육과정 개편, 교육시스템 운영,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intercultural
bilingual education; IBE), 청소년과 기업가 정신 등
- 지원방식 :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의 예산
지원
⋅과테말라 교육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지역시 당국
(municipal authorities), 대학,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 토착민 운동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테말라 정부의 정책 및 전략과의 조화 달성

프로젝트
평가결과

⋅각 지역 팀 운영을 통한 32개 기초교육기관(유아 및 초등교육기관)에서의 PACE 프로젝
트 시행
⋅지역 팀 운영을 통해 각 지역별 50여개의 학교에서의 국가수준 교육과정(CNB) 운영,
다문화･이중언어적 관점에서의 언어교육, 교육기관 장학 및 관리감독수행
⋅30개의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새로운 국가수준 중등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며, PACE
프로젝트를 통한 직접 지원 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간접 지원을 통한 새로운 교육
과정 적용기관 수 확대

출처 : Redetis(2010). GUATEMALA. Programa de Apoyo a la Calidad Educativa (PACE).
(http://www.redetis.org.ar/node.php?id=139&elementid=7259) (검색일 2014.06.03.)

한국은 GIZ와 같이 장기적인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공여국
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원국인 과테말라의 교육정책 및 목
표와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본 장에서는 KOICA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전략과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KOICA의 ‘교육 분야 지원전략 2011-2015’은 개도국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교육의 제공, 기술인
력의 양성,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주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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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젠더, 인권, 환경 및 ICT 등 4개의 주제를 고려하고 있
다(KOICA, 2011a: 22).
대체로 중남미 국가들은 교육 분야와 관련된 MDGs 목표인 “기초교육의 보편적인 달성”
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의 측면에서도 여성의 교육 참여율은 높
은 편에 속한다. KOICA의 교육 분야 지원전략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의 개발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기초교육에
서는 교육의 질제고와 중등교육의 기회 확충이 우선 분야로 고려되고 있다. 직업훈련 분
야에서는 중등교육 후 심화 수준에서의 직업훈련 제공, 산업체 기반의 직업훈련 도입과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위한 재원 도입이 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ICT를 활용한 고등교육 기회제공, 체계적인 지도 방안 및 교수법 개
발, 전문대학원 개발, 연구능력 개발, 전자정보자원 구축 및 활용 등을 중점분야로 언급하
고 있다. 그 외에도 소득불균형이 심한 중남미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된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2012년 KOICA의 대 과테말라
지원은 중남미 총 지원의 9.4 퍼센트에 해당하는 5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테말라는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 상위 5대 협력국에 속하고 있다
(KOICAa, 2013: 35-36). 현재 교육 분야는 중남미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분야에 포
함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 분야(29.9 퍼센트)는 보건(26.4 퍼센트)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KOICA의 대 과테말라 지원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KOICA, 2013a: 35-36).
2009-2012년 KOICA의 대 과테말라 주요사업은 과테말라 난민정착 지원 및 교육 강화
사업(2007-2009), 과테말라 소녀의 집 교육시설 강화사업(2010-2011), 싼 후안 꼬찰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2010-2011) 등 3건의 프로젝트였다(KOICA, 2013a: 35-36). 이
러한 형태의 지원 외에도 연수생 초청, 전문가와 해외봉사단 파견 및 민관협력 사업이 이
루어졌으며, 직업훈련과 ICT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교육 분야 사업의 사례로서 과테말라 난민정착 지원 및 교육 강화사업
(2007-2009)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KOICA, 2011b). 이
사업은 36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파괴되면서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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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난민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절성(Relevance) 측면에
서 사회적 고립과 배제, 경제활동의 기회부족 등 재정착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주
민조직이 사업수립과 이행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효율성(Efficiency)에서
는 적절한 세부전략과 실행의 부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역할 조정 등에서 개선의 필요
성이 지적되었다. 효과성(Effectiveness) 및 영향(Impact)과 관련하여 마을 종합회관, 교육
시설과 기타 시설의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사회서비스 시설 접근과 중등교육 기회가 제
공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범분야적 측면에서 중장기적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사
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세부전략과 실행의 부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역할조
정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KOICA의 대 과테말라 협력전략의 수립과 분야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KOICA의 분야별 프로그
램 가이드라인은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를 담고 있다. 한편 분야별 전문 위원
회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NGO 및 대학 등과 구축된 대내외 네트워크 체제이다. 향후 사
업 발굴과 기획 시에는 이러한 전략과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
시에 CPS 수립 대상국이 아닌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사업은 효과성과 영향의 측면에서 교육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과 중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 사업은 일반적
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과테말라 교육부가 5년 단위로 교육발
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타 공여기관 역시 이러한 과테말라 정부의 정책 수립 주기에
맞추어 4-5년 단위 중장기 협력전략을 토대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
여 한국 역시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과 중등교육 기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과 스페인 등 주요 공여국 프로그램과 ICT 활용 등 우리의 강점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11)
11) 현재 독일주도로 교육 분야 공여기관 간 회의(inter-agency meeting)가 월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스페인, 일본,
IDB, EU 등이 참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의체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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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사업종료 이후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기반 확충에 중
점을 둔 사후관리와 운영체제의 전문성 확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분야 측면에서
과테말라 원주민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높은 빈곤비율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사업에서
여성의 교육접근성과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충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시사점
1) 다자협력
중남미 국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NGO간의 개발협력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1999년 13개 공여국가와 국제
기구가 결성한 G1312)을 통해 각 공여기구 간의 원조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 분야
는 보건, 교육, 치안 및 사법, 환경 및 수자원, 농촌개발 및 식량, 안전보장의 6개 영역이
며, 각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참여 국가 및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이러한 국가 수준의 협의회 외에 선진 공여기관의 교육
분야 담당자들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위하여 한국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원조협의체에 참여하여 원조 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UNICEF의 경우에도 GTS와 2010에서 2011년에 걸쳐 교육을 위한 정부 부처 간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등 다른 국제기구 및 NGO, 민간부분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다자간
원조를 활성화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중남미 지역에는 선진 공여국 및 소속 기관의 전반적인 공적개
발원조 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신흥국 간의 수평적 남남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국
제기구 및 국제NGO, 선진국 등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삼각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남남협력을 추진하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하여 새로운 국가들인
온두라스, 볼리비아 등의 국가들도 점차 중남미 인접 국가에 대한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12) G13에는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의 9개 원조 공여국가와 IDB, 세계은행,
IMF, UNDP, EU, 미주기구(OAS)의 6개 국제기구가 속해있다(http://www.g13.org.gt, 검색일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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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지리적･언어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선진 공여국 및 중남미 지역 내 공여국가들과의 삼각협력을 추진한다면 효과적
으로 교육개발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혹은 현재에도 수원국과 공여국의 경험을 동시에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OEI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한국이 고려할 만한 주요
한 방법이다. 윤종혁 외(2013)는 효과적인 대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중남
미 주요 지역기구인 OEI의 ‘교육목표 2021: 우리가 원하는 독립 200주년 세대를 위한 교
육’ 계획을 중심으로 교육개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OEI 회원국이 공동으로 협의한 중장기 교육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목표를 효율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조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동의 교육발전을 이룩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OEI의 중점개발 분야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원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와 관련하여 OEI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윤종혁 외, 2013).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양자 간 원조에 치중하여 수행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
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 부분이 취약한 것이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현재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양자 협력에 집중되
어 있다. 이는 국내 ODA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영향과 상대적으로 많은 양자협력의 경험
에서 기인한 특징일 수 있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이 가진 특징을 고려한다면 양자 간 원
조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이 항상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중남미 대륙과 한국 간의 사
회문화적･지역적 연계성이 낮으며, 중남미 국가에 대한 한국의 사전 지식이나 협력 경험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남미 권역기구 또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예로는 교육부의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혹은
KOICA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계획 추진 시, 중남미 권역기구인 OEI와의 협력을 통한 사
업을 발주하고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윤종혁 외, 2013). 또한 한국은 교육개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인 MDGs나 EFA 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
다는 비판의 수용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남미 권역기구와의 협력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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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협력
과테말라의 최근 교육 분야 쟁점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교사
의 역량 강화, 국민의 기초학력 제고(기초교육 이수율 개선),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으
로 꼽힌다. 최근에는, 기초교육 등록률 및 이수율을 개선함에 따라 다음 단계의 개혁전략
으로 중등교육 등록율과 이수율을 제고하는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주요 선진 공여국은 자국이 가진 교육역량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각
수원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건 분야
와 교육 분야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국이 비교우위
를 갖고 있는 직업기술훈련 및 교육을 교육개발협력의 집중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 공여국은 자국의 국가 수준 협력 원칙과 전략, 그리고 개발협력전략(The
Guatemala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에 기반하여 세부 교
육개발협력 목표를 설정한다(USAID, 2012). 미국은 “서부 산악지대의 사회경제적 개발과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보장”을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협력 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자국의 개발협력사업의 전략과 일치하는 전략을 교육개
발협력 분야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 공여국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교육개발 사업의 특성상 다른 분야의 사업보다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건설･재정지원･영양상태 개선사업 등과 같
이 단기간에 시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교육 개발협력은 국가의 미래
의 결정하는 분야인 만큼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
는 것이다.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가진 여러 프로젝트를 다발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집
중적인 장기 프로젝트 혹은 중장기 프로그램 내에서 세부적인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중
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간보고서
및 평가를 통해 사업진행현황을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추진 전략을 정하
고 목표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는 MDGs와 EFA에 근거한 교육목표를 설립하고, 중기적으로는 수원국의 교육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하위지표를 설정할 시 공여국의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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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국별 개별전략을 고려한 효율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독일 역시 과테말라 사무소의 사업을 독일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에 기반하여 추
진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비교우위 영역을 고려하고 대외원조 정책에서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함에 따라 과테말라에서도 중등수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교육개발협력
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과 독일은 공동출자 및 활발한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현황과 노하우에 대해
상호간 공유하는 등 다른 공여주체와 활발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G13을 통해 원조협
의를 위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독일(GIZ)과 미국(USAID)이 주도하고 있다.
윤종혁 외(2013)는 선진 공여국 개발원조의 특징을 1) 선진 공여국은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 또는 분야별 지원전략 및 국가별 협력전략 등에 기초한 중남미 교육협력의 추진, 2)
중장기 협력 전략 및 세부 목표수립, 3) 수원국의 교육현황을 고려한 교육협력, 4)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조협의체로 정리하였다. 미국과 독일은 위에 언급한 선진 공여
국의 협력 특징을 상당부분 갖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한 모범사례 및 시행으
로부터 한국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는 효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특히 교육개발협력 분야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
다. 교육 분야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정책의 시행과 안목이 필요하다. 건설･교량, 식량 보
급 분야의 경우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교육 분야 개발
협력의 경우 그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교육 이수율 및 중등교육 등록
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양성 및 교재의 개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금전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종합적인 안목에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효과적
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적원조 분야에 있어 단기적인 지원이 집중되어
왔으나, 교육 분야만큼은 중장기적이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PBA)한 개발계획을 시행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여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육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는 공여국간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비중이 선진 공여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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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한국의 파리 선언 이행 현황
한국
지표

DAC 회원국

2005년 조사
(3개국)

2007년 조사
(13개국)

2010년 조사
(26개국)

2010년 조사
(78개국)

9

공여국간 조정된 원조집행
메커니즘

0%

0%

29%

45%

10a

공여국간 현지조사 공동수행

0%

25%

5%

19%

10b

공여국간 수원국 진단 평가
공동수행

-

0

50%

43%

출처 : OECD(200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184., 대외정책연구원(2011), 국제사회의‘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이행 성과 및 평가, p.10에서 재인용.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여국간 조정된 원조 집행 메커니즘’, ‘공여국간 현지
조사 공동수행’ 항목에서 전부 DAC 회원국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선진 공여국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 공여 주체간의 사업협력 및 비용 공동출자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여국 간의 수원국 진단 평가를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모
니터링 및 사업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평가 분야는 공동으로 수
행하는 것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다 하겠다.
한편 교육사업의 특성상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해당 수원
국에 맞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다른 중남미 공여국과의 협력도 비중 있게 고려해
야 한다. 한국의 경우, 중남미 국가와는 지리적, 역사적인 거리 등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타 중남미 공여국과 교육개발협력을 진행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중남
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현황과 개발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교육이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남미 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 분야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의 예에서
도 볼 수 있듯이 공적원조 교육 분야의 거시적 목표는 MDGs와 EFA 달성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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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 및 하위 목표는 각 국가별로 비교 우위를 가지
고 있는 분야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국의 교육 분야 중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수원국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한편, 다른 분야와 교육 분야를 연계한 전략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중남미 중점협력국
가와의 국별 협력전략은 중점 지원분야인 보건의료, 경제, 환경 분야와 교육 분야를 연계
한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를 진행함으로써 수원국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제 지표를 조화롭
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윤종혁 외(2013)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중점 분야로 중등교육 교원양성, 직업
교육훈련, 성인 문해 및 평생교육, 고등교육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교육 분야를 꼽았
다. 더구나 2010년 미 뉴스위크지는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 중 교육 분야에서 한국을 핀
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선정･발표한 바가 있다(뉴스위크, 2010.8.16.기사 2014. 10. 21
검색) 한국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까지 단기간에 교육보편화를 달성한 국가이다. 특
히, 국가 주도의 교육개발이 성공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남미 국가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인지될 수 있다. 또한 한
국의 직업교육전략과 경제발전 경험을 활용하면 과테말라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에 대한 의미 있는 실행전략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과테말라에서도 전문기술 교육 및
전문기술사업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협력대상국의 산업발
전계획 및 산업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추진한다면, 수원국의 발전 잠재력을 충
분히 고려한 효과적인 개발전략이 될 수 있겠다.

2. 볼리비아13)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사례 분석
OECD 등의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공식 통계를 통해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 볼리비아
교육 분야 ODA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자 기구 중 가장 적극적인 교육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는 독일(6.46 백만 달러)이며, 스페인(3.75 백만 달러)과 일본(3.18
13) Ⅲ장 2절 볼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김진희, 황원규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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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달러)이 그 뒤를 따른다. 양자기구가 추진하는 볼리비아의 교육개발협력은 지원예산
규모에서 볼 때 스페인의 ODA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타 국가와 달리 다른 선진 공여국의 지원 자체가
일반적으로 소규모이면서 비슷한 금액 수준의 ODA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자기구의 ODA 규모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IDB Sp.
Fund는 양자기구의 규모와 비교할 때 약 6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표 Ⅲ-7> 볼리비아의 주요 공여국과 기관의 교육 분야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기준 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독일

2.010

5.943

5.533

4.966

6.814

6.469

2

스페인

9.016

22.667

15.148

20.600

13.141

3.750

3

일본

2.765

12.258

2.350

3.615

2.356

3.184

기타

한국

-

0.017

0.105

0.039

0.082

0.187

1

IDB Sp. Fund

-

-

-

0.200

-

40.350

2

UNICEF

0.008

-

0.005

0.003

0.015

0.106

양자기관

다자기관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승인액 기준

교육 분야별 ODA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볼리비아는 각 교육단계별로 균형 있는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 중,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고르게 나타
나며 직업교육분야에 대한 지원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은 아니다. 다만, 2012년 기
준으로 볼 때, 볼리비아 교육 분야 ODA 전체 규모에 비교할 때 초중등,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단계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다음의 표에 나타나지 않는 중등이후교육단
계에 해당하는 ‘고급기술 및 관리 교육’(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40.479
백만 달러)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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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볼리비아의 교육 분야별 ODA 수혜 현황 (2007-2012)*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 분야 전체

60.346

58.358

53.597

118.497

40.547

66.239

초등교육

12.243

17.659

8.703

13.833

7.229

7.149

중등교육

32.257

12.638

21.497

7.539

9.246

5.858

고등교육

6.256

6.314

8.077

5.635

6.531

5.755

교원교육

0.916

0.644

0.494

0.404

1.924

0.695

직업교육

22.838

12.065

19.959

6.080

8.242

4.715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commitment 기준

1) IDB의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 신 교육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
금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인발달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IDB는 이러한 볼리비아의 국가적 흐름과 발맞추어 취학전 아동 교육 및 영유아 보육서비
스 질 개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 시작된 동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그 성과를 뚜렷이 확인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진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Ⅲ-9> 볼리비아 취학전 교육 및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젝트
(Preschool and the consolidation of services for young children in Bolivia)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볼리비아 취학전교육 및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젝트
(Preschool and the consolidation of services for young children in Bolivia)

0-6세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볼리비아 정부지원
- 통합적인 영유아 발달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프로젝트 목표
- 신 교육법 아래의 취학전교육 개혁
- 취학전교육 이전단계인 영아보육서비스와 이후 초등교육 간의 연계 강화
프로젝트
구성요소

⋅신 교육법 아래의 취학전교육서비스 개혁
⋅0-3세 영아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
⋅0-6세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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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프로젝트
진행과정

⋅신 교육법 아래의 취학전 교육서비스 운영계획 구체화
⋅보육서비스 질 관리 기준 구체화: 물리적 환경, 인력 자격제도 시행, 기관 내 서비스 또는
home-based 서비스 관리감독체계 마련
⋅발달지체 영유아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
⋅정책일관성 유지 및 정보공유를 위한 보건부/교육부처 간 정보통합
⋅0-6세 영유아 통합발달을 위한 국가 전략 구체화

출처 : IDB(2012).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7970395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2014.09.23.).

IDB의 볼리비아 취학전 교육 및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현 정권
의 교육정책 및 신교육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 크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수원국의 주
인의식, 수원국의 정책제도, 프로그램과의 일관성 유지 등이다. 동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의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권의 수요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정부정책인 ‘모든 연령대 국민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취학전교육 및 영유아 보육단계에 초점
을 맞추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유아교육시스템은 해외에서도 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표할 만큼 발달된 교육 단계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볼리비아 간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IDB의 사업과 한국이 가진 유아교육분야의 강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IDB는 본 취학전교육 및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젝트 외에 생산교육, 중등교육,
농업교육 등 볼리비아 교육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IDB의
볼리비아 교육 분야 지원사업의 동향과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협력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고, 기존 사업의 성공요소와 실패요소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 구상이 가능할 것이다.

2) 세계은행의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2005년 에보 모랄라스 대통령 집권 이후 제정된 볼리비아 신교육법(Avelino
Sinani-Elzardo)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으로서의 연령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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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교육제도를 확정하는 개혁을 시도하였다(윤종혁 외, 2013:
141).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의 결과로 볼리비아 국민의 초등교육 등록률과 이수율이 놀
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으나,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세계은행,
2013). 수도인 라파즈(La paz)시의 각급 학교상황을 살펴보면 교사-학생의 비율이 지나
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낮은 질에 대한 문제와 중등학령기 학생들의 높은 중도탈락률, 유급비율이 문제시
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라파즈(La paz)시의 중등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7
년-2010년에 걸친 교육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표 Ⅲ-10> 라파즈(La paz)시 중등교육 개편 프로젝트
(Municipality of La paz: secondary education transformation project)(2007-2010)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목표

내용
라파즈(La paz)시 중등교육 개편 프로젝트
(Municipality of La paz: Secondary education transformation project)
⋅청소년의 중등교육 접근성 향상 및 진학률 향상
⋅초중등교육의 질과 향상 및 교육의 실생활 관련성 향상
⋅지방분권화에 따른 La paz 시의 교육운영 역량 강화

프로젝트
구성요소

⋅양질의 교육으로의 접근성 향상
- 위험군(at-risk) 학생 대상 치료적 접근 또는 전문교사 배치
⋅교육의 질 향상
⋅시 당국 및 학교단위 교육운영 역량 강화

프로젝트
평가결과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7개의 중등학교 등록률 향상 : 초과달성
⋅La paz 시내 중등교육 진학률 상승(86.2 → 90.9) : 부분달성
⋅La paz 시내 중등교육 유급비율 감소(8.3 → 5.7) : 부분달성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 : 보통
⋅La paz 시내 각 학교급별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달성

출처 : 세[계은행(2013).http://www-wds.worldbank.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WDSP/IB/2013/10/18/000
356161_20131018114233/Rendered/PDF/ICR24480ICR0Bo000PUBLIC00Box379845B.pdf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2014.06.11.)

세계은행이 추진한 라파즈 시 중등교육 개편 프로젝트는 수도인 라파즈 시를 대상으로
중등학령기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교육의 질 보장, 학교 운영 행정관련 지원을 모두 포
괄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볼리비아 정부정책이 제안하는 ‘모든 국
민’에 대한 양질의 교육접근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군(at-risk) 학생에 대한 지원(인센

III.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비교

105

티브 프로그램 운영)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적 특성을 가진 중남미 대
륙, 볼리비아의 국가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한 결과로부터 시행초기에 설정한 대부분의 목표를 달
성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라파즈 시내의 프로젝트 지정 학교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인 해결 과제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상대적으
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수학습의 질 및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CARE(Centro de Alto Rendimiento Educativo)를 설립운영 하였으나 그 성과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본 프로젝트의 한계로 나타난다.
본 프로젝트는 대상지역인 라파즈 시의 지방 법령 및 사회적 맥락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계획 단계에서 해당 국가 정부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대상지역의 지방
행정제도와 법적 맥락,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고 하겠다. 또한 본 프로젝트가 제시한 한계점은 지역사회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하여 수
혜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 문제와 더불어 현지
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의 시설개선 및 학교
환경 개선과 관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라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선진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1) 일본의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JICA의 ‘초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The quality improvement of
primary school education: PROMECA)는 2005년 에보 모랄레스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
볼리비아의 교육개혁법(1994)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볼리비아는 1994년 공표된 교육개
혁법에 따라 국민의 교육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발, 효율적 교육행정제도 마련, 교원 연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황이다(JICA, 2010). 2003년 일본정부는 볼리
비아의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일본의 교육경험을 전파하기 위하여 ‘Project of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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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7개년에 걸친 프로젝트(파일럿 2년, 프로젝트 실행 5
년)를 계획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를 기초로 PROMECA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전
반적인 내용과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1> 초등교육 질적 향상 프로젝트
(The quality improvement of primary school education)(2003-2010)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초등교육 질적향상 프로젝트(The quality improvement of primary school education)

프로젝트 목적 ‘학생 중심 학습’개념에 기초한 볼리비아 초등교육의 질 향상
‘학생중심 학습’에 대한 이해향상을 통해 프로젝트 대상학교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 2015년까지 참여학교의 70% 이상이 프로젝트에서 소개된 활동을 추진함
프로젝트 목표
- 2015년까지 ‘학생중심 학습’개념에 기초한 현직교원연수 과정을 수행함
- 2015년까지 국립 교원회의 개최
프로젝트
구성요소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학교 대상 성과연구
⋅일본 교육전문가 현지파견(단기/중장기)을 통한 현지교원연수 교육행정 자문
⋅프로젝트 참여학교 교원 교육경험 교환기회 마련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연계성이 높음
-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06-2010)
⋅일본의 교육 분야 중점 협력분야(기초교육)와의 연계성 높음
- 일본이 보유한 기초교육 분야의 교원연수 관련 경험 활용 가능성 높음

적절성
: 높음

프로젝트
평가결과

⋅프로젝트 목표와 세부 실행과제 간의 높은 인과관계
효과성/영향력 ⋅프로젝트 참여학교의 다양한 자발적 교육활동 추진
: 높음
- 열린학교 운영(학부모 초청수업 진행 등)
⋅지역 타 학교 및 NGO로의 영향력 확대
⋅현직 교사연수의 낮은 비용대비 효과성
⋅프로젝트 활용 기자재 비용의 높은 단가

효율성
: 보통
지속가능성
: 보통

⋅국가수준의 프로젝트 지속을 위한 신 교육법령 구체화 필요
⋅현지 교육관련 조직으로의 교원연수 콘텐츠 및 정보 이전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 확보

출처 : JICA(2014). Internal Ex-Post Evaluation for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Quality improvement of school
management. (http://www2.jica.go.jp/en/evaluation/pdf/2012_0603653_4.pdf)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5.29.)

본 프로젝트는 7년에 걸친 장기 지원 프로젝트로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효과성 부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초 설정된 프로젝트의 목표와 실
제 사업활동들이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본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업 수행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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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에 집권한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의
질 향상’ 정책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그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사업은 공여국인 일본이 보유한 교원연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수원국의 요구와 사업의 적절
성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이 우위를 가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때
그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공여국이 가진 교원연수에 대한 지
식과 정보, 노하우를 현지 교육관련 기구 및 전문가에 이전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함
으로써 사업의 현지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2) 독일의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국제사회가 다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자
국의 원주민을 다문화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사회경제 발전으로부
터 소외되는 원주민의 권리와 그들의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원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추
세에 발맞추어 독일의 GIZ는 원주민 교육요구에 부응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통합
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원주민 다문화 대학교’(Indigenous Intercultural
University)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Ⅲ-12> 원주민 다문화 대학교 프로그램(Indigenous Intercultural University)(2013-2015)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원주민 다문화 대학교 프로그램(Indigenous Intercultural University; IIU)

프로젝트 목표

⋅IIU를 통한 원주민에 대한 양질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원주민 고유지식포함)
⋅중남미 각국 정부 및 지역/국제기구로의 다문화 전문가 진출 확대

프로젝트 내용

⋅원주민 학생 요구에 적절한 대학원 과정 설립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 25개의 IIU 대학 네트워크 형성
- 분야에 따른 집중과정 및 학위과정 설립(원격교육 실시)
- 서구지향 학문과 토착문화 융합을 통한 다문화 학습체계 구축

프로젝트
진행결과

⋅6년 전 최초 프로젝트 시작 이래 20개국에서 3,000명 이상 입학 지원(applied)
⋅500명 졸업생 배출(여성 비율 50%이상)
⋅90% 이상의 졸업생 지역/국제 다문화 관련기구 진출

출처 : GIZ(n. d.). Indigenous Intercultural University. (http://www.giz.de/en/worldwide/22779.html)를 바탕으로 재구성
함. (검색일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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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스페인과 볼리비아를 포함한 9개 중남미 국가의 IIU 대학 네트워크를 지
원하고 원주민의 사회정치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통합, 다문화 이해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중남미 대륙이 가진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발이슈
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원주민 사회의 교육권과 사회 복지 혜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프로그램은 독일이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IIU대학의 커리큘
럼에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정치와 거버넌스, 의학에서부터 토착어 및
이중언어 등 광범위한 학문을 다루고 있다. 이는 볼리비아 원주민 출신 계층이 사회 구성원
으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권리를 조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문들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볼리비아에 대한 공여국의 교육협력전략은 기존의 삶을 적극적
으로 자립 갱생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최빈국이며, 소득 불균형 정도가 가장 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러한 사회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프로그램
(Programa de Globierno, 2010-2015)과 경제･사회개발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민족’, ‘국민경제’, ‘자치’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정
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볼리비아 국별 협력
전략 2012-2015’를 세워 볼리비아의 국가개발전략을 지원하는 ODA 전략을 수행하고 있
다. 즉, 볼리비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지역통합, 경제구조혁신,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분야의 불균형 해소”등 5대 개혁과제와 연계하는
개발협력 전략과 목표를 통해 국내 원조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타 공여국과의 연계협력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볼리비아 개발원조 총 규모는 7,000만 달러로, 이 중
무상 원조는 약 600만 달러, 유상 차관은 6,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2007년부터 지원규
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 중 교량건설과 관련된 교통 분야가 71%, 보건의료분야가 20%,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가 6%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1% 미만으로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5’의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농업, 보건의료 분야이며, 이상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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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정책협의, 한국의 비
교우위, 볼리비아 경제 및 사회구조, 개발의 제약 요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볼리비아와의 중점 협력분야로 교육 분야를 선정하지는 않은 실정이
다. 또한 기존에 시행한 교육 분야 지원 사례 수도 드물고, 시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
된 평가 자료도 많지 않은 편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KOICA의 라파즈 지역에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200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접근
센터(Information Access Center) 구축을 통한 ICT 교육협력사업(2010)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
링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는 KOICA를 중심으로 볼리비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교통, 농업,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초청연수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볼리비아 인근 제 3국과 합동으로 교육협력을 연계하는 방식의 연수 지
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즉, 아르헨티나,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 볼리비
아와 개발협력관계가 활발한 신흥 공여국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중미통합체제
(Sistema de Integraci n Centroamericana: SIC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미주
기구(OAS) 등의 지역협력체와 연계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교육 및 인력개발 전문가, 혹은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국가발전
에 관련된 지식,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 그리고 현지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
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제･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는 계
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분야별 수요와 국내 기관의 전문가 인력현황
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문가 파견 사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라. 시사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볼리비아 정부는 2005년 신교육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볼리비아 정부의 교육개혁을 통해
초등교육은 나름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등교육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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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에 따라 자체 교육재원 이외에 공여국의 ODA 예산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다른 중남미 지역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지원
국인 스페인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중등교육에 대한 개혁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볼리비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ODA 지원이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
으며,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도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볼리비아는 국
가 개조 및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등 이후 교육 수준의‘전문 기술 및 관리 교육’에 집중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볼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및 실천사업에 대
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볼리비아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교육협력
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는 볼리비아 교육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빈약함에도 불
구하고, 다문화적 특성을 살려 모든 이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육혁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교사의 여건과 지위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교육의 질제고 전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세계은행이 참여한 교육개
혁 프로젝트는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원칙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시 당국
및 단위학교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미흡하여 학생의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리비아에 대한 교육협력 사업은 중등교육
을 양적으로 성장시키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둘째, 교육협력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의 참여 전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다. 세계은행, OEI, 스페인 등의 교육개발 협력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되려면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볼리비아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은 다문화라
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연대정신과 조직 구축 역량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
석된다. 특히 볼리비아의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녀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는 주민자치 역량 등을 포함한 교육협
력이 단위학교의 교육역량과 조화될 수 있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다. 그러므로 학교 시설 및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개발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들이 긍정적이면서도 가
시적인 성과를 경험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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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초교육 지원전략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협력을 통해 범분야 협력
(Cross-Cutting Approach)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볼리비아 엘알토 시에서 추진
한 OEI(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협력기구)의 유아교육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OEI는 볼리비아 내에서 유치원 평가시스템을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하여 기관평가 등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서 유치원의 시설･환경 등 인프라
를 개선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유아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
해 유아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교육 관계자
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유아교육 이외에도 보건위생,
영양, 안전 등의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범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하였다.
넷째,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혁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는 초등교육의 평등성, 그리고 다문화적 차원의 국민
배려교육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제공한 ‘초등교육 질 향상 프로
젝트’와 독일이 시행한 ‘원주민 다문화 대학 지원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교육정책에 부합
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을
고려하여 일본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육전문가 및 교원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기초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볼리비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학생 중심의 열
린교육’ 등에 대해서도 일본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원주민 다문화 대학 지원 사업’은 원주민 중심 지역사
회의 교육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등의 중남미 지역 특성상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 대한 교육협력전략으로서 한국
정부도 향후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리비아에 대한 교육협력 전략은 볼리비아의 신교육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평등과 형평성 있는 배려 정책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중남미 전문가들의 견해
를 종합하면, 다민족 다문화국가라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민족공동체 보
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를 강조한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볼리비아
현지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전략, 그리고 지속가능하면서
도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분야 연계･협력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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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리비아 교육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진 공여국 및 국
제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협력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볼
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지리적인 요인 이외에 중장기적
으로 프로그램 중심 협력, 혹은 분야별 접근법(SWAP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지원 사
업이 요구된다. 즉, 볼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현지
NGO 및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풀뿌리 공동체’를 조직화,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 정부의 핵심 지원과제와 교육개발협력을 연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콜롬비아14)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사례 분석
중남미 지역의 상위중소득국(UMIC)에 해당하는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의 삼각협력의
주축국이자 양자협력의 수원국의 입장을 유지한다. 국제사회의 콜롬비아 교육발전을 위한
ODA 지원현황을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가장 활발한 협력을 실시하는 국가는 독일로 나타
난다. 독일의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지원규모는 2012년 기준 22.759백만 달러에 이르
며, 프랑스는 20.965백만 달러, 일본은 3.318백만 달러로 콜롬비아의 교육발전을 위해 선
진공여국의 적극적인 교육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자기구와 비
교할 때 콜롬비아 교육 분야에 대한 다자기구의 지원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13> 콜롬비아의 주요공여국과 기관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기준 순위

양자기관

다자기관

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기타
한국
1
IDB Sp. Fund
2
UNICEF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9.872
22.772
1.081
0.043
0.045

22.276
18.232
0.908
0.112
0.253

22.577
19.144
0.813
30.134
0.036

21.260
18.553
3.314
0.497
0.487
-

26.105
19.382
2.955
0.493
-

22.759
20.965
3.318
1.225
-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승인액 기준
14) Ⅲ장 3절 콜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박주형, 임태균이 집필하였음.

III.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비교

113

다음의 통계를 통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교육개발협력 재원이 집중되는 분야를 확인
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타 국가들의 경우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발한 반면, 콜롬비아는 2007년~2012년 사이에 고등교육에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점에
서 상위중소득국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4> 콜롬비아의 교육 분야별 ODA 수혜현황 (2007-2012)*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분야 전체

48.435

61.767

96.194

70.975

60.500

59.351

초등교육

7.229

6.114

13.397

16.009

5.159

7.474

중등교육

7.244

13.985

6.751

4.439

6.681

4.501

고등교육

31.240

32.828

35.722

33.676

36.144

36.869

교원교육

0.296

0.392

0.562

1.687

1.294

0.854

직업교육

4.328

2.725

4.468

2.551

4.001

2.001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commitment 기준

이 장에서는 국제/지역기구와 선진 공여국들이 콜롬비아에서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하
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콜롬비아에 대한 협력전략 및 방안을
수립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콜롬비아에서 활발히 국제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구 및 국가들과 콜롬비아 출장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인터
뷰를 시행한 기구 및 국가들 중 일부를 선정하였으며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의 콜롬
비아 교육개발협력 사례도 살펴보았다.

1) IDB의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IDB는 대 중남미 개발협력에 있어서 다른 어느 국제기구나 국가들보다 적극적인 행보
를 해오고 있다. 물론, 기관의 성격상 IDB가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유상원
조이지만, 그 분야와 수에 있어서는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IDB는 콜롬비아 정부가
발표한 ‘Prosperity for All 2010-2014’의 틀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당국과 함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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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교육 및 직업 훈련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IDB, 2012).
IDB는 콜롬비아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1) 교육
관련 정책자들에 대한 교육과 교육 시설 및 기관들에 대한 IT tool 제공, 2) 교육환경 개
선을 위해 시민 기본 능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공, 3) 양질의 직업 교육 제공 확대,
그리고 4) 직업 교육과 인력 시장에서의 수요의 연결 등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IDB,
2012a).
IDB의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는 ‘번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계획 지원 프로그램(Support Program to Quality Education Plan for Prosperity)’이
다. 2012년 규모 4천6백만 달러의 유상원조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직업･기술 교육에 중
점을 둔 지원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의 기회 제공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의 불평
등을 줄이기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었다. 첫째, 분권화된 관리시스템의 향상으로 교육기관이 효율
적으로 기능하고 교육부는 자금의 사용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도구(tool)
를 제공한다. 둘째,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자질을 향상시켜 폭력을 제한하려는 국가적 노
력에 부응하고 향후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기술
교육의 확대 실시 및 개선책 제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
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IDB, 2014).
또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사례로, ‘재능 지원 및 생산적 기술 향상(Supporting
Talents and Improving Productive Skills)’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젝트로, 30만 달러의 규로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워크숍을 통해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
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시민 문화, 인권, 생식 건강, 가정에서의 생활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 프로젝트는 구직의 측면에서 8세에서
12세의 장애인들의 읽기, 쓰기, 수학, 과학 등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13세 이상의 장
애인들에는 워크숍을 통해 직업 전 훈련, 생산 기술, 고용 전망, 재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한다(IDB, 2014).
이 밖에 IDB는 콜롬비아 폭력 방지 및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시민역량개발 사업을 추진
한 바 있다. 콜롬비아는 지난 40년간의 내전에 의한 폭력이 국가 전체에 만연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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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이러한 폭력 성향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보고타 지역에서 체포된 범죄자의 70% 이상이 14-24세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중남미 전 지역의 평균적인 청소년 범죄 비율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청
소년들에게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높은 청
소년 범죄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의 교육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교육의 교육
방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가적 표준을 개발했다. 또한 콜롬비아 교육부는 시민교
육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새롭게 개발된 국가적 표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프
로그램들을 구상, 도입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강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콜롬비아 교육부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은 것이다. IDB는 콜롬비아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
에 동참하여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
그램들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콜롬비아 시민, 특히 청년층의 시민의식 및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평가하
는 것이다. 지속적인 평가는 콜롬비아 시민교육의 질 전반에 있어 국가 표준의 달성을 지
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콜롬비아 시민역량개발 사
업은 1) 품질 향상 및 시민역량 프로그램의 적용, 2) 모니터링 및 평가, 3) 평가 결과 분석
및 배포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의 시행기간동안 총 60만 달러의 IDB 자금이 투입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모니터링과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 사업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2) 세계은행의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세계은행은 콜롬비아의 교육 분야 지원 시 정책과 재정지원 활동 및 분석･조언활동
(Analytic and Advisory Activities)의 방법을 활용한다. 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의 교
육지원 사업은 콜롬비아가 기초 및 중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실현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세계은행, 2009a). 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는
콜롬비아 교육제도에 대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은행 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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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사무소의 핵심 지원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프로젝트의 수나 규모가 상
대적으로 제한적이나 콜롬비아 정부의 필요에 맞는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콜롬비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 교육의 특수한 문제점들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
다. 먼저, 콜롬비아 교육체제는 중남미 국가들 중 드물게 초중고 교육이 12학년이 아니라
11학년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교육의 양 부족과 만 1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졸업
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콜롬비아의 고등학교 졸업장은 미국 대학입학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두 번
째로 유아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 문제가 있다. 현재 취학 이전 의무교육은 1년이다. ‘0
a siempre(0세에부터 항상)’이라는 기치 아래 2~3년으로 늘리려고 노력 중이나 이는 쉽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너무 이른 나이부터 기술교육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때론 7~8살부터 기술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학습 교육이 부족하다. 또한 질 높은
교사의 부족 문제는 최근의 보고서나 NGO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콜롬
비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상위 중등교육(upper secondary
level)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과 교사양성체제 개선을 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술협력
등을 통해 콜롬비아 교육부의 다양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 인
터뷰 결과, 2014.4.22.).
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는 최근 교육 분야에서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모두 유상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 인터뷰
결과, 2014.4.22). 4개의 프로젝트는 상위 중등교육 프로젝트, 지방 교육을 위한
Adaptable Program Loan(APL) 프로젝트, 고등교육 접근성 증진 프로젝트, 국가 과학･
기술･혁신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이다. 상위 중등교육 프로젝트는 유일한 지역 단위 프로
젝트로서, 안티오키아 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 교육 형평성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이다. 지방 교육을 위한 APL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며, 콜롬비아 전
역 30개주에 있는 도시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역시 2008년부터 2013년에
시행한 학생 대출 지원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고등교육 접근성
증진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주로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
트다. 국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는 지식경제, R&D를 위한 인적 자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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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행정처(COLCIENCIA)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세계은행, 2014).
4개의 프로젝트 중 매우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안티오키아 주의 고
교 교육 프로젝트(Upper secondary education project)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이 프로
젝트는 젊은이들의 고용성과 노동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안티오키아 주의 장기적 비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 중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 및 학업성취도 향상, 그리고 공
립 상위 중등학교 졸업생의 대학교육 진학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저
소득층, (특히 시골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학교 교육의 질 향상, 프
로젝트 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세계은행, 2014). 2014년 6월 만
료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안티오키아
주의 지방정부로서의 뛰어난 역량과 정치적 리더십이 세계은행의 지원 계획과 잘 맞아떨
어졌기 때문이다. 총 프로젝트 비용 4천2백만 달러 중 세계은행이 2천만 달러는 유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6년 말 각각 46%와 22%이던 최빈곤층 자녀의 고
등학교 총 취학률과 순 취학률이 2013년 11월에는 각각 56.2%와 27.2%까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23%에서 30%로 7%가량 상승하였다. 한편
최빈곤 지역의 고교 중퇴율은 5.8%에서 4.5%로 하락하였고 졸업률은 78.5%에서 82%로
상승하였다(세계은행, 2014).
한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은행이 지원했던 콜롬비아 지방 교육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 교육을 위한 Adaptable Program Loan(APL) 프로젝
트는 총 사업비 5천만 달러 중 4천만 달러를 세계은행이 지원하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
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기회 및 학업성취도 개선, 교육 프로젝트의 지방 단위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이 프로젝트는 중앙의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학교 단위에서의 교
육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로, 5학년생들 중 언어 및 수학 SABER 성
적이 최저수준을 기록한 비율이 2009년 12월 79%와 87%에서 2013년 10월 69.9%와
76.7%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9학년생들 중 언어 및 수학 SABER 성적이 최저수준을
기록한 비율은 75%와 90%에서 68.7%와 83.8%로 감소하였다. 2008년 12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졸업률이 각각 67.85%, 34.89%, 18.74%에서 9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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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로 증가하였다(세계은행, 2014).
세계은행은 콜롬비아에서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해 진행해오던 여러 사업들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평가하였다. 먼저, 세계은행의 유상원조를 통해 지방정부가 학생들을 보다 많이
등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초중등학교 등록율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
다. 또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교사의 질 평가 및 학생의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농촌 지역 개선 사업은
가난하고 접근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인이 되었다. 특히, 콜롬
비아의 고등교육개선사업인 ACCES(Acceso con Calidad a la Educacion Superior)의 효
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사업은 형식교육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대
출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율을 30%이상
높였다고 평가받았다(세계은행, 2009a).

나. 주요 선진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1) 일본의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일본은 주로 원조 담당 전문기관인 JICA를 통해 콜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데, 거의 무상원조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y)이며 현재 OECD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여서 국제
적인 개발협력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적으로도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하면
지원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JICA는 콜롬비아가 가진 사회적 맥락
-오랜 분쟁과 내전, 실향민 문제, 빈부격차 등-을 고려하여 콜롬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JICA 콜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2.).
JICA는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에 대한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데, 1) 지방
정부 역량강화를 비롯한 지역개발과 2) 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 예방이 그것이다(JICA 콜
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2). 특히 지역개발은 콜롬비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불평등 해소와 내전 후 평화 구축에 잘 부합되는데, 지방의 성장을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가 콜롬비아에 대한 일본의 핵심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

III.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비교

119

조를 염두에 두고 JICA를 통해 콜롬비아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JICA의 대표적인 대 콜롬비아 교육 사업 중의 하나는 과학 및 수학 교사 역량 강화 프
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콜롬비아 교육부와 JICA 간의 협약에
의해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일본의 교수법을 콜롬비아의 상황에 적
합하게 변형, 적용함으로써 콜롬비아 교사들의 과학 및 수학 교수법 향상을 목표로 시행
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매년 일본에 미야기 교육대학교에 콜롬비아 교사를 보내 45
일 동안 연수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과학과 수학 교사 각각 5명씩이
선발되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이듬해부터는 과학 교사 8명, 수학 교사 5명, 총
13명의 교사를 선발하여 연수를 지원하였다. 연수를 받고 콜롬비아로 돌아온 교사들은 연
수를 통해 배운 일본식 교수법을 콜롬비아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해당 시의 다른 교사들에게 전파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JICA는 콜롬비아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 보통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
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량 있는 지방정부 또는 시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
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차원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JICA가 콜
롬비아의 제2도시 메데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교육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메데진의
기초교육 강화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JICA는 일본에서 선발
된 지식 및 기술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메데진에 있는 교사 교육기관에 파견, 현
지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과학 및 수학의 일본식 교수법을 전수하도록 하고 있다
(JICA 콜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2.).
하지만,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고타나 메
데진 등 일부 지방(또는 시)정부의 경우 중앙 정부보다 오히려 개발협력에 대한 의지나 역
량이 매우 강하나 여전히 그 외 지방 정부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대
도시들을 벗어난 지역의 경우 치안이 큰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일부 대도
시를 위주로 지역 차원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주요 도시를 벗어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인적자원이 직접 상주하며 협력을 하는 사업
이 아닌, 라디오 청취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라디오 송신소들을 국경지역에 설치
하는 프로젝트를 콜롬비아 문화부와 함께 추진하였다(JICA 콜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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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ICA는 콜롬비아를 통해 중남미에서 삼각협력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교육 분야
에서는 JICA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콜롬비아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에서
수학 교수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
하였다(JICA 콜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2.).

2) 독일의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독일은 원조집행기관인 GIZ를 통해서 국제협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를 대신해서 국
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GIZ는 타국 정부, 국가 기관, 민간 부문, 그리고 NGO들과 협력
을 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150 여명의 전문가들(대다수가 콜롬비아인)이 GIZ를 위해 일
하고 있다. GIZ는 평화구축/위기예방, 환경정책, 지속가능 경제성장 등 3개의 우선 부문
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GIZ, 2014).
GIZ는 브라질 페루와 함께 콜롬비아에서 적극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는 평가 정책, 환경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보고타 이외에 다른 지역 사무소를 준비 중에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국민
간 분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강제이주 혹은 자발적 이주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진 국가
이다. 국가 내 평화정착은 콜롬비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는 과제이
며 인간적 권리로서의 교육,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교육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GIZ는 SENA와 오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수준 높
은 대중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시민성을 인식하게 함으로
써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GIZ 콜롬비아 지역사
무소 면담결과, 2014.4.22).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는 GIZ가 뚜렷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GIZ는 카르타헤나 시에서 ‘Pies Descalzos Foundation의 교육 센터’프로젝트를 추
진 중이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는 2012년 중반 Pies
Descalzos Foundation이 카르타헤나에 세운 학교이자 주민센터인 Pies Descalzos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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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장려하여 아이들과 청소년들, 특히 여아들의
자립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국립직업교육센터인
SENA와의 협력 하에 콜롬비아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전기공학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간호학교 교사나 미용사가 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또한
Clinton Foundation 직업교육센터인 ACCESO와의 협력으로, 수강자들은 호텔이나 식당
의 보조원 교육을 받으며, 추후에 관광산업에 있는 지역 비즈니스에서의 취직을 보장받기
도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사회복지사들이 최초 60여명의 여성들에게 사회복지
교육을 하였으며, 이들이 다시 가족 및 젊은이 관련 사회복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SENA와의 협력 하에, 400여명의 주민들, 특히 실업여성들이 40시간의 짧은 직업 교
육에 참여하여 건설업 노동자나 전기기술자, 또는 미용사로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다. 또한, 지역 재단인 Granitos de Paz의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이 60개 이상의 가
족 농장을 만들어 아이들과 가족의 영양을 증진시킬 수 있었고, 영양 상담을 받을 기회나
자신들이 기른 농작물을 팔 수 있는 지원도 받았다(GIZ, 2014).

다.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한국이 1991년 이후 콜롬비아에 원조한 규모는 약 5,000만불이며, 최근에 콜롬비아에
서 진행한 무상원조 사업으로는 1) 초코주 기초보건의료 향상 사업(‘09-’11/2,000천 달
러), 2)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07-’12/11,500천 달러), 3) 중소기업 생산
경쟁력 강화사업(‘11-’13/3,000천 달러), 4) 역사자료 전산화 및 보존기술 역량 강화 사업
(‘10-’11/1,000천 달러), 5) 중미카리브국 직업훈련 역량강화 한-콜 삼각협력(‘11/500천
달러), 6) 농촌지역빈곤퇴치사업(2011-2013/5,000천 달러), 7) 국내초청연수: 58명, 8)
해외봉사단: 20명 등이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 2009년에 승인된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
(30백만 달러)과 ICT R&D센터 건립사업(10백만 달러)이 있다(ODA Korea, n.d.). 이외
에 교육부가 2011년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사업(프로젝트)의 일종으로 콜롬비
아 Ubate 학교에서 시행한 이러닝 사업이 있으며, 이러닝 세계화 사업(기술협력) 대상국
중 하나로서 교사들의 이러닝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콜롬비아에서 현재 독자적인 교육관련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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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비아는 최빈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지원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콜롬
비아 내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무상원조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사회가 콜롬비아를 내전 이후 평화구축이 가능한 국가로 인식하고 성
공사례로 발전시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겪는 평화정착의 선도적인 케이스로 발전시키고
자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 무상원조 사업의 70% 내외가 평화구축을 위한 농
촌빈곤 퇴치나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KOICA 콜
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3.).
현재 콜롬비아는 OECD 가입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른 OECD 관련 기사들이 많지만
OECD PISA 결과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해 교육을 혁신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볼 때, 콜롬비아는 향후 교육분야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
적인 이슈로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교육에 대한 높은 자부심이
상처받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교육개혁이 예측된다. 콜롬비아는 스스로 액션 플랜을 수
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의 정책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PISA에서 높은 성적을 보이는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는 있지만, 개발협력 관
점에서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콜롬비아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KOICA 콜
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3.).
한편, 한국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이 월드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활동한 한국인 봉사자 누적인원은 2014년 6월 현재 55명인데, 이들 중 39
명이 교육 분야 봉사자들이었다. 주로 태권도나 한국어 교육에서 봉사하였는데, 현재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 공공행정 분야에 1명만이 활동을 하고 있다(KOICA, 2014).
교육부가 진행하는 이러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인천시 교육청이 2009년부터 매년
10~20 명의 콜롬비아 교원들을 초청하여 10일여 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교육, 수업사
례발표, 교사토론, 학교 및 산업체 견학, 한국문화 체험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96명의 콜롬비아 교원이 한국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은 본국
으로 돌아간 후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인천신문,
20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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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 콜롬비아 교육 사업은 EDCF 차관을
통해 콜롬비아 교육부가 진행 중인 ICT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약정
이후 2012년에 와서 사업 수행을 시작하게 된 이 프로젝트는 1차 타당성 조사를 정보통신
진흥원에서, 2차 타당성 조사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진행하였다. 2012년 사
업을 수행할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시작한 이래 2013년 말에 한국의 LG CNS가
공급자로 선정되어 2014년 1월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5개월에 300억 규모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보고타, 메데진, 칼리, 카르타헤나 등에 있는 기존의 기관들을
혁신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ICT를 활용한 교사교육을 통해 콜롬비아의 교육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혁신 센터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포털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콘텐츠를 11개 학년 3개 과목(과학, 수학, 스페인어)에 대해 만드는 등 소프트
웨어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교육을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1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ICT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KERIS의 컨설
팅을 받고 있으며 시공미디어와 같은 콘텐츠 회사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콜
롬비아가 한국의 교육우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T 강국으로서 한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다(콜롬비아 LG CNS 방문결과, 2014.4.23.).

라. 시사점
이상에서 선진국 및 선진 공여국들의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전략과 시행되었거
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콜롬비
아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점분야로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각 국가나 국
제기구들의 콜롬비아 협력전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콜롬비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필요한 평화 구축과 내전으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 및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
는 상황이라는 점과 상위 중소득국으로서 콜롬비아가 기초교육수준의 보편화를 이미 달
성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상위의 국제개발목표인 MDGs의 초등교육 보
편화 목표나 교육기회에서의 양성 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교
육문제는 더 이상 급박한 국제개발협력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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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콜롬비아의 가장 큰 이슈인 평화 구축이나 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방향에 적합한 교육 사업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계
은행과 같이 유상원조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른 기관들의 경우 사업 대상을 이러한 소수민족, 빈곤지역,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고 있었다. 예컨대, GIZ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스페인과 중남미 다수의 국가에
원주민 이종 문화 대학(Indigenous Intercultural University: IIU)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다양한 원주민 관련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IIU는 통신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
으며 3-4개월의 과정, 1년짜리 프로그램, 그리고 2년짜리 석사 과정도 제공한다. 콜롬비
아에는 포파얀에 위치한 원주민 이종 문화 자치 대학(Universidad Autónoma Indígena
Intercultural)에서 ‘좋을 삶을 위한 자기 개발(Self-determined Development for a

‘Good Life’)’ 과정이 개설 중이다(GIZ,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평화 구축 및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사업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시점이 콜롬비아에서 교육개발협력을 실행할 적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콜롬비아가 OECD 가입절차를 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의 국제적 기준이
남미지역에서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미지역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던 콜롬비아가 PISA 등과 같은 국제비교평가 결과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와 대선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인들이 대중의 관심인 교육 이슈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꾸
준히 교육분야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콜롬비아 내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이 국제사회가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 인터뷰 결과, 2014.4.22.).
이와 더불어 국제/지역기구나 선진공여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콜롬비아에서 사업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발견하였다. 콜롬비아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방정부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경우 타 지역이나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롬
비아는 표준화를 지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
이다(KOICA 콜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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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Z의 지역사무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콜롬비아는 국제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역량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나타났
다. 콜롬비아에서 원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에 대한 우려는 매우 약하다. 이
는 콜롬비아의 행정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원조의 효과성 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
칙들이 잘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부패 등의 문제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에서 해외 선진국 기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롬비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
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때론 과정이나 절차가 긴 관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GIZ 콜롬비아 지역사무소 면
담결과, 2014.4.22).
KOICA의 경우에도 콜롬비아 사업을 대상으로 본부의 모니터링/평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전 기초 연구, 중간, 종료 및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사업 평가 시 콜롬비아 APC, 콜롬비아 보
건부, 콜롬비아 컨설팅업체와 함께 공동평가를 실시할 정도로 콜롬비아의 개발협력 역량
을 높게 평가했다(KOICA 콜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3.).

4. 파라과이15)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사례 분석
지난 1차년도 연구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파라과이와 적극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추진
하는 양자기구 및 다자기구 현황을 확인한 바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파라과이와 가장 활
발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단일국가기구로는 일본, 독일, 스페인의 순으로 나타나며
다자기구는 UNICEF와 그 밖에 세계은행, IDB 등이 있다. 2011년까지 대 파라과이 교육
개발협력 최대 공여국으로 대표되었던 스페인은 타 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4.28백
만 달러, 2011년)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자국의 경제위기의 영향으
로 그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에 비해 다자기구의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
15) Ⅲ장 4절 파라과이는 공동연구진 중 윤종혁, 유성상, 한건수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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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적극적인 협력을 실시하는
UNICEF, IDB Sp. fund 등의 지원예산 규모 역시 미미하게 보여진다.

<표 Ⅲ-15> 파라과이 주요공여국과 기관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기준 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일본

2.73

2.80

2.36

4.27

3.67

2.63

2

독일

0.23

1.58

2.18

1.60

1.91

1.61

3

스페인

5.32

3.97

6.73

7.26

4.28

0.745

기타

한국

0.87

0.81

1.03

6.36

1.30

1.18

1

UNICEF

0.003

0.005

0.014

0.047

0.114

0.015

기타

IDB Sp. fund

-

9.00

1.60

-

-

-

양자기관

다자기관

출처 : OECD CRS 확정통계 2011(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5. 27.)
* commitment 기준

파라과이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초등교육 분야로, 이를 뒤이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분야로
의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라과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 2020(Paraguay 2020)’정책의 교육개혁 방향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윤종혁 외, 2013: 190-192).

<표 Ⅲ-16> 파라과이의 교육 분야별 ODA 수혜현황 (2007-2012)*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분야 전체

10.66

97.90

16.25

20.25

13.16

8.25

초등교육

4.99

81.72

5.78

3.33

3.37

3.08

중등교육

1.60

2.60

2.63

6.84

2.71

1.35

고등교육

1.90

1.77

2.83

1.10

2.03

1.30

교원교육

0.26

0.17

0.21

0.20

0.18

0.24

직업교육

1.34

2.36

2.10

6.52

2.44

1.07

출처 : OECD CRS 확정통계 2011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5.27.)
* commitmen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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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B의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IDB가 제시하는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The Bank’s country strategy with Paraguay,
2009-2013)에서의 중점협력분야는 크게 1) 사회기반시설 건립(교통, 물 위생, 농업, 에
너지, 기후변화 등), 2) 사회 분야(교육, 보건), 3) 제도 및 도시개발 분야로 나뉜다. 그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타 공여기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유아교육(취학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집중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IDB, 2009a: 2-7).
IDB는 지난 15년 간 파라과이 정부 주도의 ‘파라과이 2020’전략의 구현을 위하여, ‘초
등교육 향상 프로그램(1993)’, ‘기초교육 강화 프로그램(2001)’, ‘유아교육 향상 프로그램
(2003)’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온 바 있다. 2001년 시작된
IDB의 ‘Escuela Viva I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IDB의 프로그램은 파라과이 정
부의 기초교육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후 타 선진공여국
의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모델로 제시된다. IDB는 2007년 이후 ‘Escuela
Viva II Program’을 통해 1차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소외계층의 기초교
육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 중에 있다. 1차 프로그램의 개요 및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7> 기초교육 강화 프로그램(Escuela Viva I Program)(2001~2006)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목표

내용
기초교육 강화 프로그램
(Escuela Viva I Program; Strengthen Basic Education Reform)
⋅기초교육의 질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상
⋅교육시스템 내 불평등 감소
⋅9학년까지의 교육접근성 향상
⋅학교 교육에서의 부모 참여 촉진
⋅초임 교사 연수 확대
⋅파라과이 교육부 역량 강화

⋅농촌지역 기초교육기관 1,000개
프로젝트 대상 ⋅도시지역 기초교육기관 150개
⋅토착민 대상 기초교육기관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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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젝트
단계별
구성

내용
⋅기초교육기관 내 프로그램 인식 확대
- 학교운영 모델 확산 및 이해관계자 연수 실시
- 학교의 요구 자가진단, 참여적 관리체계 조직
⋅기초교육기관 내 협업 및 참여적 관리 개발
- 학교 개선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및 집중 연수 제공
- 학교평가 실시
⋅기초교육학교 개선 방안의 정착 및 평가
- 교육학･경영학적 관점에서의 학교개선계획 정착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성과평가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영향력
: 높음
프로젝트
평가결과

⋅기초교육 진학률 상승 및 유급률 감소
⋅교육의 질적 향상
- 2006 SNEPE test* 결과에 따르면, 프로젝트 대상 학교의 3학년과 6학년
학생의 언어/수리 점수가 타 지역 학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교원연수과정의 질적 향상
- 31개의 프로그램 참여 교원연수기관(TTIs)은 자기평가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연수과정의 질적 향상을 이룸

⋅프로그램 3단계의 체계적 구성
프로그램
⋅학교 내 프로그램 진단, 운영, 실행 과정에서 참여적 접근법을 통한 교사 및 지
운영
역사회와의 협력 가능
: 우수
⋅학부모 참여를 통한 효율적 의사소통 가능 및 교육의 질 향상
(*) Sistema Nacional de Evaluacion del Proceso Educativo(National Education Evaluation System; SNEPE
출처 : IDB(2007). Paraguay: Escuela Viva II Program.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
1052465)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5.30.)
IDB(2009b). Paraguay: Country Program Evaluation 2003-2008. (http://www.oecd.org/derec/iadb/47813773.pdf)
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5.30.)

