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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는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총회는 그간 추진해 온 원
조정책을 원조에서 개발로 전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한 것이었다. 11월 2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 WB, OECD,
UNESCO 등과 공동으로 [국제교육ODA포럼](사전행사) 및 11월 29일 부대행사를 개최
하여 교육을 통한 개발협력, 교육ODA와 국가발전, 역량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장기 교육과학기술협력방안을 제시한 것이
다. 지난해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국가 및 권역과의 교육･과학기술협력 쟁점
과 과제를 발굴하였고, 금년도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중점지원국가 및 권역 등과의 중
장기 교육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각국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2005년 파리선언 정신에 따
라 한국은 선진공여국과 ‘조화’를 추구하고 수원국과 ‘원조일치’를 추구하면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개발협력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이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선언문의 취지에 따라 수원국의 요구에 기반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수원
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다. 2012년 2월 아프
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ADEA Triennale ‘한국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이 연구
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 및 권역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 도움을 준 우리 정부 관계자, 그리고 아프리카 해당 국가, 지역단체, 국제기
구의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협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진과 자문진에게도 치하드리
고자 한다. 이 연구가 앞으로 아프리카의 교육 및 과학기술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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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DEA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

AMU

Arab Maghreb Union, 북부 아랍 마그렙 연합

AU
AUSAID

Africa Union, 아프리카 연합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국제개발청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국별지원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파트너십전략

CSP

Country Strategy Program, 국가 전략 프로그램

CECS
CEMAC

Country Educational Cooperation Strategy, 국가교육협력전략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 공동체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
DAC
ECCA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 위원회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FA

Education For All, 모든 이를 위한 교육

FTI

Fast Track Initiatives, 신속지원전략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ICB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 아프리카 역량개발 국제연구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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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ES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MOE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MO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부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대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

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민관협력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빈곤감소전략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SA

Sub-Saharan Afric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수학 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추이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기술교육

UN
UNDP
UNESCO

iv／

Knowledge Sharing Programs, 지식공유사업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UNESS

UNESCO National Education Support Strategy, 유네스코 국가교육지원전략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기술교육훈련

WB

World Bank, 세계은행

WFP

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요약

연구요약

1.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이 연구는 본원의 기본연구과제이면서 동시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3개년 연구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연구｣의 2차년도 연구이다.
2010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사하라 이북지방의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서부, 동
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 등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대표적 개발협력대
상 5개국을 선정하였다. 2011년의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 및 사
하라이남 4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모색,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의 시범사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차 년도에 분석한 교육과학기술협력 이슈발굴내용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들의 교육과학기술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
을 위한 중장기 국가별(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4개국)
협력방안 및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와의 권역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기
초하여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 현지조사, 포커스 그룹면담, 전문가협의회, 그리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방안을 개발하였다. 문헌연구는 교육개발협력관련 국제기
구(WB, AfDB, ADB 등)의 국별 지원 전략, 협력대상국 정부(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의 빈곤퇴치전략과 교육발전전략,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
회(ADEA),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작성
된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대상국 교육･과학 기술 전문가들을 비

v

＼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Ⅱ) :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협력방안

롯한 지역 전문가와의 협의회, 면담, 아프리카 현지조사 및 포커스 그룹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방안을 개발하였다. 자료 분석은 SWOT 분석 모형과 국별 지원
전략의 모형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3. 중점 협력사업
가. 국가별 중점 협력사업
1) 나이지리아
가) 나이지리아의 초･중등 교원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질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한다.
나) 무상의무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자문단 파견을 검토한다.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표준화를 지원하고 교수법을 컨설팅한다.
라) 고등교육 수월성 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마) 교육행정 경영정보시스템 개선을 지원한다.