위의 Escuela Viva I Program의 평가결과에 반영된 바와 같이, 동 프로그램은 6년여
의 수행기간 동안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그램 목표로 제시
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에서 기초교육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진학률과 유급
률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프로그램 대상지
역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연수를 통한 교사의
역량강화는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업성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교사 스스로
의 자기평가 방식을 접목한 교원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결과적
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본 기초교육 강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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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인프라
및 교수학습 자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반의 과정 및 결과는 파라과이 교육부
의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매우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IDB는 1차 프로그램의 이러한 성과를 고려하여 Escuela Viva II Program을 통해 1)
소득수준, 도농 간의 기초교육 격차 해소, 2) 기초교육 이수율(졸업률) 향상, 3) 기초교육
교수학습 성취 향상, 4) 학교 운영에서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 간의 협력관계 정착, 5)
교육부의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한다. 프로그램 운영방식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평
가결과를 나타낸다. 본 프로그램은 운영 시 참여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교육과 관련한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공여국 및 공여기구의
일방적인 교육개발협력 방식을 벗어난 수원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운영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IDB의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Escuela
Viva II Program(2007)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세계은행의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세계은행의 파라과이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09-2013)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점 지원 분야는 1) 거버넌스, 2) 빈곤완화 및 3)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
이다. 두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빈곤완화’는 고용창출, 사회적 지표 개선, 공공서비스로
의 접근권 강화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감소, 아동 노동 퇴치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특히 농촌지역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며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물 위생분야 지원, 사회적 안전망 지원 등 공공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시 빈곤완화의
일환으로서 실시한다(세계은행, 2009b: 18, 20-21).
파라과이 정부는 1994년 세계은행과 IDB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아 9년(초등교육 6
년, 하위중등교육 3년 포함)의 무상의무교육 시행 및 교육의 질 향상, 학습 성과 측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파라과이 2020’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교육개혁 정책
(Basic Education Reform)을 시작하였다(세계은행, 2010: 1-5). 파라과이 정부의 노력
과 외부와의 협력의 결과로 파라과이의 교육단계별 순 취학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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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단계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파라과이 교육부는 이러한 현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특히 10-12학년의 접근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중등교육의 학습
성과 향상 및 교육부(Ministro de Educacion y Cultura: MEC)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다(세계은행, 2010: 1-5).
2010년 세계은행은 본 파라과이 교육개혁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중등교육단계(10~12
학년)의 교육의 형평성 확대 및 질 향상, 학교 운영시스템 개선 등의 목적의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세계은행의 교육개혁 프로젝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Ⅲ-18> 교육개혁 프로젝트(Education Reform Project)(2010)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파라과이 교육개혁 프로젝트(Education Reform Project)

프로젝트 목표

⋅교육시스템 운영 및 효율성 향상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대 및 교육성과 향상

프로젝트 대상

⋅취약계층(빈곤층) 청소년 167,000명
⋅공립 중등학교 교사 12,000명
⋅파라과이 교육부

프로젝트
구성요소

⋅교육시스템 운영 및 계획 향상
- 파라과이 교육부 운영역량 강화방안 마련
- 파라과이 교육부의 교육학적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중등학교 향상 : 학습장비, 지역사회 연계방안 마련
⋅중등교육으로의 접근 형평성 확대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평가결과

⋅프로젝트 목표별 지표를 통해 목표대비 달성도를 측정
⋅교육시스템 운영 및 효율성 향상 : 미달성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성과 향상 : 측정 불가
⋅중등교육 기회 형평성 확대 : 달성

출처 : 세계은행(2010). http://www-wds.worldbank.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WDSP/IB/2010/08/12/
000333038_20100812023447/Rendered/PDF/ICR15890P073521C0disclosed081101101.pdf 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5.28.)

III.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비교

131

세계은행이 추진한 교육개혁 프로젝트 평가보고서는 본 프로젝트가 당초 설정한 목표
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프로젝트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협력
국의 정책적 지원 및 주인의식(자발성)이다(세계은행, 2010). 교육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개발협력사업 역시 수원국의 정책
적 방향과 의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 파트너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
어져야 하며, 협의를 통해 명확한 프로젝트 프레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의 본
교육개혁 프로젝트의 경우, 목표와 수혜집단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 달성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과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복잡하게 디자인된 프로젝트는 실행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가 중등교육의 질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세계은행, 2010). 교육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실제로
2001-2006년 중등교육의 총 등록률이 약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프로젝트
의 달성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프로젝트의 수혜집단인 빈곤층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과 중등교육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선진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1) 일본의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파라과이 정부 정책에 기반하여 일본은 보건, 교육 그리고 인프라 분야에 대해 집중적
으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저소득 계층의
교육 및 보건 분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경제 불균형을 감소시
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자원이 풍부한
파라과이의 특성을 고려한 수송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JICA,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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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정부는 1994년 ‘파라과이 2020’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시작하였
으며 그 결과 교육기관으로의 순 취학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학
생들의 학업성취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르며 파라과이 정부는 이러한 교육의 질적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스페인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제고 전략과 교원
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여러 지역기구의 노력으로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학교관리자 및 교원 연수 등이 실시되었으나, 이러한 노력은 소수의
지역에 한정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학교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제한적
인 상황이다.
이러한 파라과이의 상황에 발맞추어 JICA는 ‘학교운영의 질 향상(2006-2009)’을 위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로젝트의 개요 및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JICA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인‘학교 운영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모델 확립’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OECD/DAC에서 지정한 5개의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의 제한점과 제안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운영의 질 향상 프로젝트는 ‘교육으로의 접근성 확대(9년의 의무교육 달성)’와 ‘교
육의 질, 효과성, 형평성 향상’이라는 파라과이 정부의 정책목표와 깊은 연계성을 가진다
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JICA의 ODA 정책 중 ‘파라과이
국별 지원 프로그램(2007)’의 목표를 고려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파라과이, 양 국
의 정책과 의지가 반영된 적절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설정한 명확한 프로젝트 대상과
목표를 바탕으로 각 대상 및 목표에 따른 정확한 영향력 평가가 이루어졌다. 학교 관리자
연수를 위해 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이 지침서는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타 전문가 및 유관 교육기관에 의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대상국 전문가뿐만 아니
라 교육 분야와 관련한 타 공여국 및 기구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될 때 해당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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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학교운영의 질 향상 프로젝트
(Quality improvement of school management)(2006-2009)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학교운영의 질 향상 프로젝트(Quality improvement of school management)

프로젝트 목적 목표 지역에서의 기초교육기관 학교운영의 질적 향상
프로젝트 목표 학교 운영 질 향상을 위한 목표지역 기초교육기관 학교 관리자(교장) 연수
프로젝트 대상 수도 50개 학교 및 Cordillera 지역 54개 학교
프로젝트
구성요소

⋅학교교육 프로젝트(PEI)와 연간 학교 운영계획(POA) 수립을 위한 학교관리자(교장) 연수
프로그램 마련
⋅일본인 전문가 파견 연수를 통한 현지 학교 운영 역량 강화
⋅지역 거점학교에서의 학교관리자 연수의 효과성 검증 및 확대

적절성
: 높음

프로젝트
평가결과

⋅파라과이 주요 교육정책목표와의 연계성
- 파라과이 2020(PARAGUAY 2020, 1994)
- 파라과이 전략적 교육계획 2020(Paraguay Strategic Education Plan
2020, 2008)
⋅JICA의 ODA 정책과의 부합성
- 파라과이 국별 지원 프로그램 (JICA’s Country Assistance Program,
2007)

⋅학교 관리자 연수 지침 마련
- 학교 관리자 연수 자료 및 연수방법론 관련 지침
- 연수 후 학교운영 관련 지침
효과성/영향력 - 국가 수준의 학교 관리자 연수 방안
: 높음
- 연수자 및 연수 참여자 자료
⋅연수자(instructors and supervisors)의 역량 강화
⋅101명의 수도지역 학교관리자 연수, 관리감독 실시
⋅167개의 수도지역 학교 및 531개 관련기관 학교운영계획(POA) 수립 완료
효율성
: 낮음

지속가능성
: 낮음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 비용 발생
- 연수 지침자료 인쇄비 추가 발생
⋅정책적 측면
- National Education Plan 2024(2011)와의 높은 연계성
⋅수행기관 측면
- 프로젝트 관련 연수를 지속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
- 프로젝트 수행지역 교원 연수국(Teacher Training Bureau)과 교육 장학
국(Education Supervision/Coordination Office)간의 긴밀하지 않은 협
력관계
⋅기술적 측면
- 프로젝트 활용 장비(복사기, 컴퓨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필요
⋅재정적 측면
- 파라과이 교육부(MEC) 재정에 의존하는 프로젝트 재정

출처 : JICA(2014). Internal Ex-Post Evaluation for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Quality improvement of school
management. (http://www2.jica.go.jp/en/evaluation/pdf/2012_0603653_4.pdf)(검색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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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계획된 기간 내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JICA 사업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으
로 사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는 예상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정책, 협력기관, 기술,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은 연수프로젝트의 경
우 협력 대상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연수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관
련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관과 프로
젝트의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1942년 이래로 시작된 미국의 대 파라과이 원조는 농업, 보건, 교육, 공공행정 및 경제
개혁에 초점을 두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중남미 대륙의 주요한 이슈인 민주
주의와 환경에 대한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파라과이 주재 USAID는 파라과이 정부의 투명성, 부패 척결 그리고 빈곤감소 노
력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기관과의 협력아래 경영․운영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책
임 시스템과 전문성을 향상시켰고 그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부패척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으로는 거시적․미시적 경제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러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남미공동시장인 MERCOSUR의 회원국인 파
라과이는 국내 생산품이 MERCOSUR 시장 또는 타 회원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국내의 많은 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USAID, 2007). USAID는 파라과이의 국가 빈곤 문제와 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교역량
을 고려하여 빈곤감소 및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써 인접국 및 MERCOSUR 회원국 간의 국
내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곤감축 계획(Poverty Reduction Program)을 시
행하고 있다. 미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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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의 국민들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USAID는 또한 소규모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오고 있다. USAID는 파라과이의 빈곤퇴치의 일환으
로써 농업기술훈련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이러한 농
업기술훈련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분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파라과이 정부의 빈곤 감소 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Program; Paraguay Vende)은
2003-2006년의 제1단계 사업이 종료된 후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어 2007-2010년의 제2단
계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업의 구성요소인 ‘역량강화 및 훈련(Capacity building,
training, consultations and diagnostics)’, ‘의사소통 및 직무교육(Communication &
staff training)’ 분야의 성과는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 실현의 방법으로서의 교육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Ⅲ-20> 파라과이 빈곤감축 프로그램(Paraguay Poverty Reduction Program)(2007-2010)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파라과이 빈곤감축 프로그램(Paraguay Poverty Reduction Program: Paraguay Vende II)

프로젝트 목적 직업창출과 수익증대를 통한 급속한 파라과이 경제성장
파라과이 3개 지역(동부, 중앙, 북부 지역)에서의 유망 기업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 목표

⋅농업 생산성 증대
⋅상품 다양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규 유망산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
지역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에 따른 소규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별 수혜대상을 설정함.

프로젝트 대상

⋅생산자 : 시민사회단계/소규모 영농조합/소규모 생산자
⋅중계자 : 농촌 기업/시민사회단체/협동조합원
⋅지역 기업 : 고객사 소유주/ 중계 기업 소유주/ 개별 고객사
⋅국내 외 소비자 : 국내 기업/해외 기업

프로젝트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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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경제 서비스 센터(Economic Service Centers) 운영

⋅역량 강화 및 훈련

⋅의사소통 및 직무교육

⋅관리감독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구분

내용
영향력
: 높음

⋅수출량, 투자액, 직업창출 모두 확대
- 초기 목표 및 수정된 목표량 초과 달성

⋅프로젝트 구성요소의 효과성
프로젝트

- 가치사슬모델(Value chain model)을 활용한 생산-판매 전반의 과정 중재

평가결과

- 장단기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 서비스센터의 기술지원 활동
지속가능성
: 높음

- 경제 서비스센터 직원 직무교육을 통한 동기화 및 전문성 향상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 센터 운영
⋅프로젝트 관리감독 및 평가
- 프로젝트 관리감독을 위한 평가방법론 확립
- 분기별 프로젝트 평가 실시

출처 : USAID(2008). Paraguay Poverty Reduction Program Work Plan (http://pdf.usaid.gov/pdf_docs/PDACN598.pdf)
(검색일 2014.06.02.)
USAID(2009b) Paraguay Poverty Reduction Program Quarterly report (http://pdf.usaid.gov/pdf_docs/
pdacr948.pdf) (검색일 2014.06.02.)
USAID(2010). Paraguay Poverty Reduction Program Final Evaluation Report (http://pdf.usaid.gov/pdf_docs/
PDACR563.pdf) (검색일 2014.06.02.)

특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서비스센터(ESC)는 프로그램 대상인 소작
농과 중소기업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센터 직원 대상의 지속적인 워크숍과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동기화 향상은 본 프로
그램 성공의 핵심요소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각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교육을 통해 생산과 교역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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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최근 몇 년 동안 파라과이에 대한 KOICA의 무상원조 규모는 연간 500~700만 달러 수
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80여 명의 봉사단원이 파라과이의 교육 및 보건 분
야에 파견되어 활동을 하는 등(KOICA, 2013b:102-103) 활발한 양자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한국과 파라과이의 아동 청소년 재활 관련 프로젝트
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파라과이 간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2001년 이래로 파라과이 정부는 UN의 아동 및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적 프
레임을 개편하는 등 유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National
depar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 n. d.). 이러한 파라과이 정부의 노력에 발맞
추어 2010년 KOICA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취약청소년(거리의 아이들 및 마약중독 청소
년)을 위하여 청소년 재활훈련센터를 개설하였다.
NEMITY센터는 2008년 파라과이의 정부에 의해 시작된 PAINAC(Comprehensive
Care Progra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treet)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 구성
요소가 된다. PAINAC 프로그램은 8-16세의 거리에서 생활하는 최빈층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약물 오남
용을 감소시키며 영양 상태를 호전시키는 직접적인 지원

○ 임시 쉼터(shelter)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
○ 심리치료와 재활치료 지원
○ NEMITY센터에서의 교육서비스 및 생활공간 제공 등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를 포함
(National depar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 n. d.).
KOICA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NEMITY’라는 이름의 청소년 재활훈련원은 PAINAC
프로그램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수원국 정부 정책과의 깊은 연계성을 가진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협력사업 사례와 비교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매우

138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중남미 대륙의 교육 발전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 속으로 안전하게 통합하고 교육으로의 접근
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민간단체(굿네이버스)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개발협력 전망을 확대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라. 시사점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파라과이 정부는 자국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자체 재원 이외에 공여국의 ODA 자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지원국인 스페인의 지원물자가 감소하면서

‘파라과이 2020’ 등의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파라과이의 초등교육은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을 받
아서 착실하게 성장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등교육 단계는 초등교육만큼 성과를 거
두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지원 전략과 실천사업을 평가하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파라과이 교육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동력과 인프라 기반이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교사를 양성하지 못하였고, 국가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혁신추진 전략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파라과이에
지원한 세계은행의 교육개혁 프로젝트는 ‘지원물자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인적 자문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교육개발협력
전략은 물자 및 인프라 지원 이후의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수원국의 자체 역량과 민관협
력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파라과이의 교육
개발협력 사업은 자체적으로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가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개발협력에 수반하는 격차 해소를 위한 자체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한 편이라
고 할 수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추진하는 중등교육 육성정책은 사실상 주민들의 자치활
동과 학생･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이양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라과
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민간 NGO 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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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수도 아순시온과 농촌 지역 간의 격차,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배려 정책의
실패 등 다양한 양상으로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화된 것이다. 이는 곧바로 공여
국의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사업 자체 역량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협력과
관련된 지원 시스템의 개선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기초교육 지원전략과 관련하여 학부모 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풀뿌리 지
역사회 지원방식’이 교육개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미주개발은행이 지원하는 교육개
발협력은 지역사회의 개발 주체로서 학부모 등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
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과 교사
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학력 제고를 포함하여 학습능력과 인성역
량 등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주개발은행 자체가 중남미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전 타당성 조사의 성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며, 파라과이 사회가 점차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교육 기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사
례는 미국 정부가 공여국 관점에서 ‘빈곤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성
과를 보여준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넷째,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혁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
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기술협력 성과가 새로운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파라과이 정
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일본 JICA는 파라과이 교육프
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런 사례로서 학교 관리자
및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수를 집중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일본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지원전문인력이 언어･문화･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체류하
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로 인해 교육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인력지원이라는 후속조
치가 상당히 진전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파라과이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은 대략 현지 자체 역량
을 최고조로 고무시키는 전략,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 협력 사업에 친숙한 공여국 혹은 국제기구와 제휴하는 협력전략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중남미 지역의 교육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지리
적인 요인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지원할 수 있는 후속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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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파라과이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현지 NGO 및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풀뿌리 조직’과 제휴,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새로운 과제로 요청된다.

5. 페루16)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사례 분석
OECD CRS 통계를 활용해 페루의 교육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으로 페루와의 가장 적극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수행한 양자
협력국가는 독일로, 그 규모는 28.846백만 달러이다. 뒤를 잇는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으
로 각각 약 4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ODA 자금을 페루 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
다. 2000년대 후반, 스페인은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의 최대 공여국의 위치에 자리하였으
나, 유럽의 경제위기와 스페인 자국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감소하
였으며 페루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축소되었다.
한국의 지원은 2010년 중점협력국가 선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
전히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Ⅲ-21> 페루의 주요공여국과 기관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기준 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양자기관

다자기관

1

독일

8.526

16.658

15.488

16.199

15.742

28.846

2

미국

4.971

3.694

2.796

3.233

4.170

4.915

3

스페인

18.161

15.402

17.656

15.682

5.635

4.484

기타

한국

0.881

0.464

0.552

1.206

1.439

1.783

1

IDB Sp. Fund

-

-

0.950

-

0.250

0.650

2

UNICEF

0.084

0.098

-

0.060

0.00

-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승인액 기준
16) Ⅲ장 5절 페루는 공동연구진 중 이석희, 이진상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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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교육발전을 위해 유입되는 ODA 자금 중 대부분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집중
된다. 2007년 이후 통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때 이 두 분야에 대한 집중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남미 상위중소득국인 페루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2012년 페루 정부가 발표한 ‘국가발전 2021계획’
에 발표한 ‘모든 국민을 위한 차별 없는 기초교육 보장’이라는 정책목표(윤종혁 외, 2013)
의 실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2> 페루의 교육 분야별 ODA 수혜현황 (2007-2012)*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분야 전체

44.810

52.630

54.182

70.891

45.202

57.552

초등교육

12.443

15.794

10.984

19.554

9.428

22.102

중등교육

4.304

4.463

7.307

9.547

3.803

5.512

고등교육

16.478

15.304

18.936

17.425

19.975

17.185

교원교육

1.550

1.267

1.533

5.130

0.857

1.459

직업교육

3.464

3.401

5.826

3.355

2.577

4.313

출처 : OECD CRS 확정 통계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14. 6. 3.)
* commitment 기준

1) IDB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IDB는 2012년에 종전 페루 국가지원전략(country strategy with Peru 2007-2011)을
종료하고 새로운 협력전략(country strategy with Peru 2012-2016)을 마련하여 지원하
고 있다.
IDB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위하여 교육 분야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지원하였던 바, 교원평가를 지
원하는 <국립교원경력법>(the public teachers career law)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였고,
통합건강체계(Integrated Health System: SIS)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 함께 페
루건설(“Together and Building Peru”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비정규고용을 감
소하기 위한 고용정보체계(Employment information system)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은행, 중남미개발은행(CAF), IMF(International Mon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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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등 다자기구, IFC(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GTZ(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fW(German development bank),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SAID와 협력하였다. 50개의 운영사업 중 22개 사업이 다자기구와 참가하였고, 물
위생, 기후변화 등의 사업에 양자기구가 참여하였다. 그 중 재원 면에서 특히 세계은행,
IMF가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사업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
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성과의 시너지를 감소시키고 사회발전을 지체시켰다고 평가되었다.
IDB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2012년에 페루협력전략(IDB Country Strategy with
PERU: 2012-2016)을 수립하여 페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전략에서 제시하
는 중요사업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지방과 농업, 저소득가구 및 농촌개발, 기후
변화적응과 재난관리, 수자원과 폐기물, 에너지, 교통과 공공관리, 경쟁력과 혁신 등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다시 1) 영유아 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 2) 건강, 사회
적 보호(health, social protection), 3) 교육(education)으로 구분되며, 그 중 교육의 내
용으로는 농어촌 및 원주민지역의 3-5세 어린이 양육의 질 개선, 핵심적인 과목에서의
학습 성과의 개선 및 농촌지역 어린이 및 청년들의 교육격차의 해소를 제시하였다.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IDB는 다음과 같이 선진국 및 다자협력기구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IDB, 2012b). 1) 폐기물처리(the solid waste sector)는 JICA, 2) 수
자원과 교육 분야는 독일 KfW, 3) 교통, 보건, 수자원분야는 세계은행, 4)사회통합, 농업,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5) 지역개발이슈에 관한 공동연구는 스위스 개발협력기
구(COSUDE)와 JICA, 6) 통계처리에 관한 원탁회의는 UNFPA, 아울러 7)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벨기에개발협력기구(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BTC), 스위스 개발협력기구(Agencia Suiza para el Desarrollo y la Cooperación:
COSUDE), GIZ, 스페인,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IDB는 지역국가의 정책지원,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통한 정책능력 함양, 낙후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지역 통합에 따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 지역 국
가의 경제발전에 관련된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사
회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는 교육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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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에 지원도 포함된다. 최근 빈곤감축과 기후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자원개발 관련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IDB는 페루의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유아보육,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교육관련 프로그램에는 농촌지역의 저 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 인
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을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으며, 여기에는 취학전 아동
에 대한 교육활성화 프로그램, 중등교육, 기술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도 다양한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IDB에서 페루에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관련 사업으로는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
그램(Youth Labor Training Program)’을 들 수 있다. 1996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사업에는 ECAP(Entidades de Capacitation, Private and Public Training
Institution)가 참여하여, 페루 노동부와 협력으로 빈곤층의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제
공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6-24세의 빈곤층의
청소년들은 단순 기술습득이 아닌 숙련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체계적 기술훈
련과정을 이수하고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훈련기관에서 공통과목을 훈련받은 뒤 민간
기업 또는 국영기업에서 직접적인 실무경험을 갖게 된다. 기업에서는 3개월의 일정으로
실무학습(on-the-job training)을 하게 되며, 이 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받도록
했다. 인턴십 3개월을 마친 다음에 해당기업에서 채용을 하거나 또는 기업의 형편이 여의
치 않으면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가이드 해주게 된다. 따라서 약 6개월의 기본 및
실무학습훈련을 통하여 반숙련공(Semi-skilled labor)으로 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페루 전체에 1996년부터 2003년까지 42,000명의 청소년이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계획은 5년간 160,000명을 훈련시키는 목표였으나, 실적은
불과 25% 수준이 이르렀다. 이는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업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수많은 훈련생을 모두 인턴으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페루정부 및 민간기업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참여
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부족하여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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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제기된다. 반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노동부산하 기구인 훈련협의기구
(Coordinating Unit: CU)는 독립적인 행정 절차와 재정운용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 각
층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훈련의 기회, 운영,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외부 원조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오래된 훈련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초기에 훈
련에 참여했던 훈련생들이며 이들의 이직률이 낮으면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고 현지화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IDB는 2012년 페루의 낙후지역이며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아야쿠초
(Ayacucho), 완카벨리카(Huancavelia) 및 와누코(Huanuco) 지역의 3~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을 위해 2,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교수학습법에 대한 지원을 실
시하였으며, 3-5세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조기 교육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 전체의 교육개발전략으로의 확대를 위한 첫 번째 단
계의 복합적인 지원 사업의 모델이라 평가되며 기존의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제도 개선,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 다중언어에
대한 이해 및 학부모의 교육 참여 등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2) 세계은행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세계은행은 기존의 페루협력전략(2007-2011)을 바탕으로 2012년 새롭게 수립한 국가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PERU, 2012-16)에 근거
하여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세계은행, 2012c). 다음은 그 이전 시
기인 2007년부터 2011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17)
세계은행의 페루에 대한 교육 분야 협력은 크게 기초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
17) 세계은행은 2007년에 수립한 페루협력전략(Peru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07-11)을 통해 3가지 중점추진사업,
즉 1)경제성장의 가속화 2)사회발전의 증진 3) 제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읽기와
수학에 관한 시험을 표준화하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방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악화되었다.
이것은 페루 교육부의 개혁이 지체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페루정부는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추구하면서, 인적자원의 육성, 사
회적 포용을 증진, 생활수준의 개선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구하였지만, 당시 톨레로대통령정부(2001-06)에서 가르시아대통
령정부(2006-11)로 전환되면서, 거시경제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변동 없이 유지된 경우도 있지만 지방분권화 등은 정책
이 크게 변화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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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초교육 분야의 지원은 페루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EDU)의 정
책수립 및 정책수행능력 향상과 학업능력 평가 역량 강화, 기초교육 관리, 교육정책의 관
리 능력제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학업능력평가 분야에서 기존의 초중등학생
의 주제별 학습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학업능
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페루 학생들의 학업성
과 평가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한 경영 관리 및 운용
에 대한 정책지원도 함께 수행한다.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교육부의
장학행정 지원사업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제도 마련을 돕고 있다. 또한 교육기
관 운영에 대한 장학을 위해서 교장 및 학교관리자 연수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
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점검제도의 확충과 관리 지원 등을 실시
한다. 이러한 관리 및 장학 평가 등의 과정에서는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권장하
여 효과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페루의 고등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무분별 하게
난립한 고등교육기관들과 교육의 질적 불평등에 대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페루의 고등교
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을 통하여 대학졸업자들의 능력
을 증진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2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Higher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Project)'라는 이름으로 페루의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작
했다. 2018년까지 약 5,2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다년간의 사업으로 평가관리를 위한 위원
회를 설립, 운영하여 대학의 인증제도, 허가제도에 대해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의 고등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규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
의 인증 및 허가제도에 대한 점검도 겸하게 된다. 더불어 고등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졸업자를 통합 관리하고 취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금 (Fund for Quality Enhancement: FEC)
을 마련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기관은
250개 고등교육기관이며, 국공립 대학 및 미인가 고등교육기관도 해당된다.
고등교육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수법,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규정 및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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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대한 보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평가 및 인가위원회(Council for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of University Higher
Education: CONEAU)에서 관할하며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과 인증평가기관(Evaluation Entities for Accreditation: EEFAs)이 추진하게 된
다. 이 사업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자격요건, 학사관리 및 절차, 교육의 질적 우수성 유지
여부, 졸업생의 취업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에 해당하는 페루의 경제는 최근 10여
년간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등교육 진학률 또한 큰 폭 향상되어 페
루의 대학진학률은 36%에 이르고 있으나 다른 주변국가들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질적 수
준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페루의 고등교육 현안에 부응하여 세계은행의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페루교육발전계획 2021’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세계은행이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두 번째 사례는 교육의 질제
고 사업이다. 페루는 그간 기초교육의 보급률 면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
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지난 2009년 OECD는 65개국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당시 페루 학생들은 수학, 독해, 과학 과
목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페루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학업성취도
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의 질, 특히 기초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계층 간에 존재하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줄
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일차
적으로 페루 교육부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페루의 기초교육 사업은 페루 교육부(MINEDU)의 역량강화사업으로서, 학생의 학업성
취도 평가 능력, 각 학교의 수업방식 및 교육리더십 평가 능력 등 페루의 기초교육의 질
전반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
에 대해 세계은행은 2013년 1월 총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사업은
2018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페루 기초교육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는 총 세 영역이다. 첫 번째는 교육부의 학업성취
도 평가역량 강화인데, 학생 평가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 수 확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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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및 초등교육 평가방식의 도입, 타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국제기관의 비교평가에 대한
지속적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페루 내 각 학교의 수업방식
및 교육리더십 평가역량 강화이며, 여기에는 교사진의 교수법 평가, 경쟁력 있는 교장 선
발 및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세 번째 구성요소는 교육부의 행정 및 사
업관리 역량강화로서, 페루 교육부가 앞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술, 재정 및 조달 관
련 컴포넌트들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페루 기초교육 사업은 570만 여 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공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4만여 개의 학교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교장 선발 절차
로부터 오는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층 강화된 교육부의 평가 및 모니터링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사업 및 전
략 구상 시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페루의 기초교육이 앞으로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요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1) 미국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지난 50년간 페루의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미국은 페루의 경제발전을 인정하면서 장차
직접적인 양자협력에 의한 페루지원정책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있으며, 향후 5
년 이내에 전통적인 지원 분야 즉 보건, 무역, 역량개발, 노동, 선거에 대한 지원을 종결지
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페루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 2012-2016)을 바탕으로 아마존 지역 등에서 초등교육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초등교육의 ‘읽기’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2016년 이
후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종결될 예정이다(USAID/Peru, 2012).
페루 인구의 28%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 낮
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기회도 적으며 질적인 수준 격차가 심하다. 중등
학교 진학률도 낮으며, 생활이 어려워 초등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여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남자에 비해 높아 빈곤에서 탈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대 페루에 대한 교육 분야 지원은 초등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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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다. USAID가 집중하는 분야는 주로 모자보건이며 지난 50여 년
간 지속해 왔다. 미국의 보건 분야 원조는 모자보건과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큰 기
여를 하였으며, 페루정부의 정책 입안 및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
하기 위해 조력해왔다.
미국은 페루의 중앙 및 농촌지역의 기초교육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발전에 목표를 두고
지원을 실시한다. 미국은 페루의 교육정책 지방분권화를 위한 협력을 집중적으로 실시하
였으며 교사의 질적 우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지원해왔다. 또한 미 교육부에
기술지원을 통해 5개의 페루 지방정부 및 페루 국가 교육위원회(National Educational
Council: CNE)와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은 교사의 재교육 훈련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 학
습방법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및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
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사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였으며, 기초생활보건 및 교육서비스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한 교육정책 기획 및 수행을 실현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사례로 2011년 USAID와 민간단체(FHI 360)에 의해 이루어진 기초교육
의 질적 향상 대책사업(Quality Basic Education Reform Support: SUMA)과 학습결과
향상전략 프로그램(Strategic Program for Learning Outcomes: PELA)을 들 수 있다.

2) 스페인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스페인의 페루에 대한 원조는 구 식민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정부의 국제개발협력기구(Agencia Espanola de Cooperación International para el
Desarrollo: AECID)는 페루의 국제개발협력기구(Peruvian Agency for Cooperation
International: APCI)와 협력하여 양자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기
존의 페루와의 양자협력 프로그램(2007~2012)18)이 경과하고 새롭게 맺어진 양자협력 프로
그램(hispanic-peruvian cooperation program: 2013~2016)이 시행되었다.
18) 당초 스페인-페루 양자협력프로그램((hispanic-peruvian cooperation program: 2007-2010)은 2010년에 종료될 예정이
었으나 양자합의에 의하여 2012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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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와 스페인의 양자협력프로그램(2007-2012)은 빈곤의 퇴치, 민주주의 발전, 정부
기관의 역량강화,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을 위한 토대 구축 사업을 포함하였다. 스페인의 교육개발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아마존
지역의 다중언어, 다문화 교육 발전 사업(Loreto 지역 및 원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지역적으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마존 지역(Loreto 지역)
및 인종적 차별의 대상인 원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원 워크숍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학생의 독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중언어 교육(내용 및 방법론)을 통해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의 수준 저하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역전문가 참여를 통해 교원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 개선을 위해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 원주민,
전문가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여 교육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점 역
시 특징적이다.

3) 일본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분석
일본(JICA)은 1977년부터 페루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매년 페루정부와
양자회의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페루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
하고 공급 가능한 것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각 분야에서 페루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점분야는 1) 인프라 조성 및 격차해소 2) 환경보호 3) 재난대비 순으로, 교육에 대한 지
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지원재원의 한계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지
원의 경우 그 나라에 대한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선행되어야 하므로 접근상의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환경 및 재난대비에 관련한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는 리마, San Martin, Loreto 지역에서 대다수가 시행되고
있으며, Piura, Cuzco, Lambayeque, Amazonas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JICA는 페루직업교육훈련원(Servicio Nacional de Adiestramiento
en Trabajo Industrial: SENATI)에 대한 일부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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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학교 지원 사업을 한다. 지방의 낙후 지역에서의 학교건설지원 등은 자원봉사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9) 일본과 다른 국가와의 삼각협력(triangle) 사례는 거의 없으
며, NGOs 차원의 지원사업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본과 협력하여 페루의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전략 및 사업평가
한국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은 한국 정부가 2013년에 작성한 [페루 국가협력전략
2013-2015]에 제시되었다. 페루와의 3대 중점협력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한 보건의료 개선,
2) 농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및 빈곤감소를 위한 농촌지
역개발, 3) ICT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토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를 통한 정보통
신의 발전 등이다.
지원전략은 페루 200년 계획(Bicentenary Plan: Peru in 2021)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
원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동 전략은 페루 200년 계획의 성
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페루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
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페루 200년 계획에서는 경
제의 고속성장 및 사회적 안정,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1)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 2)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3) 지위 및 거버넌스, 4) 경쟁력과 고용, 5) 지역개발과
인프라, 6) 천연자원 및 환경이라는 전략적 분야를 제시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20).
우말라 정부는 ‘사회포용을 동반한 성장(Growth with Social Inclusion)’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2011년 8월 18일, 사회포용 전략의 이행을 위해 개발사회포용부
(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를 신설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
층의 수혜를 보장하였으며, 사회보장의 수혜자격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회보장 프로그
19) 2014년 현재 일본 JICA는 약 40여명의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자원봉사가 주춤하였던
것은 2006년 페루에서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테러 피해를 받은 후 봉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20)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페루 국가협력전략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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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일원화하는 등 분절화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소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
초 생활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제도 확대, 극빈곤층 감소, 사회갈등 방지, 환경위험관리
강화, 도시와 농촌의 재연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지원에 초점을 두어
극빈층 감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농 간의 연계를 강화
하고자 하였다.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정권말인 2016년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페루에 대한 무상원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2007년부터 2011
년까지 약 391,3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여 왔다. 이것은 페루가 KOICA의
중남미 최대 수원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21) 지원분야를 보면, 1992년 까야오 제 1차 한
-페 보건소를 시작으로 파차꾸떽(Pachacutec) 제6차 한-페 보건소, 최근 도스데마요 병
원설립 등 보건 분야에서 시설개선과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지원하였다.
파차쿠텍 모자보건센터를 비롯하여 페루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그동안 1) 페루 보건부
의 주요 개발목표 달성 지원, 2) 농촌 및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포함
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3) 현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통해 수
원국의 자립능력을 강화, 4) 전 국민 건강보험(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및 보건의료정보시
스템 구축 개선 등을 지원하여 왔다고 평가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53).
그리고 농촌개발 사업으로는, 2010년 꼬라오(Ccorao) 농촌개발사업(2010-11)이 이루
어진 바 있다. ICT 분야에서는 2006년의 페루국립공과대학(UNI) ICT교육센터 지원사업
(2006-2008), 그리고 NGO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카야오(Callao) 벤타니아구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2012)이 운영된 바 있다. 직업기술훈련 분야로서는, 1998년의 식품
기술훈련원 건립(1998)이 이루어 졌다. 이상의 사업현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
가 제시한 3대 협력분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의료분야이며, 사실상 농
업지원과 ICT지원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 KOICA가 수행한 무상원조의 성과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파차꾸떽 모
자보건센터(2005~2007년)는 페루 까야오시 벤따니야구 파차꾸떽 지역에 위치하면서, 파
차꾸떽 저소득층 모자보건 환경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수행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바, 1) 기초의료서비스, 모자보건 및 의료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2) 2010년 까야오 주 소
21) KOICA는 1991년부터 2011년간 총 5,777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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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8개 보건소 중 가장 많은 진료실시, 3) 지역주민 70,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내 유일한 모자보건센터로서 24시간 응급실 운영, 4) 동 보건소를 모델로 페
루정부는 주변지역 8개 보건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와 영향력을
가진 사업이라 평가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47).
또한 KOICA를 통해 1994년 조립식 건물로 지원되었던 꼬마스 제2 한-페 의료센터(모
자보건)는 프로젝트 시작 이후 약 15년 간 운영되었으며, 최근 시설 전반을 재건축하여 새
롭게 리모델링되었다. 동 사업은 수도 리마 북쪽에 위치한 인구 45만의 꼬마스구는 인구
수의 증가로 인한 모자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현지의 현황과
저소득층 무상의료시설 부재 등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페루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가 보건의료에 대한 현지에서의 높은 요구에도 불구
하고 페루협력전략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사업 면에서 볼
때, 기존의 보건의료 사업은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미비했으며,
시너지 창출 효과가 부족했으며, 주민들의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절한 안배･균형정책이 요청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46).
한편 페루의 국가발전목표(페루 200년 계획)에 비추어볼 때, 페루정부의 인적자
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며, 2021년 독립 200주년이 될 때까지 상위중
소득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농어업자원을 통한
경제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가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1차 산업에 의존하는
페루의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고도의 경제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페루의 인적개발지수의 국별 순위는
2012년 77위로서 비교적 높지만 교육인프라는 취약하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득에 따른 계층 간의 교육의 기회 불균형 문제, 도시와 농촌지역, 원주민
집단과의 교육격차 등은 페루의 인적자원 내지 교육에 대한 지원이 특히 지방과 소외지역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 해야 한다. 페루 200년 계획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
는 바와 같이 페루의 인종적-사회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교육격차 해소를 통

III.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비교

153

해 사회 집단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발전에 대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1) 교사들의 질적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고, 2) 빈곤층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높
으며, 3)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어 통합적인 교육정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 등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시사점
한국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의 협
력은 국제기구 및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DB 또는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
점분야인 ICT 분야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IDB의 경우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에서 일정 지역을 한국에서 담당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술 분야를 물색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에 적합한 기술훈련 과정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기술훈련과
정을 마친 다음 현지 기업 또는 외국의 투자기업에 취업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지역에 관련 산업 기술의 훈련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향후 페루의 중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연계가 되는 분야에 집중
할 필요성이 있다. 기계 및 제조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제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업기술인력을 확대하는 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IDB가 협력프로그램에서 교육 분야의 독일, 사회적 포용부문에 세계은행 등과
파트너십을 갖고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도 이들 국가 및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계은행-페루정부 간의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분야 협력 사업에 한국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수진 및 인적자원이 충분하여 페루와 협력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과 페루의 대학 교수진 및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학술연
구를 확대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IDB의 청소년 훈련 사업은 한국의 대 페루 교육 분야 원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빈곤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은 빈곤
감축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기술훈련에 초
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높은 기술수준을 공유하는데 좋은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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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페루의 전문가를 통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 전체 사업을 주관하는데,
원조기관은 현지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주인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한국의 경우 원조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IDB의 추진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외계층에 대한 기술교육의 경우, 한국
이 경쟁력이 있는 특정 훈련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계기술이나, 건설기능인력 훈련,
또는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기능인력 등도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업기술 분야의 특성
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술 중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
문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자동차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사업은 대학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은행
과 협력할 때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은 페루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
행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한국 대
학교수와 행정직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ODA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
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대학이 페루의 특정대학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
진 교류, 공동연구, 학생교류, 등으로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곧 삼각협력이 될 것이며, 한국이 선진국의 원조경험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업은 한국이 가진 ICT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
고 있어, 페루대학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 종합비교 및 시사점
1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연구대상이 되는 5개 국가의 교육정책, 중점 교육개발목표 등을
분석하고 현재 국별 교육의 쟁점과 이슈를 확인한 바 있으며, 앞선 각 국가별 교육개발협
력 목표와 주요 교육이슈,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사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
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여 각 수원국이 제시하는 정책목표와 국제사회의 지원
이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지,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교육정책과 목표, 현안을 반영한 집중적 교육개발협
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과테말라와 콜롬비아의 경우 다자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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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목표와 분야에 깊은 일치성을 보이며 이는 과테말라와 콜
롬비아 교육정책과도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역시 과테말라의 난민 정착
지원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교육목표와 부합한 ICT 및 이러닝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표 Ⅲ-23> 국별 중점교육목표 와 국제사회의 지원 사례(종합)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교육 전 단계(취학전교육,
교육의 질제고
국별
교육 형평성 제고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의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점교육개발목표
국민의 전인발달을 위한 교육
질과 형평성 향상
인적자본 양성 시민교육

주요 교육이슈

중도탈락률 감소
초등교육 이수율 향상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다문화 및 이중언어교육

민족주의적 교육실현
직업기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간문화 교육

중도탈락률
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확대
소외계층 교육접근성 및 질 향상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제사회의
중점지원분야
(2012 ODA
수원규모 기준)

초등교육

초등/중등/고등/직업교육
/고급관리기술

고등교육

UNICEF

국제사회
다자
지원사례
기구
(지원분야)

양자
국제사회 기구
지원사례
(지원분야)

한국

156

세계은행

IDB

세계은행

IDB

세계은행

교육기관 IT
시설 설립
초등교육
양질의
초중등교육
취학전교육
이수율
직업기술교육
양적확대 및
기초교육 질
영유아
중등교육 질
이중언어교육
장애청소년 대상
질적 개선
다문화교육
보육서비스 질
향상
중등교육 질
학업기술 교육 고등교육 접근성
개선
향상
성인장애인
증진
자립을 위한
생산기술 교육
미국(USAID)

독일(GIZ)

일본(JICA)

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교육기관
역량강화

소외농촌지역
학령기
아동청소년
교육의 질
향상

초등교육
질적 향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역량
강화)

난민정착 지원 및 교육
교육인프라 강화

독일(GIZ)

원주민
다문화대학교
지원

직업교육(직업기술훈련원
건립)

일본(JICA)

독일(GIZ)

직업교육
(전기공학,
초등학교
간호, 미용 등)
수학과학교사
내전극복 및
역량강화
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성 함양
ICT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원 이러닝 역량강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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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페루

국별
중점교육개발목표

초중등학교 인프라 확보 및 개선
과학기술 및 직업기술교육 선진화

기초교육 보편화
교육의 형평성 제고
교육의 질제고
직업훈련 포함 고등교육 질 개선

주요 교육이슈

교육의 질 향상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행정시스템 효율성 확보
중앙집권 형 교육체제 구축

교육의 질 향상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국제사회의
중점지원분야
(2012 ODA
수원규모 기준)

초등/중등/고등/직업교육

초등/고등교육

IDB
국제사회
다자
지원사례
기구
(지원분야)

초등교육 질적
향상 및 형평성
확대
초등교육 향상
기초교육 강화
일본(JICA)

세계은행

IDB

세계은행

중등교육 형평성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기초교육 관리 및 교육정책
확대 및 질 향상
청소년 직업교육
관리역량 강화
학교 운영시스템
낙후지역 미취학아동 교육
고등교육 질적 제고
개선
미국(USAID)

미국(USAID)

스페인(AECID)

농촌지역
소외계층 교육 및
정부 투명성
초등 문해교육
양자
보건서비스
아마존지역
국제사회 기구
부패척결
교육정책
지원을 통한 격차
다중언어, 다문화
지원사례
빈곤감소를 위한 지방분권화 지원
완화
교육
(지원분야)
교육
교사 전문성 향상
학교운영 질적
향상
한국

유소년 권리보장(취약청소년
재활훈련센터 건립)

일본(JICA)

낙후지역
학교시설 지원

고등교육 ICT 교육센터
초등교육 방과후 교실 지원

그러나 여전히 현재 한국의 대 중남미 국가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은 시설설립 등의 인프
라 위주의 사업과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인정받는 직업교육, ICT활용 교육에 집중되
는 경향이 있다. KOICA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대다수의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역시
학교시설건립 사업으로 구성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은 과테말라, 파라과이와 같이 기초 및 중등교육의 접근
성과 형평성, 질적 개선이 우선적인 교육현안으로 제시되는 국가에서 뚜렷한 성격의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자기구와 주요 선진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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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중
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
고 이들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
의 경우, 한국은 다자협력 정책과 추진체제가 모호하며 개발효과성 확대의 방안이라기보
다는 국가 위상 제고의 도구로써 참여해온 것이 사실이다(권율, 2010)22). 이러한 현행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과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성이 강한 중남미 지역과의 효과적인 교육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자기구가 가진 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DB와 같은 중남미 대륙에 전문성을 가진 기
구와의 협력은 개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직업교육과 ICT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타 공여기구와의
협력을 제안하여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기초교육 접근성 확보 및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해 타 국가의 사
업사례와 한국이 가진 ICT 기반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진 직업교육분야에 대한 전문
성과 타 공여국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결합
한다면 소외계층(원주민, 농촌지역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동향과 연계성을 유지
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권율(2010). 우리나라 다자원조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개발협력연구 2(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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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방법 논의

1. 삼각협력
2. 민관협력
3.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4. 교육 분야 개발협력 국별 추진 사례
5.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례

Ⅳ.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방법 논의

1. 삼각협력
가. 교육 분야 삼각협력의 필요성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신흥공업국가의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의 중심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측의 신흥공업국가의 성장은 국
제개발협력체제에 반영되었으며, 이들은 오늘날 신흥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삼각협력과 남남협력은 신흥 공업국가를 개발의 참여주체로 포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형태로 주목받게 되며(정상희, 2013: 80-81),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삼각협력
과 남남협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삼각협력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현지의 개발요구를 반영하고 실정에 맞는
개발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논의과정에서 등장하
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된다(정상희, 2013: 81). 삼각협력의 각 참여주체는
삼각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양자협력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표 Ⅳ-1> 삼각협력 참여주체별 삼각협력의 이점
참여주체

삼각협력의 이점

공여국

⋅.참여주체 간 상호이해 증진
⋅비용효과성 확대
⋅개발환경에 적응 가능한 유연한 형태의 협력 가능
⋅주축국가의 역량강화 및 북측과 남측 공여국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

주축국

⋅남남협력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
⋅남남협력 추진을 위한 기술적 역량 강화
⋅공여국가와의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Ⅳ.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방법 논의대학생역량지수 데이터수집

161

참여주체
수원국

삼각협력의 이점
⋅주축국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효과적 의사소통 가능
⋅공여국으로부터 남남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 가능

출처 : OECD(2013b). Triangular co-operation: what’s the literature telling us?. pp. 23-24.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농업,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삼각협력은 중남
미의 교육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국가 인적자본의 수
준을 높이고 국가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성숙한 시민사회 발전의 토대인 법과
규범, 네트워크와 신뢰 등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은 국가의 질서와 사회의 문
화를 조성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국민의 정서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기에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중남미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언어, 사회문화, 인
종, 종교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대륙이며, 이는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
는데 고려해야할 주요한 요소들이 산재해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스페인어권
의 국가가 아닌 경우 중남미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
며, 언어를 기초로 하여 문화와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경우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삼각협력은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와 지리적 한계, 문화적 차이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개발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 역시 높게 나타난다(OECD, 2013b). 특히 언
어가 매개가 되는 초중등 교과교육 및 문해교육 등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
라 기대되며, 중남미의 신흥공업국인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축국들과의
고등교육 협력은 인접국가의 고등교육 분야 지원을 위한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중남미의 중소득 국가들의 경우 삼각협력 및 남
남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동향 역시 교육개발협력에서 삼각
협력 추진의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 역시 KOICA 및 유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방
법으로써 삼각협력 추진전략과 시행방안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논
의되는 삼각협력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문화와 언어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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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의 개발협력 방안으로 삼각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은 삼각
협력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큰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3자가
모두 동등하고 수평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삼각협력(남남협력)의 전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주체가 협력의 분야와 지역, 기획단계
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삼각협력 시행의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각 개발협력 참여주체들의 삼각협력에 대한 경험과 이해에 대
한 깊이 차이에서 야기되는 한계 역시 삼각협력의 실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KOICA
중남미팀 방문 인터뷰 결과, 2014.10.16.).

나. 교육 분야 삼각협력에서의 중남미 주축국가의 역할
삼각협력구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주
요한 참여주체는 그림과 같이 공여국, 수원국, 주축국으로 구분되며, 협력 구도는 1) 주축
국과 수원국 간의 남남협력에 대한 북측 공여국의 지원, 2) 공여국과 주축국 간의 양자협
력을 통한 수원국 지원, 3) 북측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양자협력관계에 대한 주축국가의
지원. 그리고 4) 북측 공여국, 주축국 및 수원국 3자의 협력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축국(Pivotal countries)은 남남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어, 개발도상
국 간의 기술적인 협력을 적용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지역 간 혹은 타 지역 간 개발도상국의 역량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ECA, 2011). 중남미에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주요 주축국가
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페루 등으로 상대적
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공업이 발달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삼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축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축국은 남측 공
여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국이 가진 특정 분야 전문성을 수원국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
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북측 공여국과 수원국의 우호적인 관계형성 및 효과적 협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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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공여국의 남남협력 지원

[그림 Ⅳ-2] 양자협력(공여국-주축국)을 통한
수원국 지원

[그림 Ⅳ-3] 주축국의 양자협력
(수원국-공여국) 지원

[그림 Ⅳ-4] 삼각구도 협력

출처 : OECD(2013b). Triangular co-operation: what’s the literature telling us?. pp.14-15.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중남미 교육 분야의 삼각협력을 고려한다면, 주축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 인종과 종교적 배경 등이 생경한 북측 공여
국으로부터 중남미 수원국과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주축국은 언어적 동일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통해 이
러한 한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여국이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남남협력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우리는
남남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삼각협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남미의 주요 주축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 전략과 목표, 현 양자 간 남남협력 사업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교육 분야 삼각협력 참여자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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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남미 주축국가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사업 평가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 간 경제, 사회개발과 자립을 목적으로 인적, 경제적, 기술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간의 수평적인 협력 수단으로 정의되며(정상희, 2013: 84), 이는 수
직적인 성격의 남북협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남남협력은 비슷한 문화･지역
권 내의 개발도상국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실제적인 발전 경험을 공유하
여 상생의 개발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이다.
남남협력을 통해 개발협력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남남협력에 대
한 관심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미 문화권으로서 비슷한 인프라, 자
원 및 제도를 갖추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각 국의 발전경험을 인접국에 바로 적용가
능하다는 면에서 보다 활발한 남남협력 사례를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남남협력
과 삼각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주요한 공여국이자 주축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현황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브라질
브라질은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발협력의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으로의 역할
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정부가 들어
서며 적극적인 공여주체로 양자 간 남남협력(Bilateral Horizontal South-South
cooperation)에 참여하고 있다(DIE, 2010). 오늘날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 내 남남협력 참
여규모 면에서 상위 3개 국가에 해당할 정도로 활발한 남남협력 추진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의 개발협력 정책은 국가 외교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브라질의 외교정책은
크게 1) 인접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지역 통합 촉진, 2) UN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지원 및 촉진,
3) 남남협력의 확대라는 세 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하며, 1987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된
브라질 개발협력기구(Agência Brasileira de Cooperaão; Brazil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BC)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공여주체로서의 사업을 추진한다
(Sarah-Lea J. S., 2008: 1-2).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발협력 주요 목표는 협력국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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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생활의 질을 향상, 브라질이 가진 기술전문성 및 사회발전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 제도적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브라질은 여전히 ODA 수원국으로 분류되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중심이 되는 주축
국가로서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 사업, MERCOSUR 회원국가 간의 지역 통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양자 간 ODA 사업을 통해 사회 인프라, 교육, 보건 등 자국이 가진 빈곤퇴치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한다(Sarah-Lea J. S.,
2008: 2-3). 브라질의 개발협력 추진동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브라질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남미 전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는 특
징을 가진다(SEGIB, 2014: 51-54). 또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 역시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idia C. & Julia W, 2010: 4-5). 브라질
의 지원 분야 별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개발 분야로 전체
중 37.6%에 해당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생산(경제)분야로 26.8%
에 이른다. 브라질은 사회개발 분야 중 하나로 교육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전체 규모의 약 5.4%를 차지한다(SEGIB, 2014: 78-79).

[그림 Ⅳ-5] 브라질의 분야별 남남협력 지원 현황
출처: SEGIB(2014).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3-2014. pp. 7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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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자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Bolsa Escola’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접국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Sarah-Lea J. S., 2008:
3-4). ‘Bolsa Escola’프로그램은 1990년대 브라질에서 시작된 조건부 현금급여제도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로 빈곤층 가정의 6-15세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등록할 경우 매월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 감소 및 학령
기 아동의 향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지방 단위로 시행된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학령기 아동의 학교 등록률이 눈의 띄게 향상하였으며,
중도탈락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Christian Andrew D., 2003; Alain
de J., Frederico F., and Elisabeth S., 2006; Paul G. & Ana Lucia K., 2010). 브라
질은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수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타 중남미 국가와 공유하는 등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멕시코
중남미의 두 번째 경제대국인 멕시코는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자 중미 지역
에서의 권역 통합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ODA
의 절대규모를 볼 때, 멕시코는 타 신흥 공여국(인도, 중국, 브라질 등)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Jeanne Latt, 2011; AMEXCID, 2013: 19-20), 그럼에도 불구하
고 멕시코는 외교부 주도 아래 약 40여 년 간 중미 및 카리브 인접국가와의 변화하는 사
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며 꾸준한 기술 협력을 수행해 왔다.
인도, 중국, 브라질 등 타 신흥 공여국의 개발협력 동향과 비교할 때, 멕시코는 자국이
해당한 권역(중미 카리브)에 대한 지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경
우, 남아프리카 지역의 포르투갈 언어권 국가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전체 ODA에 50%에 해
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Lidia C. & Julia W, 2010: 4-5), 멕시코는 중미 및 카
리브 지역에 대한 집중비율이 65%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Jeanne
Latt, 2011: 2).
ODA 수원국이자 공여국으로의 이중성을 지닌 멕시코는 2011년 국제개발협력법(La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을 제정하고 외교부의 산하기구로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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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개발협력기구(The Mexic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MEXCID)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의 ODA는 자국의 외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
니라 협력국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AMEXCID, 2013: 21-22). AMEXCID이
추구하는 최상의 개발 목표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
빈곤 퇴치, 2) 실업률 감소, 3) 사회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감소, 4)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문화적 영속성 강화, 5) 선진개발국 및 저개발국가 간 불평등 완화, 6) 환경보
호 및 기후변화 대응, 7) 공공안전(치안)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며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한다.
AMEXCID 중점협력 분야는 크게 사회개발, 교육, 보건, 재난방지, 경제개발, 과학기
술, 사회 인프라 구축, 환경 및 기후변화이며, 그 중 교육 분야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남남협력과 삼각협
력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AMEXCID, 2013: 43-45).

○ 국제협력 정책의 일환으로서 장학금 지원 확대
○ AMEXCID의 중점협력 지역의 교육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
○ 원주민 교육 관련 지식 공유
○ 이주민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삼각협력 참여 주축국가이며, 주요 파트너 공
여국은 독일, 일본, 스페인이며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남남협력 프로젝트 중 교육 분야와 관련한 사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scuelas Mexico(Mexico Schools) 프로그램은 1996년 시작된 중미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미의 7개국(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멕시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미, 카리브 연안의 협력국가 학령기 아동은 이 프로그램의 문화활동 및 여
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하고 중미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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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교육 프로젝트로 멕시코는 중미지역 교육전문가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수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UIES)과 중미 고등교육위원회(CentroAmerican Council for Superior Education: CSUCA)를 통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등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연구 및 고등교육 분야
협력 사업을 통해 멕시코와 중미지역 협력국가의 전문가 역량을 촉진할 수 있으며, 고등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과테말라의 산 카를로스 대학교(Universidad de
San Carlos: USAC)와 멕시코의 Colegio de la Frontera Sur(ECOSUR)의 협력을 통해
농공연계 기업(agro-industry entrepreneurs)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멕시코는 나름의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중미 및 카리브 지역 국가와의 양자간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이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축국가로서 멕시코와의 협력의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칠레
칠레는 1990년대 초반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사회체제 전환을 맞이하고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 지역의 개발협력의 주요한 공여국 중 하
나로 성장하였다. 1990년 이전까지 칠레는 인접국가로의 자금지원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
해 개발협력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 6월 칠레 개발협력기구(Chil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GCI)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양자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을 추진하고 있다(Alexis G. & Dany J., 2014). 아직 칠레는 OECD DAC의 회원국은 아
니며 남측국가 모델(The Southern model)로 구분할 수 있지만 칠레가 추진하는 개발협
력이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개발협력과 자국의 경제적 연관성
이 낮게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공여국이다(Alexis G. &
Dany J., 2014)23).
칠레의 국가 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AGCI는 브라질의 ABC 또는 멕시코의
23)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세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1) The DAC mode(DAC의 회원국이나 DAC
원칙에 준거하여 해외원조를 추진하는 국가), (2) The Arab model(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이 종교
적 신념에 기반하여 무슬림 국가에 대한 집중지원을 추진하는 국가), (3) The Southern model(개발원조를 정치, 무역, 투
자의 수단으로 여기며 수평적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

Ⅳ.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방법 논의대학생역량지수 데이터수집

169

AMEXCID와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ODA 자금을 관리하고 인접국가로의 지원
을 실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GCI의 주요 협력국은 동일 권역 내의 중남미
및 카리브 연안 국가이며, 1) 양자 간 수평적 기술협력(horizontal cooperation), 2) 삼각
협력, 3) 장학금 지원의 방식을 통해 경제 및 생산 분야, 공공행정 및 제도적 역량강화 분
야,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이루어진다.
AGCI의 양자협력은 주로 기술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국의 성공적인 사회정책 및
거버넌스, 사회보장제도 등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OECD,
2013c: 20). 뿐만 아니라 칠레는 AGCI의 개발협력 주요 접근법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삼각협력을 통한 인접국가로의 지원을 주요방안으로 명시하며 삼각협력의 주축국으로서
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AGCI는 북측국가와 남측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
고 보완하는 도구로 삼각협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삼각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양자협력이
가지는 재정적･기술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효과성이 높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대
규모 사업에 참여한다. AGCI가 2011-2013년 사이 ‘사회보장 및 사회개발’ 분야와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삼각협력에 참여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주축국 칠레의 삼각협력 참여 현황(2011-2013년 )
분야

사회보장
및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공여국

수원국

수행년도

프로젝트명

독일

도미니카공화국

2011

도미니카 소외 농촌 지역 청년 고용 확대

독일-호주

파라과이

2011

모두를 위한 파라과이

독일

엘살바도르

2012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고용촉진 전략 개발을 위한
방법론 전달

스페인

엘살바도르

2012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우수사례 공유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2013

도미니카공화국 최초의 국가 청소년 인구조사

멕시코

아이티

2013

학교 건립 모듈화

KOMATSUAmerica Solidaria

아이티

2013

아이티 학교 재건

멕시코

CARICOM*

2013

“Spanish for Diplomats”강좌 운영

주 : (*) Caribbean Community(CARICOM)은 1973년 15개의 카리브 연안국가의 연합으로 설립된 지역공동체로, 지역 모든이
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출처 : AGCI(2013). Chile’s role as a triangular partn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ter(http://issuu.com/agci/docs/working_paper_eng_baja)를 바탕으로 재구성함(검색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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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사업으로는 멕시코와의 삼각협력을 통해 추진한 CARICOM 스페인어 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카리브 연안의 영어권 국가 중심의 CARICOM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제 2외국어인 스페인어를 교육함으로써 경제 및 외교적･긍정적 영
향 뿐만 아니라 지역 통합을 추구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의 사업사례는 아니지만 독일과 호주, 칠레와 파라과이의 4개국이 협력관계
형성하며 이루어진 ‘모두를 위한 파라과이’사업은 매우 혁신적인 삼각협력의 사례로 제시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다부문의 전략 개발을 통해 사회 개발을 실행하고 국가 수준에
적합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 개입에 대한 국가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다 부문에 걸쳐 분석 및 코디네이션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현지 공동체를 포함하여 실시된다. 본 프로
젝트는 컨설팅, 트레이닝, 현지 마을 센터의 건립을 사업내용으로 포함한다(AGCI, 2013).
2003-2008년 한국은 칠레와의 협력을 통해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등 국가를 대상으로 수산양식에
대한 연수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이현주, 2009: 91-92).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한국의 삼각협력 참여경험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
공여국과 칠레의 삼각협력 추진체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한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
발협력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관협력
가. 교육 분야 민관협력의 필요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는 민간분야의 본격적인 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며 새로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UNESCO는 세계
화 시대에 평화와 인간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안고 민간분야와의 협력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24) 특히 교육 분야 민관협력이란
24) UNESCO.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about-us/how-we-work/unescopartnerships /private-sector-partnerships/.검색일 20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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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스템의 질과 실효성(relevance)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거나 정부가 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정의했다.25) 또
한, 2007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과 UNESCO는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Education: PfE)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의 협력에 관한 가치를 강조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 민간기관, 기업 간
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모든 이가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역량
등을 공유하고 관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목표 달성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15년과 그 이후의 새로운 교육 프레임워크로서의 민
관협력 및 민간개발재원 적극적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민관협
력 사례의 대부분은 KOICA 등 정부의 자금을 민간단체가 인적･지적 자원과 서비스를 활
용하여 현지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 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한 14
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5대 중점분야 중 교육 분야 예산은 15.5%로
보건, 농림수산 등 타 분야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역별 재원 배분은 중
남미 지역이 5.7%로 가장 낮았다.
<표 Ⅳ-3> KOICA 시민사회단체(CSO)의 지원 민관협력 사업 현황
지역/국가

사업건수

아시아

749

아프리카

314

중동CIS

88

중남미

30

출처 : KOICA 민관협력 사업안내(2014)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KOICA는 민관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사업수행자 역
량강화사업 및 국내외 사업수행자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
의 CSR활동 지원 등 Post-2015의 담론에 편승하여 민간재원의 도입에 대한 향후전략논
25) UNESCO.http://www.iiep.unesco.org/research/costs-and-financing/public-private-partnerships-in-theeducation- sector.html. 검색일 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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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
및 비문해율 등 지원대상국의 시급해결과제가 타 권역에 비해 충족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지원 사업의 현지 진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으며, 따라서 개발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실질적인 경제･교육적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남미 교육 분
야에 관한 적극적인 개념의 민관협력 방안은 아직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중남미 지역
의 교육 ODA에 있어서 민관협력 사업은 거시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분야 및 계층의 요구을 충족시
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 분야 민관협력에서 기업 및 민간단체의 역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담당
기관인 KOICA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다. 최근 KOICA는 민간재원 유치에 대한 국제사
회의 담론에 맞추어 기업-민간단체(CSO) 협력 PPP사업에 대한 제안을 시행하고 있다.
재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협력형태의 민관사업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 외(2010)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6)’에 의하면, NGO 지원 및 PPP 사업
을 포괄하는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0년 90억 원에서 2015년 900억원으로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 분야를 비롯한 ODA 사업이 마을회관,
교육기관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고 이후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감
안하여 볼 때,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분야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적 사업
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고려하고 정부는 외교적･공공적 전문성을 극대화시
킬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교육 분야 중에서도 특히 직업훈련분야는 기업의 고용문제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민간단체는 사업운영주체로서
정부 혹은 민간의 자금을 제공받아 현장성･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상대
로 다양한 초등 및 중등이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6)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도입 및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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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육 분야에서의 민관협력(PPP)의 개별 주체의 특징
협력주체

역할
⋅어떤 민관협력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
⋅민관협력의 핵심적 주체로 장기적 계획을 구상하고 총괄적 책임.

정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
⋅사업이행에 대한 공공 인식제고활동 및 교육･홍보 계획 수립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간분야 투입의 제도적･행정적 협력 모색
⋅단순 기부
⋅원조사업모델 구상과 마케팅 서비스

민간 기업

⋅원조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적 인적 역량 구축: 성과기반 운영으로 경비 절감, 인적 역량 강화
⋅기관의 개혁과 역량 개발, 관리 효율성 제고
⋅기업의 이익창출 및 운영에 따른 전략적 투자
⋅전문성, 인적자원, 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한 현황 분석 및 사업타당성 조사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 분야 민관협력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평가 수행
⋅사업수행을 통한 국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연구 성과를 통한 사업이행의 국가경쟁력 제고
⋅개발협력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사업 수행 환경 개선
⋅비문해율, 교육 불평등 해결책을 인프라 투자와 연결
⋅현장성･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수행 주체로서의 역할

비영리
민간 단체
(비정부기구)

⋅현지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통한 사업의 접근성 증진
⋅민간 기업이 교육 분야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정치적 위험을 경감시키며, 더 많은 민간
선 기부를 활성화
⋅지역의 우선순위, 양성평등 및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지식 제공
⋅지역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의견 조율

출처 : 노한균(2011).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민관협력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는 파트너십(Partnership)이다. 각 이해관계자는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협력주체로서 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또한, 사업수행에 따르
는 상호작용의 시너지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다시 말해, 정부-민간 원조사업, 혹은 비즈니스 거래에서 흔
히 보여지는 ‘갑-을’ 관계와는 차별화된 협력형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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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가. 중남미 지역기구를 활용한 교육개발협력의 필요성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는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 정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대륙이다. 특
히 중남미 지역은 다른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도가 높은 편이며,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다. 이는 교육과 같은 공공성이 짙은 분야의 개발협력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영역이 될 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적･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정치적･경제적 특성과 교육수요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남미 기구들
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EI와 같은 지역기구는 MDGs를 당성하기
위해 범지역적 문해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내
커리큘럼 향상 및 교원인력양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중남미 각 국가별 다양한 교육개발 사업을 수행해 온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사업에 있어서 문화적 민감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한 교육개발
등 분야 내 교육수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지속가능한
교육개발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남미의 각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중남미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독특한 전략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중남미개발은행(Banco de
Desarrollo de America Latina: CAF) 또는 대표적인 중남미 지역의 교육문화기구인
OEI(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등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개발협력에서 주요 중남미 지역기구의 역할
교육문화기구인 OEI의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해교육을 포함
한 중남미 지역 내 지리적･언어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 최근 OEI는 2021년을 위한 교육 목표(METAS EDUCATIVAS 2021)에서 빈곤과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의 질과 평등성을 향상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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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해율 향상, 진학률 향상, 아동 노동 근절, 학업성취도 향상 등의
세부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원 양성사업,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및 각 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해 중남미 지역 국가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지역을 위한 주요 개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립되었으며, 4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 보건, 교육, 환경, 국가 내 개혁,
사회 투자, 운송, 도시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 교육 분야는 설립 이래
로 2014년까지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차관을 공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IDB는 중남미
지역 국가 내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차관사업과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CAF는 안데스 공동체 5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을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8년 창설된 소지역개발은행으로 시작하여(권기수, 2014)27) 2011
년 중남미 18개국, 카리브 및 유럽 국가들로 회원국이 확대되며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다자개발은행(IDB, 세계은행)와 비교할 때
CAF는 안데스 5개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며,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모는 세계은행을 능가하는 등 중남미 지역 제2의 개발은행으로 급부상하고 있
다(권기수, 2014).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통합을 목표로 제시하는 CAF는 주로 에너지
및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CAF, n.d.)28), 사회개발
분야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수행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사회통합, 빈곤
감소 및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하여 개인이 양질의 공공재로의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CAF의 사회개발분야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는 사회적 평등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술교육, 대안적
인 고등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며 아울러 사회적 교육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교수학습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재건, 여러 교육주
체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27) 권기수(2014).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진출방안. KIEP 프레젠테이션 자료
28) http://www.caf.com/en/about-caf/who-w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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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분야 개발협력 국별 추진 사례
가. 과테말라29)
1) 삼각협력
중남미 국가들은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공통된 요소를 보유
하고 있다. 또한 타 대륙과 비교할 때,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사업수
행 기관의 역량이 우수하므로(정상희, 2013: 82),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
고 있는 남남협력의 지원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개도국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주요한 수원국이며, 이와 관련된 수행주체
로 대통령실 기획청(SEGEPLAN)을 언급할 수 있다. SEGEPLAN은 과테말라 대외협력의
창구와 조정 및 통계수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삼각협력의 개념, 유형, 실적과 사례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보다는 국가별 기준에 의해 수집되고 있
으며, 과테말라의 경우 SEGEPLAN에서 관련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SEGEPLAN,
2014). SEGEPLAN은 삼각협력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으며 실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주
체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부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Secretaria-Geral
Ibero-Americana의 이베로-아메리카 남남협력 보고서, OECD 남남협력 작업반(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및 현지조사에서 소개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30)
본 삼각협력 사업은 독일, 멕시코, 과테말라 간 이루어진 고형폐기물 통합관리 및 예방
을 위한 환경 프로모터 교육 네트워크(Red Giresol) 구축 사업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
지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Ⅳ-5>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사업 개요서를 토대
로 작성하였으나 본래 이 사업은 2004년 멕시코 환경부(Secretaria de Medio Ambiente
29) Ⅳ장 4절 가항 과테말라는 공동연구진 중 홍영란, 정상희가 집필하였음.
30) 본 사업은 현지조사 시 GIZ에 의해 언급된 성공사례이다(과테말라 GIZ 인터뷰 결과, 2014.7.9.). 환경 분야의 사업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시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SEGIB(2012b). Informe de la Cooperación Sur-Sur en Iberoamérica 2012;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Grupo de Tarea en Cooperaciión Sur-Sur) (2010), La cooperacion Sur-Sur en el contexto de la
eficacia de la ayuda, 110 historias de casos de socios en cooperacion Sur-Sur y triangular; 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2012). Sistematizar para aprender, lecciones de nueve experiencias de cooperación Sur-Sur y
Triangular, Documento de trabajo, No.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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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Recursos Naturales: SEMARBNAT)와 독일의 국제개발협력청(GIZ)간의 협력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이후 과테말라 정부의 요청으로 성공적인 개발협력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
에서 과테말라에서 재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는 멕시코 국제개발협력단
(AMEXCID)과 독일 GIZ 외 멕시코 측 실행기관인 자연과 기후변화 국립연구소(INECC),
환경자원부(SEMARNAT)가 참여하고 있다. 과테말라 측에서는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위원회(CONADES)와 환경자원부(MARN)가 개입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수 이해관
계자들 간의 역할분담과 대화창구인 국가조정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다.
과테말라는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와 예방 분야의 역량 개발과 제도적인 강화를 위해 멕
시코와 독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7년 Red Giresol31)이라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한편, 2007년 예산은 135,000달러였으며 과테말라가 33%, 멕시코가 32%,
독일이 35%를 분담하였다. 2008년 예산은 39,000달러로 감소했으며 과테말라가 77%,
멕시코가 5%, 독일이 18%를 분담하였다.

<표 Ⅳ-5> 고형폐기물 통합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환경 프로모터 네트워크 구축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Red Giresol: Guatemala
분야

⋅고형폐기물 관리

기간

⋅2006-2007

목표

⋅관련분야의 인적역량 개발, 제도적인 역량 강화, 지식과 경험 공유
⋅기술적인 정보 및 지식의 생산, 보급, 교류지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관련기관 간 교류확대 지원

사업대상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위원회(Comision Nacional para el Manejo de los Desechos
Solidos)
⋅환경자원부(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공공보건과 사회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

수행체계
및
사업주체

⋅멕시코 : 멕시코 국제개발협력단(AMEXCID), 자연과 기후변화 국립연구소(INECC), 환경자
원부(SEMARNAT)
⋅과테말라 :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위원회(CONADES), 환경자원부(MARN)
⋅독일 : 독일 국제개발협력청(GIZ)
⋅국가조정위원회 :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위원회(CONADES), 환경자원부(MARN), 공
공보건과 사회복지부(MSPAS)

출처 : GIZ(2014), GIZ Program Brochure(Cooperacion Triangular Mexico-Alemania)
31) 이 네트워크는 2004년 멕시코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고형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경험과 정보공유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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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삼각협력 사업은 독일과 멕시코 간의 협력사례가 과테말라에서 다시 실행
된 경우이며,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가
감소하였다. 프로그램의 형성과 기획과정에서 수평적인 성격의 협의가 두 갈래로 구분되
어 진행되었다. 공여자로서 멕시코와 독일은 삼각협력 지원모델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했으며, 수원국으로서 과테말라는 협력기관 및 관련자들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프로그
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Red Giresol을 통해 프로그
램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지역의 개발 상황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기관이 개입
하고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였다.
다만, 이 프로그램 역시 다른 삼각협력 사업이 직면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양자협
력에 비해 훨씬 많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들 간 협의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창구가 필요하며 기관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남미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이라는 수직적인 개념을 넘어선 수평적인 성격의 기술협
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참여자 간의 사업비 분담 및 역
할 등의 명확한 구분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SEGIB은 유연성 있는 통계시스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적 대화 창구 활성화, 지역차원의 아젠다 개발, 분절화와 중복사업 방지, 민간협
력을 활용한 대체방안 개발 등을 주요한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정상희, 2013: 110-111).
한국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테말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과 형태의 틀 내에
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삼각협력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2) 민관협력
선진 공여국이 민간단체를 통해 과테말라의 교육 분야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활발한 협력을 추진한 국가는 역시 스페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타 공여국에 비해 약 15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큰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벨기에는 스페
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로 꾸준히 민간단체
를 통한 교육 분야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2009년 이후로 작은
규모의 민간단체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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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민간단체(NGO 및 CSO) 지원을 통한 과테말라 교육 분야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오스트리아

0.12

0.04

0.12

0.31

0.07

0.14

0.13

0.10

0.21

1.23

벨기에

0.34

0.71

0.58

0.53

0.81

1.06

1.00

1.35

1.23

7.61

캐나다

..

..

..

..

0.10

0.95

0.53

0.00

0.01

1.59

덴마크

..

..

..

..

..

..

1.39

0.38

0.67

2.44

핀란드

..

..

0.59

..

..

..

..

..

0.59

1.18

독일

..

..

0.04

0.99

0.12

0.74

0.05

0.02

0.02

1.99

이탈리아

..

..

0.43

..

0.37

0.86

..

..

..

1.66

일본

..

..

..

..

0.02

0.08

2.36

1.18

0.82

4.47

한국

..

..

..

..

..

0.10

0.18

0.13

0.14

0.56

0.20

..

0.85

0.91

0.04

0.25

0.56

0.65

0.58

4.03

스페인

..

..

..

..

7.21

5.12

5.18

3.70

1.73

22.94

미국

..

..

..

..

..

..

..

..

1.24

1.24

전체

0.66

0.75

2.60

2.79

8.77

9.32

11.39

7.52

7.23

51.04

노르웨이

주 : (*) Commitment 기준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민간단체를 통한 과테말라 교육 분야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
인의 대표사업사례는 다음의 <표 Ⅳ-6>과 같다. 스페인은 교육일반에 해당하는 교육시
설, 교육정책, 행정관리 등에 대한 지원과 기초 및 중등교육, 중등이후교육에 이르는 교육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교육소외 계층
이라 할 수 있는 여성, 토착민, 빈곤층의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밖에 스페인은 공교육 외의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교육 형태의 지원과 노동
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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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2012년 스페인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 과테말라 교육 분야 지원 사업 대표 사례
공여기구
AG
MUNIC

전달채널

프로젝트명

NATIONAL
성, 인권, 다문화적 접근을 통한 Chinautla 지역사회 교육의 질 향상
NGOs
NATIONAL
Adelina Caal Maquin(ACM)의 여성을 위한 이중언어 문해교육
NGOs

지원분야
교육시설 및
훈련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AG

NATIONAL San Luis municipality지역 토착민 청년계층을 위한 컴퓨터 장비
NGOs
지원

중등교육

AG

NATIONAL
Guazapacan 지역의 교육센터 개편
NGOs

초등교육

MUNIC

NATIONAL
Kiche 지역 토착민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1단계)
NGOs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MUNIC

NATIONAL
과테말라 청년층 역량강화
NGOs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AG

NATIONAL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Q'eqchi지역 토착민 여성의 역량
NGOs
강화

직업교육

MUNIC

NATIONAL 국가 Maya언어 읽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양성의 교육형평성 성인 및 청소년
NGOs
제고
기초생활기술

MUNIC

NATIONAL
Santa Lucia 지역의 교육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NGOs

교사훈련

MUNIC

NATIONAL
Las Conchas 지역의 교원훈련센터 유지관리
NGOs

중등교육

MUNIC

NATIONAL
Mayan Coban 지역의 교육, 문화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NGOs

고등교육

MUNIC

NATIONAL
San Miguel 지역의 유치원 2개 건립
NGOs

유아교육

AECID

NATIONAL
통합교육 및 다문화교육 촉진 프로그램
NGOs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MUNIC

NATIONAL
Ixcan, Valencian 지역 교육향상 프로젝트(지역사회 개발의 일환)
NGOs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NATIONAL
El Puente지역의 청년교육과 노동시장 진입 연계촉진 프로그램
NGOs

교육시설 및
훈련

AG
MUNIC

NATIONAL
성인 및 청소년
Chimaltenango 지역의 최빈곤층 토착민 여성의 소득증대 프로그램
NGOs
기초생활기술

MUNIC

NATIONAL
Santa Maria 지역 여성 지원을 위한 집중 기술훈련
NGOs

MUNIC

NATIONAL
모두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NGOs

중등교육

LOCAL/
REGIONAL 토착민 여성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기술향상 프로그램
NGOs

직업교육

AG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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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관협력 사례로서 ‘과테말라 소녀의 집(Villa de las niñas Guatemala)’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사립여자 중고등학교는 1999년 한국 마리아 수녀회에 의해 설립되었
다. 과테말라 전 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
고 있으며,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1년 과정의 900여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32) 교육과정
은 봉제, 요리, 컴퓨터, 제과 등 직업기술훈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은
전일제 1년 과정으로 단축, 운영되고 있다. 학교 운영은 마리아 수녀회와 그 외의 다른 자
선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31명, 직원 30명, 수녀 21명, 보건소 소속
의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KOICA는 이 학교의 도서관 시설을 지원했으며, 이에 대한 교
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과테말라 Villa de los Ninos 인터뷰
결과, 2014.7.8.).
과테말라 소녀의 집은 시설활용과 관리역량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단
과 학교는 뚜렷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학생들의
진학률, 학업성취도, 취업률, 교외활동 등 다양한 지표에서 교육적인 성과가 뛰어난 것으
로 알려져 있다(과테말라 Villa de los Ninos 인터뷰 결과, 2014.7.8.). 본 사업은 KOICA
의 기반시설 지원과 민간단체의 운영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통해 이루
어진 성공적인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례이다.
이외에도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이 중요시되면서 많은 기업의 CSR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CSR 사업은 특히 기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테말라 국내기업 판탈레온(Pantaleon)의
CSR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오삼교 외, 2011: 229-230). 판탈레온은 다른 제당공장과
협력하여 제당산업연합 CSR 재단인 FUNDAZUCAR를 설립하고, 일정액의 기부금을 통
해 교육, 의료, 환경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판탈레온의 ‘비전 학교, 시
민을 건설하라(Escuelas Visionarias: Construyendo Ciudadanía)’ 프로그램은 2007년
미주국가연합(Organizacion de Estados Americans: OEA)이 선정한 최고의 CSR 기업
상 (Corporate Citizen of the Americas Award)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이 판탈레온은
제당공장 노동자의 자녀, 농촌지역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 프로
32) 박환보(2013).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자료집(I): 과테말라, 한국교육개발원; Villa de los Ninos
Brochure 참조. 본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는 1차년도 과테말라 국별 보고서와 현지조사 시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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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학금 지급과 과테말라 청소년직업훈련원(INTECAP)
과의 연계를 통해 농산업 분야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Cabrera
외, 2014)
이러한 과테말라 기업에 의한 CSR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한국 기업은 아직도 미미한 규모의 CSR를 자선사업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CSR 활동은 소극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지의 한국 중소기업이 섬유 부문
의 마킬라 산업에 진출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들은 자체 브랜드가 없고 미국계 다국적 기
업의 하청인 경우가 많아 CSR 활동에 소극적이다(오삼교 외, 2011: 231-232). 둘째, 타
국가 기업의 경우 CSR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Pantaleon, 2014). 한국의 CSR 활동이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와
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KOICA는 개발협
력연대(DAK)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등 민간 부문과의 정보공유와 협력 네트
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에는 한국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하다는 상황을 인
식하고 기업 – 정부 - 시민사회의 중소기업형 CSR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기간에 방문했던 굿네이버스와 같은 NGO와의 협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굿네이버스는 학교, 교실, 도서관 건립,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 시작한 치말떼낭고 팟시시아(Chimaltenango Patzicia) 지
역개발 프로그램에서는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활발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과테
말라 굿네이버스 인터뷰 결과, 2014.7.9.: 굿네이버스 프로그램 브로슈어).

3)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IDIE(Instituto para el Desarrollo y la Innovacion Educativa)는 OEI 회원국가 간의
양질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전담 기구이다. IDIE는 OEI 회원
국가 간의 교육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각 국별 중앙교육부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하며,
교수전략 및 교재교구 개발, 교원 정책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IDIE 설립의 궁극적
목표는 중남미 각 국가의 기초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며 따라서 유아교육, 성인 및
청소년 문해교육,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등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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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E 과테말라는 1) 영유아교육 및 아동인권(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rights)
과 관련한 연수사업과 2)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Bilingu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지역의 0-6
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해 이루어진 사업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0-6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지역의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기술협력의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과테말라 국가수준
의 영유아 교육과정을 재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미지역의
영유아 교육 및 아동인권 통합 지표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를 닦는 활동을 진행한 바 있
으며 중미 각 국가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형식교육과 비형
식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표 Ⅳ-8> 형식적 및 비형식적 영유아 보육/교육프로그램 개선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형식적 및 비형식적 영유아 보육/교육프로그램 개선
(Innovaciones en Educacion y Atencion infantil en programas formales y no formales)

프로젝트
협력기관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 IDIE

프로젝트
목표

⋅영유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제공
- 연수과정 제공을 통한 중남미지역(과테말라 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프로젝트
구성요소

⋅영유아 보육 및 교육관련 전문가 연수과정 진행
-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법 제시
- 아동인권 관점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 교육 제공(형식적/비형식적 교육)
- 0-6세 아동 보육 및 교육의 개선방안 모색
: 교육기회 다양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기존의 영유아교육 혁신(개선)
: 중남미 지역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파견을 통한 연수제공

출처 : OEI(2009). Instituto para el Desarrollo y la Innovacion Educativa en Educacion Inicial y Derechos de la
Infancia: Acciones 2008 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10.02.)

2014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취학전교육 단계 총 등록률은 전체 학령기
아동의 64%로 초등교육(114%)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또한 과테말
라의 영유아기 보육과 관련하여, 영아사망률과 영양결핍의 문제 역시 중남미 평균보다 매
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IDIE의 이 프로젝트는 과테말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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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중남미 지역 및 외부 전문가 연수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기존의
취학전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아동을 권리보유자로 인정하며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사업에 나타난 바와 같이 IDIE는 중남미 지역기구가 가진 특성을 살려, 권역 내의
전문가 교류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한국은 중미 및 남미지역의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OEI를 주요한 협력의 파트너로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I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체로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 독일 등의 선진 공여국과
OECD 등 국제협력기구의 협력 전략은 주로 지역 통합, 농촌지역 개발, 보건과 교육연계
지원 등의 경제사회 및 교육 보건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발
협력에 대한 삼각협력 사례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 및 환경, 여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분
야 협력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로 멕시코, 칠레 등의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중남미 회원국 및 UNICEF, 미주개
발은행 등의 국제기구, 미국과 독일 등의 공여국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과테말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삼각협력 전략은 APEC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태평양동맹
의 중심국가인 멕시코와 칠레, 그리고 미주개발은행을 적극 활용하며, 독일과 미국 등의
선진 공여국이 제공한 협력 노하우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아 보호
및 교육지원 정책 차원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 및 인성교육 등이 중요한 지원분
야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한국교육의 개혁성과 등을 기술협력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교육
발전경험(KSP)에 대한 제공 혹은 미주개발은행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직업기술훈련 등 인
적자원 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PEC 중남미 회원국과 협력･제휴하는 교
육지원 사업, 미주개발은행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은 과테말라에 대한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한 언어･문화적인 소통 문제, 지리적으로 어려운 교류 여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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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관협력 사례는 한국이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여성 및 여아교육에
대한 지원, 직업기술교육 지원 등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현지 주재 KOICA 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지에 진출한 종교 단체 및 민간 기업의 CSR사업을 통해 지
역사회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과
테말라를 중점 지원하는 전략이 부재한 관계로 현지에 주재한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민족 사회, 사회통합 이념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테말라 현지에 주재한 KOICA 사무소 및 민간 기업, 종교단체
등을 연계하는 등의 접근을 통해 현지 NGO 및 국제NGO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남미 지역기구 협력사례는 민관협력과 마찬가지로 현지 진출해 있는 KOICA 사무소
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교육개발협력에서 현지 접근성 및
언어적 용이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기구는 교육 관련 제도적 역량강화 사업을 진
행하는 데에 매우 좋은 파트너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공공정책의 제도적
인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긴밀한 공조
를 통한 정책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볼리비아33)
1) 삼각협력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대륙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교육개혁으로 인
한 교육접근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여전히 학령기 청소년의 높은 학교 중도탈
락률과 다수의 학교 밖 아이들(out of school children)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브라질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ILO 남남협
력 및 삼각협력 전략(ILO Strategy on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에 근거하여 중남미, 남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동
노동 퇴치’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33) Ⅳ장 4절 나 항 볼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김진희, 황원규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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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아동노동 퇴치 프로젝트 운영체제
출처 : ILO(2013) Brazil’s contribution to the ILO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trategy and overview:
2011-2013.를 참고하여 재구조화함.

이러한 사업의 대상국 중 하나인 볼리비아에서의 사업 참여 주체는 위의 그림과 같다.
브라질-ILO의 프로젝트에 USDOL(US Department of Labor)이 참여하여 2012년 프로
젝트가 종료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9> 볼리비아 아동노동 퇴치 및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프로그램 개발 (2009-2012)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볼리비아 아동노동 퇴치 및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협력기관

⋅국제노동기구(ILO)
⋅브라질 개발협력청(ABC)
⋅미국노동부(USDOL)
⋅볼리비아 노동부(Bolivian Ministry of Labour)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프로젝트
목표

⋅아동노동 퇴치 및 예방
⋅강제노동 퇴치

프로젝트
운영성과

⋅브라질-볼리비아 노동관리 제도 공유
- 브라질 노동부의 노동 관리 감독 프로그램 공유
⋅볼리비아 노동부: 신 아동노동 감독시스템 마련
⋅볼리비아 신교육법에 따른 ‘Gender, Generation and Social Team’ 설립
⋅El Alto, La paz, Santa Cruz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볼리비아 교육개혁을 통한 성공적 전환 프레임워크 개발’연구 실시

⋅사회 안전망 확대
⋅Green job확대34)

출처 : ILO(2013). Brazil’s contribution to the ILO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trategy an overview:
2011-2013.(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exrel/documents/event/wcms_
216790.pdf) (검색일 2014.06.12.)
34)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며 환경보호,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에 대한 세계적 당면과제에 부응한 개념
(ILO, n. d.) Green jobs (http://www.ilo.org/global/topics/green-jobs/lang—en/index.htm)(검색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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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연간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브라질, 미국, 볼리비아의 적극적 참여를 추진한 본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아동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브라
질은 삼각협력의 주축국이며 기술 및 정보제공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브라질이
가진 아동노동 관리시스템 볼리비아와 공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볼리비아는 브라질의 이
러한 아동노동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신 아동노동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감
독 절차, 아동노동 관련 정보수집 도구개발 등 체계적인 아동강제노동 퇴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적절한 학령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볼리비아
는 2006년 제정된 신교육법을 바탕으로 다문화 다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구를 통합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서 아동노동 퇴치가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직업의 현장으로 바람직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학교의
역할을 연구하는 등 프로젝트는 다양한 교육적 측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삼각협력의 사례와는 다르게 국제기구와 신흥공여국, 선진
공여국이 모두 개입하여 수원국의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성
이 있다. 또한, 아동노동의 문제 진단을 넘어 해결을 위한 인권보호와 교육, 전환교육 연
구 성과를 활용한 경제발전의 기틀마련 등 사회 제반 정책적 개선방안까지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민관협력
민간단체를 통해 볼리비아 교육 분야 지원을 실시하는 양자협력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나타났으며 2004년부터 2012
년까지 총 40백만 달러에 이르는 협력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2006, 2007년의 대규모 지원 이후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사실상 2010년 이후는 지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는 스페인이며 2008
년 이후 꾸준한 규모의 지원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협
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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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민간단체(NGO 및 CSO) 지원을 통한 볼리비아 교육 분야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벨기에

0.59

2.08

0.98

1.47

1.01

0.90

0.86

1.16

0.95

9.99

캐나다

..

..

..

..

..

4.51

0.49

2.90

..

7.90

덴마크

1.75

..

..

..

..

..

2.07

0.61

1.42

5.85

핀란드

..

..

0.04

0.35

1.07

0.24

0.38

1.27

0.30

3.65

독일

..

1.34

0.05

0.31

0.22

0.21

0.07

0.90

1.03

4.14

이탈리아

..

..

0.27

0.20

0.40

0.07

..

0.07

0.01

1.03

일본

..

..

..

..

..

..

1.67

0.96

1.92

4.55

한국

..

..

..

..

0.02

0.10

0.02

0.05

0.09

0.28

룩셈부르크

..

..

..

..

0.43

0.11

0.31

0.14

0.20

1.18

네덜란드

..

..

10.19

23.72

4.73

..

2.34

..

..

40.98

노르웨이

..

..

1.20

1.19

0.49

1.18

0.09

0.41

1.75

6.31

스페인

..

..

..

..

7.30

6.57

11.75

4.59

3.37

33.58

스웨덴

..

..

0.50

..

..

0.79

..

5.39

..

6.68

스위스

..

..

3.37

..

..

..

..

..

..

3.37

미국

..

..

..

0.43

..

..

..

..

..

0.43

전체

2.34

3.43

16.59

27.81

15.67

14.69

20.05

18.47

11.14

130.20

주 : (*) Commitment 기준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민간단체를 통한 볼리비아 교육지원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나
타나지만 최근 2년간의 사업추진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대표사업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스페인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
업의 사례는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스페인은 볼리비아의 국내 및 지역 NGO와의 협
력을 통해 기초교육 단계와 교육시설 개선, 교사훈련에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소외 지역의 학령기 청소년, 장애학생, 원주민 대상 교육접근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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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2012년 스페인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 볼리비아 교육 분야 지원 사업 대표 사례
공여기구

전달채널

프로젝트명

AECID

LOCAL /
REGIONAL NGOs

MUNIC

NATIONAL
NGOs

CARLOS Laborde SA 인근 도시 소외 지역의 남녀 청 성인 및 청소년
소년 및 청년의 교육기회 확대
기초생활기술

AG

NATIONAL
NGOs

FAITH AND JOY(fe y alegria)의 지적장애학생 지원
전략 수립 지원

AECID

NATIONAL
NGOs

기초교육 지원프로그램

초등교욱

AG

NATIONAL
NGOs

초중등 교원대상 지속적 연수사업 추진

교사훈련

MUNIC

NATIONAL
NGOs

QUECHUA민족 청년층 대상 기술, 리더십 훈련

MUNIC

NATIONAL
NGOs

볼리비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숙학교(Boarding
schools) 네트워크 강화

MUNIC

NATIONAL
NGOs

Cocapata 지역 교육의 질 강화 프로그램

Chiquitana 지역의 직업학교 지원

지원분야
직업교육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초등교육
교육시설 및
훈련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볼리비아는 전체 인구 중 9백만 이상이 아이마라(Aymara), 께추아(Quechua), 과라니
(Guarani) 등 다수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빈곤상태에서
생활하는 중남미 저개발국가 중 하나이다. 볼리비아의 문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민
의 85%, 농촌지역 인구의 71%로 문해율 수준 역시 높지 않은 편이며, 성별 격차 역시 매
우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이다. 볼리비아는 학령기 남아와 여아 사이의 교육기회 불
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 집단의 여아, 또는 농촌지역의 여아의 경우 교
육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UNICEF는 이러한 볼리비아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Inner Wheel이라는 민간단
체와의 협력을 통해 볼리비아 빈곤층 여아의 권리를 옹호하고 교육으로의 접근성을 확대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민간단체인 Inner Wheel은
1924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설립되었고 국제이해, 여성지원 등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이다
(InnerWheel, 2014). UNICEF-Inner Wheel 간의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개요 및 평가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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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볼리비아 최빈층 학령기 여아 교육 프로젝트(For Girls Education)(2009-2012)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볼리비아 최빈층 여아 교육 프로젝트(For girls education)

프로젝트
협력기관

⋅이너휠(International Inner Wheel)
⋅UNICEF Danish National Committee

프로젝트
목표

⋅아동(특히, 여아)의 권리 신장
- 아동권리, 생활기술, 비상상황 대비 체제 반영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검토
- 학부모 대상으로 여아의 교육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이점 교육 실시
- 학교 내 청결한 위생시설, 식수 제공 및 학생, 교사에게 위생 교육 제공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기초교육 제공
-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시설 마련/개선
- 여학생들 위한 학습 패키지(Learning Package) 개발 및 제공
- 재입학 체제 및 임신한 여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평가 결과

⋅아동친화(Child-Friendly School)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인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양성
역량강화 ⋅교육의 보편화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에게 개선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직･간접적
으로 제공하여 절대빈곤 해소에도 기여
- 여학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지도자 양성하여 너트워크 구축

출처 : Inner Wheel(2009). From Inner Wheel and UNICEF: Together Again 2009-2012 For Girls Education.
(http://www.innerwheel.com/information/Bolivia%20concept%20notes.pdf)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6.11..)

UNICEF는 볼리비아와의 협력을 시작한 이래 아동, 청소년, 여성, 원주민 계층을 대상
으로 지속가능한 인적 자원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본 프로젝트는 국
제이해 및 여성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령기 여아의 사회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기초교육으로의 접근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프로
젝트는 권리신장과 교육권 확보의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학부모교육, 학교환경 개편, 사회 인프라(교통)정비 등)을 모두 고
려한 지원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육보편화를 통해 여성의 지위와 역량을
높임으로써 나아가 이중, 삼중의 사회적 차별(원주민 여성, 농촌 지역 여성)로 인한 절대빈곤
을 해소하고 여성 지도자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 및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본 프로젝트는 성(gender)과 교육, 원주민과 교육, 보건과 교육 등 볼리비아의 다양한 사회이
슈를 적절히 고려하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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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참여한 양 협력기관의 협력형태는 일반적인 민간단체 지원의 형태로, 국제
기구인 UNICEF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민간단체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UNICEF는 단순한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의 역할을 넘어 양 기관
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프로젝트 운영과 실행에 반영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는 시정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엘 알또(El Alto)시의 교육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시
작한 볼리비아의 지방 분권화에 발맞춘 엘 알또시의 지방자치 발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엘 알또시는 유아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OEI에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개선, 교육 인력
역량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유아교육기관 평가를 통해서 다음의 표와 같이 유아교육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표 Ⅳ-13> 유아교육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엘 알또시 유아교육 개선사업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유아교육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엘 알또시 유아교육 개선사업

프로젝트
협력기관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
⋅엘 알또(El Alto) 시청

프로젝트
목표

⋅유치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평가 실행
- 유아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자, 부모 등의 관련자 참여 유도
- 평가 결과에 따른 유치원 개선점 및 시 당국의 유아교육 개선 방향 도출
- 기타 교육기관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전파
⋅유아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아교육기관 행정, 유아의 교육･보건･영양･안전 정보,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폭
넓은 자료를 수집
- 결정권자들에게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프로젝트
평가 결과

역량강화
지속 가능성

⋅유아교육 관련자의 유아교육의 현주소 이해 및 평가 가능
⋅교육자와 유아정책 담당 공무원의 소통 증대

출처 : Patricia Velasco(2012). Fortalecimiento de las politicas educativas del municipio de El Alto a traves del
desarrollo de una estrategia de monitoreo, seguimiento, evaluacion de la Educacion inicial (Strenghtening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Municipality of El Alto through a strategy on monitoring, following, evaluating
the initial education)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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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대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원 요청을 바탕으로 중
남미 지역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프로젝트는 수요에 따라 요청분야인 유
아교육과 관련, 보육과 영양을 포함한 유아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폭넓은 자
료수집과 정책개선에 목표를 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아교
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사례를 포함한 여러 교육 분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은 단일 주제로 접근하
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분야이다. 따라서 교육개발협력의 범위를 넓게 바라보고
아동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주체로서의 교사-학생-학부모를
둘러싼 미시적ㆍ거시적 측면의 교육환경에 접근하는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 이외의 타 분야(보건, 영양, 사회 안전망 등)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
로 교육개발협력에 접근해야 한다.

4) 시사점
대체로 볼리비아에 대한 선진 공여국과 국제협력기구의 협력 전략은 주로 지역 통합,
경제기구 혁신, 농촌지역 개발,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 등 경제사회 분야 개발협력에 중점
을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삼각협력 사례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 및 결합하는 ‘분야 간 횡적 연계 방식’의 범분야 협력방
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로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주변 선린외교국가
및 ILO 등의 국제기구, 스페인 등의 공여국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볼리비아에 대한 삼각협력 전략은 ILO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쿠바 등의 주변 국가와
연계하여 주로 아동 보호 및 보건정책으로 실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보호 및 복지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 지원 사업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삼각협력
을 통해 볼리비아에 대한 교육협력을 추진할 경우, 브라질 등의 주변 국가를 활용한 한국
의 교육발전경험(KSP) 제공하거나 혹은 브라질 한인교민사회의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한
기술협력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볼리비아에 대한 삼각협력은 브라질로 이주하는 볼
리비아 인적자원과 한인사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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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문화적인 소통 문제, 지리적으로 어려운 교류 여
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관협력 사례는 한국이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여성 및 여아 교육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지 주재 KOICA 사무소 및 OEI 등의 권역기구
등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볼리비아에 대한 자원외교 및 통상경제 차원에서 현지에 진출한
삼성 등의 민간 기업이 지역사회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볼리비아를 중점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면서도 현지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다민족 사회, 평등주의 이념, 고산 지대라는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볼리비아는 민간 기업이 협력의 주체가 될 때, 현지 NGO 혹은 국제 NGO 등을
통한 협력 또는 국제기구 신탁기금 지원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가능
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볼리비아 현지 KOICA 사무소 등의 공공기관과 한국계
민간 기업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볼리비아 협력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UNICEF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조성 등의 NGO 활용전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볼리비아의 종합적 교육협력의 추진 전략을 위해 중남미 지역
기구와의 파트너십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기구와의 협력은 언어적･문화
적 공감을 바탕으로 볼리비아 국가 관련 거시적인 교육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다. 실제로 KOICA는 볼리비아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CSO)의 역량강화사업을 여러 차례
지원한 바 있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주체적인 협력파트너로 참여하는 볼리비아 현 정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언어적･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 분야 현지 NGO 의 접근성
을 십분 활용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남미 지역기구의 역할을 계획하는 협력형
태로 교육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 콜롬비아35)
1) 삼각협력
본 장에서는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국제/지역기구와 선진 공여국들이 중남미 지역에
서 널리 활용 중인 삼각협력과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콜롬비아에서 삼각협력
35) Ⅳ장 4절 다항 콜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박주형, 임태균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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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관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콜롬비아와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가) 담당기관 및 현황
콜롬비아의 삼각협력은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APC(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de Colombia)에서 담당한다. APC는 콜롬비아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기관으로, 공여국으로서의 콜롬비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APC는
콜롬비아가 참여하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중심기구로서 중남미 지역 및 아프리카 지
역 국가에 대한 원조계획 및 사업시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APC 관계자 면
담결과, 2014.4.21.).
콜롬비아의 삼각협력은 국제협력 전략(National strateg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2~2014)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번영(Prosperidad Para Todos)’을
달성하기 위해 콜롬비아는 다음의 여섯 원칙인 1) 민주적 번영 추구, 2) 개발협력의 효과
성 증진, 3) 다자협력의 일관성, 4) 남남 및 삼각협력의 확대, 5) 경계 지역 개발, 6) 분권
적 협력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에 따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남 및 삼각협력이
국제협력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Gobierno de
Colombia, 2012).
국제협력 전략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국제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로는 1)
안전 분야의 기술협력, 2) 사회 진화 및 보호, 3) 문화, 운동, 교육, 4) 생산적 발달, 5)
공공관리 및 거버넌스, 6) 화해: 희생자에 대한 종합적 관심, 재통합 및 역사적 기억, 7)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열거하고 있다(Gobierno de Colombia, 2012). 특히, 콜롬
비아는 교육 분야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판단 하에 남남협
력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으며, 특히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 카리브 해 국가들을 주
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최근에는 선진 공여기관과의 삼각협력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콜롬비아가 OECD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볼 때 콜롬비아 역
시 한국이 경험한 것처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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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관계자 면담결과, 2014.4.21.).
콜롬비아는 오랜 남남협력의 역사와 경험으로 바탕으로 중남미 수원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한 삼각협력 공여국으로 손꼽힌다. 콜롬비아는 1970년대부터 남남협력을 시작하
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원조를 실시하였다.
특히 FOCAI(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Fund)를 통해 2006년부터 남
남협력을 증가시켜왔다. 콜롬비아는 문화,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국가들에 지원을 시행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는 캐리비안 지역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중앙아메리카 지역(Mesoamerica)와의 협력 전략을 마련하였다(UNOSSC,
2014).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동유럽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지역협의체인 미국국가연합(OAS), Secretaria General Iberoamericana(SEGIB),
the Pacific Alliance,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EALAC), the Andean Community of
Nations (CAN), 중미통합체제(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SICA), the
Pacific Alliance 등과 공동으로 다자성 남남협력을 진행하고 있다(UNOSSC, 2014).
삼각협력은 선진국이나 선진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콜롬비아의 남남협력을 보
다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협력대상국가로는 호주,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등이며 FIDA-Procasur나 UNFPA, 세계은행, IDB 등의 다자기구와의
협력활동 역시 이루어진다. SEGIB(2012)에 따르면 2011년에 중남미 전체의 삼각협력
은 약 74건의 프로젝트와 70건의 활동이 있다. 그 중에서 중남미의 네 국가인 아르헨
티나(33%), 칠레(22%), 브라질(15%) 및 멕시코(13.5%)가 대다수(8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의 국가와 UNDP, ILP, WFP 등의
국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주된 영역으로는 훈련이나 연수,
훈련 워크숍, 인턴십, 전문가를 통한 지식교환, 연구 활동, 세미나, 남남협력 펀드 지
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UNOSSC, 2014).
콜롬비아는 삼각협력의 공여국이자 수원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SEGIB(2012)의 2012년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 리포트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쿠바, 칠레
와 함께 중남미 지역의 약 25%의 남남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주요주축국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페루 등의 타 국가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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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체제
콜롬비아의 삼각협력은 APC를 통해 추진된다. APC-Colombia는 대외개발협력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PC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원조전달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
협력의 기회, 실행, 평가 및 피드백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APC는 국내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분야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계획인 ‘모두를 위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시스템(National
Syst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INI)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진
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호이해와 조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큰 원칙인 주인
성, 일치, 조화, 상호 책무성 및 발전결과를 위한 관리를 달성하고자 한다(Gobierno de
Colombia, 2012).

다) 사업시행 사례
콜롬비아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공여기구 및 국제기구들은 원조의 효과
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삼각협력 참여를 고려한다. 이는 중남미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남
남협력이 활성화되어 왔으며 콜롬비아가 가진 풍부한 남남협력 추진경험에 기인한다.
위에서 살펴본 콜롬비아의 국제협력 전략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콜롬비아는 남남협력을
중요한 개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남협력을 시행해오고 있다. 콜
롬비아는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아직도 외부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적극적인 남남협력 활동은 중남미 국가들 간의 연대감을
통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중남미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KOICA는 2011년 5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콜롬비아와 진행한 경험이 있다.‘중미카리
브국 직업훈련 역량강화 한-콜 삼각협력’의 동 사업은 SENA와 삼각협력 차원에서 중남
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6명의 콜롬비아
현지인들을 보내어 e-learning 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이 콜롬비아로 돌아온 후 중남미 10
개국에서 초청된 74명에게 e-learning을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KOICA 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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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3.). 세계은행의 경우 교원연수 분야에서 세계은행-콜롬
비아 간의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페루
등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는 형태의 삼각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세계
은행 콜롬비아 사무소 인터뷰 결과, 2014.4.22.).
JICA 콜롬비아 사무소의 경우에는 남남협력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바탕
으로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남미 국가 중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미의 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JICA는 콜롬비아에 재정지원을 하고 콜롬비아는 언어와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해당 협력국가에 파견하는 형태의 삼각협력을 진행한다. JICA가 추
진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삼각협력의 사례로, JICA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수학수업방
식의 개선을 위해 각 국가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열고 콜롬비아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
다(JICA 콜롬비아 사무소 방문결과, 2014.4.22.).
콜롬비아는 삼각협력의 공여국으로 사회, 기반시설, 생산영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
다. 가장 많은 지원을 실시하는 영역은 정부 시설, 안전, 분쟁 분야 등이다. 삼각협력의 수원
국으로 콜롬비아는 생산 영역에서의 가장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SEGIB, 2012).
2011년에 콜롬비아가 수행한 삼각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호주와 함께 니카라과를 대상
으로 사회 정책 분야에 기술 협력을 실시하였다. 한국과는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술 발전 협력하였고 스페인과는 엘살바도르를 대상으로 공공 관리강화사업을 실시하였
다. 또한 페루와 함께 칠레,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Andean Community's Integral Plan
for Social Development(IPSD)라는 프레임 하에 기술 강화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SEGIB, 2012).

2) 민관협력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민관협
력은 교육 분야에서도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CSR)이나 비정부기구인 NGO 및 대학의 참
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적인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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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에서 공적개발원조(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제
교육목표인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측면에서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실제 한국의 교육의 팽창시기에 사립학교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 노력이 일어났었
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중남미, 특히 콜롬비아에서의 민관협력은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OECD CRS 데이터를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콜롬비아 교육 분야 지원을 추진하는 양자
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스페인, 캐나다, 벨기
에가 가장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은 2008년 이후로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벨기에는 2004년부터 일정 규모(약 1백만 달
러)를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콜롬비아 교육증진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
에 일본, 노르웨이, 독일 역시 협력을 하고 있다.

<표 Ⅳ-14> 민간단체(NGO 및 CSO) 지원을 통한 콜롬비아 교육 분야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오스트리아

0.01

0.06

0.03

0.03

..

0.04

0.01

..

0.04

0.23

벨기에

1.05

0.66

0.94

1.05

1.36

1.64

1.41

1.52

1.26

10.90

캐나다

..

..

..

..

9.30

0.18

4.69

..

..

14.17

핀란드

..

..

0.25

0.08

..

..

0.15

..

..

0.48

독일

..

0.42

0.05

0.12

1.20

0.61

0.17

1.68

0.33

4.58

아일랜드

..

..

..

0.09

0.04

0.04

..

0.15

0.05

0.37

이탈리아

..

..

0.02

0.39

0.49

0.41

..

0.02

0.06

1.39

일본

..

..

..

..

..

..

2.50

1.86

2.07

6.43

0.06

..

..

..

..

0.10

0.20

0.14

0.20

0.71

노르웨이

..

..

0.94

0.90

..

1.79

1.56

1.28

1.06

7.53

스페인

..

..

..

..

2.42

4.81

5.04

3.49

0.51

16.27

스위스

..

..

0.24

..

..

..

..

..

..

0.24

영국

..

..

..

..

..

..

..

0.16

0.10

0.26

전체

1.12

1.13

2.47

2.84

14.82

9.62

15.75

10.31

5.70

63.76

룩셈부르크

주 : (*) Commitment 기준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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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교육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2년 통계만을 살펴볼
때 가장 약 2백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추진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일
본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사업사례를 살펴보면 지역NGO와의 연계
를 통한 지역단위의 교육지원, 학교 시설건립 및 장비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5> 2012년 일본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 콜롬비아 교육 분야 지원 사업 대표 사례
공여기구

전달채널

프로젝트명

JICA

NATIONAL
NGOs

교육정책 및 행정관련 기술협력

JICA

NATIONAL
NGOs

초등교육관련 기술협력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초등교육

MOFA

LOCAL
/ REGIONAL Santa Marta 지역 조개류 양식업을 위한 장비 지원 프로젝트
NGOs

MOFA

LOCAL
/ REGIONAL Santa Marta 지역 학생식당 건립 프로젝트
NGOs

교육시설 및
훈련

MOFA

LOCAL
/ REGIONAL Barranquilla 지역 학생식당 건립 프로젝트
NGOs

교육시설 및
훈련

MOFA

LOCAL
/ REGIONAL Villavieja 지역 주간보호센터 건립
NGOs

유아교육

MOFA

LOCAL
/ REGIONAL Silvia 지역 주간보호센터 건립
NGOs

유아교육

MOFA

LOCAL
/ REGIONAL 태평양 연안지역 교육센터 건립
NGOs

교육시설 및
훈련

MOFA

LOCAL
/ REGIONAL Riosucio 지역 토착민 지역사회 학교건립
NGOs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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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초등교육

본 연구를 위한 콜롬비아 방문기관인 Fe y Alegria는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의 사례이다. Fe y Alegria는 중남미 전역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 학교를 운영하는
카톨릭 교육 네트워크이다. ‘대중 교육과 사회발전을 위한 운동’으로 1955년에 구축되었
으며, 중남미 17개국에서 약 100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
의 가치인 정의, 참여 및 연대에 기초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Osorio, & Wodon1, 2010).
콜롬비아의 Fe y Algeria 지부를 방문한 인터뷰 결과(2014.4.21.) Fe y Alegria는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과 장애요인 혹은 인종적 차별로 인해
교육기회가 박탈당한 사람들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둔다. 그로 인해 Fe y Alegria는 많은
국가의 빈곤지역에서 학교가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단순히 공식적인
초중등학교를 추구하기 보다는 통합적 대중 교육을 표방한다. 다시 말해 이는 단순히 전
통적인 보통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육프로그램이나 성인교육, 직업훈련, 지
역사회개발, 보건활동, 교사연수 활동 등도 동시에 진행한다. 셋째, Fe y Alegria는 교육
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강조하며 교육을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회변혁을
위한 페다고지적 혹은 정치적 과정에 사람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부는 콜롬비아에 있는데, 콜롬비아 대표부와는 따로 존재한다. Fe y Colombia의 경
우, 보고타에 있는 본부와 그 외에 9개 지역에 지역 사무소가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기본
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의 사업을 위해서는 후원을 통해 재
정을 충당한다. 일반 교육과 함께 카톨릭을 바탕으로 한 심리사회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하고 있다. 현재 Fe y Alegria 콜롬비아는 학생집단을 3개의 대상으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첫째, Education Inicia는 의무교육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 현재 55개의 유아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이외
에도, 유아를 가진 가정을 위해 안정적 가정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둘째,
Education Formal는 의무교육의 시작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의 정규교육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61개의 꼴레히오(colegio)를 통해서 해당 교육을 제공한다. 꼴레
히오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정규교육기관으로 전 정규교육 과정을 다 포
함한다. Fe y Alegria가 꼴레히오의 운영을 맡고 있다. 셋째, Desarrollo Comunitario는
특정 빈민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15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Fe y Alegria 콜롬비아 본부 인터뷰 결과, 2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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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와 같은 상위 중소득 국가들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경우 공적개발원조
(ODA)를 넘어서는 민간기관과의 협력 등의 다양한 협력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지역, 그리고 혁신과 기
술적 역량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위중소득국가들의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빈곤퇴치 등의 단순한 관점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
우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Alonso, 2014).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진 민관협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 국가의 무상원조 시행방식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우 민관협력(PPP) 전략을 활용하
여 NGO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NGO들이 콜롬비아에 많이 진출해 있
다는 특성(약 39개)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경우 콜롬비아에 진출해 있
는 많은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CSR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KOICA는 식수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KOICA 사무소 인터
뷰 결과에 따르면 과거 콜롬비아에 상주하는 UN기관으로부터의 삼성 전자기기 설비요청
에 따라 KOICA가 연결통로가 되어 기업과의 연계를 추진한 바 있다(KOICA 콜롬비아 사
무소 방문결과, 2014.4.23.).
이외의 선진 공여국들도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USAID의 경우 ACDI/VOCA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시
행하고 있다. ACDI/VOCA는 1963년 창설된 기관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약
1500여명의 멤버와 함께 현재까지 146개국에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NGO이다. USAID는 이 기관과 함께 5년 기한인 Afro-Colombian and
Indigenous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원주민과 아프리카 계열
콜롬비아인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태평양연안, 카
리브 연안 등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콜롬비아 정부
의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이 중심이 된 조직들을 강화하며, 소수민족들의 경제
적 기회를 높이고, 소수민족 이슈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ACDI/VOCA,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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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콜롬비아 초･중등교육 및 미디어 수학 교육과정에 새로운 기술 도입 프로젝트
(Incorporación de Nuevas Tecnologías al Currículo de Matemicas de la Educación
Básica Secundaria y Media de Colombia)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자료를 통해 초, 중등
수학커리큘럼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지원 사업이다.
또한, 교원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교사의 컴퓨터 활용도를 증진하고 이를 수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확산시키는 역량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표 Ⅳ-16> 초･중등교육 미디어 수학 커리큘럼에 새로운 기술 도입 프로젝트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콜롬비아 초･중등교육 미디어 수학 커리큘럼에 새로운 기술 도입 프로젝트(Incorporaci n
de Nuevas Tecnolog as al Curr culo de Matematicas de la Educaci n B sica
Secundaria y Media de Colombia)

프로젝트
협력기관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

프로젝트
목표

⋅콜롬비아 내 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그래픽과 계산기를
활용한 컴퓨터 기술을 제공
⋅콜롬비아 교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 제공
⋅현지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에 이론적 토대, 실용적 경험 및 지속가능한 조건 제공

프로젝트
구성요소

⋅기존 환경에 대한 현황분석 및 민감성 고려
⋅이론적･개념적 참고사항의 수립 및 통합
⋅수학교실에서의 단계 수립 및 계산기 사용
⋅과학기술에서의 학생의 수학활동 자료화 작업

출처 : OEI(2004). Incorporación de Nuevas Tecnologís al Currículo de Matemáticas de la Educación Bósica
Secundaria y Media de Colombia 2008 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10.09.)