2) 에티오피아
가) 유아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나) 고등교육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다) 기술･직업교육이 빈곤을 퇴치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성인 및 비형식교육이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 교육행 ․ 재정의 혁신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콩고민주공화국
가) 초등교육 이수율 제고를 통해 보편적 의무교육을 달성해야 한다.
나) 초･중등학교 교원 역량제고를 통해 기초교육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다) 동부 분쟁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재건사업으로 국가 발전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라) 고등교육 진흥정책을 통한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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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업기술훈련 역량을 육성하고 빈곤퇴치 전략과 연계 지원한다.
바) 분쟁 이후 청장년층의 사회 복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한다.
사)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육재정 및 예산지원체제를 개선한다.

4) 탄자니아
가) 탄자니아 유치원교육의 취원률 제고 및 활성화를 지원한다.
나) 탄자니아 초등교원의 교육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다) 고등교육 R&D 체제의 국가정책연구 기법 및 전문성의 개발을 지원한다.
라) 기술 및 직업교육의 빈곤퇴치에 대한 기여도를 높인다.
마) 성인교육 및 비형식교육과 빈곤퇴치 사업이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나. 권역별 중점 협력사업
1)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와의 교육협력과제
가) 범아프리카대학(Pan-Africa Universities, PAU) 고등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지
원해야 한다.
나) COE(Center of Excellence)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지
원한다.
다) 영상대학체제(Virtual University System) 운영 및 확대 사업을 지원한다.
라) 직업훈련교사 양성 지원 사업 : TTISSA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마) 교원 역량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바) 권역별 교육경영정보체제(EMIS) 추구 및 이러닝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 아프리카 권역과의 교육협력과제
가) 학교교육-보건연계 기초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나)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경영정보체제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다) 학교와 지역사회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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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라) 고등교육 기관의 다양한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
마) 분쟁 이후 중부권역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바) 국가 경제개발 전략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발전을 지원한다.
사)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정착을 지원한다.
아)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개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학기술협력과제
가) 1단계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1)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기초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2) 의료 및 면역시스템 정비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위해 지원한다.
(3) 과학기술분야 중등교원 양성을 지원한다.
(4)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이 연계되도록 한다.

나) 2단계 과학기술 혁신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1) 과학기술 도입기에 있는 나라들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2)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의 수립을 지원한다.
(3) 주요 분야 관련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4) 부문간 과학기술자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AMCOST 등).
(5) 주력분야 공동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4. 정책 과제
가. 기본방향
첫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의 방향과 원칙, 규범에 부합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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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1990년 유네스코가 제시한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2000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교육발전 지표와 목표로 삼아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05년 OECD/ DAC의 파리선언에 따라, 강조된 선진국의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에 일치(Alignment)와 공여국과 공여기관들 간의 조화(Harmonization)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아크라회의에서는 파리선언
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원조의 비구속화 대상 확대, 원조사
업의 프로그램화 지원, 원조의 분업화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2011년 부산선언에서도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개발협력을 담당하
는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들은 이들 국제기구 및 지역단체, 그리
고 기구 간 공동추진기구 등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
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2월 OECD DAC는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 선언”, 2005년 3
월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발표하여 지원국과 수원국의 쌍방적 노력 및 수
원국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1년 부산선언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시하
면서 수원국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가의 원조의 효
과성 제고를 지향하면서 아프리카의 협력수요에 기반을 두어 수원국의 수요에 일치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글로벌 수준에서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발전
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의 국가발전은 외국의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외재적 요인에 의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성장을 이룩하였다
고 할 것이다. 자연자원을 구비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오로지 인적자원을 발전 동인으로
하여 교육의 발전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단시일 내에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 내전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지체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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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서 아프리카 정치경제적
상황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초･중등교
육의 보편화, 높은 교육열이 작용한 고등교육 보편화, 직업기술훈련을 통한 산업인력 양
성, 교육정보화 달성,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제 등이 소개되어야 한다.
시대별로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보편화, 교육정보화 등이 순차적으로 이룩되었다.