본 프로젝트는 2000년, 120명의 교사와 6,000명의 학생에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단계를 심화시키면서 대상학교를 확대 실시하였다. 이후, 지원 대상 기관은 콜롬비
아의 32개 지역 중 24개 지역 내 120개의 대학(Escuelas Normales Superiores: 상위권
29개 대학을 포함)의 총 500명의 교사와 18,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적･국가적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적･물리적 자원,
교과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교사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교사의 수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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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컴퓨터 기술적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수학 교육과정에 교수학습
공학을 활용한 문제 풀이 방식을 도입하였다. 지역 내 그룹 스터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 이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며 계산기 관리 및 사용법에 대한 숙지하는 방식으로 프
로젝트가 운영되었다. 위와 같은 스터디 모임은 매주 진행되었으며, 점차 타 학교 및 대학
의 교원인력을 참여시키면서 확대 실시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교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학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인
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과학기술을 도입한 교실 내 학술 프로그램 사업 및 다수의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 활용되
었다. 본 프로젝트의 테크놀로지 활용법을 대학교 교육학 학사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사례
도 보고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내의 과학기술 및 수학 커리큘럼의 높은 수준을 감
안하여 보았을 때, 향후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의 모델사례로서, 본 프로젝트의 추이와 결
과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중남미 대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삼각협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삼각협력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삼각협력 사업의 경
험국가로서 매우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콜롬비아와 효율적인 삼각협력을 시행하기 위
해서는 일본과 같이 삼각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삼각협력을 중요한 개발협력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제개발협력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으로 일본
이 협력국가들과 함께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국가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삼각협
력에 필요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Ⅳ-17>과 같이 일본은 2009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비록 콜롬비
아와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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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일본-중남미 국가와의 파트너십
대상국가
Japan – Chile 파트너십
프로그램: JCPP (1999)

주요 협력내용
⋅코스타리카 국립 재활센터의 생물심리학 모델 적용 프로그램
⋅콜롬비아 조개류 수경재배 개발
⋅중소규모의 축산분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앙골라 Josina Machel Hospital 역량강화 연수
Japan – Brazil 파트너십
⋅모잠비크 열대 사바나(tropical savannah)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삼각협력
프로그램: JBPP(2000)
⋅판-아마존 국가(Pan-Amazon Countries) 대상 혼농임법 시스템 기술 연수

Japan-Argentica 공동
파트너십 프로그램:
PPJA(2001)

⋅페루 동물 보건 강화 프로그램
⋅파라과이 국립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INTN))의 미생물 및 식물학 실험역량 강화
⋅파라과이 국립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INTN))의 저장운송 기술 강화

⋅파라과이 소작농을 위한 참깨 씨앗(Sesame Seeds) 생산성 강화
Japan - Mexico 파트너십 ⋅엘살바도르 ‘Vivienda Social’의 내진(earthquake-resistant) 기술 개선 및
프로그램: JMPP(2003)
확산 강화
⋅파라과이 마킬라도라(Maquila) 산업 부흥 및 역량강화
출처 : JICA(n.d.). Partnership program brochure.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citizen/partner.html에서 (검색일 2014. 5. 1 )

이러한 일본의 전략과 유사하게 KOICA 역시 중남미 지역에서의 삼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오랜 기간의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상호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삼각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KOICA(2012a)의 삼
각협력 대상국가 선정 기준들인 제도적 기반 및 지원환경, 협력 수행 역량, 비교우위 역량
및 타 국가 협력 경험 등을 적용했을 때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과
함께 주축국으로서 가장 적합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삼각협력의 협력분
야 선정 기준인 한국의 콜롬비아 국별 협력 전략 2013-2015(농촌지역개발, 중소기업 생
산성 및 경쟁력, 공공행정)과 주축국과의 과거 협력 수행분야(직업 훈련)을 고려할 때 교
육･훈련 분야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협력을 통한 삼각협력이 매우 유망하다. 이러한
양국의 특성과 우호적인 관계, 비교우위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별협력 전략
(CPS)에서 삼각협력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한 전략으로 언급되었다(국제개발협
력위원회, 2013). 따라서 향후 한-콜롬비아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방안 마련 시 삼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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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활용한 사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의 경우는 삼각협력과 유사하게 아직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가 짧고 주로 국가 등의 공공기관 위주
로 하드웨어적 사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발협력 방법이 하드웨어
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있고 단기간에 걸친 개입보다는 장기간의 협력을 통해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집단들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다
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NGO 등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
다. 2002년부터 도입된 JICA Partnership Program(JPP)는 일본의 시민단체, 대학 또는
지방정부의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그들의 전
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JICA, n.d.).
비록 중남미에서 시민사회나 민간기관 등의 다양한 집단들과 협력하기에는 여건이 부
족한 상황이나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에 발맞추어 CSR
의 입장에서 민관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EDCF 협정, 경제정책 및 취약계층지원 등의 국가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적 지원, KOICA 등 현지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유･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구축한 국가적 신뢰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중남미지역기구
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OEI 사업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롬비아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는 한국의 강점인 ICT 교
육역량강화사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을 보유
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기구는 다각적 교육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파트너기관으로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 내 지역적･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국
가 공공정책 및 인프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06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라. 파라과이36)
1) 삼각협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는 지역 내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등
을 위하여 활발한 삼각협력과 남남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역시 이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인접국가와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중남미 및 카리브해 도서 지역’ 중심의 권역기구(MERCOSUR, Andean,
Ibero-American 등)와의 남남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스페인, 일본 등 이른바 ‘북쪽 진
영’의 DAC 공여국, 그리고 WHO, WF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삼각협력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각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파라과이의 프로젝트사업 중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는 많지 않다. 대다수의 삼각협력 사업은 사회 보건, 환경, 농업분야 등에 집중
되며, 중남미의 특성상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파라과이 공공분야
개발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파라과이와의 삼각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교육개발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파라과이 공무원 관리 및 개발 강화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people in the public sector
serving Paraguay’s citizen)’ 프로젝트는 파라과이 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 사무국
(Secretariat of Public Functions: SPF)와 칠레국제협력기구(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GCI), 스페인 개발협력기구(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ECID) 칠레사무소의 삼각협력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칠레 정부로의 개발협력 요청을 바탕으로 시작된 파라과이-칠레 간의 남남협력
을 스페인 개발협력기구의 칠레사무소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Ⅳ-7] 파라과이 공무원 관리 및 개발 강화 프로젝트 운영체제
36) Ⅳ장 4절 라항 파라과이는 공동연구진 중 윤종혁, 유성상, 한건수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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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파라과이 공무원 관리 및 개발 강화 프로젝트 (2009)
구분

내용

파라과이 공무원 관리 및 개발 강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people in the public sector serving
Paraguay’s citizen)
프로젝트
협력기관

⋅칠레 국제협력기구(AGCI) : 기술협력
⋅스페인 개발협력기구 칠레사무소(AECID, Chile) : 예산지원 및 기술협력(지식공유)
⋅파라과이 공공서비스사무국(SPF)

프로젝트
목표

⋅공무원 관리모델(public entry model) 개발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계획 마련
- 형평성, 다양성을 고려한 통합모델 개발
⋅인적자원 관리부서 창설
- 연수계획 마련 및 통합모델 개발관리 총괄
- 파라과이 SPF의 타 프로젝트와의 연계강화

프로젝트
평가 결과

수원국의
⋅파라과이 공공서비스 국가계획과 본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유지함.
주인의식 및 ⋅칠레, 스페인의 공여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리더십
- 칠레의 공무원 관리 모델 벤치마킹 결정
역량강화

⋅파라과이와 칠레 양 협력국 전문가 및 참여자 간의 우호적 관계를 통한 역량의
시너지 효과 발생

출처 : Pablo Aguirre, Jose Antonio Alonso, Guillermo Santander(2011). Triangular cooperation: traditional donors in
the face of south-south cooperation. (http://www.academia.edu/3417500/Triangular_coope ration_traditional_
donors_in_the_face_of_South-South_cooperation)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6.05..)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사업은 파라과이 정부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수원국인 파라과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으로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Pablo Aguirre 외(2011)에 따르면 참여국인 칠레의 공공부문 개발 전문성과 수원
국의 주인의식과 역량, 긍정적인 참여태도는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으로 제시된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삼각협력이 가지는 자
체적 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양자협력관계와는 다르게 삼각협력은 3개 기관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태도가 상호협력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초기 설
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삼각협력은 양자관
계보다 그 유연성이 크고 주변 맥락(환경,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해관계자 간의
우호적 관계형성이 프로젝트 성공의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자 할 때는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협의과정, 프로젝트 실행 및 협력방향의 관리감독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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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
국제사회의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파라과이 교육 분야 양자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국인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와 비교할 때 민간단체를 통한 대 파
라과이 교육 분야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
로 다음의 표를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교육 분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스페인과 일본의
지원규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스페인과 일본 양 국가의 지원 역시 중남미 타
인접국가와 비교할 때 그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에 머무른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의 국가
내 민간단체 활동 규모,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 민관협력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등 다양
한 영역에서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Ⅳ-19> 민간단체(NGO 및 CSO) 지원을 통한 파라과이 교육 분야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핀란드

..

..

..

..

0.25

..

..

0.64

..

0.89

독일

..

0.05

0.00

..

..

0.70

..

..

..

0.75

아일랜드

..

..

..

0.02

0.12

0.02

0.02

0.00

..

0.18

일본

..

..

..

..

0.07

0.09

2.02

2.02

1.97

6.18

한국

..

..

..

..

0.01

0.01

0.04

0.03

0.02

0.11

룩셈부르크

..

..

..

..

0.15

0.14

0.12

0.14

0.16

0.71

노르웨이

..

..

0.41

0.28

0.25

..

..

..

0.44

1.37

스페인

..

..

..

..

1.58

1.89

3.35

1.70

0.14

8.65

미국

..

..

..

..

..

0.17

..

0.17

..

0.34

전체

..

0.06

0.50

0.30

2.42

3.07

5.56

4.74

2.75

19.40

주 : (*) Commitment 기준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파라과이 교육지원을 추진하
는 가장 적극적인 공여국이다. 일본은 파라과이의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직업교육)에 집중
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설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과 함께 기술협력 형태
의 교육정책 지원, 직업기술훈련, 교사훈련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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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기구에 따른 지원의 특징을 구분하고자 할 때 일본의 외교부(MOFA)는 주로 시설건립
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며, JICA는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20> 2012년 일본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 파라과이 교육 분야 지원 사업 대표 사례
공여기구

전달채널

프로젝트명

지원분야

MOFA

LOCAL
/ REGIONAL
NGOs

San Isidro 지역 초등학교 건립

초등교육

MOFA

LOCAL
/ REGIONAL
NGOs

Profesora Encarnacion Alum de Vive 지역 초등학교 건립

초등교육

MOFA

LOCAL
/ REGIONAL
NGOs

Francisco Solano Lopez 지역 초등학교 건립

초등교육

PRF

NATIONAL
NGOs

일본계 후손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기술 훈련

교사훈련

PRF

NATIONAL
NGOs

일본계 후손 대상 직업기술 훈련

직업교육

JICA

NATIONAL
NGOs

교육정책 및 행정관련 기술협력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JICA

NATIONAL
NGOs

초등교육관련 기술협력

초등교육

JICA

NATIONAL
NGOs

직업교육관련 기술협력

직업교육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다자기구를 통한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교육 분야 민관협력의 사례로 미주개발은행
(IDB)과 ‘Paraguay Educa’라는 비영리단체의 협력 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Paraguay
Educa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 파라과이 내 시민사회 단체 사이에서 프로
젝트 운영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구이다(IDB, n. d.).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파라과
이는 최근 몇 년간 청장년층의 생산수준 증가로 인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나라이지
만, 국가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교육기관의 컴퓨터
및 공학 장비 설비 비율은 10% 내외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비율은
5%로 이하로 집계되는 상황이다(IDB,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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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교육의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파라과이 자국의 교육접근성 확대 노력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존재
한다(BBVA, 2014). IDB와 Paraguay Educa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파라과이 Cordillera
지역의 Caacupe 도시 10개의 초등학교에 1인 1컴퓨터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1> Caacupe 지역 10개 초등학교 1인 1컴퓨터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Caacupe 지역 10개 초등학교 1인 1컴퓨터 지원 프로그램(One computer per child)
프로젝트
협력기관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지원
Paraguay Educa(비정부/비영리단체)

프로젝트
목표

⋅파라과이 유소년의 학습 및 전인발달을 위한 초등학교 대상 교육공학기술 설치
- 새로운 교육공학기술에 능숙한 교사 및 연수자 팀 구성
- XO 컴퓨터 보급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장기적 평가를 위한 체계적 평가도구 개발

프로젝트
구성요소

⋅연수 및 교재교구 계획
- 25명의 연수자 및 146명의 교사 대상 새로운 교육공학기술 관련 연수제공
- XO 컴퓨터 사용 매뉴얼 관련 연수 실시
⋅장비 유지 및 보수
- XO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지보수 실시
- 인터넷 접근권 확보
- NGO 중심의 모니터링 센터 설립
⋅평가 실시
- 학업성취 및 교육환경(교실환경, 학급운영 및 학교행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 ICT를 접목한 교육시스템 구성을 위한 Paraguay Educa 추진사업의 효과성 평가

프로젝트
평가 결과

지속
가능성

⋅파라과이 교육부에 의해 시작된 ICT initiative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움.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집중작업과 기간이 필요함.
⋅ICT 기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학적 전문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갖춘
교사 연수정책이 필요함
⋅교육기관 내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민간개발주체의 참여가
필요함

출처 : BBVA 홈페이지(2014) (http://bancaparatodos.com/en/paraguay-educa-paraguay-educates/)
(검색일 2014.06.11.)
IDB(n. d.). OLPC-Paraguay.doc - One Laptop per Child (wiki.laptop.org/images/3/3a/OLPC-Paraguay.doc)
(검색일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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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파라과이 현지의 교육현황과 요구를 적절히 분석하여 현장에 밀접한 지
원을 실시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ICT를 활용하여 파라과이
학령기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효과적 프로그램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프로
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은 시청각 학습을 활용한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
며, 나아가 정보통신기술로의 접근성과 관심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ICT 기술발달의 기초
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파라과이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기
초 인프라가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서 ICT를 활용한 개
발협력의 방안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실현계획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일회성에 그치
지 않기 위한 공학기기 유지보수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연수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부처 및 공여기
구의 전문성과 민간단체가 가진 현지 전문성을 결합할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민관협력 방식은 다른 사례와 동일하게 공여기구의 예산지원과 민간단
체의 프로젝트 현장 시행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이할만한 점은 파라과이 현지 NGO를 활
용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운영의 현지화 및 영향력의 확대
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파라과이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은 현지 사정
에 상당히 적합하고, 효율적인 지원전략과 실천 활동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파라과이를 비롯하여 중남미 지역의 교육관련 주요이슈로 빈번히 등장하는 것 중 하나
가 ‘심각한 교육 불평등’과 ‘낮은 교육의 질’ 문제이다. 소득수준, 지역, 인종 및 언어에 따
른 교육 불평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남미 지역에서는 교육의 형평성
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의 질이
낮아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상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시급한 개
선요구가 있다.
OEI는 중남미 지역이 가진 이러한 교육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페인 민간금
융기관인 BBVA와의 협력을 통해 파라과이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배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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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빛(Luces para Aprender)’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중남미 전역의
소외농촌지역 60,000여개의 학교에 전력시설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 제공을 통해 교
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추구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으로써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파라과이에서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2012
년 파라과이 원주민 학교 중 하나인 Itajeguaca 학교를 시작으로 100개 학교에 처음으로
태양전지 설치하였다.
<표 Ⅳ-22> 배움을 위한 빛(Luces para Aprender)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배움을 위한 빛(Luces para Aprender: Lights for Learning)
프로젝트
협력기관

⋅OEI(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스페인 민간금융기관)

프로젝트
목표

⋅중남미 지역 교육의 질 향상
⋅소외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기술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의 삶의 질과 통합 촉진

프로젝트
구성요소

⋅접근성이 낮은 소외농촌지역 학교의 전기공급 확대
- 재생가능 에너지(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 전력 공급
⋅지역주민 화합의 거점으로써 학교의 변화
- 학교 기자재 활용한 문화활동, 문해교육, 인터넷 기반 교육 및 여가활동 제공
⋅지역 내 학교간의 협력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곤란 해소 도모
⋅전기가 없는 중남미 지역 학교 현황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출처 : BBVA(2012). BBVA Supports the project Luces para Aprender(Lights for Learn)
(http://bbvaresponsiblebanking.com/news/bbva-supports-the-project-luces-para-aprender-lights-to-learn/)
(검색일 2014.10.16.)

OEI는 ‘배움을 위한 빛’ 프로젝트를 통해 중남미 전 지역이 가지는 고질적인 교육이슈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일 분야로서의

‘교육’에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이 크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은 독립된 분야가 아닌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분야이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가지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학교를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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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궁극적
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4) 시사점
대체로 선진 공여국들은 파라과이에 대한 중점지원 사업으로 농업, 인력개발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삼각협력 사례도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선진 공여국의 기술협력과 파라과이 인근 선도국(이를테면 칠레 등)의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이 결합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파라과이에 대한 삼각협력 전략은 칠레와 파라과이 간의 우호적 외교관계를 고려하면
서 스페인이 지니고 있는 선진 역량을 활용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삼각협력을 통해
파라과이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할 경우, 주변의 브라질과 칠레 등을 활용하여 한국
의 교육발전경험(KSP)에 대한 제공 혹은 IDB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지원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삼각협력은 언어적인 소통 문제, 지리적으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관협력 사례는 한국이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파라과이 주재 한국
교육원, 혹은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교류에서 출발할 수 있다. 파라과이는 현지 6개 초･
중･고등학교 정규과목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교육원은 직영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교육 혹은 교육 인프라, 공공정책 관련 사업 외에도 한국어교육을 통한 외교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지 주재 KOICA 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민간 NGO 및 국제NGO, 중남미 지역기구(OEI 등)과 교육시설 건립 및
운영 등의 연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파라과이에 진출한 삼성, LG 등의 민간 기
업이 제공하는 인프라 및 하드웨어 지원전략을 현지 NGO, 혹은 현지 교민사회 등을 연계
하는 방식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파라과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KOICA 등의 공
공기관이 해야 할 교육개발협력 전략과 민간 실리외교 측면에서 해야 할 통상교류 전략이
향후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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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페루37)
1) 삼각협력
페루는 상위중소득국가(UMIC)로 중남미 지역 삼각협력 및 남남협력의 수원국이자 주
축국가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삼각협력의 주축국으로서의 페루는 독일, UNDP
와의 협력을 통해 과테말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공공행정, 무역, 과학
기술,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왔다(SEGIB, 2012: 81). 또한 남남협력의 공
여국으로서의 페루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의 하위중소득국 뿐만 아니라 콜
롬비아, 우루과이 등의 상위중소득국가의 사회,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
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SEGIB, 2012: 154-157).
본 장에서는 삼각협력의 수원국으로서 페루와 브라질, 독일의 삼각협력을 통한 ‘페루
환경기술센터(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 CTA) 건립 및 기술훈련’ 사업을 검토
하여 한국이 삼각협력을 통해 페루의 교육 분야 지원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Ⅳ-23> 페루 환경기술센터 건립 및 기술훈련 사업 (2012-2014)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페루 환경기술센터 건립 및 기술훈련 사업 (Developing an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CTA) and Boosting Vocational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프로젝트
협력기관

⋅독일 원조집행기관(GIZ) : 환경 정책 및 첨단기술 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브라질 개발협력국(ABC) : 프로젝트 협력 및 예산지원, 삼각협력 모델 구축
⋅브라질 국립 산업훈련기관(SENAI) : 기술이전, CTA 기술팀 연수 제공, 브라질 환경기술
사례공유
⋅페루 개발협력국(APCI) : 삼각협력 모델 구축 자문
⋅페루직업교육훈련원(SENATI) : CTA 센터 운영 및 관리

프로젝트
목표

⋅환경기술 분야 산업 시장 연계 서비스 및 연수 제공
- 환경기술 전문가 기술연수 제공
- 환경기술 관련 자문 제공
- 물 위생, 대기 정화, 토양 정화, 폐기물 처리,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등 환경관련 분야
연구역량 강화

프로젝트
평가 결과

⋅CTA 소속 국가 기술자 양성
⋅사회환경,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관리 및 평가도구개발 관련 연수 제공
⋅2012년 중반 이후, 환경기술 연수과정(3년 과정) 개설

37) Ⅳ장 4절 마항 페루는 공동연구진 중 이석희, 이진상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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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IZ(2013). Developing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CTA) in Peru: Triangular cooperation Brazil –
Peru- Germany. (http://www.giz.de/en/downloads/giz2014-en-zentrum-umwelttechnologien-peru.pdf)를 바탕
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6.09.)
Carrillo & Neto(2013). Boosting vocational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 case of triangular cooperation
among Brazil, Germany, and Peru.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7888185)를
바탕으로 재구성함.(검색일 2014.06.09.)

페루는 인접국인 브라질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오랜 기간 동안 상호 간의 기술협력이 활
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양국은 여러 차례 양자협력 및 삼각협력의 공동참여를 추진한 경험
이 있는 국가이다(Carrillo & Neto, 2013: 88).
본 프로젝트에서는 브라질과 페루의 각 국립 산업연수센터를 중심으로 브라질의 환경공
학기술을 페루로 이전하고 페루 환경기술센터를 설립하여 페루 산업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독일의 첨단 환경기술을 접목하고자 한다. 또한 페루 지역사회를 바
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환경기술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한다. 최근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독일의 집중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환경이슈와의 연계성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CTA 설립 프로젝트는 인접국가 간의 지식과 기술공유라는 전형적인 삼각협력의 사례
라 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각 기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일한 전략적 이해관
계를 가지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ENAI, SENATI, GIZ 간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는 삼
각협력의 실행과 CTA 설립 및 운영의 기초가 되며, 환경보호와 환경기술이라는 목표 달
성을 촉진하는 바탕이 된다(Carrillo & Neto, 2013: 89-90).
페루의 삼각협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협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 관계
자 간의 공동의 목표와 우호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각 참여기구의 전문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사회적 맥락과 요구와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페루와의 삼각협력은 OEI와 더불어 교육 분야 및 직업훈련분야의 협력을 추진 할 수 있다.
OEI는 대부분 남미국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국가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 발전
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OEI는 페루의 교육격차가 상존하는 고지대 및 아마존 지역,
인종간의 차별화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산간지역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중등 기술학교, 직업훈련 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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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정부는 스페인의 원조기관인 AECID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교육 분야 중에서도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서 페루의 효율적인 기관운영 및 교육과
정 보완을 위한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페루 보건의료 분야는
새로운 교육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관협력
민간단체를 통한 페루 교육 분야 ODA 현황을 살펴보면 스페인이 유일한 주요 공여국임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규모는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최소 8배 이상으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는 약 40배 가량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은 자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2010년 이후 협력의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표 Ⅳ-24> 민간단체(NGO 및 CSO) 지원을 통한 페루 교육 분야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벨기에

0.34

0.86

0.15

캐나다

..

..

덴마크

..

핀란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0.01

0.72

0.85

0.92

0.80

0.75

5.40

..

..

0.09

2.14

0.10

1.35

1.42

5.10

..

..

..

..

..

0.40

0.04

..

0.43

..

..

..

0.39

..

0.10

..

1.43

..

1.92

독일

..

1.28

0.02

0.01

0.42

0.98

..

1.08

1.45

5.25

아일랜드

..

..

..

0.22

0.07

0.05

0.07

0.06

0.41

0.89

이탈리아

..

0.07

0.97

0.36

1.34

0.93

1.00

0.48

0.60

5.75

일본

..

..

..

..

..

0.07

0.87

0.18

0.67

1.78

한국

..

..

..

..

0.01

0.03

0.05

0.03

0.03

0.15

룩셈부르크

..

..

..

..

0.25

0.20

0.31

0.15

0.13

1.03

노르웨이

..

..

0.20

0.18

0.19

0.49

..

..

0.72

1.76

스페인

..

..

..

..

10.41

9.98

13.00

4.03

3.58

40.99

미국

..

..

..

2.43

0.13

0.16

0.01

0.61

..

3.33

전체

0.37

2.21

1.34

3.63

13.71

15.99

16.71

10.23

9.76

73.95

주 : (*) Commitment 기준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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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민간채널을 활용하여 페루의 교육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주요공여
국이다. 페루에서의 사업사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프로젝
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을 특징으
로 들 수 있으며, 이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앞선 과테말라와의 사업사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스페인의 교육지원 사업은 여아, 최
빈곤층, 저소득층, 산간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Ⅳ-25> 2012년 스페인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 페루 교육 분야 지원 사업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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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기구

전달채널

프로젝트명

지원분야

MUNIC

NATIONAL
NGOs

Lircay 지역 Carmelite Mothers의 여아 대상 봉제기술 훈련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MUNIC

NATIONAL
NGOs

Satipo 지역 여성 역량강화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MUNIC

NATIONAL
NGOs

Lima 남부지역 여성 직업창출을 위한 기업 육성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MUNIC

NATIONAL
NGOs

Bellavista 지역 최빈곤층 학령기 아동대상 양질의 교육접근성
확보

AG

NATIONAL
NGOs

Arequipa지역 저소득층 청년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직업
교육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MUNIC

NATIONAL
NGOs

Alto Trujillo 지역 여성 직업교육 장비지원 및 교육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MUNIC

NATIONAL
NGOs

페루 차별없는 학교 만들기

교사훈련

MUNIC

NATIONAL
NGOs

사회적 소외 계층 청년대상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지원

중등교육

MUNIC

NATIONAL
NGOs

Puerto Yurinaki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MUNIC

NATIONAL
NGOs

Paucar

AG

NATIONAL
NGOs

Lima 지역 아동유기(child abandonment) 방지

지역사회 다문화 이중언어 기초문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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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욱

교육시설 및 훈련
성인 및 청소년
기초생활기술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공여기구

전달채널

프로젝트명

지원분야

AG

NATIONAL
NGOs

농촌지역 생산교육센터 건립

MUNIC

NATIONAL
NGOs

다목적 공간 건립

AG

NATIONAL
NGOs

안데스 산맥 고립지역(Acoria) 남녀 학령기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시설 및 훈련
통학차량 운행

MUNIC

NATIONAL
NGOs

Cuzco 지역 중등교육 단계 청소년 양질의 교육접근성 향상
phase.

중등교육

AG

NATIONAL
NGOs

Aynewasi 보육원 남녀 아동의 권리 실현

초등교욱

MUNIC

NATIONAL
NGOs

Lares 지역 안데스 고산지대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교육시설 및 훈련

MUNIC

NATIONAL
NGOs

초등교육 시스템 강화

교육시설 및 훈련

AG

NATIONAL
NGOs

최빈곤층 거주지역의 13개 초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

교육시설 및 훈련

AG

NATIONAL
NGOs

Jaen, San Ignacio 지역 교육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환경
적 교육중재 서비스 지원

초등교욱

AG

NATIONAL
NGOs

민주주의 강화와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시민의식 연수

교사훈련

직업교육
교육시설 및 훈련

출처 : OECD CRS확정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S) (검색일 2014.07.03.)

페루에서는 USAID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기초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본 프로젝트를 주도한 민간단체는 ‘FHI 360’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
리조직으로서 보건, 교육, 영양, 환경, 경제개발, 양성 평등 등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사
회 이슈를 다루는 기관이다(FHI 360, n. d.). 2009년 시작된‘페루 양질의 기초교육을 위
한 지원 프로젝트(SUMA 프로젝트)’는 국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제도 관련 지원뿐
만 아니라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실시한다. 프로젝트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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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페루 양질의 기초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 (SUMA)(2009-2013)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페루 양질의 기초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
(Peru Quality Basic Education Reform Support Project; SUMA)

프로젝트
협력기관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청(USAID)
FHI 360
페루 교육부(MINEDU))

프로젝트
목표

⋅Active school methodology 보급(페루 3개 지역)
-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구성 및 학교 운영에서의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촉진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교육당국 지원
- 교육 지방분권체계 마련 및 운영 과정 지원
- 효율적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운영내용

⋅페루 교육정책 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 대화의
기회를 확대함
⋅교육개편에 대한 정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교육시스템 감독
(oversight)체계 마련
⋅현직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편을 위하여 교육부와의 협력
⋅지역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 교육당국 자체 프로그램 마련
⋅~교원 역량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

출처 : FHI 360(n.d.) Peru Quality Basic Education Reform Support Project; SUMA.
(http://www.fhi360.org/projects/peru-quality-basic-education-reform-support-project-suma)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06.09.)

프로젝트 성과 및 종료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프로젝트 목표와 운영
내용을 살펴볼 때,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NGO를 통한 지원은 협력 대상국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며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가지는 큰 장점 중 하나는 현장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프로젝트의 참여 민간단체인 FHI360은 그들이 가진 교육전문성을 바탕으로 USAID와
의 협력뿐만 아니라 페루 정부부처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기초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3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새로
운 학교운영 방법론을 적용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였다.
본 SUMA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 분야 개발협력
은 수원국과 공여국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을 넘어서 실제 교육 현장
으로의 새로운 제도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차원적이며 효율적인 협력의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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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 발맞추어 현지의 민간조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의 다양한 개발주체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개발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페루는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Fe y Alegria Network에 의해 초등,
중등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세계은행, 2009). 여기에 한국의 PPP를 접목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기관이 페루에 진출하면서 운영 및 교과과정에 대한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서 PPP를 활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는 한국의 종교단체가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하
는 등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함께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페루에 비슷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PPP 적용은, 한국의 여러 민간 기업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여러 국가
에 직업기술훈련 기관을 설립, 운영한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가나 및 인도
네시아에 청소년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KOICA, 2012:23). 이는 현대자동차 수출을
늘리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페루에서 한국의 자동차 판매가 일본을 앞서고 있고, 성장 가
능성이 높아 한국의 민간 기업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페루를 남미대륙의 관문으로
전략적으로 민간투자를 추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직업기술관련 훈련 기관을 설립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페루의 제조업체 역량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페루는 15세 이상 인구 중 비문해율이 12.1%에 달하며, 교육부 주도의 페루 범국민 문
해교육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Alfabetización en el Perú)의 대상 지역은 비
문해율이 65.6%인 농촌 지역을 비롯한 최빈지역이다. 페루 정부는 범국민을 대상으로 국
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육부 참여로 국가 교육 시스템 양식을 변화를 모색하
였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자, 시민사회 기관, 무역협회, 이웃 그룹, 교사 교육기관,
대학생 및 교사들이 교육강사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미디어 교육, 과학기술 교육을 수
료하였다.38) 본 프로그램은 공공 영역과 시민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낮은 문해율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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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 운동을 기획 및 수행하였다.
2003년부터 실시된 본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매년 250,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을 실시계획 목표로 수립하고, 이전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참여 이해관계자는 기관, 단체 및 연구기관, 정부 및 교육부 산하 비정부기구로
다양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화 구축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이에 사회적 상호
작용(interaction), 폭넓은 참여 및 제도, 조직화된 방법 등 다양한 전략 및 실행방안을
통해 수행되었다. 15세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5개월 간 문해교
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권 내 기초 교육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적･국가적 개발과 연계하여 국가 내 사회문화
적･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 젠더,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에 관한
이중언어교육(Bi-literacy) 프로젝트로 포괄적인 트레이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인식제고 활동으로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
였으며, 적용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는 법적･교육적 환경을 촉진하였다.
<표 Ⅳ-27> 페루 범국민 문해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젝트명

내용
페루 범국민 문해교육 프로그램 (Programa Nacional de Alfabetización en el Per )

프로젝트
협력기관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

프로젝트
목표

⋅국가 내 50%의 비문해율 감소
⋅민주주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문해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대상
자의 참여 촉진함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공헌함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전략 및 사업방법을 개발함
⋅문해교육 실시에 따른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성함

프로젝트
구성요소

⋅계획, 실행, 주도, 모니터링 및 평가
⋅커리큘럼 실행 개발, 교육자료 제작, 트레이닝 및 매뉴얼
⋅법적 유효 프로세스 및 체계적인 제안서
⋅지속적인 프로젝트 연장을 위한 교수법적, 전략적 프로젝트
⋅테스크 포스(TF) 및 교수법적 현지 관리 팀 운영

출처 : OEI(2012). Programa Nacional de Alfabetización en el Per 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10.09)

38) Ministry of Education webpage, http://www.me.gov.ar/alfabetiz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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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유엔은 6차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2003년
-2012년을 ‘유엔 문해 10년’으로 정하고, 문해가 빈곤을 근절하고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
키며,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
라고 규정했다.39) 본 프로젝트는 ‘유엔 문해 10년’의 프레임워크를 착안하여 페루의 범국
민적 문해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참여로 고안되었다. 국가 내 사회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였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해당 사례는 정부 주도의 사업인 만큼, 민관협력의
참고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역량과 프로그램의 추이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후속평가를 기반으로 교육개발협력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4) 시사점
페루는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가로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는 KOICA 현지 사무소, 민간단체 및 민자사업 수행기관들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화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페루는 한국과 FTA 체결 시 공교육을 포함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개방
하는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조절하였다. 그러나 페루는 관세철폐 등 민간 기업의
현지 진출에 용이한 제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이미지 전략 및 CSR
활동 등을 통한 개발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성을 강조한 직업교육훈련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현지 고용 및 기업의 이미지
전략에 우호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페루 정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중등교육
및 직업기술훈련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주요한 참여기관으로서 중남미 지역기구를 포함한 현지 NGO, 국제기구와의 공
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실행계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업내용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개발지원에 있어 언어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민감성을 적
극 반영하여 교육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으로 보인다.
39)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education-building-blocks/literacy/un-literacy-decade/
검색일 20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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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삼각협력
앞선 Ⅳ장의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역시 삼각협력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이 진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삼각협력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이집트 등 중
소득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연수사업 등을 추진한 이력이 전부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참여하는 삼각협력은 대체로 자금지원의 형태로 남측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연
수사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한-칠레-중남미 국
가 간의 협력을 통한 수산양식분야 연수사업(2003-2008), 한-싱가포르-ASEAN국가 간
의 협력 사업(1995-2009)40), 한-이집트-아프리카 국가 간의 정보통신기술 협력 사업
(2007) 등이 있다(이현주, 2009: 90-93).
최근 이루어진 교육 분야 삼각협력의 사례로 앞서 콜롬비아 국별사례에서 소개한 바 있
는 KOICA는 2011년-2013년 중미･카리브 국가의 직업훈련 역량을 강화사업이 대표적이
다. ‘중남미 직업훈련 역량강화 한-콜 삼각협력’사업은 콜롬비아 직업훈련청(SENA)의 주
도로 남미의 11개 국가의 직업훈련 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의 직
업훈련 관련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직업훈련원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등의 협력활동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는 한국과 중남미 국
가 간의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육 분야 삼각협력 사업사례라 할 수 있다.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언어와 문화
가 다른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KOICA
는 2011는 브라질의 개발협력청(ABC)와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KOICA와 칠레
의 AGCI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보다 활발한 개발협력(삼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
을 마련하고 있다(ODA KOREA, n.d.).
다수의 연구자료들은 중남미 국가와의 효과적 개발협력의 방안으로써 삼각협력을 제안

40) 지적재산권, FTA 추진전략, 항만관리, 인트라넷 구축, 도시 및 지역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등 ASEAN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한해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60회 이상의 교차연수가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다
(이현주, 200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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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삼각협력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주요 주축국가로 제시된 브라질, 멕시코, 칠
레의 개발협력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삼각협력의 실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민관협력
본 보고서의 II장의 3절을 통한 한국의 민관협력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KOICA는 현
지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대상국 진출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 사업 환경을 증진
하고, 수원국의 교육, 보건, 농수산 분야, 범분야 등 중점분야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또한 KOICA는 1995년부터 시민사회단체(CSO)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단체의 개
발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부(KOICA)-민간단체(CSO)간 교육 분
야 연계 사업사례에 대해 보다 심화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와 대학 및 시민사회 단체의 협력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본 연구 대상국인 볼리비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이며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각 국별 민관협력 사업의 대표사례를 중심으
로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사례로 KOICA-굿네이버스-세아상역의 과
테말라 지역개발사업(교육사업 포함)을 소개하고자 한다.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지부는 6
개의 현지 사업장을 기반으로 결연 아동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권리옹호,
소득증대 등 다양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
고 있다.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지부와 KOICA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아동이 속한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구
호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교육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는 해당 지역
아동을 위한 도서관 건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
는 등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아동 10,742명에게 학용품을 보급하여 학습지속률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적
인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3년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연차보고서). 아울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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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 과테말라 지부는 국내기업인 해외 수출의류생산기업인 세아상역 과테말라 법인
과도 연계하여 현지 가정의 재래식 아궁이를 개선해주는 아궁이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3.06.14). 본
사례는 지역개발사업과 교육 분야 및 타 분야 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의 자립,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 민간단체와의 협력
이 가지는 장점(현장중심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015
년 이후의 개발주체 다양화가 이슈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비영리단체, 민간 기
업 등의 다양한 개발주체가 모여 협력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의 민관협력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볼리비아로 나타난다.
볼리비아에서는 교육, 보건, 공공행성 및 농림수산 등의 분야에서 민관협력 사업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국내 NGO 뿐만 아니라 현지의 NGO와의 협력 사업 또한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절에서 살펴 볼 볼리비아 민관협력 사업은 2008년 이후 진행된
KVO 리베랄타시 사회복지관 지원 및 원주민 긴급구호 사업이다. 한국국제봉사기구
(Korea Inter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KVO)는 KOICA의 재정 지원으로 2008
년 이후 볼리비아 리베랄타 시에 사회적 문제에 의한 미혼모, 영아, 아동 등 취약한 계층
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천사의 집’을 개원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건립사
업은 영아 임시보호 및 거리 어린이를 위한 무료급식을 위한 건물로서 활용되기 위해 기
획되어 해당 시청과 군청에서 각각 건물 건립과 어린이인권위원회 지원 및 공과금에 대해
재정 지원하고, 원주민 공동체가 복지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수원국의
정부와 지역주민 모두 주도적인 협력 아래 수행되었다. 해당 건물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
영되며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육
담당자 3명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학교밖 아동 70여 명, 초등학생 200며 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제봉사기구 홈페이지). 본 사업은 수원국 정부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적
극적인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민간단체는 현장에 상주하며
복지관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발성의 전문가 파견
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단발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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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민관협력 사례로 비영리 국제구호개발NGO인 월드휴먼
브리지는 KOICA와 협력하여 볼리비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볼리
비아 씨베씨베(Sipe Sipe) 마을을 대상으로 4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시작된 동 프로젝트는 2012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볼
리비아 IT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IT교육과 영어, 한국어, 컴퓨터를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
되었으며, 제빵, 미용 등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 컴퓨터 시설뿐만 아니라 직업기술훈
련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봉사자 파견, 우수학생 한국초청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구체
화하는 사업을 통해 현지 정부와의 연계 등을 공고히 하는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있다(월
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 이 사업은 단발성 프로젝트의 한계를 넘어서 교육프로젝트의 영
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며, 볼리비아의 교육현안을 개선하고자 직
업교육훈련을 집중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수원국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민간단체(CSO, 대학 등)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 한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통합 CPS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
를 포함한 각 부처별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보고타 사무소는 한국 기
업의 현지 영업을 지원하고 콜롬비아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하기 위한 PPP전담기관을 설
립하였다(엔지니어링데일리, 2014.04.15). 보고타 사무소는 중남미 지역을 관장하며 사
회 경제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콜롬비아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 정부와 FTA를 체결하여 한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본격적인 민
관협력 사업에 대한 자주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종합적인 민관
협력을 위하여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KOICA를 포함한 유무상 원조가 동시에 논의되었
다는 점도 괄목할만한 점이라 하겠다. 콜롬비아는 교통 및 IT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다양한 민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로 향후 개발협력 사례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의 EBS 교육 방송 시스템 도입을 적
극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콜롬비아 내 높은 TV 보급률을 활용하여 국가 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콜롬비아 교육부의 요청으로 EBS PD가 현지에 파견
되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영방송인 RTVC(Radio Television Nacion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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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등에서 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PD 저널, 2013.08.27). 국영방송의 교육프로
그램의 콘텐츠를 수출한 본 사례는 원조를 수여하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
력 시스템과 수원국인 콜롬비아의 주도적인 협력 체계가 잘 조화된 개발협력 사례로서 이
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공의 개발재원 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의 CSR 활동을 점진적으로 유도하
는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의 다양한 협력사례와는
달리 글로벌 CSR41)의 인식부족에서 괴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업전략과 사회공
헌이 일치하기 어려운 국내기업의 생리를 고려하여, 아직 이러한 움직임은 시도 단계에
있다. 게다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 움직임이 미비한 수준이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타 권역에 비해 빈곤개발과 같은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이 유효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남미권 기업의 CSR활동을 통한 민관협력은 제한적으로 여겨
진다(KOICA 중남미팀 팀장 인터뷰 자료 2014. 10.16).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의 장점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진출의 교두보를 마
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 주도의 민관협력방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의 종합적이고 현장지향적인 정책과 법제를 시행가능하게 하
기 위해 중남미 지역권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수반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국민적 인식제고 활동이 선행되어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각 권역별로 고르게 개발협력 사업이 분배될 수 있는 체
계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다. 중남미 지역기구의 협력 사례
한국과 중남미는 지리, 정서, 역사, 언어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이 있다.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의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중남미 대륙이 가지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
려하고 각 국별 특수성을 모두 포괄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을
41) 조직 거버넌스, 인권,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을 통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마케팅 전략 및 조직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여한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WADA 프로젝트는 물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 관리 CSR 활동으로 해당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꾀하는 기업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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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로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교육 분야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 중남미
지역기구인 OEI와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의 발판을 마
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OEI와 MOU를 체결한 국내 기관으로는 경기도(2012년), 대전시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2013년)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GILL)은 OEI
와의 협력을 통해 ‘2013년 세계평생교육포럼’에서 중남미의 평생교육 사례를 발표하는 기
회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2013년 이후 ODA 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온두라스에서
OEI의 주요한 교육프로젝트 ‘배움을 위한 빛’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
해 경기도는 온두라스 시골 마을학교에 태양전지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
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형 리더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협력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경기도이야기, 2014.6.3. 보도자료).
본원 역시 OEI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공동연구사업
등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동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향후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의 전략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OEI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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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남미 중점협력국과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방안

1. 과테말라42)
가.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발굴
1) 교육개발협력 비전
가) 대 과테말라 교육협력 사업 환경 분석
과테말라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교육환경과 공여국･국제기구 등 선진공여주체의 대
과테말라 교육협력사업의 방향과 사례에 근거하여 분석한 과테말라의 교육개발협력사업
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초교육지표의 개선을 확인
할 수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윤종혁, 2013). 과테말라 교육부의 교육개
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타 공여주체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결과 과테말라의 초
등교육 순등록율은 95%로 매우 높은 편이다(UNDP, 2013). 문해율 또한 크게 개선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교육개발협력 및 교육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열의와 교육지표의 개선
은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등록률 대비 낮은 이수율과 중도 탈락율
이 과테말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낮은 이수율의 주요 원인으로
는 토착민 학생의 중도 탈락이 지적된다. 과테말라 교육부의 교육지표 개선의지와 적극적
인 태도는 과테말라 교육환경의 장점이지만, 높은 중도 탈락율과 열악한 교사･교구 현황,
예산의 부족, 교육의 질 문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 과테말라 교

42) Ⅴ장 1절 과테말라는 공동연구진 중 홍영란, 정상희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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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발협력 사업은 높은 기초교육 등록률에 그치지 않고,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켜 전기중
등교육 및 직업교육으로 연계되는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사 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과테말라 취약계층의 교육에 대한 소외 및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계
층 진입 장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테말라의 교육 격차는 주로 산악오지 및 농촌지
역 거주민과 토착민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발생한다. 토착민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격차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1) 지리적으로 정규교육 및 비정규 교육에 대한 접
근성의 한계가 크고, 2) 공식어(스페인어) 교육이 부족하여 중도탈락률이 높고, 3) 학령기
아동이 가사활동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토착민 여아의 경우 가사 및 동생 양육에 투입되어 중도탈락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소외계층은 대개 절대적 빈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마쳤더라도 경제적
인 문제 때문에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실패한다. 실제로 과테말라의 아동노동인구의 비율
은 25.8%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여아의 평균수학연한이 5년으로 남아(6.4년)에 비해 짧
다(UNDP, 2014). 2014년도 인간개발보고서의 ‘HDI 불평등 지수(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교육 불평등 지수(Inequality-adjusted Education
Index Value)’ 항목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교육 불평등은 0.309로 라틴아메리카 평균인
0.502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과테말라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 지수
(Inequality adjusted Income Index)’는 0.367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평균인 0.474보
다 낮다(UNDP, 2014).43)
이처럼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은 공식 언어 문해능력과 산수·수학에서 어려움을 겪
게 되며 취업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뒤쳐지게 된다. 상술한 문제들은 해당지역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장기적으로 과테말라에 악영향을 미친다. World Food Programme에 따르면 현재
도 과테말라 국민의 53%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13%는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WFP 홈
페이지). 특히 교육격차의 주요 원인이 빈곤과 아동노동인 만큼 중도탈락률 및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소득수준 개선, 학부모 교육, 스페인어 교육이 함께 병행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과테말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43)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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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이 대 과테말라 교육협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직은 과테말라 현지 전문
가와 교육개발 컨설턴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ODA 규모가 타 국가에 비
해 작고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단발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사업은 사후평가가 어렵고 성공적인 사업이 있
더라도 타 지역이나 타 국가에서 후속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또한 교육 분야의 특
성상 보건, 환경, 젠더 등 타 분야와 연계하여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각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나) 대 과테말라 교육협력사업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사회는 계층 간 진입장벽이 없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됨
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은 저
개발국이 대･내외의 환경적 제약과 주변부 국가로서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나아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사회
적 개입을 높여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과테말라 사회는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
게 주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 및 계층 간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
적･사회적 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정책이나 정치적 행동이 원만하게 진행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은 ‘기초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의 교
육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타 공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는 첫째, 교사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제고, 둘째, 산악오지 및 농
촌지역의 포괄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 셋째, 타 공여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발굴을 제시할 수 있다.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선정 이유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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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양성과 교재교구의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과테말라의 높은 등록
율에 걸맞은 이수율 및 진학률을 달성해야 한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개선되면 전기중등교육
과 후기중등교육과정에서 기초 직업교육 및 심화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
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로 이어지며 교육수준
이 높아진 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농촌･산악오지 지역에 교육과 환경·여성·산업·보건 등 여타 분야를 연계한 포괄적
인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소득과 교육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과테
말라의 중도탈락률은 2014년 29.1%로 매우 높으며 아동의 노동인구 비율도 25.8%로 높
은 편이다(UNDP, 2014). 가정의 소득 및 생계문제와 중도탈락률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득수준이 낮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일수록 중도탈락률이 높
다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
되거나 지역사회의 소득수준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여성
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해야 한
다. 과테말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남성
의 73.9%에 그친다(ECLAC, 2014)44).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은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과테말라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경제적 의존
도가 큰 여성이 혼자가 되는 경우 곧바로 가족전체가 빈곤에 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공용어 교육이 취약하면 자녀들도 미래의 공용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다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여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
상술한 이유 외에도 여성, 토착민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는 타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협력사업의 주요 대상 집단인 소외
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인적자원이 개발될수록 자기 주도적인 수원국 중심의 개발
협력이 가능해지고 이는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한국과 여타 공여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한국
의 ODA 투입 전략은 중남미 및 과테말라 지역 전문가 및 교육개발 컨설턴트가 부족한 현

44) 남･녀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참고로, 6-9년의 교육을 받은 경우
73.9%, 10-12년의 교육을 받은 경우 82.8%, 13년 이상 받은 경우 62.8%임.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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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 타 공여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 파트너십’의 측면에서 국제기구 및 공여국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지역 NGO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교육개발협력 체계 진단
국가교육법 5조에 따르면 과테말라 교육시스템은 교육부, 교육공동체, 교육기관으로
구성되며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45)이라는 두 가지 하위체제로 분류되어 있다(윤종혁 외,
2013: 105; 박환보, 2013; 과테말라 교육법 번역본 자료).
과테말라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는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MINEDUC)이며, 국가교육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ducación: CNE)와
협력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114).46) 교육부는 장관 1명 외 기술차관(Vice Despacho
Tecnico), 행정차관(Vice Despacho Adminstrativo), 이중언어 및 다문화 교육차관(Vice
Despacho de Educación Biling e e Intercultural), 교육기획 및 질 관리 차관(Vice
Despacho de Diseno y Verificación de la Calidad Educativa) 등 주요 분야별 4명의
차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실무 실국과로 구성되어 있다(MINEDUC, 2014).
한편, 지방교육행정은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내 교육 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단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업무와 운영 등 일정부분에서 권
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지만 재정관리 등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현재 과테말라는 완벽한 교육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황이
지만, 최근의 정부 교육정책은 지역현황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방분권적 개혁을 강조
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116; 과테말라 교육부 인터뷰 결과, 2014.7.8.).
SEGEPLAN은 과테말라 대외협력의 창구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부
처와 공공기관은 별도의 목표와 실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우선과제와
공공정책과의 연계가 미비한 경우도 있다(SEGEPLAN, 2013: 9). 따라서 과테말라 정부는
SEGEPLAN의 조정기능 개선과 절차적 효율성 등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과테말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G13라는 원조 공여국 협의체를 언급할 필요
45) 국가교육법에 의하면 비형식교육이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제외된 국민에게 국가와 기관이 실행하는 교육 과정이다.
박환보(2013).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자료집(I): 과테말라; 과테말라 교육법 번역본 자료 참조
46) 교육부 외 관련 교육정책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1차 년도 연구인 윤종혁 외(2013)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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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G13란 1999년 13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9개 공여국과 IDB, 세계
은행, IMF, UNDP, EU, 미주기구(OAS) 등 6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이다(G13, 2014). G13의
의장국은 영어 국가명의 알파벳순에 의해 회원국 간에 순환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본 기구는
고위급 간 정책대화(Grupo de Diálogo)인 정치적 성격의 협의체와 실무차원에서 주로 운영하
는 정책과 기술협의체(Grupo de Coordinacián de la Cooperación-GCC), 협력 대상 분야
혹은 주제별 협의체라는 3가지 수준에서 구성되고 있다(Caná외, 2011). 특히 협력 분야별
협의체는 보건, 교육, 치안 및 사법, 환경 및 수자원, 식량안보 등 5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경우는 회원국 간의 정보공유와 교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한국은
G13의 분야별 협의체 참석을 통해 타 공여국 및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지표를 토대로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의 제도적인 역량을 분석
하였다. 우선적으로 재정관리 및 조달 체계의 질이 높지 않고, 과테말라 정부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비율도 낮은 편이다. 또한 프로그램형 원조(Programme Based Approach:
PBA)를 통한 지원 비율이 낮으며,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제와 상호책임성도 부족한 수
준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테말라 정부 주도
의 시스템 활용비율을 높이고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Ⅴ-1> OECD 파리선언 지표 조사: 결과와 목표
원칙

지표
2a. 재정관리 체계의 질

원조
일치

원조
조화

2b. 조달체계의 질

2008

2009

2010

3.52

3.52

3.52

2010 목표

격차

5이상/검토

-

-

-

-

-

5a. 수원국 재정관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22%

37%

26%

40%

14%

5b. 수원국 조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13%

53%

31%

45%

14%

9. 프로그램 원조(PBA) 비율

36%

24%

7%

66%

59%

10a. 공여국간 공동조사단 활용

35%

51%

69%

40%

-29%

10b. 수원국 공동분석

61%

57%

29%

66%

37%

성과 관리 11.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제구축
상호 책임성 12. 원조효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

진행 중

35%

35%

진행중

100%

100%

주 : (*) 세계은행 ‘개도국 정부정책 및 제도 평가지수(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에 따라
1(low)∼6(high) 범위에서 평가
출처 : SEGEPLA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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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과테말라는 원주민 비율이 높고 지역, 인종, 계층 간 격차가 크며 이러한
상황은 빈곤, 실업, 치안부재와 연관되어 정치,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취약한 특정지역과 계층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하는 선
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문화적 다양성, 사회통합, 원주민의 교육 접근성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협력과제 선정
이상의 사항을 바탕으로 과테말라와의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과정에서 개발한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를 적용하고자 한다. I장에서 언급하
였던 바와 같이, 본 매트릭스는 세부적인 과제선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국제교육지표를 통해 바라본 과테말라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의 현
황과 연구자가 분석한 과테말라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 자료를 통
해, 한-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림 Ⅴ-1]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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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화를 통해 본 매트릭스 결과에 나타난 과테말라는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모두에서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수요는 초중등교육
순취학률, 등록률 성비, 15세 이상 성인문해율, 정부의 교육예산 투자비율 등 국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과테말라의 교육수요가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는 점은 결국 중남미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공여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과테말라의 기초교육과 중등교육 사업가능성을 평
가한 결과,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정책 및 한국의 교육지원 역량과 전략, 타 원조기관과의
연계가능성 여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에 대한 사업가능성이 중등 및 중
등이후교육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매트릭스를 통해 교육수요와 사업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효과적이고 타당한 한-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기초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세부 추진과제
(1)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과테말라 교육 분야의 현안과제는 교육기회 접근성 향상과 질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
미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세가지 과제는 첫째, 교원의 역량 강화와 학생의 기초학
력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 둘째, 지역개발과 연계한 포괄적인 교육개발협력,
셋째, 다양한 개발주체 간의 협력과 관리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목
표는 교사훈련과 역량 강화를 통해 초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는 현지조사
시 과테말라 교육부에서 특히 강조했던 우선과제 중 하나였다(과테말라 교육부 인터뷰 결
과, 2014.7.8.)47). 과테말라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역량
강화 및 초중등교육 분야의 수학과 언어능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을 강조하였다(과테말라 교육부 인터뷰 결과, 2014.7.8.).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과테말라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원 전문화
를 지원하는 개발연수 프로그램(Programa Academico de Desarrollo Profesional

47) 현재 과테말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해와 수학능력 향상, 그리고 교원양성 및 교원의 재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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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ente: PADEP/D)’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ADEP/D 프로그램은 교사
의 자격요건을 고등교육 졸업 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러한 목적으로 산카를로스 국립대학교(USAC) 내 중등교육 교사양성학교(EFPE
M)48)에는 2년 과정의 20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수료한 현직교원(유치원,
초등교육)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박환보, 2013; MINEDUC PPT). 4개 학기로 구분
하여 실행하는 전문과정은 유치원과 초등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각각 다문화·간문화
(Intercultural)와 이중 언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는 주로 유치원 교원의 다문
화·간문화 전문과정의 교과목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 Ⅴ-2> 교원 전문화 개발연수 프로그램 (PADEP/D)
: 유치원 교원의 간문화(Intercultural) 전문 과정
학기

교육과정

1학기

⋅과테말라의 사회문화적 현실, 다문화, 이문화 교육, 연구 및 전문화 개발, 수학과 논리적 사
고, 커뮤니케이션과 언어

2학기

⋅아동의 진화적 개발, 교육심리학, 경영과 교육법, 계획과 학습평가, 직업윤리와 교사의 책임

3학기

⋅교육에 ICT적용, 교육과정 디자인과 개발입문, 특수교육, 유아교육과 질에 관련된 요소, 0~6
세 아동교육

4학기

⋅학습능력과 학습영역,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학습, 지역사회 및 자연과 학습, 예술적인 표현
과 학습, 체육과 학습

출처 : USAC(2009)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공교육 부문과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과정으로 주말에
운영되고 있으며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MINEDUC PPT). 초기 단계에서는 알타
베라파즈(Alta Verapaz), 바하 베라파즈(Baja Verapaz), 웨웨테낭고(Huehuetenango),
끼체(Quiche), 산 마르코스(San Marcos), 솔롤라(Solola), 토토니카판(Totonicapan) 등
45개 극빈곤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며, 직장 내 성과급 부여 등과 연계하여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MINEDUC PPT).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제도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교육(15%), 학생에 대한 특성을 인지하고 학습과정으로 지도하는 연수교육

48) EFPEM은 1968년 산카를로스 대학 내 인문학부 소속이었으며, 교육실행기관으로 창설되었다(Universidad de San Carlo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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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수기술 및 방법론적 교육(6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또한 공통분야와 전문분
야로 나뉘어 각각 1년 동안 10개의 강좌를 수료하도록 되어 있다(MINEDUC PPT).
과테말라 교육부에 의하면, 2013년 8월에는 12개 주 74개 지역에서 7,797명이 참가했
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12개주 100개 지역에서 8,300명이 참가하였다(MINEDUC, 2014:
38). 현 과테말라 정부는 본 과정의 수료교사에 대해 성과급을 제공하고 더 많은 지역과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과테말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과의 연
계와 향후 확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과테말라 정부의
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유치원과 초등교육 교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대상을 중등교육 교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질 확보가 어려운 농촌지역을 중
심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
로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의 첫 번째 단계는 사업대상 지역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체계 구성
을 위해 지역의 현황, 기준치 및 목표 등 기초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산
카를로스 국립대학교 내 EFPEM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가 지원할 수 있는 재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운영기관의 역량을 개선하고 효율성
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수학과 과학
등 비언어적 분야의 교과목과 교수법 개선을 위한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실례로 위 표에
서 제시된 유치원 교원의 다문화·간문화(intercultural) 전문과정의 교과목에서 ‘수학과
논리적 사고’, ICT와 관련된 교과목 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설치된 교과목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수
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과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토요강좌 외 ICT를 활용한 원격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연수를
위한 대상 지역과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역내 국가와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과정의 선진화와 효
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49). 이와 관련하여 JICA는 교원연수에 대한 경
49) SEGEPLAN의 통계에 의하면, 2011-2012년 과테말라의 주요 협력국은 멕시코(30), 콜롬비아(19), 칠레(15)였다
(SEGEPLAN, 20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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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상황에 부합하는 교원 연수법 전수와 수학분야의 교수법 개
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과테말라 JICA 인터뷰 결과, 2014.7.9.). 과테마티카
(Guatematica, 과테말라와 수학의 합성어)는 JICA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초등
교육 수학 교과서와 교원용 수업 지도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처럼 JICA는 현지에
맞는 교수법 개발과 개선,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산카를로스 국립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테마티카를 확대하고 있다(JICA, 2014; 과테말
라 교육부 인터뷰 결과, 2014.7.9.). 따라서 한국은 JICA의 수학교육 지원사업과 같은 타
공여국의 성공사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서 젠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의 취약계
층인 원주민 여성, 농촌지역 거주 여성, 미혼모 등에 대한 지역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교원의 성별, 계층, 거주 지역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여성의 기회를 증진하고 전문 인력 양
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Ⅴ-3>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안 )
구분
목표

시행전략
및
내용

내용
⋅초중등교육의 질제고
- 현직 교원의 역량강화(재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강화)
⋅과테말라 교원의 역량강화 현황 및 정책분석
-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자문
- 체계적인 성과 틀 구성 위한 지역현황, 기준치 및 목표 등 체계적인 기초조사
⋅교원연수 기관의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교수법 개선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수학과 논리적 사고, 과학, ICT 등) 및
자문
- 장학금과 성과급 지급대상 확대
⋅재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 ICT를 활용한 원격교육 강좌 개발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와의 남남, 삼각협력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젠더 요소 고려
- 기존 교과과정에 젠더 시각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분석
- 재교육프로그램 참석 교원의 남녀비율 분석
- 여성의 참여율 확대와 여성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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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해관계자
(과테말라 측)

기대효과

기대사업성과

내용
⋅교육부(MINEDUC)
⋅교사협회(Asociaci n Nacional Magisterial)/교육노동조합(ANM/STEG)
⋅산카를로스 국립대학(USAC): 중등교육 교사들을 위한 연수학교(EFPEM)
⋅교원의 재교육 기회제공
⋅교원의 역량강화
⋅교육의 질제고
⋅단기적인 성과(output)
- 교원역량 강화정책 수립 및 자문(횟수)
- 교수법 개선 및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횟수)
- 장학금 및 성과급 지급대상(인원 수)
- ICT를 활용한 교육개발과정(횟수)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연수프로그램 개발(횟수)
- 교육자 만족도 조사

출처 : 과테말라 교육부 교원연수 프로그램(Programa Academico de Desarrollo Profesional Docente) 및 임진호(2013)
를 토대로 재구성

위에서 제시한 초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과테말라 정부와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책적 우선과제의 틀 내에 있으며, 현재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수원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
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과 과학 분야의 교과목 개발 및 교수법
개선, ICT활용을 통한 원격교육 지원 등은 우리가 보유한 강점과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JICA는 수학분야의 교수법 전수와 교원양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분야를 지원할 때에는 JICA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지원할 경우, 수학 대신 과학 혹은 ICT를 활용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현직 교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교원의 역
량강화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지표는 교원의 역량강화 정책수립 및 자문(횟수), 교수법 개선과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횟수), 장학금 및 성과급 지급대상(인원 수), ICT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횟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연수프로그램 개발(횟수) 등으로 나
타난다. 그리고 교육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성적 측면에서 사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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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개발과 연계한 포괄적 교육개발협력
중남미 19개 국가들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교육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4년 UNDP에서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의 인간개발지수는 0.740이었으며, 학령기 아동의 초등교육 총
등록률은 106%, 평균 및 기대수학년도는 각각 7.9년과 13.7년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과테
말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628로 전체 187개 국가 중에서 125위에 해당한다(UNDP,
2014). 이는 전 세계 평균 0.702나 중남미 국가 평균인 0.740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이다.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과테말
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72.1세이고, 평균수학연한은 5.6년, 기대 수학연한은 10.7년, 그
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US$6,866이다(UNDP, 2014).
특히 교육관련 지표와 관련해서 볼 때, 15세 이상 성인문해율이 75.9%에 불과하다. 과
테말라는 1997년 이후 6년제 초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학업연한이 5.6년으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교육에서 중도탈락률이 29.1%로 전 세계 평균이나 라틴아메리카 평균
(14.6%)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윤종혁 외, 2013;
UNDP, 2014).
지역사회개발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포괄
적 교육개발협력의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선진 공여국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 원주민과 비원주민 등 사회경제적인 배경
에 따른 극심한 교육 불평등이 존재하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재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개발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정부의 중남미 지역
지원 전략인 “빈곤층을 위한 성장전략에 기반을 둔 사회 인프라 지원”과 연관성이 깊으며
따라서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다양한 협업과제로 확대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d). 미국 USAID가 2012년 발표한
과테말라 개발협력 전략의 3대 개발목표에 있어서 교육은 두 번째 개발목표인 “서부 산악
지대의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하위 세 개 영역 중 하나로 “교육의 질
과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USAID, 2012). 특히 과테말라에서 가장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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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산악지역 중 하나인 끼체(Quiché)에서 ‘농촌지역공동체에 대한 교육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고, GIZ 과테말라 사무소 역시 가장 낙후된 서부 산악지역인 알타 베라파즈(Alta
Verapaz), 바하 베라파즈(Baja Verapaz), 웨웨테낭고(Huehuetenango), 끼체(Quiche)
의 네 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한-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은 가장 일차적으로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과테말라
교육부의 정책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지역사회개발과 연결시켜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질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테말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OICA 또는 굿네이버스 등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낙후빈곤 지역
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50)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낙후빈곤
지역 마을학교의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별
로 학력보충을 위한 수업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특기 및 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는 교육적으로 소외된 빈곤층과 산악오지 중심의 낙후지역 학
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복지의 증진과 교
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사회개발과 연계
한 포괄적 교육개발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낙후빈곤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방과후 학교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면 수업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학교까지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 방과후 노동이나 가사 등으로 인한 참여율 및 참여의 지속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Ⅴ-4> 낙후빈곤 지역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안 )
구분
목표
지역 및 계층
대상

내용
⋅지역사회개발과 연계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및 질 제고
- 낙후빈곤 지역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역 :- 끼체(Quich ), 솔롤라(Solol ) 등
⋅계층 : 기존 마을학교 재학생, 인근 학령 아동, 학부모 등

50)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 참여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
동을 의미한다(서울시교육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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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전략
및
내용

이해관계자

기대효과

기대
사업
성과

내용
⋅해당 지역 마을학교 교육 운영 현황 분석
- 성과 틀 구성을 위한 지역현황, 기준치 및 목표 등 체계적인 기초조사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수립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기본계획 수립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세부 추진계획 수립
⋅지역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실 및 기자재 지원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실 신축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재, 도서 및 관련 기자재 지원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원 및 보조교사 연수
-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 전수
-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학부모교육
-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부(MINEDUC), 주정부
⋅KOICA, 굿네이버스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개발
⋅빈곤낙후 지역의 빈곤 감소 및 사회적･교육적 질 제고
⋅학령층 아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인식 고취
⋅낙후빈곤 지역 마을학교 교육환경 개선
⋅낙후빈곤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확대
⋅단기 및 중장기적인 성과(output)
- 방과후 학교 교실 운영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자문(횟수)
- 방과후 학교 교실 신축(횟수)
- 교사용 지도서 개발 자문(횟수)
-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보급(횟수 및 권)
-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 전수를 위한 연수(횟수)
-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횟수)
- 교육자 만족도 조사
- 학업성취도 조사

위의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의 대상지역은 원주민 인구비율, 원주민 빈곤율, 접근성, 기
존 사업과의 연계성, 타 공여기관 및 NGO 등과의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끼체
(Quiche)와 솔롤라(Solola)지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각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지역 모두 원주민 인구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 원주민의 빈곤율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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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지역 선정 기준 및 현황>

○ 사업 대상 지역 : 끼체(Quiché), 솔롤라(Sololá)
○ 지역 선정 기준
- 원주민 인구 비율, 원주민 빈곤율, 접근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타 공여기관
및 NGO 등과의 협력 가능성, 현지출장 조사 결과 등
- 특히 서부 산악지대인 끼체 지역은 과테말라의 22개 주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보건 등 사회 제반 분야에서 극심한 소외지역임(KOICA, 과테말라 끼체주 산
타마리아 네바흐시 안티구오 숑카마을 식수공급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2010a)

○ 사업 대상 지역 현황(다음 면의 <표Ⅴ-5> 참조할 것)
<표 Ⅴ-5> 사업대상지역 현황
구분

끼체(Quiché )

솔롤라(Sololá )

총 인구 (단위: 천 명, 2010)

921.4

424.1

인구밀도 (거주자/km², 2010)

110.0

399.7

여성

51.5

50.6

농촌 인구 (2006, %)

72%

49%

원주민 인구 (2006, %)

90%

94%

원주민 빈곤율(2006)*

84%

76%

인간개발지수(HDI) 2006**

0.610

0.606

평균 가구 크기 (2006)

6.0

5.5

중간 나이 (2006년)

15

18

주 : (*) 과테말라 평균 : 51%(극빈곤층 15%+빈곤층 36%), Quich
30%+빈곤층 46%

: 극빈곤층 27%+빈곤층 57%, Solol

(**) 과테말라의 HDI 지수는 0.702, Human Development Reports of Guatemala.
출처 : INE, Population Projections.

○ 사업대상지역 교육개발협력 사업관련 기타 현황
<표 Ⅴ-6> 사업대상지역 교육개발협력 사업관련 기타 현황
구분

끼체(Quiché )
Santa Cruz del Quiché(수도)
- 과테말라 시티: 144km

접근성*
중등교육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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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롤라(Sololá )
Sololá(수도)
– 과테말라 시티 : 115km

전기(3년)

21%

38%

후기(3년)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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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빈곤층

구분

끼체(Quiché )

< KOICA >
- 끼체주 산후안 꼬찰시 교육 인프라
타 공여기관 기존 사업
강화 사업

솔롤라(Sololá )
< 굿 네이버스 >
- 아궁이 개선사업(Cook Stove
Improvement Project)

- 끼체주 산타마리아 네바흐시 안티구오 - 솔롤라주 산타마리아 생활용수 정화
숑카 마을 식수공급 사업
사업(Living Water Purifier)
주 : (*) 구글 지도 기준
(**) 과테말라 전기 중등교육 보급률 40%, 후기 중등교육 보급률 21% (2009)
출처 : Mineduc.

(3) 개발주체 간의 협력 및 관리체제 강화
1차 년도에서 제시되었던 세 번째 과제인 ‘개발주체 간의 협력 및 관리체제 강화’와 관련
하여, 과테말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께 계산합시다(Contemos Juntos)’라
는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 과정과 초등교육(1-3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목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학습능력을 개선하며 이외에도
교원의 교수법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교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는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와도 연관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특성은 가족, 지역사회, 학교의 수준에서 각각 실현할 수 있는 역할과
다양한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MINEDUC, 2013). 교육부는 3단계 실행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51), 1단계인
2013년에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을 설계했으며 유
치원과 초등교육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였다. 또한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의 상호작용과 놀이를 통해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각각의 광
역자치단체, 시군구 등 지역차원에서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위원회
등을 형성하였다. 2단계인 2014년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기존 유치원과 초등교육기관 뿐
아니라 중등교육 기관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 차원에서 관련 교원에
게 수학교육 방법론을 전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과 그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지역과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1) 단계별 실행계획은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등 세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과테말라 교육부(2013)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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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인터뷰한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과테말라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과테말라 교육부 인터뷰 결과, 2014.7.8.), 이에 대한 연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함께 계산합시다(Contemos Juntos)’의
목표와 구성요소를 토대로 수학과목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의 <표 Ⅴ-7>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의 운영정책과 교수법 개선 및 교과서 보급을 통해 초중등교육
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및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중
점지역과 계층으로부터 확대하여 굿네이버스에 의해 교육과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로마 블랑카(Loma Blanca), 빠띠시아(Patzicía), 솔롤라(Solola), 아카테낭고
(Acatenango)52)을 고려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정책에 대한 자문으
로 ‘함께 계산합시다(Contemos Juntos)’의 2015년 이후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이러한 국
가정책을 각 주와 시 차원으로 보급,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개발 및 보급과 관련
하여 현재 교육부와 JICA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육 수학교과서 보급 사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다(과테말라 교육부 및 JICA와의 인터뷰 결과, 2014.7.9.). 또한 향후에는 중등
교육 교과서 개발과 보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교원연
수를 통해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을 전수하고 교원용 지도서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시, JICA와의 협력 체제를 토대로 공동사업을 모색
할 수 있다(과테말라 교육부 및 JICA와의 인터뷰 결과, 2014.7.9.). 넷째, 본 프로그램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기초교
육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교
원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테말라 인접국가의 전문가를 활용한 남남, 삼각협
력 형태를 통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과과정, 교과서, 교원용 지도서의 개발과 자문의 과정에서는 젠더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2) Loma Blanca, Patzicia, Solola, Acatenango는 2008년부터 굿네이버스가 지원하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
다(과테말라 굿네이버스 인터뷰 결과, 2014.7.9.; 굿네이버스 프로그램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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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수학 교육과정의 개선 프로그램(안 )
구분
목표

내용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
- 수학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

지역 및 계층 ⋅지역 : Loma Blanca, Patzicia, Solola, Acatenango 등
대상
⋅계층 : 기존 유치원,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확대

시행전략
및 내용

이해관계자

⋅교육과정 운영정책 마련
- ‘함께 계산합시다(Contemos Juntos)’의 2015년 이후 실행계획 보완에 대한 자문
- 주, 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보급 및 확대
⋅교과서 개발 및 보급
- 유치원, 초등교육 대상 기존 교과서의 보급 확대
- 중등기관을 위한 교과서 개발지원
⋅교원연수
-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 전수
-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교육
- 수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젠더적인 요소 고려
- 교과과정, 교과서, 교원용 지도서에 젠더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 분석
⋅교육부(MINEDUC), 주정부
⋅KOICA, JICA, 굿네이버스
⋅그 외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 인접국

기대효과

⋅수학교육과정 개선
⋅교육의 질제고
⋅타 공여국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제 구축

기대
사업성과

⋅단기적인 성과(output)
- 교육과정 운영 실행계획 및 자문(횟수)
- 교사용 지도서 개발자문(횟수)
- 교과서 및 교원용 지도서 보급(횟수 및 권)
-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 전수를 위한 연수(횟수)
- 가족, 친구, 지역사회 대상 교육연수(횟수)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연수프로그램 개발(횟수)
- 교육자 만족도 조사
- 학업성취도 조사

출처 : 과테말라 교육부 수학능력 개선프로그램(Contemos Juntos) 및 임진호(2013)를 토대로 재구성

본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 제고를 모색할 수
있다. 이외에도 JICA 등 타 공여국과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단기적
인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지표는 교육과정 운영 실행계획 및 자문(횟수), 교사용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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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문(횟수), 교과서 및 교원용 지도서 보급(횟수 및 권),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
전수를 위한 연수(횟수), 가족, 친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횟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
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프로그램은 한국의 지원 경험이 많지 않았던 기초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JICA,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체제를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와 외부의 위험요인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표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요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외부적으로 과테말라는 수출, 투자, 송금유입 등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변화요인에 취약하다.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위기상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진, 홍수 허리케인과 같
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국가개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도별 전략과 사업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위험
요인에 따른 사업목표와 예산수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과테말라는 지난 36년간의 내전종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계층간 불평
등, 범죄와 폭력 등으로 정치상황과 치안이 불안정하며 대통령궁 기획청(SEGEPLAN)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거버넌스 상황이 미비하다. 따라서 과테말라 시스템을 활용한 타
공여국의 원조비율이 낮고 특히 평가나 모니터링 체제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따라야 하며, 성과관리 체계를 개
선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과테말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다당제 연립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여당
은 국회에서 158석 중 62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정당의 평균 수명은 7.6년으로 1985년
이래 무효로 선언된 정당이 50개 이상이었을 만큼(세계은행, 2012) 연립과 분열양상이 잦
으며 조직화가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분열된 정당과 허약한 의회민주주의로 인해 정책적으
로 불안정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정책의 우선순위, 교육부 담당자 등의 변동에 따라
정책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변화요인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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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타 공여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발생 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치,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중남미에 대한 ODA지
원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사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과테
말라에서 교육 분야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우리 정부가 새롭게 구
상할 제2차 국별 협력전략(CPS)에 교육 분야가 중점분야로 포함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변화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한국은 G13 등 현지 공여국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
고 있으나 향후에는 본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분야별 협의체에 참석함으로써 타 공
여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표 Ⅴ-8> 리스크 매트릭스(안)
출처

외부

위험요인

⋅지역/미국 경제 환경의 악화
⋅연도별 전략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 특히,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과 미국
목표 및 원조예산 수정
거주 과테말라 교민이 보내는 송금에 의존 ⋅개별사업 조정을 통한 관리
⋅자연재해 발생
(지진, 허리케인, 홍수 등의 빈발)

과테말라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거버넌스 체제의 미비
⋅사업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대통령궁 기획청(SEGEPLAN)과 교육부의 ⋅사업평가와 성과관리 체제개선을 위한 역량
기능미비, 낮은 수원국 시스템 활용 비율, 강화 지원
미흡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창구 개설
- 치안불안정, 부정부패, 사회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책변동 가능성
- 약한 정부, 교육부 담당자, 예산, 우선
순위의 변동

한국

관리방안

⋅현재 정책의 지속성과 정치적 변화요인 분석
⋅타 공여국과의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통한
공동대처

⋅정책변동 가능성
⋅2015년 이후 1기 CPS종료 시, 대중남미 ODA
- 중남미 국가에 대한 ODA지원감소
정책, 예산, 중점분야의 방향에 대한 지속적
(한국의 재정지원 문제)
인 모니터링
- CPS에서 교육 분야는 중점분야에 미해당 ⋅정치, 경제적 변화요인 분석
⋅타 공여국가와의 협력약화

⋅현지 인력증원을 통한 공여국(분야별) 협의체
참여
⋅G13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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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과테말라 교육 분야의 성과관리 역량과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부처는 SEGEPLAN과
교육부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SEGEPLAN은 대외협력의 창구와 조정의 역할, 국
제협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과테말라 SEGEPLAN과의 인터뷰 결과,
2014.7.7.). 현지조사 결과 SEGEPLAN 담당자는 SEGEPLAN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현 과테말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책의 이행과 달성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과테말라
SEGEPLAN과의 인터뷰 결과 2014.7.7.).
이처럼 과테말라 정부의 성과관리 역량은 부처별로 다르며, 교육 분야의 사업과 프로그
램 성과관리는 실질적으로 교육부 내 관련부서인 ‘교육기획 및 질 관리 차관’(Vice
Despacho de Diseno y Verificación de la Calidad Educativa) 아래 모니터링을 담당하
고 있는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과테말라 교육부와의 인터뷰 결과,
2014.7.8.). 그러나 주지하는 것처럼, 과테말라의 성과관리 체제와 역량은 전반적으로 부
족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성과관리 틀보다는 타 공여기관의 지원을 통해 개별적인 프로
젝트 단위의 성과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지역의 기준치와 목표치 등 통
계 자료를 조사한 후 세부적인 지표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모니터링 체
계와 성과관리의 틀을 과테말라 정부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내부와 외부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
향, 지속가능성, 범 분야 이슈의 반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업구성 요소들을 점검하고
기획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래의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산출물과 초기결과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성과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원역량강화 및 교과과정 개선 프로그램의 사업요소를 기준으로 성과관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성과관리 틀은 다음의 <표 Ⅴ-9>와 같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기획한 투입요소에 따라 산출물(output), 초기결과(outcome), 중기결과 및 최종결과를 도
출하고 이에 따른 성과관리의 틀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성과관리 틀은 교육 분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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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프로젝트 수준(project-level)에서 구체적인 예산, 사업기간, 통계의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등 세부적인 정보와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산출물과 초기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산출물이나 초기결과가 중기결과나
장기적인 영향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표 Ⅴ-9> 성과관리 체제(안): 초중등교육의 질제고
투입요소
(Input)

성과
산출물
(output)

초기결과*
(outcome)

중기결과
(outcome)

➀ 교원역량 현황
및 정책분석
➁ 교원연수 기관
교원
의 역량강화
역량
및 운영의
강화
효율성 제고
➂ 재교육프로그
램의 선진화

⋅교원역량강화 정책, 자문(횟수) ⋅해당지역의 학사 ⋅교원의 재교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횟수) 학위 교사비율
육 기회부여
⋅장학금과 성과급 지급대상
⋅교사의 이직율
⋅교원의 역량
강화
(인원)
⋅ICT활용한 강좌개발(횟수)
⋅학생의 만족
⋅남남, 삼각협력을 활용한 프로
도 증가
그램 개발(횟수)
⋅교육만족도

➀ 교육과정 운영
정책
➁ 교과서 개발
및 보급
수학 ➂ 교원연수
교과 ➃ 가족, 친구,
과정
지역사회 교육
개선

⋅교육과정 운영 실행계획 및
자문(횟수)
⋅교사용지도서 개발 자문(횟수)
⋅교과서 및 교원용 지도서보급
(횟수 및 권)
⋅가족, 친구, 지역사회 대상 교
육연수(횟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연수프로그램(횟수)
⋅교육만족도 조사
⋅학업성취도

최종결과
(impact)

⋅학생 당 교과서 ⋅교원의 역량 초･중등
교육의
보유비율
제고
질제고
⋅교원의 수업지도 ⋅학업성취도
서 보유 비율
증가

주 : (*) 세부 성과와 지표는 기준치(baseline)의 조사 후에 결정될 수 있음.

향후 실제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러한 성과 틀을 토대로 교육 분야의 개별적인 사업이
어떻게 한국의 대 과테말라 정책과 연계되며, 또한 과테말라 정부의 개발목표 달성에 기
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증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준치, 목표치 등 구체적인 통계조
사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Ⅴ. 중남미 중점협력국과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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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제언 : 중장기 로드맵 구축
과테말라 교육 분야의 현안과제는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질 제고에 있다. 이
미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3가지 과제는 첫째, 교원의 역량 강화와 학생의 기초학
력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 둘째, 지역개발과 연계한 포괄적인 교육개발협력,
셋째, 다양한 개발주체 간의 협력과 관리체제의 강화로 소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목
표는 교사훈련과 역량 강화를 통해 초･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현지조사
시 과테말라 교육부에서 특히 강조했던 우선과제 중 하나였다.
두 번째로,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과테말라 교육부의 정책목표와 지역사회개발
을 연결시켜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질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낙후빈곤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 협력과제의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 운
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수학 교육과정의 운영정책과 교수법 개선 및 교과서 보급을 통해 초중등교
육의 질 제고 전략을 실천한다. 그래서 이를 목표로 과테말라 인접국가의 전문가를 활용
한 남남, 삼각협력 형태를 통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중점협력과제의 시행전략 및 추진내용에 근거하여 단기, 중기, 장기별
실행계획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Ⅴ-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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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활동계획
(1~3년)

중기 활동계획
(4~6년)

장기 활동계획
(7~10년)

교사훈련과 역량 ⋅과테말라 교원의 역량강화 현황 및 ⋅교원연수 기관의 역량강화 및 운영 ⋅재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강화를 통한 초중 정책분석
의 효율성 제고
- ICT를 활용한 원격교육 강좌개발
등 교육의 질 개
-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수
- 교수법 개선을 위한 재교육 프로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와의 남남,
선
립 및 자문
그램 개발(수학과 논리적 사고,
삼각협력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 체계적인 성과 틀 구성을 위한 지
과학, ICT 등) 및 자문
개발
역현황, 기준치 및 목표 등 체계 - 장학금과 성과급 지급대상 확대
⋅효과성 평가
적인 기초조사
⋅젠더 요소 고려
- 10년의 계획을 마무리하며 프로그램
⋅젠더 요소 고려
- 여성의 참여율 확대와 여성전문
의 효과성 평가
- 기존 교과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모색
영되었는가에 대한 분석
- 재교육프로그램 참석 교원의 남
녀비율 분석

과제

⋅교과서 개발 및 보급
3.개발주체 간의 남남･삼각협력을 ⋅교육과정 운영정책 마련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교육
협력 및 관리 통한 수학 교육과 - ‘Contemos Juntos’의 2015년 이 - 유치원, 초등교육 대상 기존 교과 - 수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
체제 강화
정 개선 프로그램
후 실행계획 보완에 대한 자문
서의 보급 확대
고
개발
- 주, 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보급
- 중등기관을 위한 교과서 개발 지 ⋅젠더적 요소 고려
원
및 확대
- 교과과정, 교과서, 교원용 지도서에
⋅교원연수
젠더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가에
-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 전수
대해 분석
-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타 공여국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제
구축

2.취약계층 교육 지역사회개발과 ⋅해당 지역 마을학교 교육 운영 현황 ⋅지역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역사회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및 연계한 취약계층
분석
위한 교실 및 기자재 지원
-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질 제고
교육기회 확대 및 - 성과 틀 구성을 위한 지역현황,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위한
교육기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
질 제고
기준치 및 목표 등 체계적인 기초
교실 신축
식 제고
- 낙후빈곤 지역
조사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 ⋅타 공여국(기관) 과의 협력체제 구축
마을학교 방과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수립
한 교재, 도서 및 관련 기자재 지 - 유네스코, 굿네이버스 등
원
후 학교 프로그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
⋅효과성 및 지속성 평가
램 운영
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기본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 10년의 계획을 마무리하며 프로그램
계획 수립
교원 및 보조교사 연수
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
-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세부 - 교수법 개선 및 교육방법론 전수
가
추진계획 수립
-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1.초･중등교육
질 제고

영역

교육기회의 접근성 향상과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표 Ⅴ-10> 과테말라 교육 분야 중점협력과제의 중장기 로드맵

2. 볼리비아53)
가.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발굴
1) 교육개발협력 비전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의 비전과 방향은 볼리비아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볼리비아에서 ‘교육’은 그 자체가 중립적
인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층적인 요인과 역학관계를
통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현재 볼리비아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국가 개발계획(Plan National de Desarrollo, 2006년-2011년)’으로 제
시한 4가지 정책 기조의 골격은 “민주적인 볼리비아(Bolivia Democratica)”, "생산적인
볼리비아(Bolivia Productiva)”, "품위있는 볼리비아(Bolivia Digna)”, "독립적인 볼리비
아(Bolivia Soberano)”이다. 이에 근거하여 특히 볼리비아의 교육정책은 ‘생산교육’을 화
두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은 이
러한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볼리비아 교육협력 비전은 2006년 제정된 ‘신교육
법(Avelino Sinani-Elizardo Perez)’과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을 고려하여 제시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히 도
전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진들은 2년차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야심찬 교육개혁 및 비전이 교육인프라 부족
과 전문성 미비,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여러 난관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볼리비아의 정치사회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2014년
시점에서 한국의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가정
에 입각하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볼리비아의 교
육협력 비전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윤종혁 외(2013:144)의 연구에서 중남미의 교육개발협력의 거시 방향은 ‘교육격차의 해
소’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중남미 권역은 아프리카 대륙
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절대 빈곤을 탈피한 권역이지만, 인종별, 민족별, 지역별, 계층
별로 벌어지는 교육의 양적･질적 격차는 매우 크다. 특히 볼리비아는 중남미 뿐 아니라
53) Ⅴ장 2절 볼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김진희, 황원규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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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인종, 민족, 지리,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불평등
성을 내포하고 있는 나라이다.54) 최근에는 ‘원주민 민족주의’가 두드러진 이념 기조를 형
성하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교육격차가 주요한 교육쟁점
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볼리비아는 취약계층인 ‘원주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을
통한 경쟁력, 생산력 강화’를 진작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교육은 소수민족의 생산적 사회능력을 배양하고 권익향상(empowerment) 및 인간개발을
위해서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인종, 다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원주
민의 교육 역량을 개발하는 추진 방향은 볼리비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교육의 강화와 일
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 국민의 기초 학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육의 질 제
고’와 학습성과 및 교육적 생산성을 연계하는 여러 분야(예컨대 직업기술교육)를 육성하
는 것이 주요 비전이 될 수 있다.
1차 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하자면 볼리비아 현 정부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의 일
환으로 원주민의 역량 강화, 생산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
다. 그래서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은 볼리비아의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 개인의 발
전을 위해서 생산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볼리비아는 한국 개발협력의 중점지원국으
로 선정되었는데, 2012년 채택된 국별 협력전략(CPS)에서 3대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 농
업, 보건/의료 분야가 선정되었다. 비록 교육이 중점협력 분야에서 제외되었지만, 중점협
력분야의 세부 프로그램에서 3개 분야 공히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인적자원
개발 혹은 교육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진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도 볼리비아 측의 교육협력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 비전(Vision)은 2012년 국별 협력전략(CPS)에서 제
시된 개발협력의 목표인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한 인종･지역･계층별 불평등 완
화”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확대하고, 여기에 “볼리비아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및 전략분야 지원”을 분야지원목표(Medium-term Goal)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
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개발목표(Sub-Program Target)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구사
업을 3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다음의 <표 Ⅴ-11>과 같이 정리하였다.
54) 세계은행이 집계한 볼리비아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563(2008년)으로 세계 최고의 불평등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최상위층 10%의 소득과 최하위층 10%의 소득을 비교한 십분위율은 93.8(2011년)로 나미비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 또한 각국의 지하경제를 조사한 세계은행의 연구는 볼리비아의 지하경제가 국민소득 대비 66.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추계하고 있다(세계은행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356,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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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비전
비전(Vision)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한 인종･지역･계층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분야지원목표
(Medium Term)

볼리비아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및 전략분야 지원

부문개발목표
(Sub-Program
Target)

기초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시설개선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 강화

직능기관 형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2) 교육개발협력 체계 진단
가) 볼리비아 교육 환경의 변천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의 특수한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525년 스페인 사람들이 볼리비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잉카제국의 교육방식 및 문화전수방식은 완전히 무시되었
고, 유럽식 교육제도가 식민지 거주 백인 및 일부 혼혈 지배계층에게 제공되었다. 원주민
문화 및 전통에 대한 교육은 독립(1825년) 이후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다가, 1994년
Gonzales Sanches de Lozada 대통령 집권 시기의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ERL 1565) 제정을 계기로 비로소 시작되었다. 볼리비아 정부는 교육재정을 지방으로 이
양하고, 원주민 언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기초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볼리비아
의 기초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1994년 4.4년에
불과하던 평균취학연수가 2001년 7.9년까지 확장되었고, 초등학교 등록률도 97%까지 높
아져서 남미 평균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55)
볼리비아 교육은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정권에 의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의 신교육법과 2009년 신헌법에 기초하여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55) 교육개혁을 통해 1994년 900만 볼리비아 달러의 교육투자예산이 1999년에는 1억 4,300만 볼리비아 달러로 늘어났다. 그리고
1999년까지 83%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행하였고, 전체 학교에 스포츠 용품을 지급하였다. 당시 급격한 취학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급을 확대하여 학생 대 교사 비율을 23.3:1 정도로 유지하였으며, 모든 학교에 사친회(Juntas
Escolares)가 조직되어 학부형들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사립대학교 교원을 1995년
534명에서 3,503명으로 확충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 및 다문화·다민족주의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한 점이다(http://education.stateuniversity.com/pages/169-171/Bolivia에서 2014. 10. 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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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진, 볼리비아(Bolivia Avanza)’란 구호 하에 농촌 지역에서 공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맞춤형 교육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원주민 친화적인
측면에서 “더욱 혁명적이고(Revolutionary), 생산적이며(Productive), 공동체주의적이며
(Communitarian), 탈식민지적인(Decolonized)” 교육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
부는 2006년 이래 범국가적인 문맹퇴치운동(Programa Nacional de Alfabetizacion)인

‘Yo si puedo (I can do.)’를 통해 농촌 거주 원주민들의 문해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학령
인구 취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맹퇴치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56)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이며 주체적인 교육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저항에 봉착하였
다. 대내적으로는 오랫동안 볼리비아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가톨릭 계열 학교
들과 도시지역 학부형을 중심으로 현 정권의 정책이 세계화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닌 ‘회고적-퇴영적’ 교육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반서구적인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을 초래하여 그동안 상당액수를 교육개발협력에 지
원하였던 외국계 기관 및 국제기구의 원조금액이 대폭 감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2013년에 미국원조청(USAID)과 덴마크 시민사회 단체가 철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이 볼리비아와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은 이런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히 신중하고
정제된 형태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나) 볼리비아의 교육행정체계
볼리비아의 교육행정체계는 중앙 정부에 교육정책의 총괄기관인 교육문화부
(Ministerio de Educacion y Culturas)와 과학기술정책 총괄기관으로 차관급 부처인 과
학기술부(Viceministerio de Ciencia y Tecnolog a de Bolivia)가 있다. 대학정책에
대한 각종 입법 및 정보 공지 등을 맡고 있는 대학집행위원회(Comité Ejecutivo de la
Universidad Boliviana)도 고등교육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교육행정체제는 지방행정체제와 병행하여 수립되어 있다. 즉, 산하에 광역
자치단체인 9개 주(Department) 별로 교육청(Seduca)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산하
56) 볼리비아의 문맹퇴치운동은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760,846명이 참가하여 목표 대비 92,4%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 8월까지 총 327개의 시군 중 205개의 시군이 비문해율 0%를 선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http://www.minedu.gob.bo/minedu/redirect.do?page=/pna/s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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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275개의 교육구(School District)가 관할 구역 내 학교들
의 교육행정을 지원감독하고 있는 체제이다.
다민족국가인 볼리비아는 다양한 인종 및 계층의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교육행정 체제의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9개 주의 교육감들에게 교육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9개 주의 교육청은 SEDUCA (Servicio Departmental de Educacion)로
불리고 있고, 중앙 교육부와 주 정부에 업무를 보고하는 위계체계를 유지한다.

나)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환경 분석
볼리비아의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파리선언의 지표를 중
심으로 볼리비아 정부가 제시했던 2010년 목표와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Ⅴ-12>와 같다. 볼리비아는 성과 중심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부문과 상호책임성
측면에서 정부와 공여국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파리선언의 지표달성 여부와 향후의 원
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몇몇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
나 수원국 재정관리 체제를 활용한 원조의 비율이 2010년 목표로 제시한 수준에 상당한
정도로 미치지 못하였으며, 원조조화와 관련하여 프로그램형 원조의 비율, 수원국 및 공
여국 간의 공동참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볼리비아는 아직도 개발협력의
국제적 규범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12> OECD 파리선언 지표 조사: 결과와 목표
원칙

원조
일치

원조
조화

지표

2005

2007

2010

2010년
목표

격차

2a. 재정관리 체계의 질
2b. 조달체계의 질

3.5
n/a

3.5
n/a

3.5
n/a

4.0
없음

0.5
-

5a. 수원국 재정관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26%

39%

33%

51%

18%

5b. 수원국 조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9. 프로그램 원조(PBA) 비율

15%
32%

36%
40%

39%
41%

없음
66%

17%

10a. 공여국간 공동조사단 활용

17%

29%

21%

40%

19%

30%
C

48%
C

42%
C

66%
B or A

24%

S

N

N

S

-

10b. 수원국 공동분석
성과 관리 11.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제구축
상호책임성 12. 원조효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

출처 : OECD(2012). 2011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 Country Chapters: Bolivia.
(http://www.oecd.org/dac/effectiveness/Bolivia%204.pdf) (검색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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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볼리비아의 지역별 교육환경
볼리비아는 독특한 지형구조와 인종적 정주분포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나라이
다. 즉, 아래 <표 Ⅴ-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백인
거주 비율이 높은 산타크루즈가 38.1%인데 반해,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포토시의 경
우 79.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원주민 거주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서 판도, 타리하, 베
니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의 빈곤율은 각각 72.5%, 50.8%, 76.1%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원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포토시 외에도 라파스(77.5%), 코차밤바(74.4%),
오루로(73.9%) 등은 빈곤율이 각각 66.3%, 54.9%, 67.8%를 나타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볼리비아는 대도시 지역이나 산간벽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며 이에 따라 빈곤계층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슬럼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산타크루즈 이외의 모든 도시지역에서 원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빈부격
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이 교육개발협력과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Ⅴ-13> 볼리비아의 지역별 인구 및 빈곤율
지 역㈜

인 구
(2009)

원주민**
비율(2011)

1인당 국민소득
(달러, 2009)

빈곤율(2001)

베니(Veni)

437,636

32.8

1,049

76.1

포토시(Potosi)

784,265

83.9

1,352

79.7

판도(Pando)

78,250

16.2

2,000

72.5

산타크루즈(Santa Cruz)

2,706,465

37.5

1,693

38.1

코차밤바 (Cochabamba)

1,824,082

74.4

1,389

54.9

라파스 (La Paz)

2,798,653

77.5

1,451

66.3

추키사카(Chuquisa)

640,768

65.6

1,196

70.1

타리하(Tarija)

509,708

19.7

3,353

50.8

오루로(Oruro)

447,468

73.9

1,489

67.8

볼리비아 전체

10,227299

62.0

1,619

58.6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5

이에 따라 지역별 인적개발지표 및 교육 관련 지표도 매우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기준 추키사카주의 초등교육 이수율이 57.5%인데 반해, 라파즈의 경우에는 이 비
율이 87.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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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볼리비아의 지역별 인적개발지수 및 교육지표
역(주)

HDI
(2007)

1976~2007년
HDI 증가율 (%)

초등교육 등록률
(2008)

초등교육(8년) 이수율
(2008)

베니(Veni)

0.671

22

96.3

74.4

포토시(Potosi)

0.575

60

90.3

66.1

지

판도(Pando)

0.702

42

96.8

63.1

산타크루즈(Santa Cruz)

0.716

28

89.0

77.8

코차밤바 (Cochabamba)

0.662

54

92.0

73.6

라파스 (La Paz)

0.682

42

90.1

87.8

추키사카(Chuquisa)

0.611

79

84.3

57.5

타리하(Tarija)

0.742

50

85.3

74.8

오루로(Oruro)

0.678

39

93.5

88.9

볼리비아 전체

0.729

-

90

77.3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5

마) 중점 협력 지역 선정
볼리비아는 아래 지형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수한 지정학적 여건에 놓여 있는 나라이
다. 즉, 서쪽 1/3이 안데스 산맥 사이로 해발 4,000미터 급의 고원지대(Alti Plano)가 형
성되어 있고, 동쪽 1/3이 해발 500미터 이하의 평지이며, 그 중간지역이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는 특이한 지형 구조를 보이는 나라이다. 따라서 지역별 기온도 고산지대 한랭
기후부터 온대기후, 열대기후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림 Ⅴ-2] 볼리비아의 지형구조
출처: www.lavidalocavore.org/diary/4033/ (검색일: 201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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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볼리비아의 주요 도시들은 아래 <표 Ⅴ-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상이한
고도와 정주환경을 갖고 있다. 본 절에서는 볼리비아 각 지역이 가진 지정학적･경제적 여
건 및 정주여건, 파급력, 상징성 등 교육개발협력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중점협력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표 Ⅴ-15> 볼리비아의 대도시권 비교
순위

도시

인구
(천명)

고도
(m)

1

Santa Cruz

1,441

2

El Alto

842

4,150

수도 외곽도시, 원주민 밀집지

3

La Paz

757

3,640

행정수도, 대통령 집무도시

4

Cochabamba

631

2,558

농업도시, 산업단지 도시

5

Oruro

265

3,700

문화축제, 열악한 기후

6

Sucre

237

2,810

헌법상 수도, 전통 교육도시

7

Tarija

180

1,854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접경

8

Potosi

175

4,090

은광도시, 전통 문화, 리튬단지 인접

416

특징
경제 수도, 백인 주도 현대도시

(1) 교육개발협력 관점에서의 라파스(La Paz)
볼리비아의 대도시권역(metropolitan) 중 라파스는 인근의 엘알토 지역과 합하여 200
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볼리비아 최대의 광역권이자 행정수도로서, 교육개
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 편리한 여건과 수요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고지대의
특성상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고산증과 부상이 빈번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시로 판단된다.

(2) 교육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산타크루즈(Santa Cruz)
볼리비아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산타크루즈는 해발고도 416미터의 아열대성 기후의 저
지대이기에 비교적 정주환경의 어려움은 없는 도시이다. 또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의
중심지이자, 천연가스 개발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지역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
에 개발협력 수요는 비교적 높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백인들이 정치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유지하면서 분리 독립 요구까지 분출되는 지
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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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코차밤바(Cochabamba)
볼리비아 제3의 도시이자, 적절한 고도(해발 2,600m)에 위치하여 온화한 기후를 가진
정주환경이 양호한 도시이다. 더욱이 코차밤바는 라파스와 산타크루즈를 잇는 중간지점
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그동안은 볼리비아 농업의 중심지였으나, 근간에 삼성엔지니어
링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도시이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의 비료공장 건설 사업지는 코차밤바주의 끝에 입지한
불로불로(Bulo Bulo)로서 코차밤바로부터 육로로 약 7시간이 소요되지만, 산타크루즈에
서 2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사실상 산타크루즈권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
설자재와 화학비료의 원료인 천연가스도 산타크루즈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산업체 뿐 아니라 외국계 개발NGO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
한 코차밤바는 한국 농촌진흥청의 KOPIA 볼리비아사업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
1인과 대학생 봉사단원 7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
교 및 사회복지시설이 여럿 입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코차밤바는 교통 여건, 기후, 도시 규모, 정주여건, 한국 관련 사업의
밀집도 등 여러 면에서 볼리비아에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기에 매우 양호한 지역 중 하
나로 판단된다. 즉 한국이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의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도시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국내외 개발협력기관
들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기반이 선진국형으로 개발된 상태
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의 한계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
로 판단된다.

(4) 교육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수크레(Sucre)
수크레는 볼리비아 대법원이 입지한 헌법상 수도이다. 남미 독립운동의 상징적 도시이
고,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1624년 설립) 중 하나인 USFX의 소재지이며, 도시 전체
가 유네스코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래의 유서 깊은 도시이다. 그러
나 수크레가 소재한 추키사카주는 산악지역으로 볼리비아에서 주민 소득이 가장 낮은 주
로서, 빈곤 지수가 높고 교육접근성이 낮기에 개발협력수요가 매우 높다. 수크레는 볼리
비아에서 비교적 중위 고도지역(약 2,800m)에 위치한 30여만 명의 권역인구가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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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주에 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볼리비아 최고(最古)의 명문대학
과 안데안 그룹의 국제대학인 UASB의 본부가 위치한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으며,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할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진들은 2차 년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주요 거점 도시를 방문하고 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 지정학적･경제적 여건 및 정주여
건, 파급력, 상징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할 때, 본 연구진이 파악한 한국의 대 볼리
비아 교육개발협력의 최적지는 수크레 - 코차밤바 - 라파스 - 산타크루즈 지역 순으로
판단되었다. 라파스의 경우는 높은 고도로 인해서 지정학적으로 개발협력 추진 인력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고, 남미 사회주의 운동과 원주민 중심의 정치색이 강하게
드러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수많은 원조기관들이 여러 협력 사업을 선점한 문제
점이 남아 있다. 수도 라파스와 마찬가지로 산타크루즈도 경제적 활동이 이미 활발한 도
시이며, 지정학적으로 원주민보다 백인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들 도시보다는 제3의 도시로서 교육도시의 명
성을 가진 수크레, 혹은 사회개발 인프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코차밤바에서 교육협력 사
업을 수행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의미한 파급력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5) 교육개발협력 최적 지역 선정을 위한 추가 의견
코차밤바(Cochabamba)주
코차밤바는 행정 수도인 라파스와 경제 수도인 산타크루즈를 잇는 지역으로 볼리비아
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코차밤바 주는 약 55,600㎢의 면적에 176
만 명(2012년 추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원래 케추아(Quecha)
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원주민 중 케추아인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57) 코차밤바는 해
발 2,500미터 정도의 분지에 위치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비옥한 땅이기에 볼리비아의
곡창으로 알려져 있으며, 쾌적한 청명한 날씨 덕에 ‘상춘의 도시(City of Eternal

57) 코차밤바는 케추아어로 ‘호수를 낀 평야지대’를 의미한다. 즉, qucha(영어로 lake)와 pampa(영어로 open plain)의 합성어
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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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또는 ‘정원도시(Garden City)’로 유명한 곳이다. 코차밤바에는 16개의 시군이
있으며 코차밤바시를 품고 있는 Cercado군이 인구 63만 명으로 가장 큰 지역이며, 동북
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인구가 매우 희박한 곳이다. 코차밤바 주는 전통적인 농
업활동에 주력하면서도 도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과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곳으로서,
근간에는 다국적 기업의 화학, 비료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특히 코차밤바 주 동쪽에 위치
한 산타크루즈 주와 접한 지역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볼리비아 정부(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비 8억불짜리 남미 최대의 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코차밤바는 볼리비아의 유수한 대학교인 UMSS(Universidad Mayor de San Simon)
가 소재한 곳이다. 이 밖에도 Universidad Cat lica Boliviana ‘San Pablo’, Universidad
Sim n I. Patiño, Universidad Privada Boliviana, Universidad del Valle, Universidad
de Aquino Bolivia 등의 여러 사립대학교가 있다.
코차밤바의 초･중등교육은 코차밤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2,411개
의 학교(2,022개의 정규학교, 233개의 계약학교, 156개의 사립학교)에 전체 학생 수
527,11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사는 25,744명(이 중 공립이 22,286명, 사립이
3,558명)이고, 행정직원은 3,921명(이 중 공립학교 2,807명, 사립학교1,114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학생을 교육과정별로 세분하면 다음의 <표 Ⅴ-16>과 같다.
<표 Ⅴ-16> 코차밤바 교육청 관할 등록 학생 수 (2014년 현재)
구분

기초교육 과정

초등교육 과정

중등교육 과정

합계

공립학교

1,846명

10,903명

11,286명

22,286명

사립학교

515명

1,558명

2,060명

3,558명

출처 : 코차밤바 교육청 내부 자료(2014년 8월)

추키사카(Chuquisaca) 주
추키사카 주는 볼리비아의 중앙에 위치한 주(Department)로서 약 51,500㎢의 면적에
약 57만 6,000명(2012년 추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체로 가파른 산악지
형으로 농업보다는 목축업에 알맞은 지형 구조를 갖고 있다. 주 수도인 수크레(Sucre)는
공화국의 대법원이 소재한 도시로 헌법상 볼리비아의 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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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키사카 주는 10개의 시군(municipalities and cantons)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
도인 수크레를 포함하고 있는 Oropeza에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11,000명에서 76,000명(Nor Cinti군)까지의 인구가 안데스 산록을 따라 산재
하는 방식으로 정주하고 있기에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곳이다. 추키사카는 옥수
수, 보리, 콩 등 고산지 농업과 축산업이 주산업이다. 이 지역은 구리, 은 등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풍부한 석회석 매장량으로 시멘트 공장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열악
한 수송인프라 때문에 광업 수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볼리비아 전체 GDP의 4.55%
를 생산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다.
추키사카의 주도인 수크레는 식민지 시기 스페인 통치의 주요 거점이자, 당시 세계 최
대의 은광인 포토시의 배후주거도시로 번영을 이루었고, 19세기 초반 남미 독립운동이 시
작된 도시로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수크레는 식민
시절의 도시정주공간과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기에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도시로 지정된
곳이며58), 남미에서 두 번째 오래된 대학 (Universidad de San Francisco Xavier:
USFX)이 소재한 도시이다. 수크레에는 안데안 그룹 국가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남미
의 국제교육기관인 UASB(Universidad Andina Simon Bolivar)대학교의 본부가 있다.
추키사카 교육청 관할지역에는 29개의 교육구(Districto)가 있다. 전체 교원 수는 2014
년 현재 9,235명이고 이중 기초교육에 573명, 초등교육에 6,314명 그리고 중등교육에
2,348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체 교원의 약 40%가 수크레 시의 공립학교에서 근무 중이
며, 수크레 시 사립학교 종사자도 8.7%에 이르러 전체 교원의 48.4%, 즉 절반에 이르는
교원이 수크레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추키사카 교육청 내부 자료에서 계
산). 추키사카 지역에는 3개의 사범학교가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전원 학교 근무발령을
받는다. 그러나 농촌벽지학교가 많기에 부임하지 않고 대기발령 상태인 교사가 많다. 신
교육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생산교육을 위해 3개의 사립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
으며, 50여개의 공립학교가 야간에 직업훈련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58) 수크레에는 흰색 칠을 한 식민시절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기에 수크레를 ‘백색의 도시(La Ciudad Blanca)’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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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협력과제 선정
본 연구진의 현지 조사 과정에서 볼리비아 측의 교육협력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 교육부 차관은 한국의 교육개발 경험 일
반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면서 특별히 교원양성 체계, 원격교육(e-learning)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기초교육 분야에서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 교과서 사업,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 요청이 있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ICT, 원격교육(e-learning)
과 관련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하우 전수, 그리고 교수들의 초청 연수 및 교류 프
로그램 활성화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발전 교육전략으
로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 교육 분야를 핵심 영역으로 주목하고 있
다. 이는 볼리비아 현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
대’와 그동안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소외시하였던 원주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량강화 및 경쟁력, 생산력 제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점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협력과제선정 매트릭스를 적용하였다.

[그림 Ⅴ-3]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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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과제선정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볼리비아의 기초교육 및 중등･중등이후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가능성과 교육수요를 종합한 결과는 앞의 [그림 Ⅴ-3] 과 같다. 볼리비
아는 기초교육 영역에서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볼리비아 교육지원 현황과 정책,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추진
현황과 방향, 지속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중등 및 중등이후 분야는 중남미 평균 수준의 교육 수요를 나타내지만,
볼리비아 정부의 교육정책과 한국의 비교우위, 추진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교육과 중등 및 중등이후교육 두 분야만을 비교
할 때, 한국은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강력한 정권 아래 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적 측면을 반영한 교육수요
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본 연구진은 국가 담론 분석에 기반 하여 심층
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OECD DAC와 KOICA의 사업선정기준에 기
초를 두며, 중남미 교육개발협력에서 볼리비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의 비교우위역량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치외교적인 민감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이 볼리비아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15%씩 배정하여 평가항목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볼리비아는 22개 국제 공여기관이 무상, 유상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해왔고,
스페인, 독일 등 선진 공여국들이 개발협력 사업을 이미 추진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에서 반드시 비교우위 영역을 선점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민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볼리비아가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가
진 반미(反美) 성향의 국가이기에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도 이러한 정치외교적인 맥락
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서 정리하면 다음
의 <표 Ⅴ-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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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대 볼리비아 개발협력사업의 평가기준
평가 기준

배점

한국의 비교우위 역량(KC)

15점

정치외교적인 민감성(PD)

15점

OECD-DAC 기준

KOICA 범분야 기준

적실성(R)

10점

효과성(Eft)

10점

효율성(Efc)

10점

지속가능성(S)

10점

영향력(I)

10점

성주류화(G)

10점

환경(EE)

10점

50점

20점

합계

100점

<표 Ⅴ-18> 과제선정 배점표
교육개발협력 대상사업
기초
교육
사업

대학
협력
사업

직능
기관
건립

272

KC

PD

취학전 아동 교육

8

초등교육

OECD-DAC

KOICA

총점

순위

10

59

13

8

10

57

14

8

7

7

68

10

10

10

5

6

86

2

8

10

10

6

7

81

5

10

8

8

9

7

8

81

5

3

5

7

5

3

3

3

49

15

12

8

10

8

10

10

5

10

85

3

13

12

5

10

9

10

9

5

5

78

7

재료/화학공학

13

12

5

10

9

10

9

5

5

78

7

원주민 대학 지원

8

10

8

5

3

3

8

8

8

61

12

교사 양성

12

12

7

10

10

10

10

10

10

91

1

직업훈련

12

12

8

7

8

8

8

5

6

74

9

간호사 양성

12

12

7

8

8

8

9

10

8

82

4

여성교육

10

7

6

5

5

5

6

10

8

62

11

R

Eft

Efc

S

I

G

EE

7

4

5

4

5

6

10

7

5

5

6

5

5

6

중등교육

10

8

7

7

7

7

ICT

15

12

8

10

10

(치)의학

12

12

6

10

약학

12

12

7

한국학(어)

15

5

농학

12

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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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볼리비아 개발협력사업 분야 적실성 검토
볼리비아는 남미대륙 최빈국으로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개발협력의 수요가 많은 나라
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 언어적 상이성,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한국 개발재원의 한계,
국제기구 및 여타 개발기관의 선점 등으로 실제로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진이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현지 출장을 통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제로 검토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취학 전 아동교육 분야
볼리비아는 조혼 풍속, 문란한 성관계, 가장의 무책임한 가출 등으로 결손 가정의 비율
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미혼모나 결손 가정 자녀들 중 취학 전 아동교육
분야의 협력수요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일찍부터 서구의 개발 NGO들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은 대부분 분산된 여러 지역에 마을 단위의 소규모
시설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적개발
원조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분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사업방식은 현지
NGO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므로 사업조정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재정 규율에 대한 요
구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교육 등 보편교육 분야
볼리비아는 문해(literacy)교육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에 초등교육도 여러 분야
에서 협력수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초등교육은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 전통을 후
속세대에 전수하는 ‘국민교육의 장(場)’이기에 외국 원조의 개입여지가 낮은 분야이다. 이
러한 상황은 주체성 회복을 강조하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현 정권 하의 볼리비아에서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등교육 분야에서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찾는다면 음악,
미술, 체육 등 볼리비아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예체능 교육 분야에 봉사자들을 파견
하거나, 농어촌 학교의 교과서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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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분야
볼리비아의 대부분 도시 학교는 초･중･고등 과정이 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교실
부족으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교육과정 또한 모든
분야에서 개발협력의 여지가 있으나, 한국의 비교우위와 볼리비아의 상대열위를 감안할
때 과학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예: 치카사카주 수크레시)의 학교를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개설해 주고, 과학교사 연수 및
교재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과의 협력사업
볼리비아의 대학 진학률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95%에 이를 만큼 특이하게 높
은 나라이다. 식민지 시절에 설립된 수백 년이 된 대학들부터 최근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대학까지 많은 대학들이 난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 소수 정예
교육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지원자들을 수용하기에 급급한 실정이
다. 대학도 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수 연구실이나 교무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수업
시간에 따라 대학교수의 봉급이 지불되는 체제이다. 또한, 쏟아지는 대학 졸업자들에 비
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매우 적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편이
다. 따라서 볼리비아의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창의적
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ICT 학부 지원 : 볼리비아의 수요가 높고, 한국의 비교우위분야
○ 의학 : 장비 지원, 교수진 파견, 볼리비아 의학교수진 훈련연수 등 의과대학 전공심
화 교육과정 지원

○ 치의학 : 고산성 치주질환에 특화된 치과 진료 역량강화
○ 한국어/한국학 : 동아시아연구센터 내의 한국학 과정
○ 농학 : 감자, 옥수수 등 다수확 작물에 대한 연구 및 보급
○ 토목공학 : 교량 및 터널 건설 등 토목기술자 양성
○ 재료공학/화학공학 : 광산물 자원 활용 공학도 양성
○ 약학 : 안데스 고산지 고유 식물을 활용한 제약 및 천연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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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대학 지원
현 정권의 역점 사항 중 하나인 원주민을 위한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시설 확충 및
교수역량을 제고하는 사업방안으로, 현 정권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외교 전
략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서구국가들이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볼리비아와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 서구 원조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틈새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볼리비아의 3대 원주민 집단을 주요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UNIBOL:
Indigenous University of Bolivia)이 다음의 <표 Ⅴ-19>와 같이 설립되어 있다.
<표 Ⅴ-19> 원주민대학교(UNIBOL) 설립 현황
원주민

학교명

소재지

인근 대도시

주요 전공

Aymara

Tupak Katari

Warisata

La Paz

농업, 축산, 식품가공, 섬유

Quechua

Casimiro Huanca

Chapare

Cochabamba

농업, 산림업, 양식, 식품과학

Guarani

Apuaguaiki Tupa

Chaco

Sucre

산림업, 수의학, 양식, 석유공학

원주민 대학의 지원 사업이 볼리비아 현 정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분야는 국제사회는 물론 볼리비아 국내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정권을 뛰어 넘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주제이
다. 그동안 독일 원조기관인 GIZ에서 주로 중남미 원주민 입학을 우선적으로 중점 배려하
는 대학과 연결하여 Indigenous Intercultural University Network(원주민 다문화·간문
화 대학 네트워크) 지원 사업(2005년-2014년)을 시행하여 왔는데, 이의 시행기관인 ‘중
남미와 카리브해 원주민 개발기금(Fondo para el Desarrollo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의 본부가 라파스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대학
지원 사업은 양자 협력방식보다는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자적 측면의 지원 컨소시
엄에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치외교적인 민감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수 직업기술교육기관 설립 사업
최근 볼리비아는 2006년부터 채택된 신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생산교육을 강화
하기 위해서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볼리비아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공공형태의 직업기술교육원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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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개발협력사업 이외에도 볼리비아의 개발수요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입각
하여 여러 직능별 전문기관들의 건립･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교
사훈련센터, 직업훈련원, 간호사 양성기관, 여성역량강화 연수원 등이 그것이다.