나. 정책 과제
1) 교육과학기술협력의 기반구축
교육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가)통합적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나)수요기반의 중장기적 국가지원전략 마련, 다)국가별-권역별 연계협력체제 구
축, 라)국가-권역협력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가)과학기술장
관협의회(AMCOST)와 연계협력 체제 구축, 나)지역수월성센터(Center of Excellence)
를 통한 권역협력기반 구축, 다)중점지원분야를 특화한 부문협력체제 구축이 이루어져
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 발전경험의 공유
교육과학기술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가)한국의 교육발전 정
책과 행정거버넌스에 관한 컨텐츠 작성, 나)수원국 전문가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
영, 다)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파견, 라)차별화된 정책컨설팅이 요구된다.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가)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권역협력사업 추진. 나)산업기술이전체
제(Technology Licencing Office) 구축, 다)기관형성 지원(KIST, KAIST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 협력사업 운영개선
교육과학기술협력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가)안정적 개발협
력 재원확보, 나)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중점지원, 다)시민사회 민간부문과의 개발협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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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라)남남협력 및 삼자협력의 증대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가)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나)과학기술수준에 부합되는 개발협력전략 마련(단계
별 협력전략), 다)빈곤-의료-교육연계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상 아프리카와의 중･장기 교육과학기술협력정책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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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의 방향과 원칙, 규범에 부합되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수요에 대응하여 추진되
어야 한다.
세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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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
성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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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강화

라) 개발협력거점 연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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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글로벌협력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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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Ⅰ. 서 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Ⅱ) :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협력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국제사회에서 본 한국의 위상변화와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요구 증대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황에서 독립한 개발도상
국 중에서 2010년 처음으로 선진 공여국 조직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조위원회(OECD
DAC)회원국으로 가입한 사실 자체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모범적인 개발도상 졸업국임과 동시에 후발 공여국의 입
장에서 후발도상국 등의 수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 ODA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OECD DAC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전략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공여국의 ‘파트너십’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실천계획이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선언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협력과 인도주의 협력원
칙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
최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11월 OECD DAC의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개발협력의 취지에 부응하면서 “코리
어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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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유네스코의 “만인을 위한 교육”(EFA), 그리고 MDGs
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2002년부터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EFA 속진전
략”(EFA-FTI: Fast Track Initiative)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개혁 과제의 부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1957년 수단, 1958년 가나가 독립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1960년대를 전후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독립 이후 아프리카 지
역의 거버넌스는 주로 종족분쟁 등의 내전과 미･소 양국의 ʻ대리전ʼ 성격의 국제분쟁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정정 불안 상황은 경제적 침체 및 사회문화적 위기의
식과 결부되어 UN이 추진하고 있는 MDGs 및 EFA 실천지원전략에 대한 2008년 중간평
가 결과, 2015년까지 남부 아시아(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와 함
께 초등의무교육 및 남녀 교육평등 정책이 달성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 식민지 독립 이후 아프리카 지역은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케냐, 세네갈, 카메룬, 가봉 등)과 아프리카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탄자니아,
가나, 잠비아, 기니, 에티오피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
과 성장 중심 체제 속에서 엘리트주의적 교육을 지향하고, 후자는 전통적 공동체(혹은