○ 교사훈련원 : 기존 볼리비아의 교사양성기관을 뛰어 넘는 국제 수준의 교사 양성 기
관에 대한 건립 및 운영

○ 직업훈련원 : 정부의 생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볼리비아를 대표하는
국제수준의 근대화된 직업훈련원 건립

○ 간호사 양성기관 : 국내 보건인력 수요 공급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염두에 둔 국제수
준의 간호학교 건립 및 운영 지원

○ 여성역량강화 연수원 : 육아와 가사노동, 나아가 가계 수입까지 책임져야 하는 볼리
비아 여성들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직업 교육
전반적으로 볼리비아는 남미대륙 최빈국으로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개발협력의 수요
와 요구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와 한국 간의 문화적 차이, 언어적 상이성,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한국의 공적 개발 재원의 한계, 국제기구 및 여타 개발기관의 분야
선점과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소기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현 상황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볼리비아는 남미의 어
느 나라보다 인종 간, 지역 간, 지리적 격차가 심한 나라이고, 최근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정치적 민감도가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
태라는 점을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볼리비아의 필요
성 및 수요 정도와 한국의 역량을 융합한 ‘틈새’를 잘 찾아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진
들은 2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통해서 볼리비아에서 초중등 교육의 발전은 그동안 여타의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의해서 많은 투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점진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볼리비아의 언어 및 문화적 격차,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제약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현 정부의 기조인 교육의 경쟁력, 생산성을 강조하는 인력개발교육 발전지원에 우
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기술교육, 고등교육 섹터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적실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한국의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중점과제로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분
야의 필요성을 평가한 매트릭스의 결과와도 일치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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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추진과제
이하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협력가능 과제 중 한국의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중점협력 최우선 과제를 선정·제시해 보고자 한
다. 앞선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와 과제선정 스코어보드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로는 ‘기초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시설 개선’,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강화’, ‘직업기술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인프라 구축’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성
과관리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나.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1)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가) 분야별 지원전략
분야지원목표
(Medium Term)

부문개발목표
(Sub-Program
Target)

개발 전략 및 방법

개별 사업

볼리비아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및 전략분야 지원

기초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시설개선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 강화

직능기관 형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볼리비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가개발 전략과 부합되는 교육개발협력 과제 지원
⋅볼리비아의 독자적 교육개발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기관역량 강화
에 중점
⋅국가 전체나 광역권이 아닌 개발수요가 높은 특정 지역 위주의 집중적 투자 및 지원
⋅한국의 개발경험 및 비교우위 분야를 전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교육개발협
력사업 지원

Sub-Program I

Sub-Program II

교사양성 기관 설립 및
지원
중등교육 특정교과(예:
과학) 지원

ICT
(치)의학/약학
농학
공학(재료, 화학, 교통)

Sub-Program III
직업훈련원 설립
간호사 양성
여성인력 역량강화
원주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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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별 프레임워크
현황 및 문제점

과제해결접근
(수원국 정책 및 전략)

한국의 비교우위와 지원방안

프로그램 I: 기초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시설 개선
⋅기초교육 시설 및 기자재 부족 ⋅특정 지역 대상 집중적 지원
⋅기초 교육 분야 정책 경험 축적
⋅교사 역량 부족 및 연수기능 취약 ⋅중앙 및 지방 교육청 연계 협력 ⋅다양한 교육 교재 및 교수법 개발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실용적 ⋅필요시 외국계 기관 및 국제기구 경험
정책 부재
와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교원양성 시스템 구축 및 정책
경험 축적
프로그램 II: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 강화
⋅경쟁력 있는 인재 배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부재
⋅고등교육 지원 예산 부족 및 정책
의지 박약
⋅교수 지원 및 연구역량 강화
시스템 부재

⋅파일럿 프로젝트로 유수한 대학
과 협력
⋅교육 및 산학 연계를 위한 협력체
계 구축
⋅중남미 지역의 COE로 기관 육성
⋅대학으로서의 기본 설비 구축지원

⋅한국의 절대우위 분야(ICT)
⋅수원국 및 공여국의 경험 축적
⋅한국 기업(예: 삼성)과의 산학
연계
⋅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국익
실현

프로그램 III: 직능기관 형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국제수준의 역량 있는 기관 부재 ⋅중앙정부에 해당 사업의 중요성 ⋅산학연계 교육 방안에 대한 경험
⋅NGOs 등에 의한 지원 보편화로 인지제고
축적
정부의 의지 및 역량 약화
⋅전문기관의 독자적 운영능력
⋅실용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국제수
⋅취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준의 시설지원
운영 경험 부족
⋅정치적 민감성을 중화하고 실용 ⋅창업과 연계된 기술 전수 및 경영
적인 접근
노하우 전수

다) 사업추진체계
위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이한 주제들이기에 현 단계에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
이다. 개괄적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구상해 본다면 우선 사업에 따라 국내의 중앙정부 부처
인 교육부와 외교부 그리고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수원국
인 볼리비아의 경우에도 각급 부서 및 해당 지역의 행정 및 교육기관이 참여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중남미, 특히 볼리비아라는 국가가 지닌 자체의 특수한 이념과 정치체제를 가
진 나라와의 교육개발협력을 감안할 때, 한국의 사업추진체계는 초중등 교육기관보다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혹은 주(Department) 교육청 이상의 상급기관과 연계하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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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
한국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 추진기관(대학)
외교부 - KOICA – KOICA 볼리비아 사무소
볼리비아
중앙정부(외교부-교육문화부)
지방정부 - 교육청(SEDUCA) -수원기관(대학)
국제기구 - 양자 원조기관
시민사회 단체
(2)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기관 검토
<표 Ⅴ-20> 사업추진을 위한 예상 협력 파트너 기관
소재지

기관
추키사카 교육청

수크레

코차밤바

라파즈

협력 분야
취학 전 아동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사범학교 지원

USFX 대학교

ICT 학과 지원, 의과대학 지원, 교사훈련센터

UASB 대학교

학과 건립(ICT, 약학), 한국학/한국어, 치과병원 건립

코차밤바 교육청

취학 전 아동교육, 초등교육

UMSS 대학교

ICT 학과 지원, 의과대학 지원, 간호학과 신설
학과지원(농학, 재료공학, 토목/교통공학)

In-Focal

직업훈련원 시설 및 운영 지원

라파즈교육청

취학 전 아동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FAUTAPO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UMSA 대학교

ICT학과 지원, 한국학/한국어

볼리비아 대학교육협의회
볼리비아 대학생의 약 70%를 차지하는 10개 국공립대학과 가톨릭대학 등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집행위원회(Comit

Ejecutivo de la Universidad Boliviana: CEUB)’란

조직을 갖고 있다. 한편 사립대학들은 1992년부터 별도의 조직으로 ‘사립대학전국연합회
(ANUP)’를 결성하였다.59)
59) CEUB: Comit Ejecutivo de la Universidad Boliviana (The Executive Committee of Bolivia University)
ANUP: Asociaci n Nacional de Universidades Privadas de Bolivia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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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권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중남미 지역은 역사적･언어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역협의체를 개설·운영하
고 있다. 이들 협의체는 국가적 연대를 목표로 하거나 경제 혹은 사회문화 영역 등 특정
분야의 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들이다. 특히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Cumbre
Iberoamericana)는 중남미 국가 간 연대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브라질을 중심으
로 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은 지역적 경제통합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이다. 이밖에도 다른 지역과 연계한 여러 권역
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미주지역의 연대 기구인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정부 협의체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FEALAC), 멕시코, 칠레, 페
루 등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북미, 러시아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서 APEC 등
이 있다.
그런데 스페인의 역할은 중남미에 대한 국제공여기관들의 원조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
항으로 지적된다. 과거 오랜 기간 중남미 지역의 종주국으로서,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원조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남미 교육과학문화기구인 OEI는 스페인을
주축으로 중남미 22개국 정상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대 중남미 교육개
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OEI는 중남미 대부분의 회원국에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각 국의 민영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이르
기까지 지원금을 받고 있다. OEI의 대표적 사업인 ‘배움을 위한 빛’은 OEI 연대기금과 일
본대사관, 스페인의 전력기업과 국영석유회사 그리고 한국의 경기도까지 참여하는 다자
협력의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OEI의 ‘교육목표 2021’ 프로젝트는 중남미 지역의 OEI 참여 국가들의 교육발전 우
선순위로 지정되어 있다. 교육목표 2021은 세계교육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나 ‘모
든 이를 위한 교육’(EFA)보다 상세하게 달성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
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원정책이 OEI의 실천전략 중 우선순위 정책임을 감안할 때, 향후
OEI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직접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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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안 국가 간 이중언어 및 다문화 교육 연대
(Network of Bilingual Intercultural Education of Andean Countries; PROEIB)
원주민들의 인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안데스산맥 주변 남미의 5개국(볼리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들은 1994년 안데스 지역 개혁 프로젝트(Reform Project
Andes)의 결과물로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
하기 위한 기구인 PROEIB을 창립하였다. PROEIB은 볼리비아 코차밤바 시에 소재한 상
시몽대학교(UMSS: University Mayor de San Simon)의 인문대학 및 교육과학대학에 본
부를 두고 있으며 5개국의 19개 대학교와 20개 원주민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하여 있다. 이
중에서 국가별로 1개 대학이 아래 <표 Ⅴ-21>과 같이 PROEIB 연계기관(PROEIB-link
institution)으로 지정되어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원주민 교육기관으로 PROEIB 활동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60)
<표 Ⅴ-21> 국별 PROEIB 연계기관
국가

소재지

대학 (기관 혹은 프로그램)

볼리비아

Cochabamba

칠레

Temuco

콜롬비아

Florencia

University of the Amazon

에콰도르

Latacunga

Salesian Polytechnic University
(Cotopaxi Academic Program)

페루

Lima

University Mayor de San Simon
(School of Humanities & Sciences of Education)
University de La Frontera
(Institute of Indigenous Studies)

University Mayor de San Marcos
(Investigation Center of Applied Linguistics)

PROEIB 연계 대학은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EIB: Bilingual Intercultural Education)
석사과정을 개발하여 국가별 다문화 및 원주민 언어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부 소재대학인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UMSS에는 원주민 교육 관련 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보관하는 지역 연구 센터(Regional Documentation Center)가 있다. 또한 볼리비아 북동
부 아마존 상류지역인 베니의 마리스칼 호세 발리비안 기술 대학(Beni Technical
60) Bolivia-Administration, Finance, & Educational Research, (n.d.).
http://education.stateuniversity.com/pages/169/Bolivia 에서 2014.10.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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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the Mariscal Jos

Ballivián)에서는 1994년 이래 아마존 원주민들의 언

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볼리비아 수크레에 본부가 있는 안디나 시몬 볼리비아 대학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iviar: UASB)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권역 국가와의 협력을 연계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중남미지역교육사무소 (OREARC: Regional Education Offic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와 협력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삼각협력을 통한 지원
볼리비아의 개혁노선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현재 상황은 오히
려 라틴아메리카의 거대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국가들의 세력게임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의 민주화 과정에서 미주국가연합(OEA)과는 별도로
남미국가연합(Union de Naciones Sur Americanas: UNASUR)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파블로 로셀, 2009).
최근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선진 공여국 및 유관 기관의 공적개
발원조의 전반적인 규모가 축소하고, 대안적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신흥 공여국이
주축이 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전략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다. 지역적 연대를 기반으로 남남협력을 추진하던 기존 공여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하여 신흥국인 온두라스, 볼리비아 등의 국가들이 중남미 지역의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Secretaria General Iberoamericana(SEGIB) 자료
에 따르면, 지난 2006-2009년 동안 무려 3,000여 개 이상의 중남미 국가 간 협력 사업들
이 수행되었다(ECLAC & ACCI, 2012).
따라서 볼리비아에서 효과적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여건
(지리적･언어적･문화적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남남협력의 적극적 조
력자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 공동협조체제를 통해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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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제언 : 중장기 로드맵 구축
볼리비아는 현재 집권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의 사회민주주의적 정강에 입각하여 대
외적으로 민족적, 자주적, 독립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6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
에서는 사회문화적 글로벌화와 국제적인 시장경제의 흐름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을 고
려할 때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은 독특성을 가진다. 개발협력 추진에서도 이러한 특
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은 그 사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의 이정표
를 좌우하는 중추적 영역이므로, 한국과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 비전은 보다 장기적
인 안목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Ⅴ-22>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 중장기 비전
구분

내용

단기(3년 이내)

교육사업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한 단계
- CPS에서 제시한 3대 중점협력분야와 교육 분야의 연계 중요

중기(5년 이내)

대 볼리비아 교육협력사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단계
- 중점협력분야로서 교육 분야 영향력과 성과를 제고하는 체제 확보 필요
- 인력-정보-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

장기(10년 이내)

교육협력사업 심화 단계
-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기적이고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
- 성과 관리의 고도화
- 한국과 볼리비아의 집행부 협력 강화, 자원 공유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부문별 중점협력과제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교사양성기관
설립 및 지원, ICT 학부 설립, 직업훈련원 건립)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별 실행계획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Ⅴ-23>과 같다.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교사양성기관과
직업훈련원 설립 등의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고등·평생교육 영역에서 중점 지원해야 할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볼리비아 간의 고등교육 협력에 대한 대학 간
양해협정 등의 제도화 과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1) 2014년 10월 13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가 61%의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기자회견에
서 “이번 승리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투쟁의 결과이며,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원회 의장과 고(故) 휴고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의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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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석 등 기초조사

장기 활동계획
(7~10년)

재교육 과정 개시

실시

기관의 주요 교육 행정가 방한 연수

- 교육부 및 선정 지역 교육청, 협력

⋅교육 행정가 방한 연수 추진

협력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남남, 삼각

- ICT를 활용한 원격교육 강좌개발

확대

- 한국 교육전문가 파견 및 현지 연수

학에서의 학위과정 제공

- 선발된 교원의 방한 연수 및 한국 대

램 개발 및 운영

- 교수법 개선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

의 효율성 제고

계자 교육

- 볼리비아 내 여타 사범대학 기관 관

개발 및 배포

- 교원 양성 및 연수의 표준 학습과정

서비스 개시

권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수

- 남미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광역

여타 지역으로의 확산

- 신설 기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 교원연수 기관의 역량강화 및 운영 ⋅효과 확산 및 국제화

- ICT를 활용한 교육시설 지원

교육 기관 건축

- 국제적 시설을 갖춘 교원양성 및 재

- 1개 지역을 선정하여 혁신적인 교사 ⋅표준 학습과정 개발 및 배포

- 지역별 거점 교육체계 구축

질 제고방안 제시

학과의 협의를 통한 교육 및 연수의

- 기존 사범학교 양성체계와 주요 대

⋅주요 대학과의 협력 기제 마련

및 정책 수립

-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지역별 현황 및 실태, 교과과정 분

등교육의 질 개선

- 현행 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체계,

역량강화 및 초중

정 조사 및 분석

교육시설 개 지원을 통한 교사

선

중기 활동계획
(4~6년)

⋅볼리비아의 교원 양성 체계 및 교육과 ⋅교원 양성 시범기관 건축 및 시설 개선 ⋅재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단기 활동계획
(1~3년)

질 제고 및 양성기관 설립과

1. 기초교육의 교사 훈련 및

영역

교육발전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및 전략분야 지원 중장기 실행계획

<표 Ⅴ-23> 볼리비아 교육 분야 중점협력과제의 중장기 로드맵

과제

단기 활동계획
(1~3년)

중기 활동계획
(4~6년)

장기 활동계획
(7~10년)

3. 직능기관 국제수준의 직업 ⋅직업교육(TVET) 실태 조사
⋅국제수준의 TVET 기관 건립 운영
⋅직업훈련교육과정 선진화 지원
형성 및
훈련원 건립
- 볼리비아의 현행 직업교육 실태조사 -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볼리비아 - 시범지역의 성공 사례 전국 확산
교육 인프라
및 교육과정 평가
최고의 직업훈련기관 건립
⋅타 공여국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
구축
- 산학협력 체계 운영 평가
- 표준 연수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제 구축
- 현장 중심적 실용적 직업훈련과정 - Training for Trainer 기관 위상
- 기존의 TVET 전달체계 재편 및 중
심기관으로 역할
개발
정립
⋅새로운 TVET 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교수 요원 현지 연수 및 방한 연수
- 남미 인극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선정 및 시설지원과 교육 개시
- 교수 요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 교육 ⋅졸업생 창업 지원 체계 구축
- 1개 지역,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 졸업생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실시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
- 교수 요원 방한 연수 및 학위과정
및 후견제도 구축
- 실용적인 TVET 시범교육 실시
제공

2. 대학교육의 국제적 수준의 ⋅국제적 수준의 ICT 학부 건립을 위한 ⋅국제수준의 ICT 학부 건설 및 기자재 ⋅볼리비아 여타 지역으로의 ICT 교육
질 제고 및 ICT 학부 개설 및 현행 ICT 교육 실태조사
지원
서비스 확대
역량강화
교육
- 볼리비아 현행 ICT 교육 실태 조사 - 국제수준의 ICT 학부 건물 신축 및 최 - 볼리비아 내 여타 지역의 주요 대학
- ICT 교육 수요 및 졸업생 진로 조사 신 기자재 제공
으로 최신 ICT 교육과정 확산 제고
및 산학협력 가능성 모색
⋅ICT 교육 및 산학협력 체계 구축
- 지역별 거점 교육체계 구축
⋅신설 학부 건립을 위한 협력대학 선정 - 실용적인 교과과정 및 교수법 개발 ⋅타 공여국(기관) 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및 교육 개시
- 산학협력 체계 구축
통한 남미 지역 확산
- 1개 지역, 1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설 ⋅교수 요원 방한 연수 추진
- 유네스코, AECID 등과의 협력체계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
- 선정 대학의 교수요원 방한 연수 및 학
구축
- 국제수준의 ICT 교육 실시
위과정 지속 운영
⋅볼리비아 정부와 ICT 분야 창업 과정
⋅교수 요원 방한 연수 추진
- 교수 요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 장학금 운영
- 선정 대학의 교수요원 방한 연수 및 제공 및 학위과정 시행
- 졸업생들의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
학위과정 운영
팅 과정 개
- 교육부 및 교육청 주요 교육 행정가
방한 연수 실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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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롬비아62)
가.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발굴
교육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계획된 사업 집행과정의 충실성’보다는

‘사업계획의 중요성’이라는 주장이 있다(London, 1983). London은 카리브해 도서국 트
리나다드·토바고(Trinidad·Tobago)에 대한 사업협력사례를 통해 세계은행이 시행하는

‘The Third Education Project’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 상당 부분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나타났음을 밝혔다. 즉, 예측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문제되
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
업 개념을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청되며,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사업 구성 내용 및 활동, 성과·산출물 간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업기획의 측면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고용창출, 빈곤감소, 치안강화를 통한 모든 측면의 번영
달성’이라는 콜롬비아의 국가개발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통
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개발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지역개발, 중
소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분야,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한국정부가 콜롬비아와의 양자협력을 위해 제시
하는 개발목표에서 교육협력 분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
분야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러닝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바
탕으로 유상개발협력 측면에서 교육 분야 사업이 이루어지고 콜롬비아 교육에 대한 정보
가 축적되고 있다.
비록 교육 분야가 중점협력분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도 직접적으로 콜롬
비아에 대한 교육 분야 개발협력전략 및 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중장기 개발협력전략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상무적인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중점 발굴할 수 있다.

62) Ⅴ장 3절 콜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박주형, 임태균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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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콜롬비아에 대한 대표적인 선진공여국인 미국과 세계은행이 수
행하는 개발협력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아프로-콜롬비아인 대상 리더와
장학금 프로그램 및 마틴루터킹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고등교
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또한 세계은행의 경우 농촌교
육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대출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
다. 비록 유상지원(Loan)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취학전 교육부터 고등학교
까지의 교육기회를 높이고 있으며,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원주민 배려 다문화교육 기회
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운영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초역량교육이나 교육과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시
키기 위한 연수기회 및 동료장학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Worldbank, 2014). 이러한 사
례에서 나타나듯이 콜롬비아가 지닌 사회적 문제가 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으며 선
진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역시 콜롬비아의 국가개발방향, 국가 교육현안과 일치하
는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진공여국의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를 분석하고 콜롬비아 국가개발
전략의 이슈(지역 간 격차해소, 지속가능한 성장, 평화, 기회균등, 혁신, 환경보호, 투명
한 정부 거버넌스,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교육 분야 발전계획, 그리고 한국의 중점개발협
력분야 간에 상호 협력의 부합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와의 중점협
력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며, 교육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과제를 제안할지라도 대 콜롬비아
개발협력의 방향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과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윤종혁 외
(2012)는 콜롬비아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접근성 확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고등교육 개발협력사업, 정보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교육
체제 구축, 방과 후 수업활동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콜롬비아 내 빈부격차에 따른
도서벽지 등 원주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소외집단의 열악한 교육 환경,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부족, 고등교육기관 육성정책의 부진, 재정지원의 한계로 인
한 교육의 전반적인 질 저하, 부실한 ICT 교육인프라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잘 드러
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소외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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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및 난민학생의 중고등학교 진학률 제고와 학업성취 고양정책을 구상한다. 그리고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개발협력 사업으로 국립대학교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대학의 산학협력 모델
전수, 국립대학교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
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ICT 활용 교육과 환경 친화적인 ICT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보고타 지역 초등학생의 교육과정
개편 지원과 예체능 수업을 도입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개발수요를 분석한 권기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콜롬비
아에 대한 중점협력대상 영역으로 환경, 교육훈련 및 ICT를 제안한 바가 있다. 이는 한국
의 중남미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제도, 인프라, 보건, 금융시장발전, 기술 ICT, 상
품시장효용성, 교육 및 훈련, 환경, 농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수요 분석과 공
여 능력 분석(분석 대상국과 한국의 발전 격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우선 협력분
야’를 선정한 것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콜롬비아에 대한 중점개발협력분야 선정 결과와 본 연
구의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중점개발협력과제를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는 3개년 연구의 2차 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 년도에 진행된
연구 자료를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별 교육개발협력 비전의 경우
첫 해에 이루어진 연구를 토대로 기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는 경
우 1차 년도에서 제안된 SWOT 분석을 통해 추출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검토하는 계기
로 삼았다.
여기에서는 우선 2013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이루어진 현장방문 및 연구과정을 통
해 선정된 한국-콜롬비아 교육 분야 협력가능과제 리스트를 만든 후 이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중점협력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점협력과제 선정을 위한 절차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콜롬비아의 경제, 사회적 요소 및 교육현황 분석을 통한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의 타당성 및 교육수요 분석을 통해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중점협력과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구축
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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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발협력 비전
콜롬비아는 상위중소득국에 해당하는 국가로 20세기 후반 이후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300만 명의 이재민이 존재하는 국가로서, 이의 대안 전략으로서 ‘모든 이를 위한 고용창
출, 빈곤감소, 치안강화와 국가번영’을 국가개발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콜롬비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및 계층 간의 빈부격차로 그들이 가진 사
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균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 지배
이후에도 사회지배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부의 세속이 이루어진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부의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가정적 배경이 사회 진출과 성공을 결정하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교육 분야도 상위계층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교육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계급의 재생산이 이루
어지고 있다.
초중등 사립학교는 비싼 등록금 대가로 마련된 높은 수준의 교육여건과 사회경제적 수
준이 높은 학생 집단에 따른 동료효과 덕분에 공교육기관과의 격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수업량이 훨씬 더 많으며,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
육활동과 학생 배경에 따른 효과로 인해 학습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사립학교는 사
회적으로 강조되는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립학교와의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보고타 교육청 인터뷰,
2014.04.21.).
특히,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보다 월등히 우수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
고 있을뿐더러 높은 등록금을 통해 진입문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
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콜롬비아 교육부 면담결
과, 2014.04.22.). 이러한 교육기회에 따른 격차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명문 사
립대 출신들이 사회, 경제, 정치계의 핵심권력을 쥐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능력중심
의 사회라기보다는 인맥중심으로 취업이 되는 연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상위계층의 자
녀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교육과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교육에 투영되고 다시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콜롬비아는 정부와 반군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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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내전으로 가족을 잃거
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국민들이 잠재적 사회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이상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콜롬비아 현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콜롬비아의
교육 분야 개혁 방향은 국별 교육개발협력 비전을 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콜롬비아의 현 대통령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양질
의 교육을 통해서 빈곤층에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가 모두 번영과 평화를 누
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콜롬비아의 교육은 고용 증가, 빈곤 감소, 안전 향상을 중심으
로 한 “모두를 위한 번영”을 목표로 하는 2010-2014 국가발전계획에 명시된 정부의 목표
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정부의 목적을 교육과 연계시켜 나온 것이 2010-2014 교육부문
계획 “양질의 교육 – 번영으로의 길”이다.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콜롬비아의 국가개발
전략 아래 교육 분야는 ‘교육의 질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교육은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발
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상위중소득국가인 콜롬비아는 교육개혁을 통해
경제구조 혁신과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시민의식 형성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고 모두가 하나의 국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콜롬비아의 2010~2014년 교육 계
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24> 콜롬비아 2010-2014 국가교육계획 목표
구분
2010-2014
교육부문
목표

내용
1. 양질의 유아교육
2. 모든 교육 과정에서의 질 향상
3. 교육의 불평등 해소
4. 교육 혁신
5.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출처 : Educatión de calidad et al.(2010)

특히, 콜롬비아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0~2014 부문별 계획(Plan
Sectorial 2010~2014)”을 통해 다음의 <표 Ⅴ-25>와 같이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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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ón de calidad et al., 2010). 이는 주로 평등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개
혁, 그리고 교원육성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Ⅴ-25> 2010-2014 교육부문별 계획
구분

내용

교육의 질 변혁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수법, 교육행정, 교사 양성, 교육
인프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5가지 분야에 대해 질적 향상을 추진

시민의식 형성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가치 함양과 인권의 올바른 행사,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 추구

평등을 위한 질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의 차이를 줄이
고 독서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적 평등을 추구

취학전, 초등, 중고등
교육의 질 보장

국가 수준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교육 및 교육 관련 부문에서
의 통합적인 노력 강화

교사 양성

교사의 교수법 향상과 교습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 마련

콜롬비아는 보편적 측면의 교육개혁 방향을 설정함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의 고등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고등교육을 권리이자
공익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 복지, 발전의 향상을 위한 도구로 인식함으로써 2022년까지
고등교육 보급률을 64%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그간 고등교육기회를 누
리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두를 위한 고등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학자금 융자를 투입하고 공공자
금 투입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MINEDUCACION, n.d.).
콜롬비아가 처한 사회적 문제점은 고스란히 교육의 문제점으로 스며들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비전 역시 이러한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
이 동등하게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이 국가발전 혹은 사회통합
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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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비전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
대와 고등교육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콜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중남미 국가 간의 역사,
문화, 언어의 공통점으로 인해 성공한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고 훈련이
나 연수 사업을 시행할 때의 지리적 이점으로 중남미 중점협력국가 중 한 국가가 교육개
발협력의 중심국이 되면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및
목표는 1차 년도 보고서에서 SWOT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콜롬비아가 처한 교육
분야의 약점인 낮은 교사의 질과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 현상,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과 질
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위협요인인 내전으로 인한 재난이주민의 기초교육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육개발협력 체계 진단
콜롬비아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
떤 절차를 통해 콜롬비아의 수요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어떤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
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한 원칙으로 ‘협력대상국의 기관과 제도를 활용한 일관된 원조수행’을 고려해야 한다
는 파리 선언의 ‘조화와 일치’(Alignment)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개발협력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공식적인 부처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교육개발협력의 체계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성공
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에서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관기관 국제기
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콜롬비아의 개발협력 제도적 환경을 OECD 파리선언의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제구축 및
상호책무성 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재정관리 및 조달체계의 질
등과 관련한 지표의 결과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그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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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콜롬비아를 지원하는 공여국 간의 협의체를 통해 프로그램형 원조를 수행하는 사업 비
중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콜롬비아는 자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원조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해온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성과는 2007년과 비
교할 때 오히려 낮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
할 때 여타 공여국 및 협력국(콜롬비아)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Ⅴ-26> OECD 파리선언 지표 조사: 결과와 목표
2005

2007

2010

2010
목표

격차

-

-

-

없음

-

n/a

n/a

n/a

없음

-

5a. 수원국 재정관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

9%

7%

없음

-

5b. 수원국 조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

4%

4%

없음

-

9. 프로그램 원조(PBA) 비율

-

16%

13%

66%

53%

10a. 공여국간 공동조사단 활용

-

31%

26%

40%

14%

10b. 수원국 공동분석

-

44%

42%

66%

24%

성과 관리 11.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제구축

-

-

B

B or A

-

n/a

S

S

S

100%

원칙

지표
2a. 재정관리 체계의 질

원조
일치

원조
조화

2b. 조달체계의 질

상호 책임성 12. 원조효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

출처 : OECD(2012). 2011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 Country Chapters: Colombia.
(http://www.oecd.org/dac/effectiveness/Colombia%202.pdf) (검색일 2014.10.10.)

콜롬비아와의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는 콜롬비아의 국제개발협력 총괄 대통령 직속 기구(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de Colombia: APC), 그리고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잠재적 사업파트너로서 정부부처 산하 혹은 독립기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NGO 단체인 Fe y Alegria와 국제기구인 OEI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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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개발협력 총괄기구로서의 APC
콜롬비아와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전반적인 개발협력체
계 속에서 교육 분야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콜롬비아는 APC라는 대
통령 직속기구를 통해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PC
직원의 전문성이 높아 개발협력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 그리고 종료단계에서
체계적인 지원(정보 등)을 바탕으로 현지의 공여기구 전문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APC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APC 관계자 면
담결과, 2014.4.21.). APC-Colombia는 한국(일본, 뉴질랜드 포함)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과 콜롬비아의 국제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상
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APC는 최근 한-콜롬비아
간 이루어진 여러 ODA 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며, 현재 유상원조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는 ICT 교육역량강화 사업,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사연수를 통한
ICT 능력배양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수요가 있다.

가)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주무 부서로서 교육부 및 지방행정조직
실제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정부조직상의 행정기구 즉, 교육부 등의 주요 파트너와
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역별 행정기구인 지방자치단체 등
과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NGOs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협
력체계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콜롬비아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혹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
하여 다양한 협력주체들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교육부
교육부는 national plan for development 하에서 교육분야 발전 계획을 이행하고 있
다.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지역, 소득수준)를 통한 교육의 형평성 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 교사양성, 교육행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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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고 있다.
교육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교사의 질 개선 사업은 현재 컨설팅 회사와 해외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양성과 재교육, 그리고 교수
학습의 질 관리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임용 과정을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교사임용의 경우 지역교육
청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며, 교사재교육은 학교 내 수석교사(master
teacher)에 의한 코칭과 동료장학(tutoring)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지방자
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교육부는 중앙과 지방교육청(94개 secretariats)간 소
통·조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콜롬비아 전역에는 지방교육청별
로 다른 94개의 서로 다른 교사 훈련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질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는 2002년 이후 강력한 교사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 그리고 중점 사업 중 하나는 콜롬비아의 학업성취도 평가제도인 SABER(수학, 언어)
의 결과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콜롬비아 교육부
는 자국이 처한 여러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
본적으로 오랜 기간 협력을 유지하던 영국, 독일, 스페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
아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칠레, 브라질, 아르
헨티나와도 협력을 하고 있다.

(2) 지방교육행정조직: 보고타(Bogota) 교육청
1980년대부터 교육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이후 보고타(Bogota) 교육청은 콜롬비아의 행
정수도인 보고타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현재 보고타 교육청은 40x40라는 슬로건으로 교육 발전 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교육기회 및 교육의 질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를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보고타 교육청은 유아교육이 교육불평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
단으로 인식하고 국가의 지원 없이도 3~4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타
교육청은 교육의 질 개선 방안으로 공립학교 운영을 사립학교에 의뢰하는 concession
sch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가 창립 15주년이 되는 해로서 학교운영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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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교제도의 존치를 결정하려고 한다. 보고타의 학생 80만 명이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반면, concession school에는 약 4만 명의 학생이 있다.

나) 교육개발협력 사업 파트너로서 부처 소속 공공기관
(1) SENA(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
SENA는 1957년 콜롬비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SENA는 2011년 중미카리브국 직업훈련 역량강화를 위한 한-콜 삼각협력의 파트
너이다. SENA는 콜롬비아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의 공공기관으로 기업으로
부터 걷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무상의 직업훈련 기회를 모든 이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좋
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교육 이수자를 대상
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계층을 대상
으로 적극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민을 위한 사업 지
원도 늘어나고 있다. SENA는 현재 콜롬비아 직업훈련의 55%와 고등교육의 18%를 차지
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SENA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관심을 바탕으
로 오랜 기간 협력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주로 매칭 펀드 형식의 사업협
력이 이루어지는데 기술과 지식 전달, 인턴십, 기술개발, 커리큘럼 개선, 연구 활동 및 국
제적 인증체제 구축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많은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중도탈락률이 높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KOICA와는 ICT, 자동차 부품, 전기 분야에 대한 삼각
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도 협력한 경험이 있다.
(2) ICFES(Instituto Colombiano para el Fomento de la Educación Superior)
ICFES는 ‘고등교육 증진을 위한 콜롬비아 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학생의 학업성취
도와 학교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콜롬비아는 2009년 법률 제 1324조 (12)에 의거하여 모
든 수준의 국내 교육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평가를 시행한다. ICFES는
궁극적으로 콜롬비아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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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설계, 관리, 시행, 결과분석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안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
해 국내의 학교 및 대학, 연구기관과 전문가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비교평가
등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주도적으로 실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
육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육정책이 궁극적으로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있다.

(3) 콜롬비아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콜롬비아 국립대는 콜롬비아의 최우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 보고타를 비롯해 메데
인(Medellin), 마니잘레스(Manizales), 팔미라(Palmira) 등지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이다. 현재 4만 명 이상의 학부생과 4,000명의 대학원생이 수학하고 있다. 콜롬
비아 국립대는 주로 비교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
라 학비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주
고 있다.
콜롬비아 교육은 공사립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는 고등교육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통상적으로 공립학교의 2배에서 많으면 5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는 특정 계층에게 제한되어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콜롬비아 국립대이
다. 콜롬비아 국립대에서 교육관련 학과들이 있어 졸업 후 중등교사가 될 수 있다. 하지
만, 교직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보다는 다른 전문적 직업을 추구
하는 경향이 있다. 콜롬비아 국립대는 한국과의 꾸준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
으로 KOICA 해외봉사단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내 문화 행사 개최하는 등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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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국제기구 및 NGO
(1) OEI
199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OEI 콜롬비아 사무소는 중남미 지역 사무소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OEI의 국가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OEI 본부의 소속이지만 국가단위로 많은 협력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에 따라 스페인의 지원과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국제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력
체제를 통해 교육, 문화, 과학 활동을 벌이고 있다(OEI 출장면담 결과, 2014.04.22.).
콜롬비아 사무소는 유아교육, 교사교육, 문화 및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콜롬비아 중앙정부 중 교육부나 문화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
며, 보고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분야의 대표적
인 사업으로 OEI의 기술협력과 석유회사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프
로그램이 있으며, OEI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배움을 위한 빛’과 교사의 ICT 능력 향상 연
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행하고 있고
영유아 교육의 경우 지역과 가정을 연계시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위탁 사업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범 교육 분야는 외국
에서 콜롬비아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2) Fe y Alegria
Fe y Alegria는 중남미 전역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두어 학교를 운영하는 가톨
릭 교육 네트워크이다. ‘대중 교육과 사회발전을 위한 운동’으로 1955년에 구축되었으며
중남미 17개국에서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톨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Fe y Alegria 운영본부는 콜롬비아에 위치해 있으며, 콜롬비아 본부와는 별개로 존재
한다. Fe y Alegria Colombia의 경우 보고타에 있는 본부와 그 외에 9개 지역에 지역 사
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콜롬비아 사무소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그 이상의 사업을 위해서는 기부자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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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업은 3개의 대상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1) 의무교육 시작 전 단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ducation Initial: 현재 55개의 유아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제공하
고 있으며,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유아를 가진 가정을 위해 안정적 가정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2) 의무교육의 시작 단계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의 정규교육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Education Formal: 현재 61개의 꼴레히오(colegio: 학교)
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정규교육기관으로
전 정규교육 과정을 다 포함한다. Fe y Alegria가 이러한 꼴레히오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
다. 3) 특정 빈민층 밀집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Desarrollo Comunitario: 현재 15개
조직을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3)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협력과제 선정
본 연구의 1차 년도 연구는 콜롬비아의 교육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대 콜롬비아 지원 사업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 분야
협력 전략 및 과제를 간략하게 제안한 바가 있다. 즉, 콜롬비아 내부의 강점 및 약점 요인
과 외부의 기회 및 위협 요인에 대한 관점에서 교육 분야 개발협력과제를 SWOT 분석으
로 추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지조사와 다양한 문헌을 통해 콜롬비아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상세히
조사하였으며, 콜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더욱이 콜롬비아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있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주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가능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대 콜롬비아 교육 분야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중점
협력과제선정 매트릭스를 적용하고자 한다. 비록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 분야 데이터의 한
계로 인해 상세하게 중점협력과제를 도출해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 자료와
결합하게 되면 대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표화한 본 매트릭스 결과에 나타난 콜롬비아의 기초교육은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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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교육수요가 있다고 나타난다. 또한, 중등 및 중등 이후 교육은 콜롬비아가 중남미 평
균 수준의 교육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콜롬비아의 중등 및 중등 이후 교육에 관
한 사업가능성은 공여국인 한국의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성, 지원역량과 콜롬비아의 국가
전략과의 수요부합여부를 고려한 타당성, 그리고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의 여부를 고려
할 때 중등 및 중등교육이 기초교육의 사업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Ⅴ-4]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본 매트릭스를 통해 교육수요와 사업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효과적이고
타당한 한-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을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세부 추진과제
위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구체적인 한국-콜롬비아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콜롬비아의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닝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ICT의 활용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콜롬비아 교육의 현안
과제 중 하나는 지역 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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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평양 및 대서양 연안지역 거주 학생은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
고 있다. 내란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벗어나 도서벽지 지역으로 이주한 국민들이 많고 인
구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학교의 설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산악
지형이나 원시림 지형 등으로 인해 국토의 일부 지역의 교육접근성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러닝(e-learning)은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내란으로 인해 기초교육을 보장받지 못한 학생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교사교육·연수를 강화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지 하나의 교과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역량을 익혀나가는 과정으로 안전한 환경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이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세계평화와 국가 간의 공존을 이끌기 위한 주요한 요소로서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의 시행을 위한 교사교육의 강화는 한국의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제안될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 분야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제안한다. 고등교육 협력사업은
콜롬비아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기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보다는 협력을 통해 한
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정책 경험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가 현재 실시하
고 있는 정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식공유사업으로 제안한다. 이 사업은 크게
1) 한국의 우수 전문대학과 콜롬비아 SENA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수준의 직업인력 양
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2) 한국의 KEDI와 콜롬비아 ICFES와의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중점협력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ICT를 활용한 이러닝 활성화 : 교육 분야 ICT 역량 구축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사업63)
가장 먼저 제시할 한-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중점협력과제는 교육 분야 ICT 역량강
화이다. 한국의 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콜롬비아 교육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교육 분야 ICT 역량 구축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차관사업을
63) 이 부분은 GDC 컨설팅의 김아론 박사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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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였으며 2014년 8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15개월 300억 규모). 본 연구는 이
상의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후속지원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현재 진행 중인 EDCF사업은 중앙혁신센터(Central Innovation Center)와 지역의 거
점도시(보고타, 메데질, 깔리, 까르띠에나 비자빈 세시오 지역)에 신설한 지역혁신센터
(Regional Innovation Center)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분야 포털
(Colombia Aprehende) 개설 등 인프라 관련 사업요소가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11개 학년 3개 과목(과학, 수학, 스페인어)에 걸쳐 전자교과서(digital
contents)를 만드는 등 소프트웨어 제공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교육을 통해
휴먼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요소로 포함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10
개 학교를 lab school로 지정하여 ICT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사연수와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요소로써 유의미한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역량개발과 실제 활용을 통한 효과
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식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후속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당초 EDCF차관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목표 달성과 중장기적인 성과를 제고하
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ICT역량 강화와 교육 분야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는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DCF사업의 종료를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따라 각 사업요
소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수행이 가능한 후속사업의 사업의 목적과 개
요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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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7> ICT를 활용한 이러닝 활성화: 교육분야 ICT 역량구축사업 후속지원 사업
구분
목표

내용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격차 완화
⋅교육의 질 향상

시행전략
및
내용

⋅교육현장에서의 ICT활용능력 강화(교수학습 및 연구개발) : 선행사업의 교사연수프로그
램들과 연계한 후속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 수혜자 그룹별로 보다 특화된 맞춤형 연수
- 온라인 교사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사들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
- 교사들의 커뮤니티 (community of practice)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관련 기관의 ICT활용범위 확장(행정 및 소통) :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등 행정분야
와 학교 내 도서관 등 학습지원기능 등으로 ICT활용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
원 사업을 기획 및 실행
- 교육행정 전문가, 학교 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연수
- 교육정보화 관련 콘텐츠와 가이드라인의 개발
- 교육정보화 시스템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수혜자들의 ICT 접근성 개선 : 수혜자들의 ICT인지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기획 및 실행
- 학교내 도서관 개선 사업: ICT기자재 및 관리자 연수
- 커뮤니티 센터, 지역내 도서관 등에 컴퓨터실 및 ICT활용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ICT 교육자료실 설치
- 교사양성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 컴퓨터실 및 ICT 교육 자료실 설치

기대효과

⋅교육현장에서의 ICT활용능력을 강화
⋅교육관련 기관의 ICT활용범위를 확장
⋅수혜자들의 ICT 접근성을 개선

이상에서 제시한 사업을 통해 유상원조로 진행된 EDCF의 교육 분야 ICT 역량구축사업
의 초기달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64)
콜롬비아는 인구 구성상 혼혈의 비율이 높고 인디언과 유럽계 혼혈인 메스티조가 사회
의 주류계층을 이루고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한 지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종적 갈등이
있는 국가이다. 교육 분야도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교
육이 의도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윤종혁 외, 2013). 역사적으로 콜롬비아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계층 간의 불평등의 누적, 마약 문제 등으로 발생한
64) 이 부분은 GDC 컨설팅의 박영우 박사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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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의 내전은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그 중 과반수가 넘는 인구가 학령
기의 아동이었다. 이러한 콜롬비아의 국내 분쟁으로 인해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상대
적으로 낮은 중등 교육 이수율, 지역에 따른 중등학교 접근성 및 졸업율의 불균형, 낮은
교육의 질이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윤종혁 외, 2012).
이러한 콜롬비아의 폭력 분쟁은 학교 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중퇴율
을 발생시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폭력이나 분쟁으로부터
회복되고 국민 화합과 화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분쟁으로 인한 지역･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자
들의 교육기회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 협력, 다양한 문화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세계적, 한국적 입장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적
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
고 있으며(UN의 반기문 총장의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에 세계시민교육이 포
함됨), 2015년 인천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회의에서 한국의 관심의제로서 세계시민교
육이 부각되고 있다. 분단된 국가로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으로서 세계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콜롬비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2014 부문별 계획’에 따르면 시민의식 형성
즉,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고 인권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시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김진희 외(2014)
에 따르면 교육은 인류의 번영과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존중,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괄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된다.
세계시민교육을 오래전부터 실천해오고 있는 Oxfam은 세계시민교육이 세계시민을 양
성하는 교육이며, 세계시민은 (1) 글로벌화 된 세계를 자신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자, (2)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3)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비
판적으로 이해하는 자, (4)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 (5) 자

304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신의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지는 주체로서의 시민(김진희 외, 2014: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필요한 주요 요소는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5]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핵심 요소
출처 : Oxfarm(2008).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 p. 4를 바탕으로 재구성 함.

오늘날 많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보게 되
면 세계시민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 교사를 교육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함
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따라서 국내분쟁이
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콜롬비아의 경우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콜롬비아의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의제로 대두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교육
이 이러한 세계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사의 세계시민성 이해의 역
량을 높임으로써 학생이 세계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 사업의 목표는
콜롬비아의 내전으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학생이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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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에게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지식, 기술, 가치를 습득하고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의 결과로 학생은 다른 이의 삶을 국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이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할자로서 교사가 이러한 교
육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구체적 사업 기대효과는 1) ‘인권, 평화, 정의, 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
한 교사의 이해 증진’과, 2) 이를 통해 ‘학생이 세계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3) ‘사
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Ⅴ-28>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구분
목표
시행전략
및
내용

내용
⋅인권, 평화, 정의, 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사의 이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
⋅교사 및 학생의 주도적 사회문제 참여 촉진
- 학교를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도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
- 지역사회와 사회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
⋅분쟁과 갈등이라는 국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참여 도모
⋅교사교육을 통한 콜롬비아의 세계시민 양성 지원

기대효과

- 인권, 평화, 정의, 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사이해 확대
⋅교사의 세계시민성 이해역량 증진을 통한 학생의 세계시민역량 증진
⋅사회 구성원으로의 사회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

본 사업의 우선적 교육대상은 난민지역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교사에 대한 전문성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난민촌
이 형성된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불안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또한 교사와 함께 콜롬비아 학생에게 적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 세계
적으로 활용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주요한 기관에서 개발한 것도 있지만 기
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세
계시민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학생에 대한 성찰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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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건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풍부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 이외에 세계시민교육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콜롬비아는 상위 중소득국으로 페루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사회적 지표도 최근 들어 개
선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통령에 취임하고 2014년 대통령 연임이 확정된 산토스 대통
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내란 종식을 위한 실천활동이 효과를 보임에 따라 콜롬비아의
사회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기회 측면과 교육의 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
편적 초등교육 달성 노력이 내란으로 인해 다소 정체된 바 있으나 2000년 이래로 등록율
과 이수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등교육 등록율과 이수율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1991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윤종혁 외, 2013).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규교육이 아닌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한 비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특
히, 내란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학생들의 경우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해 어린 학생들도 직
업훈련기관에 등록한 상황이다. 콜롬비아는 직업훈련기관인 SENA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SENA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이 낮아서 SENA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해당 직군에 필요한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직업훈련 기술에서 고도화된 산업현장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SENA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해 콜롬비아의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협력
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2013년부터 SENA에서 시작한 연구, 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
(SENNOVA)65)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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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는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사업을 하
고 있는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회사들과 협의하여 설
계하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수생들이 그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우 무료로 직업훈련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선
진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안이나 콜롬비아와 같은 중진국에서도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훈련과 취업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 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으로써 교육
의 질 향상을 통한 인력개발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전문
대 중심) 및 전문기관(KRIVET)과 SENA와의 협력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의 직업훈련체제 개선을 위한 SENA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SENA가 우수한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전담기관인 SENA가 단순히 낮은 수준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거듭나게
한다. 세부적인 제안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29>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분

내용

목표

⋅SENA 시스템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능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
- SENA의 훈련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IT, 바이오, 나노기술 적응의 도입 및 빈곤층 학생들의 과학기술 능력 향상
- 훈련생들이 더 나은 직업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시행전략
및
내용

⋅한국의 우수 전문대학 및 직업훈련기관과 SENA 간의 컨소시엄 구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직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식공유 사업 추진

기대효과

⋅SENNOVA를 통한 빈곤층 청소년의 꿈 실현
⋅산학협력 모델을 통한 시장에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인력 양성
⋅글로벌 사회 최신 기술인력 양성

65) SENNOVA는 연구그룹과 기업, 그리고 과학기술 그룹간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최신의 연구개발 성
과를 프로그램에 도임하는 사업임.

308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SENA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능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함으로써
SENA의 훈련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IT, 바이오, 나노기술을 도입·적용하고, 빈곤층 학생들의 과학기술 능력
을 높임으로써 훈련생들이 더 나은 직업을 얻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
이다. 기본적으로 SENA의 주요 타겟 계층이 빈곤층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SENNOVA를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학협력
모델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SENA와 공유하고 이를 SENA가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공
유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콜롬비아의 전문 직업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4)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콜롬비아 정부는 1980년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법령(Decree 80 of 1980)을 공
포하였다. 이 법령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인력자원을 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요구와 중등교육이 팽창함으로써 고등교육도 자연스럽게 확
대될 수 있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Orozco, 2013). 이 법령을 바탕으
로 콜롬비아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등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ICFES가 고등교육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기울였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대
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일부 엘리트 대학 중심의 대학구조로 인해 대학의 공적기능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콜롬비아는 1991년 헌법의 개정과 이전의 법령((Decree 80 of 1980)을 대체하는 고등교육
법(Law 30 of 1992)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였
다. 그리고 이 법 체제 내에서 대학의 자율과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립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를 규제하였고 영리기관의 고등교육 분야
진출을 금지하였다(Ministerio de Educación Nacional, n.d.). 즉, 국가는 대학에 대한 재원
을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된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로 인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무성(인증체제 및 국가
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66): 대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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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
책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Orozco, 2013). 특히,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며, 2003년부터 교육부가 5가지 요소를 포함한 고등교육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기
로 하였다.
<표 Ⅴ-30> 콜롬비아 고등교육 품질시스템 구성 5가지 요소
5가지 요소

내용

보증

정부의 승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질 보증

인증

교육 제공의 우수성에 대한 품질 인증

평가

정책 설계 및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효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사회, 국가, 기관들에 제공함
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평가

발전

질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할 정부 전략의 발전

감찰과
모니터링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법, 학습, 연구 및 강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에서 행하는
국가의 감찰과 모니터링. 고등교육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 교육 목적의 달성, 교육기관의 자산
과 소득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학계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을 모니터링

이를 통한 콜롬비아의 주요과제는 고등교육 보증 시스템을 확립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기관들의 인증 및 인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다(Educación de calidad et al.,
2010). 그래서 현재 콜롬비아의 286개의 고등교육기관67) 중 인증(Acreditacion)을 가진
고등교육기관 수를 2014년까지 10%인 28개 고등교육기관으로 늘리고자 한다. 또한
4,643개의 대학 학과 중에 17%인 811개 학과가 높은 수준으로 인증되었고, 2014년까지
25%인 1,160개 학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
하여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고등교육 질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질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평가)들을 개선할 수 있다.

66) National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SNIES)
67) 콜롬비아의 고등교육기관은 전문기술기관(professional technical institutions), 과학기술기관(technological institution),
대학기관(university institutions), 대학(universities)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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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1>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구분
목표

내용
⋅고등교육 질 관리 컨설팅 제공을 통한 대학의 질 관리 기준 개선
⋅고등교육의 질 측정(평가) 방법 개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학 운영방안 개선

시행전략
및
내용

⋅한-콜롬비아 간 고등교육 정책부서 및 기관 간의 노하우 및 지식 공유
- 양국 공동 워크숍 개최를 통한 노하우 공유
⋅양국의 견고한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컨설팅 실시
- 정책결정자 대상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재구조화 필요성 논의
- 실무 기관 대상 전문적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안 협의
-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인증모델의 개정.
- 고급 교육을 향한 교육의 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서의 자체평가 권장
- 효율성, 효과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양질의 교육 인증 프로세스를 위해 교육의 품질 인증
시스템의 범위 확대
- 교육 기관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장려책 개발
- 학계의 모든 관계자들과 고등교육기관의 품질 지표에 대한 협의 강화
- 교사의 질 강화, 교사 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이용

기대효과

⋅콜롬비아 고등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의 질 관리시스템 개선
⋅인증(Acreditacion)받은 고등교육기관 수, 대학 학과 수 확대(정부 목표달성)
⋅한-콜롬비아 간 고등교육 정책 공유

콜롬비아는 이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1980년부터 시행해오
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전수가 아닌 양 국가 간의 해당
업무를 시행해오고 있는 정책부서 및 기관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콜롬비아의 고등교육 질 관리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실시한다.
정책자문이나 시행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워크숍 형태를 통해 각 국가의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공
유한다. 한국의 경우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담당부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고
등교육 평가를 담당해오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콜롬비아의 경우 교
육부의 고등교육 질 관리 담당과 및 ICFES의 관련 조직이 참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는 한국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콜롬비아의 질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정책자문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즉, KDI가 진행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같이 과거 및 현재의 한국의 발전과정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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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 후 양국 기관 간의 협력체제 하에 정책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 정책
컨설팅은 정책결정자에게 고등교육 질 관리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담당자의 역
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콜롬비아가 동의하고 요구하는 개선점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정책 집행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콜롬비
아가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다음의 영역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Educaci n de calidad et al., 2010).

○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인증모델의 개정
○ 고급 교육을 향한 교육 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서의 자체평가
권장

○ 효율성, 효과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양질의 교육 인증 프로세스를 위해 교육 품질
인증 시스템의 범위 확대

○ 교육 기관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장려책 개발
○ 학계의 모든 관계자들과 고등교육기관의 품질 지표에 대한 협의 강화
○ 교사의 질 강화, 교사 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이용

나.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위에서 제안된 협력과제들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 분야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및 성과관리가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과
거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에서 이루어진 많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
업들이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그 원인으로 교육 사업의 집행 과정이 복잡하고 미묘하다
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Williams, 1975, London, 1993에서 재인용).
1차년도 보고서는 중남미 교육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을 ‘개발협력의 효과성
확보’인 것으로 설정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원조조화, 사회문화적 여건과 파트너
국가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 추진, 중장기 국가협력전략과 일치하는 사업 추진
및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고려한 사업 발굴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원조조화 방향은 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와 연관된다. 원조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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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며, 콜롬비아에서 다양한 파트너기관들과
오랫동안 원조를 진행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성과관리과정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역량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콜롬비아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득국에 걸맞게 개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전문적 조직들
이 존재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APC와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진
다. 콜롬비아의 개발협력을 총괄하는 APC는 사업의 착수 단계부터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APC의 한국 담당 직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육 분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ICT 교육 분야 사업이 교육부의 혁신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교육부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콜롬비아와 같이 교육지방자치제가 활발한 국가는 사업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지방교육조직도 주요 추진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지역을 면밀
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고타(Bogota)나 칼리(Cali), 메데진(Medellin)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만, 내륙 국경지역(Border area)의 경우 치안이 불
안정한 경우가 많다. 특히, 태평양 지역 연안인 초코 주(Choco province)와 카우카 주
(Cauca province), 캐리비안 지역의 주들 그리고 콜롬비아의 동남부 지역은 높은 개발협
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도가 낮아 적합한 개발협력을 위한 최적의 지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수도인 보고타와 그 밖의 대도시의 경우 도시 내에 공존하는 빈부격차나
삶의 질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대도시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바람
직할 것이다.
ICT를 활용한 이러닝 활성화 사업(교육 분야 ICT 역량 구축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사
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업의 경우 기존의 진행된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사업으로 기존 사업이 진행된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교
육 분야 ICT 역량 구축 사업은 사업진행과정에서 KERIS의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시공미
디어와 같은 콘텐츠 회사와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과거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된 우바떼
(Ubate) 첨단 교실 사업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후속지원 사업의 범위와 추진방법 등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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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 구축(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은 난민
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은 콜롬비아의 파트너 기관인 ICFES가 위치한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반면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 사업인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은 SENA가 위치한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과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고타
(Bogota)나 칼리(Cali) 및 메데진(Medellin) 지역의 SENA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세 가지 중점협력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사업 착수단계, 사업 중, 사업 종료 후
시점에서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 및 현
지조사, 콜롬비아 정부 및 콜롬비아 내 공여기구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교육개
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
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거나 명확한 성과의 달성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진체계의 큰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성과관리에 필요한 협
의를 실시하거나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실질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 정책제언 : 중장기 로드맵 구축
본 연구는 콜롬비아가 겪고 있는 교육 분야의 문제점인 교육의 형평성 이슈, 내란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 및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능한 인적자원 양성 체제 구축(고
등직업인력 및 고등교육 질 관리)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ICT를 활용한 이러
닝 활성화 사업(교육 분야 ICT 역량 구축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사업), 둘째, 세계시민교
육의 실천을 위한 여건 구축(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 셋째, 고등교육 질 관
리 시스템 구축 사업, 넷째,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제안하
였다. 이 사업은 지속성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른 단기 실천협력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은 다음의 <표 Ⅴ- 32>와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314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 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4. 고등교육

3. 직업교육
훈련

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국가 적용을 위한 워크숍
시행

- 개발된 SENA 프로그램의 타

를 대상으로 SENA와 유사한
직업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진행

- 과테말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중남미 주변 국가로의 확대

환경시설 지원

⋅ICFES와 KEDI, KICE 합동 워크숍 ⋅제안된 고등교육 질 관리 개선방안 ⋅중남미 주변 국가로의 확대
시행
의 시행 및 평가
- 과테말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전문인력의 ICFES 파견을 통한
중 관심 국가에 대해 시행
지식공유 사업 시행

시행

-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

전문직업인력양성을 ⋅SENA와 KRIVET과의 워크숍을 통 ⋅개발된 프로그램의 확대적용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 프로그램 개발
- 전국의 SENA 지역센터에
사업
- 기술 협력을 통해 필요한
확대 적용
분야 프로그램 개발
⋅중남미 타국가와의 연계 시행

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실천

- 개인 교사별로 연수받은 내용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학교단
위 사업 추진)

- 교육소외 지역 학교의 이러닝

⋅수혜자들의 ICT 접근성을 개선

장기 활동계획
(7~10년)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교사연수를 통한 교사의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현지화 ⋅세계시민교육 선도학교 선정 및 지원
을 위한 여건 구축
교육 역량강화
- 한국의 전문가와 기 연수받 - 교육형평성 차원에서 난민촌이
(교사교육 프로그램 - 교사 선발 및 한국초청 교육
은 콜롬비아 교사와의 협력
형성된 지역의 학교의 교육
을 중심으로) 사업
연수

조직(교육부, 지역교육청,
학교)과의 연계 강화

- 지역 센터와 콜롬비아 교육

⋅교육관련 기관의 ICT활용범위를
확장

중기 활동계획
(4~6년)

2. 세계시민
교육

단기 활동계획
(1~3년)

ICT를 활용한 이러닝 ⋅교육현장에서의 ICT활용능력을
활성화 사업(교육 분 강화
야 ICT 역량 구축 사 - 기존 사업의 지역센터 및
업 후속지원 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과제

1. ICT
활용 교육

영역

교육기회의 접근성 향상과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표 Ⅴ-32> 콜롬비아 교육분야 중점협력과제의 중장기 로드맵

4. 파라과이68)
가.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발굴
1) 교육개발협력 비전
파라과이와의 교육개발협력 과제 연구는 파라과이의 정권교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차 년도 연구는 파라과이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겪으
면서 과도 정부를 거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부가 막 출범하는 과정에서 진행되
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거나 발표되기 이전이어서 2차 년도 연구
를 통해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고 신정부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논의과정을 거
칠 필요가 있었다.
파라과이 신정부는 2013년 8월 집권한 이후 교육 분야의 정책을 수립해 왔고 1년여의
시간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국가교육계획 2024’는 신정부가 발표한 장기 교육정책인
데,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파라과이 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교육의 질 개선,
효율성과 형평성 보장을 공고히 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Paraguay MEC, 2014).
이를 실행하기 위해 파라과이 정부는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그
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Paraguay MEC, 2014). 파라과이 정부는 세부 교육개발 목표로‘2013-2018 교육의제’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아래의 <표 V-33>에 정리되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개혁과 그 세부 계획은 본 연구팀의 1차 년도 연구 결
과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교육의 질 개선을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삼고 있으며 교육
접근성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은
파라과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개혁 비전에서 한국의 교육개발 경험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라과이 정부의 국가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과제
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68) Ⅴ장 4절 파라과이는 공동연구진 중 윤종혁, 유성상, 한건수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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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3> 국가교육계획 2024 및 2013-2018 파라과이 교육의제
국가교육계획 2024
목표
모든 학령기 아동의
교육기회 평등

교육의 질 향상

프로그램
교육기회 확대 제공 및 개편
타 분야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참여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지원
직업기술교육 개편
교육과정 개편
교사 전문성 향상
ICT활용 교육 시스템 적용
고등교육 개혁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의 교육정책 효과성/효율성 개선
다양한 참여자 협력을 통한 교육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참여 강화
교육정책 실행
재정자원 관리 개선
계획, 평가, 모니터링과정 강화
2013-2018 파라과이 교육의제

교육의 질 확보

교사 전문성 개발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유연화)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학습기회 확대와 학습환경 개선

초기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의 범위 확장

다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고등교육 강화
교육부 제도 강화

원주민 교육 강화
청년 및 성인 대상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합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과 개선
교육부 제도관리모델 개선

출처 : Paraguay MEC(2014). Agenda Educativa 2013-2018 (http://www.mec.gov.py/cms?ref=294506-agendaeducativa-2013-2018)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검색일 2014.10.24.)

1차 년도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파라과이의 교육 분야 쟁점으로 나타나는 영
역은 낮은 교육의 질, 교육 불평등(지역, 소득수준, 계층 간) 그리고 교육행정시스템의 비
효율성 등이다. 교육의 질적 문제는 중남미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며, 인종, 종족, 계층, 지역 간에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원주민 인구수가 많은 파라과이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파라과이의 현 정부는 이러한 교육현안을 개선하고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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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의 교육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한국은 이를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에 대한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013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CPS) 상에 명시된 중점협력분야는
(1) 기초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2) 생산성 향상 및 취약계층의 역량제고, (3) 운송시스
템 개선 및 효율성 제고의 세 분야이다. 교육 분야는 한국의 중점협력분야로 선정되지 않
았으나, 이상의 CPS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파라과이 정부가 제시하는 소외계층의 교육형평성 확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직
업교육훈련 개편 등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년도 연구 결과로
SWOT 분석을 통해 제안한 세 가지 과제 – 교원양성 및 재교육과정 지원, 교육의 질 관리
및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기 위한 교육계획 수립, CPS 중점지원 분야와 교육 연계-와
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윤종혁 외, 2013: 307-308), 한국은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비전을 ‘소외계층 교육 접근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라 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개발협력 체계 진단
파라과이의 교육개발협력 체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라과이의 개발협력 체계
와 교육부 조직구조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파라과이로 유입되는 대외원조는 기획청(Ministry of Plann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STP)을 통해 총괄 관리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 개
발사업의 계획, 조정,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STP는 재무부와 외교부 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기능이 미약하여 기능의 향상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568).
앞선 Ⅲ장에서 통계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파라과이와 ODA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
적인 양자 공여국은 일본(JICA), 독일(GIZ), 스페인(AECID)이다. 가장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기타 사회분야, 생산부문, 교육 등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파라과이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2008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
회, 2013: 568). 이밖에 개발은행을 포함한 다자기구 역시 파라과이에서 활발한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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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파라과이 내에는 원조 공여국 협의체가
구성되어있지 않아 공여주체 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정부와 공여기관 간의 조정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
타나지만(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568), 여전히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여러 공여기구 간의 원조조화와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고 개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과 남남협력에 참여하기도 하며, 일본-아르헨티나-파라과이 형태의 삼각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EGIB, 2014: 186-195).
파라과이의 중앙 교육행정조직에 대해서는 1차 년도 연구에서 확인한 바 있다. 교육문
화부(MEC) 장관 이하 7개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운영 개발부서 산하에 각 교육
단계별 관리부서와 통합교육부서, 원주민교육 부서 등등이 소속되어 있다. 국제관계부서
는 교육부장관 산하 7개 조직 중 하나이며,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과정
에서는 동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협력과제 선정
타 국가와 동일하게 파라과이 역시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중점지원
영역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교육과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영역 각각이
가진 교육수요에 대해 국제교육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두 영역 모두 중남미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수요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중남미 평균보다 개선
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지조사결과와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파라과이와의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분야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파라과이는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분야의 사업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파라과이의 경제
지표와 국가 교육정책,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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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의 한-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중등 및 중등이
후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하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 절
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나) 세부 추진과제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한-파라과이 교육 분야 중점협력과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파라과이의 교육정책과 교육개혁 동향, 교육현장의 수요와 국제기구 및 타
공여기구의 지원현황, 한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연구는 아래의
세 가지 과제를 한-파라과이 중점협력과제로 선정했다.
첫째, 교원양성 및 재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초․중등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의 공통적인 교육문제로 지적되는 교육의 질 문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과제이다. 더욱이 파라과이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
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를 교사들의 전문성 부재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실제 본 연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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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교육 관료나 교사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IDB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역시 파라과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교원교육’을 중요한 의제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
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파라과이 교육 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교육의 질 저하는 교원양
성과 재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과 지원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한국 교육 경험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와 파라과이의 현재 경제현황 및 경제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정할 수 있다. 지난 1차
년도 연구결과도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파라과이는 13.6%의 GDP
성장률을 보일만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 내에서도 직업훈
련을 강화하는 것이 파라과이의 경제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훈련 분야의 교육협력은 파라과이 상황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국가교육계획 2024’에 명시한 정부정책 프로그램(직업교육훈련 개
편)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파라과이 중앙 교육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과이의 교육행정관리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은 파라과이의 다른 행정체계와 마찬가지로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실제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6
월 한국을 방문한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파라과
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파라과이 대통
령궁 및 부처 전자정부 관련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을 교육하기도 했다. 따라서 파라과이
의 교육행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협력과제는 파라과이 교육정책의 운영 및 관리를 효
율적인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이며, 이제까지의 양국 협력 사업의 실적
을 축적시켜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NEIS라는 이름의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EMIS 시스템의
개선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 정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전반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중남미 중점협력국과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방안

321

교원양성 및 재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파라과이는 낮은 교육의 질 해소를 위한 방안이자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의 대안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MEC, 2014:
4)69).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한국은 파라과이 교원양성 및 재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교
육의 질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궁극적은 목표는 교사의 전
문성 향상을 통한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파라과이가 직면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파라과이는 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과거의 농업중심 사회로부터 산업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 파라과이 사회를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해야 한다.
2차 년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방문한 초중등학교의 교육 현실은 개선할 요
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일종의 시간강사처럼 여러 학교를 이동
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들의 수업 진도나 내용을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총괄교사가 과목별 강의를 맡은 교사들의 출퇴근과
수업진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연구진이 살펴본 관리대장이나 관리
실태는 너무나 부실했다. 교사들의 출근부에는 해당 교사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담당
과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결근하는 교사들이 다른 동료에게 자신의 수업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이 출근부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의 질은 개별 교사들의 교육 역량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교육역량 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명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파라과이 신정부 역시 교원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있다. 연
구진과의 면담과정에서 한국의 교원양성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던 교육부
관리들은 대부분 한국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69) MEC(2014). La pol tica p blica en Educaci n: Educaci n tarea de todos. Asuncion: 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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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4> 교원양성 및 재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구분
목표

내용
⋅교사 전문성 개발을 통한 초중등 교육의 질 향상

시행전략
및
내용

⋅현행의 사범대학 교육과정 분석
⋅현행 교원양성기관 허가증 재검토 및 재인가 실시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 교육과정 개편
⋅학용품, 교재교구 제공 등 학습 환경 증진
⋅현직 교사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학생들의 학업동기 고취 방안 마련
⋅분석 및 평가시스템 시행 및 정책으로의 환류
⋅공동 워크숍 운영 및 교원교환연수 프로그램 실시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점제 운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교수인력 양성

기대효과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교사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국가적 비전 수립에 기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교사의 이해역량 제고
- 다문화/간문화 등 파라과이의 현 교육현안 관련 교사이해 확대
- 과학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재양성의 발판 마련
⋅교원 역량 제고를 바탕으로 한 초중등 교육의 질 향상

파라과이의 교원양성 기관은 공립기관 외에도 수많은 사립양성기관이 난립되어 있다.
현지조사 중 면담한 교육부 관리는 심지어 일부 기관은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런 현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자
유화 되면서 ‘여행가방(carrier bag) 대학’ 또는 ‘서류상(paper) 대학’이 난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정부 들어 고등교육 기관을 점검해 보니 소재불명의 대학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를 현지에서는 ‘무지개 대학’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비올 때만 나타나는 무지개처
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교원양성 기관 정비를 위해 실사 중이다. 그러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예산 부족과 실사 시스템의 부재로 전체 교육기관의 절반정도만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기관의 실사가 과연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상태였다. 2014
년 8월 기준으로 파라과이의 교원양성 기관은 공립 41개교와 사립 97개교가 있다. 이 중
우선적으로 공립 교원양성 기관 41개 중 20개 기관을 실사했으나 단 8개 기관만 평가 기
준을 통과한 상태이다. 나머지 21개 기관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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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립 기관이 사립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형편인데도 기준을 넘는 기관
의 수가 4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립교육기관 97개교는 대부분 시설이나 운영과정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립기관을 먼저 평가한 것도 부실한 사립기관을 실
사하여 퇴출시킬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한 조치이다.
문제는 파라과이 교육부에서도 교원양성 기관의 정비에 있어 확고한 기준이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시설과 교수진 확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 실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실사를 통해 교원양성 기관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원양성 기관 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을 위해, 현재 파라과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양성 기관의 정비와 개선은 보다 전문적인 기준과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추진될 때 실
질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원 양성 정책이나 교사
재교육 정책 개발과 추진 경험이 파라과이 사례에 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교원양성 기관을 정비하고 우수한 기관을 발전시키는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비 기준과 시스템으로는 최악의 교원양성 기
관을 퇴출시킬 수는 있지만 교원양성 기관 자체를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면담한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원양성 기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한국의 교원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되는 전
반적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원양성 분야는 교원양성 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인적자원, 운영방안 뿐
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개발협
력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원양성 기관 평가 체계의 개발과 적용, 둘째 파라과이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의 표준화, 셋째 교원양성 기관 운영 체계화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교원 재교육 문제 역시 양성 못지않게 시급한 실정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면접한 교
육부 공무원은 현재 파라과이의 교원 중 약 50%가 고령임을 언급했다. 이들은 과거 체계
적인 양성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재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따
라서 파라과이 교육의 질 개선에 있어 기존 교사들의 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재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교육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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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현지조사 기간에 교원노조의 일부가
파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교원노조 소속 교사와의 면접에서 재교육의 필요성은 동의하
지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입장이라는 설
명을 들었다. 파라과이의 교사들은 월급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정부 측의 개선안이 없으면
파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의 재교육 문제는 부차적 의제
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교육 문제는 교사들의 승진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혁안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교원 재교육과 승진제도 등을 파라과이에 소개하고
이를 시스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직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의 처우/복지/사회적 지위를 증
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연수제도 운영 및 특정 학점이상 이수한 교원에 대
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발적인 전문성 확장의 계기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세부추진전략들을 통해 파라과이의 고질적인 교육의 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와 학생 모두 파라과이가 직면한 사회적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의 현 교육정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
행되어야 하므로 점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해야 할 것이다.
신정부의 교육 지도자들과의 현지 면담을 통해 본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대한 현지 정부
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의 교사교육 협력에 적극
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공동 워크숍 운영, 교원교환연수 프로그램 등의 교육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향후 대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주도인력 양성
직업교육분야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준 주요한 교육의 영역이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파라과이와의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파라과이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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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5>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주도인력 양성
구분
목표

내용
⋅사회맥락을 고려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도모

시행전략
및
내용

⋅직업기술교육 실행을 보장하는 규제의 틀 마련
⋅직업교육/기술훈련원 건립 및 운영 실시
⋅사회적 맥락과 교육적으로 표준화된 직업기술교육 설계 및 실행
⋅전문 직업기술교육 자격제도 도입
⋅직업기술교육 개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인력 연수
⋅지역사회 시장과 연계를 통한 실무연수과정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재구성

기대효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개인 및 국가 경제성장 촉진
⋅취약계층 청년의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촉진을 통한 사회통합

직업프로그램에서 한-파라과이 개발협력 과제는 파라과이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다양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파라과이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취업확대를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현행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규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기술교
육의 실행을 보장하는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사회 요구를 반영한 표준화
된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현지 산업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는 2015년을 목표로 파라과이 기술협력청(STPP)과의 협력 하에 현지 직업교육/
기술훈련원을 준공할 예정이다. 직업교육/기술훈련원에서는 향후 한국어 교육, ICT를 기
반으로 한 교수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교육모델의 보급 등을 기대할 수 있다.70) 그러나 대 파라과이 협력 사업에서 교
육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차원의 교육지원협력사업을 발굴 및 제안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교수진 양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의 주도로 직업기술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 또한 가
능한 실행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파라과이는 급성장하
는 시장경제 요구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과 국가는 경제성장
70) 주 파라과이 KOICA 사무소장 인터뷰 자료.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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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진행할 수 있다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조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빈
곤의 덫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선진화를 통한 교육운영 효과성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앙 및 지방의 교육정책 운영현황과 교육현안 등
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파라과이는 교육의 중앙집권화를 위해
교육행정시스템의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원국의 정책의지와 한국이 가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구축의 경험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Ⅴ-36>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선진화를 통한 교육운영 효과성 강화
구분
목표

내용
⋅EMIS 선진화를 통한 국가 교육운영 효과성 강화 및 국가 교육현황 통합관리

시행전략
및
내용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정책 개발 및 정착
⋅국가행정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개발
⋅노후된 컴퓨터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인프라 재건 사업 시행
⋅공무원 교환연수프로그램 실시
⋅교원 및 교육행정가의 교육행정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중앙 및 지역 교육정책과 현황 공유

기대효과

⋅국가 교육정책 모니터링 효과성 확대
⋅교육행정의 업무적 효율성 증진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교육정책 파급력 제고

EMIS 시스템 개선과 정책을 통한 국가 교육운영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며 가장 먼
저 국가교육행정시스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의 NEIS와 같은 종합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시설 및 기자재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현직 교사 및 교육 행정가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된 교원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단발적인 시범
사업의 형태보다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관련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실
시 확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EMIS 시스템이 개선 정착된다면 중앙교육행정부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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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정책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파급력 또한 확
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하드웨어적 시설 건립 및 컴퓨터 시설의 제공 등의 단순
한 접근법보다는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이 뒷받침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나.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중점협력과제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가장 먼
저 각 사업의 추진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한국 측과 파라과이 양 측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파라
과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의 장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획청(STP)을 중심으
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개발협력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세 과제 모두 기획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UCA 또는 ISE71)와 같이
파라과이 대학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파라과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는 파라과이 현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측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물을 실제 프로젝트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KOICA
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외교부와 KOICA 본부, 파라과이 KOICA 사무소와의 연계
를 바탕으로 기 작성한 중점협력과제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의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원양성과정 지원,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또는 한국
학술진흥원(KERIS)와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에서 주의할 점은 다양한
기관과 주체가 개별적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일관되고 조율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정책제언 : 중장기 로드맵 구축
앞선 세 가지의 중점협력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과제의 실
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71) UCA : Universidad Catolica “Nuestra Senora de la Asuncion”
ISE : Instituto Superior de Educ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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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프로 ⋅직업기술교육 실행을 보장하는 규 ⋅직업기술교육 개편 프로그램 운영을 위 ⋅전문 직업기술교육 자격제도 도입
그램 확대를 통한
제의 틀 마련
한 전문가 인력 연수
⋅전문가 인력 연수 프로그램 평가 및
경제성장 주도인력 ⋅직업훈련원 건립 및 교육 프로그 ⋅지역사회 시장과 연계를 통한 실무연수 성과 확산
양성
램 운영
과정 운영
⋅실무연수과정 평가 및 성과 확산
⋅사회적 맥락과 교육적으로 표준화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조직 재구성
된 직업기술교육 설계 및 실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정책 개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정책 개발 및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평가 및
(EMIS) 선진화를 통 발 및 정착
정착
성과 확산
한 교육운영 효과성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활용 관 ⋅국가행정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평가 및 - 지방 확대정책 마련
강화
련 실태조사
개선
- 지방 시설 및 인프라 제공을 통한
⋅컴퓨터 시설, 인프라 건설 및 기자 ⋅교원 및 교육행정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스템 활용 환경증진
재 지원
활용교육 실시
- 지방 교원 및 교육행정가의 교육
⋅관련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실시
행정시스템 활용교육 실시
⋅국가행정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개발

3. 교육행정

장기 활동계획
(7~10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교수인력 양성
학점제 운영
⋅교사 처우 및 복지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교수인력 양성 프로그램 평가 및 성
⋅교육의 질 개선 방안 지방 확대 정책 마련 과 확산
- 학생들의 학업동기 증진 활동 확대 ⋅공동 워크숍 및 교원교환 프로그램
실시
평가 및 성과 확산
- 노후된 학업시설 재건 및 기자재 지원
- 학용품, 교재교구 및 수업시수의 확보
⋅공동워크숍 및 교원교환프로그램 실시

중기 활동계획
(4~6년)

2. 직업교육
훈련

단기 활동계획
(1~3년)

교원양성 및 재교육 ⋅현행의 사범대학 교육과정 분석
과정 지원을 통한 ⋅현행 교원양성기관 허가증 재검토
교육의 질 향상
및 재인가 실시
⋅교사 처우 및 복지 실태 조사
⋅노후된 학업시설 재건
⋅학생들의 학업동기 증진 방안 마
련
⋅학용품, 교재교구 및 수업시수의
확보

과제

교원양성

영역

교육기회의 접근성 향상과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표 Ⅴ-37> 파라과이 교육분야 중점협력과제의 중장기 로드맵

5. 페루72)
가.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발굴
1) 교육개발협력 비전
페루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은 1) 페루의 국가교육목표 및 전략을 바탕으로 하며,
2) 국제기구가 제시한 교육발전목표와 3) 각 나라와 권역기구(OEI)에서 제시한 교육발전
목표를 고려하면서, 한국이 페루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첫째, 1차 년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페루는 ‘국가발전 2021계획
(2012-2021)’의 한 영역으로써 교육 분야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
부의 교육관련 정책과 목표를 제시한다. 동 계획은 (1) 교육의 형평성 제고(모든 국민: 소
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확대, 도농 간 격차 완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 확대), (2) 교수학
습의 질 보장, (3)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된 생산 기술교육 범위 확대, (4) 고등교
육기관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개발, (5) 교육의 지방분권화 공고화 등
을 목표로 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150).
동 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페루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a) 페루의 민주적, 이질
적, 윤리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개인, 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발전, b) 모든 페루인 사이에
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스페인어 지식, c) 모국어의 보전 및 발전과 실용성을 장려,
d) 국제적 언어인 영어의 습득, e)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과학 및 기술적인 사고
의 발전, f)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지리환경, 인류 역사, 현재와 미래의 이해 및 평가, g)
현재 위험에 처한 자연의 회복과 자원의 이성적, 합리적인 사용·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통해 의무교육을 받는다.
둘째, 한-페루 교육개발협력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페루와의 개발협력
전략과 목표, 페루의 국제교육목표 달성현황 등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은
2015년 개발도상국가가 달성해야 할 발전목표로서 MDGs 목표를, 유네스코는 EFA 목표
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페루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매년마다 ‘새
천년개발목표’와 ‘모두를 위한 교육목표’를 국가 교육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72) Ⅴ장 5절 페루는 공동연구진 중 이석희, 이진상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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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페루의 MDGs 달성정도를 보면, 초등학교 등록률과 이수율, 청소년문해율 면에
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하였다. EFA 달성정도를 보면,
2010년 페루의 유아교육 등록률, 초등교육의 보편화, 청소년문해율, 양성평등이 양호하
지만, 성인 문해율과 양성평등의 정도는 낮다. 뿐만 아니라 총 국민소득 중 교육비투자 비
중이 매우 낮다. 인간개발지수(HDI)를 보면, 중남미 국가평균에 이르고 전체적으로는 세
계평균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페루는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2015
년까지 대체로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베로 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는 2010년에 “교육목표 2021: 우리가 원
하는 독립 200주년 세대를 위한 교육(2021)”(이하 ‘교육목표 2021’)을 중남미 회원국에 제
시하였는데, 이 의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
다.73) 이것은 ‘권역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발전목표로서 페
루정부도 이들 국가교육정책으로 일환으로 간주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1차 년도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목표 2021’은 첫째 11개 전체 목표, 28
개 특정 목표, 39개 지침을 설정하고 2015년과 2021년을 특정목표 달성 년도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교육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베로 아메리카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별 교육예산을 측정하였으
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위하여 연대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윤종혁 외, 2013: 285). 페루정부는 교육목표 2021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의 관련기관들
-KEDI, NILE 등-과 포괄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직업교육과
과학교육, 수학 분야에서 협력 기대, 교사양성, 과학기술분야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협력을 기대하였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교육목표 2021’의 달성을 위해 협
력하여야 할 것이다.

73) ‘교육목표 2021’은 2010년 12월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Educación para la Inclusión
Social)”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0회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다. 2021년은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남미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종이나 성별, 빈부의 차별을 적용하지 않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교육목표 2021’이 제시되었다: (1) 교육활동에 사회참여 강화 및 확
장, (2) 교육평등 실현 및 교육차별 극복, (3) 유아교육 공급확대 및 유아교육 특수성 강조, (4) 초등교육 및 기초중등교육
보편화를 통한 상급학교 접근성 확대, (5) 교육의 질, 교과과정 개선, (6)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교육과 취업 연계성 확대,
(7)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기회 제공, (8) 교사 직무 강화, (9) 이베로아메리카 지식 확장 및 과학연구 강화, (10) 교육에 대
한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성 확대, (11) 교육체계 및 ‘교육목표 2021’ 사업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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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페루는 자국이 설정한 국가발전 목표와 그 안의 과제로써의 교육 분야 발전목
표, 국제사회가 제시한 교육발전목표, 중남미 권역협력단체인 OEI가 제시한 교육협력목
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 및 자국의 교육발전목표를 감
안하여 중등교육,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교육의 질을 제
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교육발전의 경험과 지
식을 공유하고 그동안 KOICA 및 NGO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페루의 개발협력 사
업 성과를 검토하여 장차 페루의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협
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개발협력 체계 진단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페루의 교육 거버넌스를 파악해야 하
며, 페루의 개발협력 환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페루가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총괄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차 년도 연구 성과에 근거한 페루의 중앙 교육행정체제,
페루의 개발협력청(Peruvi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PCI)의 역할과
중점지원 분야, OECD 파리선언에 근거한 페루의 개발협력 제도적 환경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차 년도 연구보고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페루는 교육부 장관 아래 2명의 차관이 각
각의 교육 관리와 기획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직속부서로 설치된 전략기획
실(Secretary of Strategic planning)을 중심으로 교육관련 전략기획과 교육의 질 평가
등을 실시한다. 제 1차관(교육관리 차관)은 교수학습, 교원양성, 기초교육, 문화-언어교
육, 대안교육 등을 담당하며, 제 2차관(운영관리 차관)은 각급 기관을 관리감독하며 국제
협력과 교육인프라, 지역조정 등을 담당한다(윤종혁 외, 2013: 120-121). 향후 한-페루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페루의 중앙 교육행정조직 체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페루는 삼각(남남)협력을 활발히 진행하는 여타 중남미국가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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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헨티나 등 – 와 마찬가지로 개발협력의 수원국이면서 동시에 공여국이라는 양면성을 가
진 국가이다. 2002년 설립된 APCI는 국가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개
발재원을 집행관리 및 관리감독하거나 중남미 지역의 인접국가와의 무상의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정부 산하조직이다.
페루는 APCI를 통해 활발한 기술협력, 지식공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의 우
선지원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1) 사회통합과 기초 생활 서비스로의 접근 확보, 2) 거버넌
스, 3) 경쟁력 있는 경제, 고용 및 지역개발 그리고 4) 자연자원과 환경. APCI는 이상의
4개 우선지원영역 내 17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교육 분야는

‘사회통합과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확보’를 위한 대과제 속에서 인권에 기반 하는‘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 형평성 확보’라는 의제로 실시된다.
그런데 페루로 유입되는 외부의 개발원조 자금을 관장하고 개발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 운영을 총괄하는 APCI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페루는 주변 칠레 및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멕시코, 브라질 등의 신흥국, 혹은 APEC 회원국 중의 동북아
시아 지역국가와의 협력관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협력전
략 속에서 교육 분야 개발협력 의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페루의 개발협력 제도적 환경을 OECD 파리선언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의 <표 Ⅴ-38>과 같다. 페루는 APCI을 중심으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
템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큰 폭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조조화를 달성하
기 위한 전략 측면에서 상당 수준의 개선 전략이 요청된다. 특히 프로그램형 원조, 공여국
간의 원조조화, 성과중심 모니터링 체제구축 영역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 이는 페루에 대한 개발협력 자체가 단기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기반 협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페루는 중남미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외부로부터 유입
되는 개발협력을 자국의 재정관리 체제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은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프
로그램형 접근을 통해 수원국의 시스템과 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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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8> OECD 파리선언 지표 조사: 결과와 목표
2005

2007

2010

2010
목표

격차

-

-

-

없음

-

2b. 조달체계의 질

n/a

n/a

n/a

없음

-

5a. 수원국 재정관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43%

45%

73%

없음

-

5b. 수원국 조달 체제를 활용한 원조비율

44%

51%

69%

없음

-

9. 프로그램 원조(PBA) 비율

16%

12%

33%

66%

33%

10a. 공여국간 공동조사단 활용

11%

28%

19%

40%

21%

10b. 수원국 공동분석

15%

15%

43%

66%

23%

성과 관리 11.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제구축

-

-

C

B or A

-

N

N

S

S

100%

원칙

지표
2a. 재정관리 체계의 질

원조
일치

원조
조화

상호 책임성 12. 원조효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

출처 : OECD(2012). 2011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 Country Chapters: Peru.
(http://www.oecd.org/dac/effectiveness/Peru%206.pdf) (검색일 2014.10.10.)

이 밖에도 페루에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UN 산하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세계은행,
IDB 등) 또는 OEI 등의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공조운영방식, 혹은 공동협의 채널 등
의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협력과제 선정
지난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점협력과제 예비안을 작성하고, 협력과제의 타당성을
GE& McKinsey Matrix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
사출장에서 현지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과제를 검증하였다. 앞선 I장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본 매트릭스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
하기 전에 교육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점협력과제선정 매트릭스를 통해 한-페루 교육개발협력의 중점 지원방향을 확인한
결과, 페루는 중남미 평균보다 기초교육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교육은 공여
국의 측면에서 확인해보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보인다. 중등교육 분야의
경우도 중남미 평균보다 수요가 높게 나타나며, 사업가능성도 기초교육 분야보다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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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런 면에서 기초와 중등 두 분야만을 놓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등 및 중등
이후 교육에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Ⅴ-7] 페루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이 밖에 페루와의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페루의 MDGs 달성률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취학율이 97%(2012년)로서 목표를
달성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77%(2012년)로서 아직 목
표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도탈락율을 감안하다면 중등교육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중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페루 국가협력전략 2013-2015’을 보면 중점협력분
야로서 교육 분야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페루와의 3대 중점 협력 사업으로서 1) 보건의
료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및 보건의료 개선,
2) 농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및 빈곤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지역개발, 3) ICT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토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페루정부가 제시하는 국가개발
계획(Bicentenary Plan: Peru in 2021)의 개발목표인 ‘페루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Ⅴ. 중남미 중점협력국과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방안

335

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발협력과제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74)
셋째, 현지조사출장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페루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육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히 페루의 APCI는 한국과의 교육개
발협력과제로서 교사양성 지원, 보건위생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세계은행과 페루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모델구축, 교육정보시스템을 수
립하고 교수학습 정보의 공급, 교육정책결정의 체계화에 필요한 교육통계의 발간 등을 협
력수요로 분석하였다. 미주개발은행(IDB)은 교육인프라 및 교원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기초교육의 성취, PISA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성취, 교사의 질, 교수학습
방법론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IDB는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한국의 신
탁기금을 활용하여 한국교육의 발전과 한-중남미 교육협력에 관한 공동포럼을 실시하기
를 권고하였다.75)
이와 같은 분석 및 조사과정을 바탕으로 페루와의 교육협력과제는 다음과 같이 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 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양성 및 연수 역량강화
(2) 중학교 ICT 교육 역량강화
(3) 보건인력 양성 역량강화
(4)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개선
(5) 원격-평생교육의 제도화

나) 세부 추진과제
(1) 교원양성 및 연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칸투타(Cantuta) 대학교76)는 총 6개 학부 - 농생명과학·식품영양학부(Facultad de
Agropecuaria y Nutrición), 자연과학부(Facultad de Ciencias), 인문·사회과학학부
74) 이것은 차기 페루 CPS 작성 시에 교육협력과제를 중요한 요소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75) 2013년 9월 파나마에서 열린 OEI총회에 한국의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교류협력에 관하여 OEI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협력기반위에 한국에서 IDB본부와 협력하여 한국-IDB 공동 교육협력포럼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76) Cantuta대학교는 1822년 7월 6일에 산마르틴 장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1965년 4월에 국립교원대학교로 전환되어 금년
193주년이 되는 유서 깊은 국립대학교이다. 연구진은 2014년 7월 4일(금) 칸투타 대학을 방문하여 David 부총장(Dr. David
Emilio Aguilar Berrospi(부총장)을 만나 면담하면서 대학의 설립, 민주화의 과정, 교원양성대학으로의 중심적인 역할 등
을 들을 수 있었고 부총장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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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ad de Ciencias Sociales y Humanidades), 유아교육학부(Facultad de
Educación Inicial), 교육 및 체육·문화학부(Facultad de Pedagogía y Cultura Física),
공학부(Facultad de Tecnología) - 로 구성되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
1950년부터 60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지원으로 시범프로그램이 시행된 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대학교 기숙사를 설립하고 합숙을 실시하여
집중적인 학습을 통하여 우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고급 교
사인력을 양성하여 좋은 평판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었다.
칸투타 대학 측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교원정책 등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칸투타대학교 현지출장 심층면담조사결과,
2014.07.01.).
<표 Ⅴ-39> 페루 교원양성 및 연수역량 강화 프로그램(Cantuta 대학교)
구분
목표
지역 및 대상

내용
교사양성 및 연수 역량강화
- 국립교원대학교(Cantuta 대학교, NUE)77)를 중심으로
지역 : 리마(NUE 재학생 및 현직 중등학교 교사)

시행전략
및
내용

⋅교사양성 및 연수 체제 분석 : NUE 대학운영의 체제분석
⋅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분석 : NUE 교수학습프로그램 분석
⋅교사양성 및 연수 개선 체제 구축 : NUE 대학운영체제의 대안 제시
⋅교사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작성 : NUE 교수학습 프로그램 대안 제시
⋅교사양성 프로그램 시범 시행, 검증 : NUE 교수학습 프로그램 시범시행
⋅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확산 : 시범시행결과의 확산

이해관계자

⋅페루: Cantuta 대학교, 국립대학협의회(CONAFU), 교육부(MINEDUC),
⋅한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교육협의회

기대효과

기대
사업
성과

⋅국립교원대학교(the Cantuta)의 교사양성 및 연수역량 개선
⋅중등학교 현직 교원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한국교원양성 및 연수경험과 지식의 확산
⋅한-페루 교육개발교류협력의 모범사례 구현
⋅중-단기적인 성과(output)
- 국립교원양성 체제의 역량 강화
- 교수학습법 개선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ICT를 활용한 교육개발과정(수)
- 삼각협력을 활용한 양성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참가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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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E와의 교육개발협력의 주요 골자는 현행의 교원양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
며 새로운 교원양성 프로그램 및 연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1) 칸투타(Cantuta) 대학교 교사양성 및 연수 체제 분석: NUE
대학운영의 체제분석, (2) 칸투타 대학교 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분석: NUE 교수학
습프로그램 분석, (3) 칸투타 대학교 교사양성 및 연수 개선 체제 구축: NUE 대학운영체
제의 대안 제시, (4) 칸투타 대학교 교사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작성: NUE 교수학습
프로그램 대안 제시, (5) 칸투타 대학교 교사양성 프로그램 시범 시행, 검증: NUE 교수학
습 프로그램 시범시행, (6) 칸투타 대학교 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확산: 시범시행결과
의 확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과제의 주요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칸투타 대
학교와 국립대학협의회(CONAFU) 이외에도 페루 교육부(MINEDU)가 있다. 국립대학협
의회는 그동안 자치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학법이 개정되며 국립대학의
질적 개혁을 위해 교육부의 개입의 여지가 확대된 관계로 국립대학협의회와 교육부 양자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단기적(3년)으로는, 칸투타 대학교의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칸투타 대학교의 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중기적(4-6년)으로는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평가하여,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을 확산을 기할 수 있다. 동 협력 사업
을 통해 칸투타 대학교의 교사양성 및 연수역량을 개선하고, 현직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교원양성 및 연수경험
과 지식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는 현지의 수요와 고등교육, 교원교육을 통
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페루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교육 분야 발전경험 중 교원관련 영역의 지식과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77) La 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ón Enrique Guzmán y Valle-Le Cantuta (UNE); Av. Enrique Guzmán y Valle
s/n, La Cantuta - Chosica, L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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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학교 ICT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페루는 2010년 기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34.3명,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3.1명으로 남미에서 가장 낮으며, 특히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접근성이 매우 저조하다. 페
루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 195개 중 154곳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없으며,
국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간 광통신망이 없어 인터넷망도 미비하다. 페루는 지형적
인 여건 상, 통신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밀림,
안데스 고산지역에는 통신망이 매우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매우 낮다.78)
페루는 전체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 약 11%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중
81%의 학교는 ADSL 기반의 브로드밴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19% 정도가 VSAT 기
반의 위성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직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페루 교육부는 PERUEDUCA(http://www.perueduca.pe/)79)라는 교육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 교사들에게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ERUEDUCA는 페루 내
전체 교사의 80%를 이용자로 등록시켜 교육 활동에 평균 12분 이상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페루의 이러한 ICT관련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마지역의 중등교육 ICT 교
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Ⅴ-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범지역 교사 및 지도요원 등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실시함으로써 교육정보화
관련 인프라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기반 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정과 교수·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으로 ICT 교
과과정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8) 인접 국가인 칠레와 콜롬비아는 광통신망 인터넷 접속률이 50%정도에 도달한 상태에 반해 페루는 4%에 불과하다.
79) 이 교육포털 서비스는 교육부가 2010년부터 새롭게 구축하여 2013년에 오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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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0> 페루 중등학교 ICT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분
목표
지역 및 대상

시행전략
및
내용

이해관계자

기대효과

기대
사업
성과

내용
중등학교 ICT교육 역량강화
리마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사, 지방교육청공무원
⋅교육정보화 인프라 및 연계협력체제 현황분석
- 교육부 및 리마 교육청 ICT 정책분석
⋅교사 및 지방교육청 직원 ICT 교육 프로그램 분석
- 리마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포털 서비스(Peru Educa)80) 구축 지원
- 교사 학생에게 교수학습 자원
⋅ICT 교원양성 지원
- 국립공과대학(UNI) ICT 중심으로
⋅교육용 콘텐츠 구축 지원
- 교사 학생에게 교수학습 자원 제공
⋅시범학교 학생 ICT 교육 및 기술지원
- 리마 중등학교 ICT를 활용 대면 및 온라인 교육
⋅IT 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시범운영
- 리마지역에 시범사업 실시
⋅페루 : PeruEduca(www.perueduca.pe), 국립공과대학교(UNI), 리마교육청,
교육부(MINEDU)
⋅한국 : 교육학술정보진흥원(KERIS), 교육정보진흥협회(KEFA), 전라남도 교육청8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포털서비스의 정상화
⋅중등학교 현직 교원의 ICT 교수학습역량 강화
⋅한국 교육정보화 경험과 지식의 확산
⋅시범학교 및 신규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인프라 구축
⋅중-단기적인 성과(output)
- 페루 ICT교육의 시범사업 구체화
- 신규 전문교육기관 형성
- ICT를 활용한 교육개발과정 개발
- 전문교원양성
- ICT를 활용한 중등교육의 질 제고

80) 페루 교육부는 PERUEDUCA(http://www.perueduca.pe)라는 교육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2010년에 구축하여 2013년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81) 2013년 전남교육청은 페루 교육부와 MOU를 맺고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는 전남교육청
과 함께 2013년 페루에 150대 PC를 지원하고, 18명의 교원을 초청하여 ICT 활용 소양교육 및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에는 100대의 PC 지원, 18명의 교원 초청연수를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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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은 페루 중앙 교육부와 대상지역(리마) 교육청의 교육정보화,
ICT와 관련한 정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PERUEDUCA를 활용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ICT 교사역량 강화, ICT를 활용한 교육의 질을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실행전략은 다
음과 같다. (1) 교육정보화 인프라 및 연계협력체제 현황분석: 교육부 및 리마 교육청 ICT
정책분석, (2) 교사 및 지방교육청 직원 ICT 교육 프로그램 분석: 리마지역을 중심으로,
(3) 교육포털 서비스(Peru Educa)82) 구축 지원: 교사 학생에게 교수학습 자원 제공, (4)
교육용 콘텐츠 구축 지원: 교사 학생에게 교수학습 자원 제공, (5) ICT 교원양성 지원: 국
립공과대학(UNI) ICT 중심으로, (6) 시범학교 학생 ICT 교육 및 기술지원: 리마 중등학교
ICT를 활용 대면 및 온라인 교육, (7) ICT 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시범운영: 리마지역에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프로그램의 시행의 사업당사자는 PeruEduca(www.perueduca.pe), 페루국립공과대학
교(UNI)이고, 파트너는 교육부와 리마교육청이다. 한국의 사업 추진체는 한국교육학술정
보진흥원(KERIS),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이다. KERIS가 PeruEduca와 파트너십
을 갖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는 KEFA가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라남도 교육청83)이 협력하고, 관련 부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협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단기적(3년)으로는 중등학교 교수학습체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 그리고 중기적(6년)으로는 중등학교 ICT 교수학습체제 구축 및 시행, 지역사회 중등
시범학교 ICT 교수학습과정개선방안 등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하여 페루 교육포털서비스의 정상화, 중등학교 현직 교원의
ICT 교수학습역량 강화, 한국 교육정보화 경험과 지식의 확산, 시범학교 및 신규정보기술
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PERUEDUCA는 이용
자가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고, 커리큘럼 프레임워크에 따라 목록·매뉴얼화된 디지
털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ERUEDUCA를 등록하여 이용하는 교사들에

82) 페루 교육부는 PERUEDUCA(http://www.perueduca.pe)라는 교육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2010년에 구축하여 2013년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83) 2013년 전남교육청은 페루 교육부와 MOU를 맺고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는 전남교육청
과 함께 2013년 페루에 150대 PC를 지원하고, 18명의 교원을 초청하여 ICT 활용 소양교육 및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에는 100대의 PC 지원, 18명의 교원 초청연수를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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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고84), 학교 공동체가 함께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도구 및
자원을 교육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원한다.

(3)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지원 프로그램
페루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그동안 한국이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온 모자보건센터의 보건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범분야 협력 사업으로 의미가 있
다. 페루는 한국과의 양자협력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보건의료는 전체 지원규모의
61.5%를 차지하는 중점협력분야이다. 1992년 까야오(Callao) 제 1차 한-페루 보건소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설립한 6개의 보건의료센터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
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본
다.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개선전략의
일환으로 다학제·다분야 간 접근 방식에 따른 복합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
다. 즉 페루의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응하는 가정·모성·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여
성들에 대한 지원, 마약퇴치를 위한 생계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득창출을 위한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그리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 및 생식보건, 성병 및
HIV/AIDS 예방교육 지원을 포함하여 MDGs목표인 보건의료관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분야 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KOICA, 2011a).
따라서 까야오(Callao) 지역은 1992년에 가장 먼저 설립 지원한 벨라비스타(Bellavista)
의료센터를 비롯하여 2005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파차쿠텍(Pachacutec) 모자보건
센터가 협력 대상 거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까야오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제시
하고자 한다.

84) PeruEduca의 이용자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498,204명이며, 이 가운데 약 69%가 현직 교사이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 6명
의 기술인력이 서비스의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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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1> 페루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지원 프로그램
구분
목표

내용
지역사회 교육과 보건의료의 통합적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수준 제고

지역 및 대상 까야오 지역사회 학생, 청소년, 성인

시행전략
및
내용

⋅까야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및 실태 분석
⋅KOICA 지원 현지 모자보건센터(2개) 의료서비스공급실태 분석
⋅까야오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공급체계 구축
⋅까야오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서비스공급인력 역량강화
⋅까야오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공급을 위한 의료전달시스템 강화, 포털서비스 구축 등
⋅까야오 지역사회 보건의료 파트너십 구축

이해관계자

⋅페루 : Bellabista 한-페 의료센터, Pachacutec 모자보건소, 보건부(MINSA), 교육부
(MINEDU)
⋅쿠바 : Escuela Latinoamericana de Medicina(ELAM)85)
⋅한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교육개발원
(KEDI), 교육부, 보건부

기대효과

⋅까야오지역 교육-보건의료 지원체계의 확장
⋅한국의 지원한 모자보건센터에 대한 신뢰도 확대
⋅한국의 경험과 지식의 확산

기대
사업
성과

⋅중-단기적인 성과(output)
- KOICA 지원 보건의료서비스체계 확장
-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운영역량 개선
-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관리정보체제(MIS) 구축
-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

지역사회에 교육과 보건의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안하는 동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까야
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및 실태 분석, 2) KOICA 지원 현지 모자보건센터(2개) 의료
서비스공급실태 분석, 3) 까야오 교육-보건의료의 통합적 공급체계 구축, 4) 까야오 교육
-보건의료의 통합적 서비스공급인력 역량 강화, 5) 까야오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공급을
위한 의료전달시스템 강화 및 포털 서비스 구축 등, 6) 까야오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85) www.sld.cu/sitios/elam/; 쿠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ELAM)은 1999년 쿠바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3년에 110개
국가에서 19,55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였는바, 대부분 중남미에서 오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학생들도 다소 있다. 학비와 숙
박은 무료이다. http://en.wikipedia.org/wiki/ELAM_(Latin_American_School_of_Medicine)_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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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3년)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KOICA 지원 모자보건센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한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통합지원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보건-교육 연계
전략과 대안을 제시한다. 한편 중기적(4-6년)으로는 지역사회의 교육-보건의료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전략에 초점을 둔다. 즉,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에 대한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며, 통합적 지원역량 강화프로그램도 동시에
실천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역량평
가를 통해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관련한 지원인력 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확산전략 등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관계자는 까야오 지역의 벨라비스타 한-페루 의료센터, 빠차
쿠텍 모자보건센터, 그리고 페루 보건부와 교육부, 쿠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Latin
American School of Medicine, LASM)이 된다. 그리고 한국 측은 보건-교육 전문연구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교육개발
원(KEDI) 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통하여 페루 까야오 지역사회의 교육-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확장하고, 한국이 지원한 모
자보건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한국의 보건교육 발전경험과 지식을 확산·보급·공
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제안과제는 현행 페루의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개발협력 목표로서 범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또한, 쿠바와 우리나라가 협력하여 페루에 대한 교육-보건의료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수
행함으로써 모범적인 삼각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
고, 각 전문분야가 밀도 있게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업으로 성사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4) 직업기술 교육-자격제도 체계화
페루 경제는 주로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농수산물 및 석유,
가스 및 자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석희, 2013:11). 한국은 페루와 2011년 FTA 협정
을 실시하였고,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늘고 있다. 페루 경제발전을 위해서 제조업 발전이
필요하며, 기술 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따라서 직업기술 교육과 자격제도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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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페루 직업기술훈련 제도는 공인된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구
비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페루 내의 직업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CT, 기계 등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
된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어 페루의 기술자격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업기
술훈련 참가자들에게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직업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직업기술훈련 관련 협력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할 주요 주체로는 페루직업
교육훈련원(SENATI)을 꼽을 수 있으며, 이 밖에 페루 노동부(MINTRA), 교육부
(MINEDU) 등과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HRDKOREA) 등이 적극적인 협력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
교육개발원(KEDI), 한국 교육부(MoE) 및 고용노동부 등과도 협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협력과제 시행전략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정책
및 현황 분석(교육부), (2) 직업기술 자격제도 운영현황 분석(노동부), (3) 직업기술훈련
센터 운영 현황 분석(노동부, SENATI), (4) 각국의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비교 검토,
(5) 직업기술교육 개선방안 제시, (6) 직업기술 자격제도 개선방안 제시, (7) 직업기술교
육과 직업기술훈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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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2> 직업기술 교육 및 자격제도 체계화
구분
목표

내용
직업기술 교육 및 직업기술훈련 자격제도 체계화

지역 및 대상 리마 중등학교 학생, 직업훈련센터훈련참여자, SENATI 담당자, 교육부 및 노동부 정책담당자

시행전략
및
내용

⋅중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정책 및 현황 분석(교육부)
⋅직업기술 자격제도 운영현황 분석(노동부)
⋅직업기술훈련센터 운영 현황 분석(노동부, SENATI)
⋅각국의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비교 검토
⋅직업기술교육 개선방안 제시
⋅직업기술 자격제도 개선방안 제시
⋅직업기술교육과 직업기술훈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페루 : 페루직업교육훈련원(SENATI), 노동부(MINTRA), 교육부(MINEDU)
이해관계자 ⋅한국 : 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HRDKOREA),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부, 노동부

기대효과

기대
사업
성과

⋅페루 중등학교 직업기술교육 개선
⋅직업기술훈련 자격제도 체계화
⋅페루 직업기술 수요와 공급의 예측가능성 제고
⋅한국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
⋅중-단기적인 성과(output)
- 직업기술교육정책 개선
- 중등학교 직업기술교육 교수학습과정 개선
- 직업기술 자격제도 정착

사업은 단기적(3년)으로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
며, 직업기술교육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업기술자격제도 현황에 대한 분
석과 대응 전략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6년)적으로는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평가하고, 직업기술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등에 대한 성
과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과정을 제도화
함으로써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를 정규 및 평생교육전략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본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루 중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개선하고,
직업기술 자격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페루 국내의 직업기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의 발전경험과 관련 지식을
공유·보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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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평생교육의 제도화86)
페루는 아직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
며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도 없지만,87) 페루의 교육기본법(제37조, 제38조)에서 대안
교육, 문해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페루 교육부에 대안교육국을 중심으로 대
안교육과 문해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7조는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고, 현장 교육을 보완하고 강화하며, 국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면서 학습의 기회를 널
리 제공하는 것을 규정한다. 원격교육을 통해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
수준의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 개념에 따른 원
격교육제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과 같은 체제가 갖
추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페루의 몇몇 대학들이 학사, 석사 과정에서 원격교육을 제공
하고 있으며, 고등기술전문교육 기관인 SENATI, INICTEL, IPAE, TELESUP에서 사이
버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페루 교육부는 ‘페루 에듀카’라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양한 교
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4월 페루 교육부 교육공학국은 교육TV 시범프로젝트
를 시작하였다. 이는 위성케이블을 통한 TV 서비스를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공립중등학
교에 제공함으로써, 교육적이고 유익하며 문화와 관련된 21개 국내･외 채널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페루 교육부 대안교육국은 국가 수준의 대안교육을 표명하고 제시한다. 대안교육
은 기초교육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데, 정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
나, 기초 교육을 끝내지 못했거나,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개념 아래 일상의 과업을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루의 대안교육은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1)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9-18세), 2)청년 및 성인 대상(18세 이상), 3) 15세 이상 청소년·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15세 이상)을 시행하고 있다.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
관으로는 전국 각지에 지방 단위 대안교육센터(CEBA)가 816개(2012년) 설치되어 있다.
86) 이 부분은 박혜영(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87) 그러나 페루의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의 개념’에서, 교육은 평생에 걸친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으로, 사람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를 형성하며, 가정․국가․라틴아메리카․세계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것은 개념적으로 ‘평생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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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3> 페루_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평생 교육의 제도화
구분
목표
지역 및 계층
대상

시행전략
및
내용

이해관계자

기대효과

기대
사업
성과

내용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평생교육의 제도화
- 정책컨설팅 및 시범사업 실시
⋅지역 : 리마, 지방
⋅계층 : 초중등 학생, 청년 및 성인, 대안교육 및 원격교육 담당 정책공무원
⋅원격지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파악
⋅초중등교육 원격-대안교육정책 분석(교육부)
⋅원격-대안교육 참가기관 분석(교육부 등)
⋅각국의 평생교육 비교 검토
⋅원격-대안교육 시범사업 추진-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립
⋅평생교육정책 개선-평생학습센터 설립
⋅페루 : 대안교육센터(CEBA), 지역교육청(UHEL), SENATI, INICTEL, IPAE, 교육부
(MINEDU)
⋅한국 : 국립평생교육진흥원(NILE), 한국교육방송(EBS),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부
⋅페루 평생학습체제 제도화
⋅대안교육/ 원격교육의 내실화
⋅시범사업 성과 확산
⋅한국 평생학습 운영 경험과 지식의 공유
⋅중-단기적인 성과(output)
- 페루 평생학습체제의 강화
- 대안교육/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감소
- 평생학습성과 측정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7). 1)원격지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파악. 2)초중등
교육 원격-대안교육정책 분석(교육부), 3)원격-대안교육 참가기관 분석(교육부 등), 4)각
국의 평생교육 비교 검토, 5)원격-대안교육 시범사업 추진-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립, 6)
평생교육정책 개선-평생학습센터 설립 등이다.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는 페루의 각 지방 대안교육센터(CEBA), 지역교육청(UHEL),
SENATI, INICTEL, IPAE, 교육부(MINEDU)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 측은 국립평생
교육진흥원(NILE), 한국교육방송(EBS),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적으로는 리마지역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초중등 학생, 청년 및
성인, 대안교육 및 원격교육 담당 정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의 단기 추진전략은 1)원격지 초중등교육과정 파악, 2)초중등교육정책 분석, 3)
원격-대안교육기관 및 현황 분석 등을, 중기적으로는 원격교육/대안교육정책 컨설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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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시범사업 추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립운영, 3)평생교육 시범사업 추진: 평생
학습센터 설립운영 등을 기반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1)원격교육-대안교육성과 확산, 2)
원격교육 시범사업 성과 확산, 3)평생교육 시범사업 성과 확산 등을 전략적인 로드맵에
따라 추진한다.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페루 평생학습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고,
대안교육·원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안교육 및 평생학습 시범사업을 성과를 확산
시키기 위해 한국의 평생학습 운영경험에 대한 KSP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

나.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앞서 제시한 중점협력과제를 비롯하여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한국과 페루 양국의 개발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 제안과제의 성과관리 방안
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KOICA와 EDCF가 외교부와
기재부의 산하에서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산하의 출연연구기관과 출연교육기관들이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또한 페루 주재 KOICA 페루 사무소에서 각종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페루는 APCI를 중심으로 페루 각 부처의 개발협력 수요와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KOICA를 비롯한 타 공여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과정도 APCI와의 긴
밀한 협력이 요구되므로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간과할 수 없
는 주요한 협력파트너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페루는 교육부 산하의 각 지방교육청, 대학,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부산하의 SENATI와
보건부 산하의 지역보건의료센터들(KOICA 지원 설립기관 포함), OEI페루사무소 등이 교
육개발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각 국의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교육협력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4개의 중점협력과제 역시 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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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한-페루 교육개발협력 체계

1) 교사양성 및 연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관리
페루의 교원양성 및 연수역량 개선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종족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페루 국립교원대학교의 교원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현직 교원들의 연수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이다.
교원양성 및 연수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성과관리지표로서, 단기적으로 1) 국립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개선, 2) 교원양성 프로그램 시행, 3) 교원연수프로그램 시행의 정도를 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교원양성 및 연수역량 개선에 관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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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4> 교사양성 및 연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관리 지표
성과관리내용

성과관리목표
1차

국립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70%
개선

단기

2차
85%

3차
90%

목표치
산출 근거
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제도개선

교원양성
75%
프로그램 시행

85%

90%

교원양성
개선프로그램
시행

교원연수
70%
프로그램 시행

80%

90%

교원연수
개선프로그램
시행

교원양성 및
중장기
연수역량 개선

90%

역량향상도사전,
사후 조사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개선된 양성 및
연수체계
종전 양성 및 연수체계
통합공급시범시행
기관수
통합공급시범시행
예정기관수
통합공급인력
확보기관수
전체 기관 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100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제도개선

× 교원양성 개선
프로그램
100

× 교원연수 개선
프로그램
100

개선된 양성 및
연수역량 정도

×
100
종전 양성 및 연수역량
정도

교원양성 및
연수역량
점검표

2) 중등학교 ICT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관리
최근 페루 정부는 기초 및 중등교육 등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포털서비스
(PERUEDUCA)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학술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컴퓨
터 보급과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고 교육학술정보 서비스의 내용과 활용정도가 높은 것
은 아니기 때문에, 페루 중등학교 ICT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협력사
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지표로서, 단기적으로 1) 중등학교 ICT학습체제 개선,
2) 중등학교 ICT교수학습과정 개선, 3) 중등학교 ICT교수요원양성 개선, 4) 중등시범학
교 ICT교수학습방안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중등학교ICT 교육역량 개선을 확인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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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5> 중등학교 ICT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관리 지표
성과관리내용

성과관리목표
1차

2차

3차

목표치
산출 근거
중등학교
ICT학습체제
재구축

증등학교 ICT
학습체제 개선

70% 85% 90%

중등학교 ICT
교수학습과정
개선

중등학교
75% 85% 90% ICT교수학습과
정개선시행

단기
중등학교
ICT교수요원양성 70% 80% 90%
개선

중등학교
ICT교수요원
양성인원수

중등시범학교
중등시범학교IC
ICT교수학습방안 70% 80% 90% T교수학습방안
개선
시행

중등학교ICT교육
중장기
역량 개선

90%

역량향상도
사전, 사후
조사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개선된
중등학교ICT학습체제
종전
중등학교ICT학습체제
개선된ICT
교수학습과정 시행
종전 중등학교ICT
교수학습과정
양성된ICT교수요원수
종전 ICT교수요원수
중등시범학교
ICT교수학습 개선방법
개선정도
종전 중등학교
ICT교수학습 방법
개선된 ICT
교육역량 정도
종전 ICT
교육역량 정도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등학교
×
ICT교수학습
100
체제
개정된
×
중등학교
100 ICT교수학습
과정
중등학교
×
ICT교수요원
100
양성인원표
시범중등학교I
×
CT교수학습
100
개선 프로그램

중등학교
×
ICT교육역량
100
점검표

3)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공급 프로그램 성과관리
지역사회 교육-보건인력 통합공급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지역사회 각급 학교시설 보건의료 교육과정 조사,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공급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로서는, 단기적으로 1) 지역사회교육-보건의료 통합공
급체계수립, 2)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공급시범시행, 3) 지역사회교육-보건의료
통합공급역량강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정도를 확인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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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6>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공급 프로그램 성과관리 지표
성과관리내용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공급체계수립
단
기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공급시범시행

성과관리목표
1차

2차

3차

70% 85% 90%

75% 85% 90%

목표치
산출 근거
통합공급체계
수립여부

시범사업
실시여부

지역사회
지역사회교육-보건의
70% 80% 90% 통합공급인력
료 통합공급역량강화
확보
중
장
기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90%

서비스향상도
사전, 사후
조사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합공급체계 도입

×
100
종전 서비스공급체계
통합공급시범시행
기관수
통합공급시범시행
예정기관수
통합공급인력확보
기관수
전체 기관 수
보건의료서비스
통합공급 수준
종전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보건의료서비스
통합공급체계
평가지

× 시범시행 점검
100
표

×
100

통합공급인력
확인표

× 보건의료서비스
100
공급표

4)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체계화 성과관리
페루의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의 체계화는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산업계에서 필
요로 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페루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체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지표로서는, 단기
적으로 1) 중등교육과정 개선, 2) 국가자격제도 체계화, 3) 산업인력의 기술수준 향상 등
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인력 수급의 적합도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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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7>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체계화 프로그램 성과관리 지표
성과관리목표

성과관리내용

1차

2차

3차

중등
75% 85% 95%
교육과정 개선

단기

국가
자격제도
체계화

목표치
산출 근거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개선여부 조사

새로운
70% 80% 90%
기술자격제도 도입

산업인력의
기술수준 향상 및
60% 75% 90%
기술수준 향상
성취도
중
장
기

산업발전과
기술인력
수급의 적합도

85%

연수인력이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정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
기존의 교육과정
새로운 자격제도의
도입
기존의 자격제도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100

교육과정
개선도입

×
100

자격제도
개선도입

성취도 향상 수료생 수 ×
교육훈련과정수료생 수 100
기술인력 수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

훈련성취도
평가지

× 산업기술인력
100 수요공급현황

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평생교육의 제도화
페루의 원격-평생교육제도의 제도화는 페루 장기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권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합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특히 페루는 다문화 특성을 지닌 사회로서 대안교육과 성인문해학습을 중점 대상으로 하
는 지원협력 사업을 원격-평생교육이라는 통합전략으로 제공할 수 있다.
페루 원격-평생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지표로서는, 단기적으로 1)
원격-평생교육정책의 체계화, 2) 평생학습 시범사업의 정착, 3) 원격교육 시범사업의 정
착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격차의 감소정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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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평생교육의 제도화 프로그램 성과관리 지표
성과관리내용

성과관리목표
1차

2차

3차

①원격-평생교
75% 85% 95%
육 정책 체계화

목표치
산출 근거
정책컨설팅 내용
반영도

단
②평생학습시
기
70% 80% 90% 평생학습센터 정착도
범사업 정착
③원격교육
60% 75% 90% 원격시범사업 정착도
시범사업 정착
중
도농간
장
교육격차 감소
기

50%

(해당지역)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
감소정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새로운 원격-평생학습
×
정책 도입
100
기존의 정책

새로운
정책도입

시범사업참가자수

× 시범사업참가
100
통계
기존 평생학습참가자수
시범사업참가자수

× 시범사업참가
100
자통계
기존 원격교육참가자수
교육격차감소정도
기존의 교육격차

×
100

교육격차
감소통계

다. 정책제언 : 중장기 로드맵 구축
페루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프로그램들을 단기, 중기, 장
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교육협력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1) 교사양성 및 연수역량강화 프로그램, 2) 중
등학교 ICT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3)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공급 프로그램,
4) 직업기술 교육 및 자격제도 체계화, 5)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원격-평생교육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1)은 고등교육으로서, 2)는 중등교육으로 명백히 구분되지만, 3)은 교육과 보
건의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4)는 중등학교 직업기술교육과 직업기술자
격제도를 모두 포괄한다고 하는 점에서, 5)는 초중등교육과 청소년-성인교육을 포괄한다
고 하는 점에서 사업의 범위와 접근방법이 융·복합적이라고 할 것이다. 위 5개 과제를 중
심으로 단기적(1-3년)으로는 현황분석과 대안제시를, 중기적(4-6년)으로는 사업의 실시
를, 장기적(7-10년)으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확산에 중점을 두어 로드맵을 구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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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건의료 공급체계 분석 및 개선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지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지원
방안 제시
원체제 개선 시행
⋅체게 역량평가
⋅KOICA 지원 모자보건센터 보건의료서비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 성과평가 및 확산
스 공급실태 분석 개선방안 제시
지원 프로그램 시범시행
⋅통합적 지원인력 강화프로그램 성과
⋅통합지원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대안 ⋅통합적 지원역량 강화프로그램 시행 평가 및 확산
제시

5.대안평생교육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원격-평생
교육의 제도화

⋅원격지 초중등교육과정 파악
⋅초중등교육정책 분석
⋅원격-대안교육기관 및 현황 분석

⋅원격교육/대안교육정책 컨설팅
⋅원격교육-대안교육성과 확산
⋅원격교육 시범사업 추진: 방송통신중 ⋅원격교육 시범사업 성과 확산
고등학교 설립운영
⋅평생교육 시범사업 성과 확산
⋅평생교육 시범사업 추진: 평생학습
센터 설립운영

4.중등교육/ 직업기술 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현황분석 및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직업기술교육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의
직업교육 자격제도 체계화
대안 제시
시행 및 평가
성과확산
⋅직업기술교육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직업기술교과과정의 개반방안 시행 ⋅직업기술제도 개선성과 확산
⋅직업기술자격제도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 및 성과평가
⋅자격제도 시행성과의 확산
⋅자격제도 개선방안 시행 및 성과평가

지역사회 교육보건의료 통합적
공급 프로그램

3.지역사회
교육

장기 활동계획
(7~10년)

중등학교 ICT 교육 ⋅중등교육 ICT 교수학습체제 분석 및 교･ ⋅중등학교 ICT 교수학습 체제 구축 및 ⋅중등학교 ICT교수학습 체제 평가 및 확
시행
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육과정 개선방안 제시
⋅지역사회 중등학교 ICT 교수학습과정⋅ ⋅지역사회 중등시범학교 ICT 교수 ⋅지역사회 중등교육 ICT 교수학습 체제
학습과정 개선방안 시행
⋅구축 및 확산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중등시범학교 ICT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 ⋅중등시범학교 ICT 교수학습 프로그 ⋅중등시범학교 ICT 교수학습 프로그램
석 및 시행방안 마련
램 시행
평가 및 확산

중기 활동계획
(4~6년)

2.중등교육

단기 활동계획
(1~3년)

교사양성 및 연수 ⋅국립교원양성체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국립교원양성체제 역량강화 프로그 ⋅국립교원양성체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원양성프로그램 분석 및 시행 프로그램 램 시행
평가 및 성과 확산
작성
⋅교원양성 프로그램 시행
⋅교원양성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 확산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및 시행방안 제시 ⋅교원연수 프로그램 도입
⋅교수학습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 확산

과제

1.고등교육

영역

교육기회의 접근성 향상과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표 Ⅴ-49> 페루 교육분야 중점협력과제의 중장기 로드맵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남미 5개의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의 과제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1차 년도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이 되는
5개 국가의 교육현황 및 교육개혁 동향,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추진 동향, 현지의
주요 교육이슈 등을 확인한 바 있다. 2차 년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는 주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
국의 비교우위와 사업가능성, 각 연구대상국가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별 세부추진과제
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차 년도 연구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제 2장에서 2차 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공여기
구가 설정하고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의 목표와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전략
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OECD와 KOICA 등이 제시하
는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업 선정평가의 기준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제시된 과제선정 매트릭스 개발의 기저로서 작동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개
발협력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계은행과
KOICA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 평가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뿐
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협력 방안으로서의 삼각협력, Post 2015 개
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인 개발협력의 방안으로서의 민관협력, 다자협력,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BA)에 대한 개념정의와 적용사례 등을 간략히 살펴보며 각 사업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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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 한국이 실시한 중점 지원 대상 개별 5개 국가
별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와의 가장 활발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는 일본, 독일, 스페인, 미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공여국이 주도한 사업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IDB와 세계은행의 사업사례
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 등은 각 수원국의 경제수준과 주요 교
육이슈, 정부의 교육개발목표와 연계성이 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이 가진 다양한 교육수요 중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ICT교육 분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제 4장에서는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방안으로써 연구대상이 되는 5
개 국가에서 이루어진 삼각협력, 민관협력,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삼각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
야의 삼각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남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지역 삼각협력의
주축국가로써 과테말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과의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콜롬비아와 페루는 상위중소득국가로써 개발협력의 수원국이면서도
동시에 공여국으로써 남남협력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스페인, 일본 등의 주요 선진공여국은 민간단체를 활용한 교육 분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민간단체의 진출이 많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와 규모의 민관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 지역기
구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OEI의 사업사례를 중심적으로 분석하
였다. OEI는 중남미 지역의 교육문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취학전 교육부터 중등 및 중등이후교육까지 전 단계에 걸친 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이상 4장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향후 한국의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5장에서는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의 5개 국가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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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현황(교육현황 및 개발협력 거버넌스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점교육개발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
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개국별 중점협력과
제의 추진을 위한 국별 추진체계를 확인하고 각 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등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과테말라의 경우 1차 년도 연구결과 제시된 중점추진과제를 유지하여 기초교육영역에
중점을 두고 ‘초중등교육 질제고’,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및 질 제고’, ‘개발주체 간의
협력 및 관리체제 강화’의 세 가지 중점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초중등교
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개발주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수학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을 제
안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기초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사 훈련 및 양성기
관 설립과 지원을 통한 교사 역량강화 및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사업,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ICT 학부 개설 및 교육사업, ‘직능기관 형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등 중등 및 중등이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추진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동 제안과제는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과 현
지의 수요, 타당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콜롬비아 역시 중등이후 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네 가지의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있
다. ‘ICT를 활용한 이러닝 활성화 사업’,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여건 구축(교사교
육 프로그램) 사업, ‘전문직업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
업’이 그것이며 이 역시 1차 년도 연구결과와 콜롬비아의 국가·사회적 현황(내전으로 인한
평화구축의 문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다 할 수 있다.
파라과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양성’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주도인력 양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선진화를 통한 교육운영 효과성 강
화’의 중등 및 중등이후 영역의 세 가지 중점협력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파라과이가
가진 주요 교육현안 – 교육의 질적 문제, 급속한 경제성장과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
성의 필요성 – 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페루 역시 중등이후 교육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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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연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중등학교 ICT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
-보건의료 통합적 공급 프로그램’, ‘직업기술 교육 및 자격제도 체계화’에 대한 협력가능
성을 제안하였다.
<표 Ⅵ-1> 국별 중점협력과제 종합비교
구분

중점협력과제

세부추진과제

과테말라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
⋅교사훈련과 역량강화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
교육기회 확대 및 질 제고 ⋅낙후빈곤 지역 마을학교 취약계층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주체 간의 협력 및 관리 운영
체제 강화
⋅남남･삼각협력을 통한 수학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 개발

볼리비아

기초교육
대학 교육
직업교육훈련

⋅교사 훈련 및 양성기관 설립과 지원을 통한 교사 역량강화 및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
⋅국제적 수준의 ICT 학부 개설 및 교육
⋅국제수준의 직업훈련원 건립

콜롬비아

ICT 활용교육
세계시민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ICT를 활용한 이러닝 활성화: 교육 분야 ICT 역량 구축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사업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파라과이

교원양성
직업교육훈련
교육행정

⋅교원양성 및 재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주도인력 양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선진화를 통한 교육운영 효과성
강화

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역사회교육
중등교육/직업교육훈련

⋅교원양성
⋅중등학교
⋅지역사회
⋅직업기술

페루

및 연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ICT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보건의료 통합지원 프로그램
교육-자격제도 체계화

각 국별 정부정책과 교육쟁점, 타 공여기구의 지원현황, 한국의 협력전략과 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는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별 중점협력 전략 수립 및
중점과제 선정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삼각협력, 민관협력, 다
자협력,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
중남미 국가와의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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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가. 정책 방향

[그림 Ⅵ-1]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본 연구진은 중남미 5개국 교육발전을 위한 한-중남미 국가별 교육개발협력 정책방향
수립을 목표로 하여 1) 국가별 특수성 및 현황을 반영한 접근법, 2)개발효과성 제고, 3)
Post-2015와의 연계를 정책제언의 방향으로 도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남미 국
가의 개별 접근 방법은 각 국가별로 사정된 교육정책목표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삼각협력, 민관협력, 다자협력 등을 비롯하
여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 PBA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적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함으
로써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Post-2015 개발의제
(Development Agenda)의 교육 프레임워크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2015 세계교육회
의 주최 국가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국별로 제시된 중점지원영
역 분야는 크게 기초교육과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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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 국가의 개발협력 접근 방법
언어, 종교, 역사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환경 측면에
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 간 유사점이 많으므로 중남미 국가 간의 협력이 활발하
게 이루어져 왔으며(강경희, 2003; 윤종혁 외, 2013 재인용), OEI, UNESCO를 비롯한 국
제기구들은 지역 공동의 장기적 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하지
만,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 대상인 5개 중점 국가들의 면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국가
는 중남미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동시에 각
국가별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여건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교육 분야의 쟁점 등에서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 국가가 처해 있는 특수성 및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개발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 국가의 환경 및 특수성에 기반하여 2차 년도 연구 목적인
국가별 교육 분야 중장기협력방안 수립 및 이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슷한 지
리적･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대 중남미 삼각협력의 효율성은 앞서 강조한 바 있
다. 수원국의 현지 요구(needs)에 기반한 자주적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의 교육개발협력 지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 중남미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남미 지역 국가의 관계적 측
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자세하게 살펴봤듯이, 한국과 중남미 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
음에 비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수가 적으며, 현지교류도 타 권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개발협력계획을 수
립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중남미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분야 (예, ICT 사업, 섬유 제
조업 등) 기업의 현지진출을 비롯한 CSR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지정부와의 관계구축을 통한 중남미진출전략 등 기업진출 및 개발주체
로서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개발 분야 민간단체의 적극적 진출을 위해 중남미 지역의 정부예산을 확대편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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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가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장려 프로그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민관협력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중남미 지역의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타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기구와
의 협력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OEI의 ‘교육목표
2021’(Metas Educativas)은 교육개발 분야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타 분야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교육개발 접근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OEI는 ‘교육목표 2021’ 보고서를 통해 양
자협력, 다자협력을 비롯하여 남남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와의 연계성을 확보
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각 국가별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이러한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개별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IDB와 같은 중남미 지역개발기구는 2012년 3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의 위기 대응, 청년 고용, 기후 변화, 아시아․중남미
지역 간 협력 등 중남미 지역 전체의 개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별 전략은 섹터의 하나로 교육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IDB,
2011). 예를 들어, IDB의 볼리비아 국가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IDB는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새로운 교육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경제 생산 분야의 직업 창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계획을 갖고 있다(IDB, 2011). 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중장기협력 방안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 국가의 환경 및 특수성을 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의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집중과 선택’일 것이다. 개발협력 대상국의 상황이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여국 입장에서 대상국의 요구 중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력 사업이 종종 다른 공여국이나 다른 사업
주체와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낭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여
국 간의 협력도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개발협력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삼각 협력이나 다자 협력 등 양자 협력의 제한점을 넘어서려고 하
는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PBA 실행에 맞추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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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시작된 PBA 도입에 관한 논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KOICA는 르완다와 캄보
디아 등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이며(KOICA 중남미 팀장 인터뷰 자료.
2014.10.16.),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사업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이다. 캐나다 국제개발기관(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은 2002년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국가 내 행정적･법적･경제적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Program-Based
Approaches: PBAWG)을 설립하였다.88) 해당 워킹그룹은 캐나다 정부의 예산지원과 개
발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1) 양자 공여국의 정책 및 실행 사례들과 2)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자 공여국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작업을 통해
CIDA는 PBA에 참여 시, 국가개발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캐나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접근법(PBA)을 실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원국 및 타 공여국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유연한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예산 지원이 수원국의 정규 예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PBA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만큼 PBA를 통해 수원국 및 다른
공여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에서 체계적인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재 시범단계인 PBA 사업의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 추가 실행사례를 확보하여 타 국가와
의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유연하면서도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PBA 프로그램을 CPS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PBA에서 특정 하
위 분야 프로그램이 먼저 개발되고 다른 분야가 이후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매우 드물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 국가의 경우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정치외
교 관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89)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되고 있으므로 PBA나 SWAps 사업을 교육 분야에만 한정시켜 실행하는 것은 여러 한계
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개발전
략으로서 PB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 보건, 과학기술 등 한국 내 각 분야별 긴밀한
개발협력공조 시스템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88)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2003. OECD. Paris: France.
89) Unicef는 자체 평가보고서 ‘The Move to Programme Based Approaches’에서 교실 자원과 지출에 대한 제한, 여아의 참여
에 대한 사회적 편견(discouraging investment to girl’s participation)을 들어 EFA를 실행하는 기초 교육 분야의 SWAps
와 PBA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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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e-learning)이나 농업 관련 교육, 의료인 양성교육 및 교육 정책에 해당하는 다
양한 교육 분야와의 유동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각 중점협력국가별로 사정된 교육수요를 토대로 국가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 중점협력국가 전략 평가 및 효과성 제고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5개 국가에 대한 중장기협력 방안 수립은 현지 조사 및
문헌 연구와 함께 기존에 해당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통해 도출되었다. 특히,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방법을 제고하기 위해 다
양한 측면에서 사례를 조사하고 소개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특정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었고 어떠한
결과를 보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후속사업의 효율성 증진이나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
한 평가 과정은 사업 중간이나 종료, 또는 사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국
의 경우에도 다양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의 종류도 평가의 실시방법, 시기, 목적, 대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나누어진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목적별 평가 종류 중 하나인‘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가 프로젝트의 효과
성, 특히 파급 효과 입증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향 평가는 사업 종료
후에 프로젝트의 결과나 파급효과를 밝히는 평가 방법으로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프로
젝트 외적인 변화를 통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FASID, 2008).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종료 후 나타난 전체 변화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지 않은 변화를 제외한 후의 변화 즉,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의해 초래된 변화만을
측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
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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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젝트를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영향 평가는 개별 프로
젝트뿐만이 아니라 더 상위의 레벨인 프로그램이나 섹터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전략이
나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ASID, 2008). 하지만 디자인
이 어렵고, 통제집단을 구성해야 하는 점 등등의 제약이 있어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앞서 기술했듯이 중남미 지역 국가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 언어 및 문화 차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 등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참고할만한 사례도 아주 부족한 상
황이다. 특히, 본 연구의 5개 중점 국가 중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는 한국
정부가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고 국가별 협력전략을 세웠지만, 그 중 어느 나라에서도 교
육은 중점 분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윤종혁 외, 2013).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
부의 국가별 협력전략이 내년(2015년)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대 중남미 전략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 중점 협력 국가에 대한
협력 전략이 각 해당 국가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효과성 제고의 측
면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초래된 변화에 집중하는 영향 평가의 방법으로 중남미에서 수행된 개발 협력 프로그
램이나 협력 전략을 평가하여 향후 중남미 중점 국가별 새로운 협력 전략 수립 및 수정･
보완 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교육은 국가 발전을 이끌어 온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고 평
가받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국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대상 국가의 교육개발
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실이다. 본 연구의 각 국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개발
협력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교육의 각 영역에
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 갈수록 섹터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두 개 이상의 분야가 융합을 통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거의
모든 분야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점점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내년 세계교육포럼 2015의 개최국가로서 그동안 한국이
이루어 온 교육발전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교육을 주도해 나
갈 할 주요국가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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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이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분야로 정립되길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5개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력 전략에 교육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3) Post-2015 교육 의제와 교육개발협력 정책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5년에는 향후 15년 동안 세계 교육의 방향과 목표, 행동강령을
담은 새로운 교육의제가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UNESCO에서는 지역별 총회를 거쳐 새
로운 교육 의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UN도 Open Working
Group(OWG)의 논의를 거쳐 Post-MDGs 의제 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Post-EFA 교육의제 및 post-2015 개발 목표의 확실한 결정은 2015년에 개최될 세계교
육포럼과 UN 세계 총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현재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UNESCO가
주도하는 post-EFA 논의에서는 총 7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미 UN의
post-MDGs 의제에 17개 포괄적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네 번째 목표가 교육관련 목
표로 알려져 있다.
먼저, 현재까지 논의된 UNESCO 주도의 post-EFA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90).

○ 세부 목표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초･중등교육
3. 문해 능력 및 수리능력
4. 후기 중등･고등･직업교육
5. GCE 및 ESD 교육
6. 교원확보
7. 교육재정

90) Post-EFA 세부 목표는 UNESCO 방콕사무소가 작성한 APREC 보고서(UNESCO, 2014)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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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까지 논의된 UN의 개발 목표 중 교육과 관련된 주제목표 및 실행 목표는 다
음과 같다.91)

○ 주제 목표
1. 초･중등교육
2. 영･유아 개발 , 보육 및 교육
3. 고등교육
4. 직업교육
5. 취약계층 교육
6. 문해 능력 및 수리능력
7. ESD 및 GCE

⚪ 실행 목표
1. 교육 환경 및 시설
2. 개도국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3. 개도국 교사 훈련 및 공급 확대

2015년 개최될 세계교육포럼과 UN 세계 총회에서 결의될 post-2015 교육 목표가 중
요한 이유는 이 교육 목표가 2015년 이후 15년 간 전 세계 국가 및 국제기구가 추진할 국
가별, 지역별 교육 목표 및 교육개발협력 전략의 기본 틀이 될 것이며 향후 이의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국별 중점협력과제도 post-2015 교
육 의제와의 연관선상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Ⅵ-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국별 중점협력과제는 post-EFA와 post-MDGs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요
교육 의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5개 국가의 공통적인 세부추진과제인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초교육의 질 제고는 post-EFA 세부 목표 중 2번과 6번,
Post-MDGs의 주제 목표의 1번 및 실행 목표 중 3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과테말라를 제외한 4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중점협력과제로 직업교육훈련을 제안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post-EFA 세부 목표 4번 및 post-MDGs 주제 목표 4번에서 공통
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91) SDG 개발 목표는 SDG OWG가 작성한 문서(SDG OWG, 2014)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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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경우, 중점협력과제 중의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post-EFA 세부 목표 중 5번과 post-MDGs의 주제 목표 중 7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
고 있는 세계시민교육(GCE)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다. 특히 2015 세계교육포럼의 개최국인 한국의 관심 의제 중 하나가 교육의 질 제
고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GCE인 만큼, GCE의 핵심을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의
구체적 협력과제로 삼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UNESCO는 GCE를 보다 더 정의
롭고,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학
생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를 발전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UNESCO, 2014).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학생들이 인지적 역량(지식, 기술, 창의성 등),
사회-정서적 역량(가치, 태도 등), 행동적 역량(사회 참여 등)의 세 가지 주요 역량을 발
전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콜롬비아의 세부추진과제인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
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시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역량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중점 국가에 대한 중장기 협력 방안
및 구체적 정책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향성에 중점을 두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남미 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별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원국의 특수성 및 한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실천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삼각협력, 민
관협력, 다자협력, 프로그램 기반 접근(PBA) 등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중
남미 정세를 볼 때, 삼각협력 추진방식은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하여 한국-쿠
바 간의 협력전략을 통해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의 중점지원 대상국가에 대한 효율적인
실천사례가 될 수 있다. 2013년도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협력 분야는 중남미 지
역 내에서 쿠바가 선진 그룹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쿠바의 전문인력과 한국
의 개발협력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삼각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협력 전략을 제안하
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별 중장기협력방안도 영향 평가와 같은 보다 체
계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례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현
장 조사를 통해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에 둔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보다 타당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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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효율성이
높은 협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국가별 중장기협력방안 및 정책을 Post-2015 교육 의제와의 연관선상
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2015년에 결의될 post-2015 교육의제는 향후 15
년 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교육 목표 및 교육개발협력전략 수립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각국의 중점협력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각 과제가 Post-2015
교육 의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 국별 정책제언
1) 과테말라 92)
현재 과테말라를 비롯해서 중미 지역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의 과테말라 교육 분야 협력 사업은 국가 수준의 통합적인 지원 전략
없이 무･유상 담당기관 및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추진
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그런 측면에서 원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체계적이고 구
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며 사업효과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
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ODA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여국의 협력가능성 및 해당 수원국의 국내 상황
에 부합하는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중점협력과제를 구체화하며 이를 실행하
기 위한 국별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과테말라 교육개
발협력은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테말라는 교육협력에 대한 수요
가 높아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발전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3). 특히 초･중등교육 등 기초교
육의 질제고, 지역사회개발과 연계한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질 제고,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등 과테말라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한국의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국가 수준의 통합적인 지원 전략 없
92) Ⅵ장 2절 나항 1)목 과테말라는 공동연구진 중 홍영란, 정상희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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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별 주체들에 의해 각각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규모의 거시적 협력 사업
을 전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성과 산출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사업 위주로 진행하되
기존에 사업을 시행해 왔던 타 공여국가 및 공여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테말라의 거시적인 지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계층, 지역, 인종별 소득불균형
현상을 분석하고 개발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과 취약계층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하는 선
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Post-2015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라는 국제사
회 동향과도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타 공여국의 경우 중소득국가로서 특성을 고려하고 ODA지원 비율을 줄이면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과 삼각협력 등 새로운 방식의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
고 있다. 한국 역시 양자협력 외에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삼각협력, 민관협력,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의 다양한 개발협력의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존에 추진해 왔던 협력사업 중 성공사례를 2단계, 3단계로 이어서 재추진함으
로써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주지하
는 것처럼, 교육문제는 부분적인 개발과제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구조적인 전환과정과 연
계되므로 장기적인 목표지향과 지역사회개발, 보건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
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회성 다수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간
동안 다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성격의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테말라는 한국 정부의 26개 중점협력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협력전략
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정부는 중점협력국가를 재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과테말
라와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한 현지의 교육 분야 현안과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의 교육 및
관련분야 개발협력 성공사례 등 사업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은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은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13과 같은 공여국 협의체에 대한 참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교육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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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사업을 장기간 수행해 왔던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가 필요하다.93) 물론 G13
이 실질적인 공여국 협의체로서 많은 역할하고 있지 않으나 과테말라 정부와 다른 공여국
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테말라는 정
부주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과테말
라의 인종, 사회, 문화적 다양성, 이중 언어와 문화적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사
회정책을 고려하는 동시에 정치적 변화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볼리비아 94)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 및 불평등 정도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에 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자원분배에서도 지역과 계층별 불균
형 구조가 심각하고 특정 소수 계층(백인) 및 동부 경제발전지역(산타쿠르즈)에 대한 부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주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적 지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4년 HDI 지표에 제시
된 1인당 GNI는 U$ 5,572로 OECD DAC 수원국 안에서도 하위중소득국가로 분류되고 있
다. 이런 이유로 현재 많은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볼리비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
발협력 관점에서 현재 볼리비아 내에서 한국은 EU, 독일, 스페인, 일본 등과 함께 5대
원조 공여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 2014), 한국의 ODA 지
원규모 확대는 주목을 받고 있다. 1998년 공관 철수 후 2008년 9월 대사관이 재개관하고
2010년 9월 볼리비아 KOICA 사무소가 개설되는 변화과정에서 한국은 대 볼리비아에 적
극적인 공여 태세를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대사관의 외교관들과 면담을 통해서 볼리비아
의 지도층 및 여론 주도층 인사들은 한국이 볼리비아처럼 제국주의 식민 수탈을 겪은 나
라라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맥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앞선 장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정부가 수립한 대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로 교
93) G13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OECD회원국이며 의장국으로 활동 할 경우 정책협의와 실무차원의 정책과 기술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테말라와의 지속가능한 양자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G13
홈페이지, 2014).
94) Ⅵ장 2절 나항 2)목 볼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김진희, 황원규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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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볼리비아가 가진 국가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초교
육 분야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볼리비아와 한국
의 우호적인 유대관계와 볼리비아의 교육 분야 주요쟁점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 재수
립할 국가협력전략에 직업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를 포함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이
러한 교육개발협력 과제 추진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이 가능할 것이다. 이
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한-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추진 및 전달체제 고도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공공 분야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볼리비아는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볼리비
아는 가장 일반적인 라틴아메리카의 경향을 어느 정도 따르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발전전
략을 취해온 것이다. 볼리비아는 1) 혼란기(1982-1985), 2) 신자유주의(1985-2005) 그리
고 3) 원주민 민족주의(2006~ 현재)를 거쳐 오고 있다. 혼란기는 볼리비아가 1982년 민
주주의 제도를 회복하면서 국영 부문 경제를 재건하고, 공동 정부와 노동의 공동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세력과 이제 막 발아한 시장경제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논쟁
을 벌이는 시기를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석유, 전력, 통신, 철도 등 1990년대 실시된 공기
업 민영화정책을 필두로 국가와 초국적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독려하고 자본화된 부문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실행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
로 원주민 민족주의는 농민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주의운동의 경제개혁 목소리를 반
영한 것으로 신헌법 체제를 통해서 국가를 재수립하고 자본화된 기업의 국유화를 다시 단
행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볼리비아의 개발협력 경험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호스트 그레베
로페스(2009, 127-128)는 세 가지 접근을 강조한다. (1) 현재의 권력분배 방식을 수정하고
소외된 사회계층을 포함할 헌법체계의 채택, (2) 생산의 재편 및 잉여자산의 재투자를 통해
서 경제적 평등과 역동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수립, (3) 새로운 유형의
경제운용 방식 및 사회지도층 형성을 위한 관료 집단의 새로운 역량 함양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연구진들은 세 번째 주장이 매우 적실하다고 보고 있다. 볼리
비아 연구진들은 2년차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회주의운동 계열에서 수혈된 새로운
공무원들이 자리 잡은 관료사회에 대한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원주민 민족주의가 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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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볼리비아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상한 사회주의운동 진영은 기존의 관료
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였고, 현재 볼리비아의 공무원들은 행정업무 역량과 수행 능력을
갖추고 훈련받은 도시 중산층에서 배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동자, 특
히 코카재배노동자의 권력을 대변하는 새로운 공무원들이 구관료를 대신하는 노선이 강
화됨에 따라 볼리비아의 국가능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새로운 기술적 경쟁
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생산성’을 강조하고 교육에서도 ‘생산교육’ 기
조를 강화하는 볼리비아에서 이념성 못지않게 국정운영을 위한 공공정책의 관리 및 집행
고도화를 위한 전문성은 필수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볼리비아의 독자 노선은 기형
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현재의 볼리비아 대통
령은 식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거대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볼리비아의 독자 노선
을 구현하고자 많은 개혁을 단행해오고 있으나 그것을 구성하는 인력이 누구이고, 그들의
능력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작동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의 교육개발
협력에서 어찌 보면 공무원의 역량 강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문제의
식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측면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고려한 후에 교육개발협력 분
야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필요에 따라 이들에게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이해 및 수요에 기반
하여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볼리비아 현 정부의 한-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은 신교육법의 현장 착근을 조력
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볼리비아 여느 대도시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모
를 머리에 쓰고 있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수십 명의 공무원, 정치인, 교수,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를 면담한 연구진들은 에보 모
랄레스 대통령이 국민 대대수의 굳건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군의 학자들은 에보 대통령이 통치력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으나, 사회적 통합
과 안정은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주민 인권 보장과 교육능력 강화를
필수 과업으로 밀어붙임에 따라 백인과 도시 메스티조들의 가치나 유산이 약화되면서 이
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회 통합의 길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 분야도 신교육법의 적용은 현 정부의 교육기조를 강화하는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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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실용성 제고,
소수 원주민을 위한 ‘교육기회의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교육협력 영역들을 프로젝트, 혹은 프
로그램 단위로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비교우위인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등은 국제사회의 2015년 이후 교육 분야 의
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볼리비아의 건국 200
주년 2025 애국과제(La Agenda Patri tica Estrat gica de Estado), 정부프로그램
(Programa de Gobierno, 2010-15)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산학협력 등 지역 중심의 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 방안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선도대학형 고등교
육 분야 협력 사업이 제안될 수 있다.
이 밖에, 한-볼리비아 간의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추진하고 볼리비아 정부의 신교육
법 교육정책과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삼각협력,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활용한 방법,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3) 콜롬비아 95)
콜롬비아는 6.25참전국으로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중남미 국가
중 하나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상위중소득국에 속하는 국가지만 콜롬비아가 처해있는 다
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되어 있다. 특히, 오랜 내전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해외 선진공여기관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내란을 겪은 국가
들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이룩하지 못했는데 반해 콜롬비아는 여러 가지 여건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으로 매력적인 국가이다.
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 대륙에서 ODA의 수원국이자 인접국가에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95) Ⅵ장 2절 나항 3)목 콜롬비아는 공동연구진 중 박주형, 임태균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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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콜롬비아와 협
력하여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할 수 있는 삼각
협력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비록 현재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콜롬비아 국가
협력전략(CPS)의 중점협력분야로 교육 분야가 독립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콜롬비아
의 교육현장에서 확인한 교육 분야 쟁점을 해소하는 것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콜롬비아의 중점협력분야와 연계되는 부분이 강
조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 분야 개발협력은 콜롬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을 지
원하되 한국이 가진 교육 분야의 강점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콜롬비아 교육의 문제
는 콜롬비아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랫동안 축적되었으며 내란으로
인해 악화된 빈부 격차,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
만, 콜롬비아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예산규모 특히,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무상지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기술협력이나 유상사업 등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콜롬비아의 사회경제적 현황
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네 가지 중점협력과제 – ‘ICT 활용 이러닝 활성화 사업’, ‘세계
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여건 구축’, ‘직업교육훈련 강화’,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
축’- 을 제시하였다.
과제 제안은 현실적으로 콜롬비아의 교육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국제
사회가 제시하는 공동의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기초교육 외에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공학 및 과학계열 고등교육 인재양성에 집
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특히 인문사회계열 학문이 발전한 데에 비해 이
공계열의 학문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콜롬비아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
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산업화 및 과학기술 수요에 부응한 고등교육 연구역
량 강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전문직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하였다.
둘째, 콜롬비아에 대한 교육 분야 협력은 국제사회의 지원 흐름과 일치해야 하며, 기존
의 콜롬비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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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선진공여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는 틈새분야를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이후 국제사회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교육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
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콜롬비아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실향민 인구
가 존재하며 이 외에 소득수준, 지역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이 많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선진공여기관들은 콜롬비아에 대해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콜롬비아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간단체
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을 어떻게 통합하여 교육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의 역사나 규모가 일천하여 선진공여국에 비해서는 그 중
요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점차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
며 과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나 민간기업의 진출 영역과 연결되는 ICT 분야 등을 중심으
로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콜롬비아의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ICT 활용 이러닝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실현되어야 한다. ICT를 활용한 교육정보화 지원협력을 통해 콜롬비아가 주변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도 신흥국가로서 한국과 협력하는 ‘삼각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기존의 사업이나 사업 과정상 네트워크
를 형성한 콜롬비아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진행과 모니터링,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교
육포럼의 교육의제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주도로 진행될 세계교육포
럼은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교육 분야 국제개발목표인 ‘모든 이를 위한 교
육’(Education for all)을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새로운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특히, 2015년 UN 주도의 Post-MDGs의 교육 분야 목표와 일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럼이다.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교육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세계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UNESCO는 한국에 의미 있는 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
럼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포럼의 의제설정과정에서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몇몇의 중요한 의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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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록 2015 세계교육포럼이 향후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닐지라도 인천에서의 결정이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의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으며, 이를 미래에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
육의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콜롬비아처럼 오랜 내전을 겪은 국가가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콜롬비아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4) 파라과이 96)
파라과이는 2013년 8월 신정부가 수립되며 교육 제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
었다. 파라과이 교육 분야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낮은
교육의 질적 수준, 중앙 교육행정부서의 집권적 관리역량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중점협력과제로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양성’과 ‘직업교
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주도인력 양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선진
화를 통한 교육운영 효과성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과제는 파라과이 교육현안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교육 분야 지원 분야와의 연계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이 강
점을 보이는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중점협력과제를 바탕으로 파라과이와의 교육개발협력 추진을 위하여 정책제언으로 다
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파라과이 현 정부는 교육 분야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2024
년까지의 국가교육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대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에는 교육 분
야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파라과이 정부가 보이는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고려하면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라과이 정부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수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필요예산을 계획하
는 등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개발협력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외국의 공여기구나 국제공여기구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기반 접근(PBA)을 추

96) Ⅵ장 2절 나항 4)목 파라과이는 공동연구진 중 윤종혁, 유성상, 한건수가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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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과의 협의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
업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체계진단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파라과이는 공여기구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다. 따라서 공여기구 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가진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효
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라과이 정부가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형 접근으로
파라과이 교육발전과정에 의미 있는 파트너로 한국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
다. 파라과이는 원주민 인구수가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소외계층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원주민 인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Post-2015의 주요 목표인 교육의 형평성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직업교육훈련분야 지원을 구체화하는
방안 중 원주민, 장애인구 등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취
약계층인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은 2015년을 기점으로 재수립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가 가진 사회인구적 특성과 취약계층이 가지는 빈곤의 연결고리의 문
제, 파라과이 산업발전과 인력수급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
한국정부는 더욱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파라과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2015년 이후 흐름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 연구 과제를 통해 파라과이와 중남미 국가가 가진 교육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국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개발은행,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인접국가인 일본은 파라과이에서 매우 적극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며,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상위중소득 국가와의 삼각
협력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파라과이에 진출한 한국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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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민간단체, 한국교육원, 파라과이 지역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찾아 지속가능
성과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페루97)
페루는 중진발전국 단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기초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적 관심사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 원주민들의 교육력
을 높이는 것,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빈곤을 해소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페루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페루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은 페루의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페루의 심각
한 교육격차와 저조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개발협력 과제
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앞에서 발굴한 중점협력과제를 통해 페루의 교육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페루 국가협력전략(CPS)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점지원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협력전략(2013-2015)이 종료되고 차기 CPS를 준비할
때에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CPS가 보건의료
지원 사업, 농촌개발지원사업과 함께 ICT지원 사업을 중점협력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그
러나 그동안 보건의료에 치중해 왔던 것을 감안하여 향후의 페루 CPS는 ICT를 교육협력
사업으로 확장하여 일반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을 중점협력 사업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후기 중등교육에 대한 확대된 관심은 국제사회의
Post-2015 동향과 일관된 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
려할 때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남미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권역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세안 대표부와 같이 이러한 중남미 권역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
교 및 권역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교부는 페루에 권역

97) Ⅵ장 2절 나항 5)목 페루는 공동연구진 중 이석희, 이진상이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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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표부를 설치하여 중남미 권역과의 협력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남미지
역에 권역협력사무소를 두어 협력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권역 내 협
력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등과 협력하여 다자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IDB는 한국과 중남미국가와의 교육협력을 제안하며 한국의 기초교육의 성취, PISA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성취, 교사의 질, 교육 성공사례, 교수학습 방법론 등과 교원정
책사례 등의 경험을 중남미 국가와 공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IDB 페루사무소 현지 출
장조사결과, 2014.07.01.). 또한 세계은행은 페루 정부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모델구축,
교육정보시스템 수립 및 교수학습 정보 공급, 교육정책결정제도 체계화, 교육통계자료집
발간 등에 대하여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세계은행 페루사무소 현지 출장조
사결과, 2014.07.02.). 이렇듯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페루의 교육발전을 지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OEI와 협력을 통한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OEI는
현재 ‘교육목표2021’을 통하여 매우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사업의 범
위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교육협력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98) 이들 분야 중
페루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 교사의 질 향상, TVET, 연구사업, 고등교육관련 사업 등에서
협력하여 페루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공공기관, 대학, 비정부기
구(NGOs)는 OEI의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각협력 형
태로 인접한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의미있을 것이다.
다섯째, 페루에 진출하여 있는 국내기업들과 협력하여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
록 한다. 현재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하나로 건설)은 현지에서 건설 사업과 함께 교육지
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는 페루에 컴퓨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평생학습센터건립을 위한 연구를,
한국정보진흥협회(KEFA)는 페루에 ICT교육시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 또는 중소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페루의 교육발전과제들을 고려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98) 1) Cooperation Project and Program: ‘Light for Learning’ 사업, 2)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3) 연구사업, 4)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5) 유럽연합과 공동사업 추진, 6)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 7) 음악교육, 8) 과학교육의 활성화,
9) 다음 단계의 교사관련 사업, 10) TVET에 대한 사업, 11) 대학교육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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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 공여국의 대 중
남미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중남미 5개 중점협력국가의 교육개발협력 사
업 현황 및 요구조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비교우위와 사업 가능성, 각 대상국가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점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
였다. 아울러, 각 국별 세부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정책적 실
현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삼각협력, 민관협력, 다자협력 등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렇게 각 중점협력국가별로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추진과제 및 로드맵 도출이
가능했던 것은 한-중남미 국가 간의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분석 및 기
초연구가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남미
권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5개 중점협력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추진
동향, 현지의 주요 교육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협
력 전략(CPS)을 분석하였으며, 한-중남미 개별 국가 간의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분석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SWOT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각 국가별 교육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시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 국가별로
중점협력과제 및 세부추진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 수행될 3차년도 연구에
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세부추진사업의 실현을 위해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
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
업화 가능성이 높은 협력과제 및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
해 2차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세부추진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교육개발협력이 중남미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주요 전략으로 부상하는 기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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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II)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YOON, Jong-Hyeok

“Research on the education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on the method of education cooperation with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a long-term project for three years, is being carried out to prepare the method
of efficient cooperation by deriving the tasks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five developing countries (Guatemala, Bolivia, Colombia,
Paraguay, and Peru)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In the first-year study, the
educational situation and the trend of educational reform in five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the trend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major educational issues in those countries were
identified, and policy analysis and basic research to develop th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those five abovementioned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based on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was conducted. This study, the
second-year study, establishe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
for each of those five countri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country
characteristics,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the donor country; and
selected priority cooperation tasks. In 2015, the third-year study will be conducted
to prepare a detailed implementation method through a feasibility study for the
selection and promotion of a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ilot project
in each of the five abovementioned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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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cond-year study drew th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arried out by major advanced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uggested detailed tasks by selecting
the priority cooperation tasks that comprehensively reflected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project feasibility, and the educational demand of each research
country.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improve the policy practicability by
preparing the roadmap to realize the detailed tasks of each count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riangle
cooperation, private-government cooperation, and multiple cooperation.
As major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view, experts conference, policy forum,
and field research were conducted, and the GE and McKinsey Matrix method was
used for the selection of priority cooperation tasks.
The priority cooperation tasks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lected
through the second-year study are as follows:
- Guatemala emphasizes on the basic education area while maintaining the
priority tasks suggested in the first-year research results and suggests three
priority cooperation tasks, such a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xpansion of the educational opportunity for
children of the vulnerable class of peopl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its management system.” In detail, Guatemala is suggesting
the teacher competency reinforcement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peration of an after-school
system to expand the educational opportunity for children of the vulnerable
class of people, and a mathematics curriculum improvement program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institutions.
- Bolivia is suggesting,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demand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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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education areas, such as teacher
competency reinforce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 teacher training institut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CT department in universit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and strengthening its competency,” and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the “construction of
an education infra.”
- Colombia selected four priority cooperation tasks for postsecondary education
areas by properly reflecting the first-year study results and its national and
social situation (issue of peace construction after the Civil War). Columbia is
suggesting an “e-learning activation project using ICT,” the “construction of
an environment to carry out world citizen education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raining
program,” and the “construction of a secondary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priority cooperation tasks.
- Paraguay suggested priority cooperation task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education areas, such as “teacher training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human resources who will lead th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expans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the “reinforcement
of efficiency in educational operation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In these tasks, major
pending educational issues, such as the problem of educational quality and the
need to train human resources that can respond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market demand, are properly reflected.
- Peru is suggesting priority cooperation task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education areas, such as “teacher training and a training competency
reinforcement program,” a “middle-school ICT education competency
reinforcement program,” a “local society educational health– and medical care–
integrated supply program,” and “systemization of a vocational/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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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The five countries are suggesting mid- to long-term roadmap (with a short-term
goal and a mid- to long-term goal) to realize the above mentioned priority
cooperation tasks as well as a method of performance management by monitoring
the cooperation tasks.
To seek for a method for efficient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Korea needs to establish the
strategies that are concurrently considered as the commo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omogeneity of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ntinent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countries. Korea also needs to prepare
a method to overcome linguistic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in the geographic
accessibility of Korea by seeking for a method of triangle cooperation with highand middle-income countries (HMIC) with linguistic and cultural similarities in the
region, such as Brazil, Mexico, and Chile;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and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 organizations
in the region. In 2015, the 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completed, and the development goal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ill be reestablished. Accordingly, it will be meaningful to establish the
effective and sustainable direc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evaluation of the present-priority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and by concurrentl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go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educational agenda.

❑ keyword: Developing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Mid- to long-term cooperation strategy,
Priority cooper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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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적용 예시 : 페루
가. 한-페루 사업가능성 및 페루 교육현황 지표분석
1) X축: 사업가능성 분석
가) 기초교육
구분

항목

비율

평점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여부(국가개발정책및전략,교육개발정책및
전략과의부합여부)

10%

8

⋅국제기구 교육개발협력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성

10%

8

⋅우리나라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성

10%

8

⋅우리측 지원역량(사업 시행자 확보 용이성, 우리의 기술력 및
국산화 비율 등)

10%

10

⋅협력대상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이익증진 및 기술전수 등
기대효과

10%

6

⋅타 원조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성과 제고 가능성

10%

8

⋅수원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수원국 교육정책개발 및 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영향평가, 수원국 수혜자 집단 역량개발 및
제도발전에 대한 기여여부 등)

10%

8

⋅협력대상국의 사업수행 역량

10%

6

⋅수원국의 자립역량(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재정 및 기술자립
역량 등)

10%

8

ㅇ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의 지속가능성

10%

6

100%

76

타당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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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등 및 중등이후
구분

항목

비율

평점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여부(국가개발정책및전략,교육개발정책및
전략과의부합여부)

10%

10

⋅국제기구 교육개발협력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성

10%

8

⋅우리나라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성

10%

8

⋅우리측 지원역량(사업 시행자 확보 용이성, 우리의 기술력 및
국산화 비율 등)

10%

8

⋅협력대상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이익증진 및 기술전수 등
기대효과

10%

8

⋅타 원조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성과 제고 가능성

10%

8

⋅수원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수원국 교육정책개발 및 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영향평가, 수원국 수혜자 집단 역량개발 및 제
도발전에 대한 기여여부 등)

10%

10

⋅협력대상국의 사업수행 역량

10%

6

⋅수원국의 자립역량(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재정 및 기술자립
역량 등)

10%

8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의 지속가능성

10%

8

100%

82

타당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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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축: 교육지표 분석
지표출처

기초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5개국
평균

LAC 평균

초등취학률
(NER)

EFA

97

87.97

88

85

95

90.59

95**

초등등록률
성비(%)

WB

87

98

97

96

99

95.4

97

성인문해율
(15세 이상)*

EFA

75

91

93

94

90

88.6

92

정부 교육예산 중
초등교육 투자비율

EFA

55.6

39.7

35.6

39.6

38.4

41.78

32.7

중등취학률
(NER)

세계은행

46.4

68.3

73.6

62.6

72.6

64.7

76.1

중등등록
성비(%)

EFA
WB
(볼리비아)

92

100***

109

105

99

101.2

107

총등록률
(tertiary)

HDI

17.8

38.6

39.1

36.6

35

33.42

42.5

정부 교육예산 중
중등교육 투자비율

EFA

14.8

26.1

36.3

35.7

31.7

28.92

32.4

중등&
중등
이후

x축은 기초교육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사업가능성을 평가하여 급간 점수에 따라 적용하
며, y축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기초교육 및 중등/중등이후 교육 영역별 합계를 도출하고
4개의 지표 평균값을 산출해 x와 y의 교차점을 찾음.
또한 기초 및 중등/중등이후의 중남미 평균을 보조선으로 나타내어 해당 수원국과 중남
미 평균을 비교하여 사업 선정의 타당성을 비교함.

나. 결과
1) X축 사업가능성 평가결과
각 국별 연구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X축의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급간을 구
분하여 변환점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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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구분

원

변환*

기초

76

4

중등 및 중등이후

82

5

*변환점수 : 1점(20점 미만), 2점(20~39점), 3점(40~59점), 4점(60~79점), 5점(80점 이상)

2) Y축 교육수요 측정결과
페루

구분

LAC평균

원*

변환**

원*

변환**

기초

6

1.5

4

1

중등 및 중등이후

10

2.5

8

2

*원점수(만점 20점), **변환점수(원점수/4)

3) 최종결과

[그림 10] 페루 교육개발협력 중점협력과제 선정 매트릭스

x축은 기초교육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사업가능성을 평가하여 급간 접수에 따라 적용하
며, y축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기초교육 및 중등/중등이후 교육 영역별 합계를 도출하고
4개의 지표 평균값을 산출해 x와 y의 교차점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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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 및 중등/중등이후의 중남미 평균을 보조선으로 나타내어 해당 수원국과 중남
미 평균을 비교하여 사업 선정의 타당성을 비교함.

다. 결론
1) 협력가능 과제 선정
<표 6> 한-페루 교육개발협력 추진가능과제 선정(예시 )
구분

과제

초·중·고등교육
질 제고

교육의 질 향상
: 교원 재교육 및 교수방법 질적 향상 프로그램 제공
: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페루 교육평가기관과의 협력
학교관리 능력 향상
교원의 질 향상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지원
: 교육관련 ICT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첨단 분야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기초교육 보편화 및 기초교육서비스 개선
: 낙후지역 중심 교육 참여율 향상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교육
: 관광, 농업, 광업 등

중점협력여부

적합

부적합
적합

개발주체 간의 협력
및 관리체제 강화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페루의 경우 ‘기초교육’과 ‘중등 및 중등이후’
분야 모두 중남미 평균치에 비해 교육수요가 높으것으로 조사됨. 또한 사업가능성의 경우
기초교육분야와 중등 및 중등이후 분야의 사업가능성이 각각 4와 5로 조사됨에 따라 두
영역만을 비교할 때 중등 및 중등이후 분야에서의 교육개발협력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음.
그러므로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협력가능 과제 중 ‘기초교육 보편화 및 기초교육서
비스 개선’을 제외한 ‘교육의 질 제고’, ‘직업기술훈련’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등 및 고등교
육 분야에서 중점협력과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단, 본 매트릭스의 한계를 고려하여 차후 현지조사를 통해 각 과제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
성, 구체화 방안 등을 조사해 중점협력과제를 최종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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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 현지조사 면담지
Questionnaire (Govn’t)

Ⅰ. Demographic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Gender

Age

Current
Organization

Current
Position

Years of Experience

Phone number

e-mail address

II. General Development Cooperation
1. Is there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r Poverty Reduction Strategy?
1) Yes
- What is its name?
- When was it formulated?
- Which period does it cover?
- Main strategic target (Prioritized targets/whether linked to MDGs or
EFA)
- Is education development included?

2) No
- Is there one under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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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la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system
- Main Agency
- Process of securing budget and Distribution Method

3. Is there a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that increases sustainability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ssigned Agency
- Method of implementation

III.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4. Explain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ance in education sector

5. Is the regional leve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ssociated
with central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6. Is there a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that increases sustainability
of the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7. What are the donor countries/donor agencies that progress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1) What is the most successfu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case
project that was carried out by the selected donor country or agency?
- What is the name of the project?
- Where was the project taken place?
- How long was the project carried out?
- What was the outcome?
-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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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some improvement plans?

2) Have you been in charge of Triangle Cooperation or PPP project?
- What is the name of the project?
- Partner country/agency
- Where was the project taken place?
- How long was the project carried out?
- What was the outcome?
- Success/Failure factors
- How would you improve the project?

8. What are the main areas in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Basic
- Secondary
- Higher
- General Education

9. How has the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affected the
regional education service such as quality of education, accessibility to
education, general education etc.?

10. Is the government budget prepared to carry out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donor countries or agencies?

11. What are some difficulties working with donor countries or agencies, and
what are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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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 Choice
[Pre-implementation]
1

Donor-driven project preparation (Donor)

2

Quality of international consultants (Donor)

3

Long process to start projects on the donor side(Donor)

4

Insufficient project design(Donor)

5

Lack of project preparation capacity (GOVN)

6

Complicated internal procedures: appraisal and approval

7

Complicated internal procedures : securing counterpart

(GOVN)
funds (GOVN)

[Implementation]
1

Over-presence of donors(Donor)

2

Quality of international consultants(Donor)

3

High proportion of budgets for international consultants from the total project budget: what
is the right ratio to total budget? (Donor/GOVN)

4

Little financial incentive for counterpart personnel to

5

Procurement: price rather than quality? (Donor)

6

Complicated procedures on the donor side : budget

7

Changes in aid delivery mechanisms(Donor)

8

Lack of project management capacity(GOVN)

9

Insufficient decentralization from donor

join the project (Donor/GOVN)

approval(Donor)

headquarters/regional offices to the field office(Donor)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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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Main Cooperative areas
12. What are the main cooperative projects that need to be progressed based on
the 1st round of research results?
- Priority and Reason

13. Is this accordance with the recipient countries’ present stage of education
and policy priority?

14. Is there an area that demands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sides
the selected project areas?
- Field an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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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별 현지출장조사 피면담자 목록
국가

과테말라

볼리비아

이름

소속

직위

Edgar lopez

Good Neighbors Guatemala

Income Generation
Manager

Nicolle Drumond

Good Neighbors Guatemala

Operations Department
Manager

Andrea Xiquin

Good Neighbors Guatemala

Project Development
Team Manager

Licda.carmen Maria Marroquin

과테말라 교육부

Technical Deputy

Licda.satsuki Kawasumi

JICA

Dr. Luis Enrique López

GIZ

Program Director

Mrs. Lucía Verdugo

UNESCO

Gender, Education

Mrs. Marlene Grajeda De Paz

OEI

Mother Azucena Gaviola

Village of the Girls

Principal

Mr. Ricardo Méndez

INTECAP ICT

ICT General Manager

전준호

KOICA Guatemala Office

소장

추연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

대사

김주태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

2등 서기관

전영욱

주 볼리비아 한국 대사관

대사

노현준

볼리비아 KOICA 사무소

사무소장

정용우

볼리비아 KOICA 사무소

부소장

임근발

볼리비아 KOPIA 센터

소장

Jiovanny Samanamud

볼리비아 교육부

차관

David Obando Vasquez

Cochabamba 지방교육청

청장

Jimenez Rojas

FAUTAPO 센터(라파즈)

센터장

Enrique Torrico Ocampo

INFOCAL(코차밤바)

총장

Maria del Carmen Vargas

추키사카 교육청

청장

Diana Carolina Guarin M.

SENA

General Director

Victoria Gomez Castillo

MOE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Advisor

Ruby Stella Montano Fajardo

MOE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Advisor

Henry Carrillo

APC

Interagency
coordination

Monica Varona Guzman

APC

Advisory,
Directorae of demand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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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라과이

이름

소속

직위

Lucia Ardila Gomez

Fe y Alegria

Coordinadora
Pedagogica
Nacional

Diego Parra Vargas

OEI

Coordinador del area de
ciencia

Hyewon Cho

KOICA

subdirectora

Jung-Gyo Oh

EDCF

Representante

Martha Laverde

Banco Mundial

Especialista en
Educacion

Sakurai Hidemitsu

JICA

Prepresentante
Residente

Sohn, Kwangdeuk

Emn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Tercer Secretario y
Vice-Consul

Oscar Sanchez Jaramillo

Bogota

Secretario de Educacion

Yully Marcela Ramirez

Bogota

District office for
intranational relations

Felipe Higuera

Un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Asesor
Cooperacion
Academica

Catalina Arevalo Ferro

Un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Professor,
Director, Direction of
external Affairs

Dae Yeung Um

LG CNS
business development for
latin America

Director

María del Carmen Giménez

Educaci n Inicial y Escolar
B sica/MEC

Directora General

Juan Carlos

MEC

Consultant

조한덕

주파라과이 KOICA사무소

사무소장

김우형

주파라과이 KOICA 사무소

사무부소장

오성환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

원장

조광호

ISE

초빙교수

Venkatesh Sundararaman

Bank of Mundial(WB)

Senior Economist

Kavina Rozas

Bank of Mundial(WB)

specialist

Luciana Velarde

Bank of Mundial(WB)

specialist

Takayuki KONDO

JICA

Representante
Residente Adjunto

Mr. Makoto Nakao

JICA Peru Office

Representative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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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름

소속

직위

Jose Hernandez de Toro

OEI in Lima
Higher technological
institute

Director

Ing.Jose Antonio Bustamante
Quiroz

OEI in Lima
Higher technological
institute

Director Executive

Luis Alberto Mori Avila

Agency Peru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APCI)

Director(e), Direction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Maria del Pilar Jimenez Navarro

Agency Peru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APCI)

Bilateral Cooperation

Masami Yamamori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IADB, BID)

Chief Operator

Hna.
Mary Luz Chugui
Calderon

I.E.Fe y Algegria N.29

Ventanilla
Alta-Callao-Lima
Director

Dra Ceciva Calvo

Bellavista 모자보건원

원장

Dra Rose Acevedo Cveva

Bellavista 모자보건원

교감

Dra Manlde Ecnevaria Peroz

Bellavista 모자보건원

교사

Hector Caas Astos

Director J.E Rosa Dominga
Perez Liendo

Director

Miguel Angel Beltrn Voras

Discionna y Convivecia
Escolar

Coordinator General

Dr. Jose Rivera Melendez

Regional de Education del
Callao(DREC)

Director

Loura Roman Rumirez

Regional de Education del
Callao(DREC)

Sud Directora

De le Univ A/H ce
Dr. David Emilio Aguilar Berrospi Educacacion Enrique — y
Valle-Le Cantuta

Vice-president,

La 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 n Enrique
Dr. David Emilio Aguilar Berrospi
Guzm n y Valle-Le
Cantuta (UNE)

vice president

장근호

주 페루 한국대사관

대사

송창훈

KOICA 페루사무소

소장

최충희

KOICA 페루사무소

부소장

정애숙

까야오 벨라비스타
모자보건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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