‘가나’, ‘에티오피아’처럼 마르크스주의적 개혁체제) 중심의 평등주의적 교육을 추진하였
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가뭄, 기아 등의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을 겪으
면서 후자에 속하는 아프리카 사회주의 국가들은 무상의무교육체제가 붕괴되는 등 교육
적 위기 속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의 기초교육 중심 인재개발정책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전자처럼 식민지 독립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한 국
가들은 상대적으로 중등교육체제를 나름대로 구축하여 직업기술훈련, 성인교육 중심의
인재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식
민지 독립 이전부터 지방사회를 장악한 부족장 및 군벌통치(Chieftaincy), 혹은 토호세
력 중심의 분할통치(Emir Policy)로 인해 거버넌스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코
트티브아르, 수단,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이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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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내전 등의 재난을 겪은 상황에서 소년병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기술훈련, 교육복
구사업, 지역사회 주도 교육개혁 등이 새로운 개혁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의 교육 행･재정 관리시스템 및 학교경영체제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
방 공여국의 교육협력 과제로서 지방교육 분권화 지원사업과 교육재정 투명화 전략 등
이 요청되고 있다.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열악한 교육인프라 문제
2011년 기준 OECD/DAC 지원 대상국 중의 최빈국에 속하는 50개 후발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중 33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국가들이다. 아
프리카 대륙은 빈곤 정도가 아주 심각하며, AIDS 및 열대풍토병 등 각종 감염질환으로
인해 영유아 및 산모, 중장년층의 사망률이 높아서 인재개발 및 육성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대륙에 비해서 성인 문해율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기준 61.6%)1)이며,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 국가는 MDGs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 빈곤문제 및
MDGs 달성 과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EFA 속진전략 차원의 국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상기
초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2011년) 결과에 따르면, 최하위 46개국 중 36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기니아만 연안 서아프리카 국가 및 콩
고강 유역 국가군, 잠비아, 모잠비크 등의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각종 감염질환으로 인한
중장년층 손실, 무상의무교육의 황폐화 등으로 인해 인재육성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2011년 동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티오피아, 우간다, 소말리
아, 케냐 등)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지난 60년간 교육･과학기술 발전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지원협력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

1) 2005년과 2010년 사이 조사된 성인문해율의 평균치(Human Development Statistical Tables 2011,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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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4) 아프리카지역의 빈곤해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증대 필요
아프리카의 경우 오랜 동안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 경험으로 인해 근대식 시장경제체제의 국가 형성이 늦어진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1960년대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로는 세계적
경향으로서의 보편적 발전과정을 벗어난 예외적인 국가 변화상황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이미 식민지 종주국들의 자의적인 국가 구획전
략으로 인해 부족간 단절과 지방토호 중심의 부족장 및 토벌정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즉, 식민지 이전의 원시농경사회에서 식민지 단일경작체제(플랜테이션 농업체제)로 이
행한 후에 곧바로 봉건적 농경체제 및 근세 수공업적 경제체제 등을 생략･비약하는 방
식으로 아프리카식 사회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사회경제 인프라는 1980년대 이후 충실한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을
겪지 못한 위기 상태에서 IMF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등 빈곤 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사회 변화를 모색하게 됨. 따라서 아프리카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현대화 및
민주적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교육협력 및 인재개발 정책 등이 절대 필요하다.

5)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해소를 위한 지원전략의 요구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추이
(2010년 기준)를 살펴보면, 무상원조를 기준으로 하여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54.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14.9%)이다.2)
유상원조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53.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아
프리카 지역(16.3%)이다.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비해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아프리카에 대한 ODA 전략을 다각화 하고 있는 것은 OECD DAC의 일원으로서 우리나
라가 국제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책무성을 다하려는 정책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다음
의 <표 1> 참조).3)
2) 2010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집(2011, 한국국제협력단).

6｜

Ⅰ. 서 론

그러나 2010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ODA 지원양은 23개국
중 18위, GNI대비 비율은 약 0.1%로 최하위 수준이다.4) 하지만 증감율면에서는 25%
이상을 보여 향후 지속적으로 양과 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OECD
자문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ODA를 지나치게 많은 개도국에
지원하는 등 산발적이고 일회성에 치우치는 프로젝트성 협력사업과 정치경제적 유대관
계에 구속되는 원조방식(Tied Aids)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전략은 최소한의 물적･인적 지원 속에서 국제기구 혹은 선진공여국과의 협동
지원전략, 또는 각 부문 간 유기적 연계협력 지원방식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집중 투자형 프로그램 지원방식(SWAPs/ Flagship Program Approach)과 발전
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Ⅰ-1> 우리나라의 지역별 유･무상원조 추이
지역/연도

2006

2007

2008

2009

무상

37.2

32.7

39.7

40.5

유상

66.8

68.1

73.4

60

무상

12.1

15.7

19.8

19.1

유상

8.1

26.1

13.8

12

무상

28.3

21.6

11.6

6.8

유상

0.0

2.6

12.7

17.1

무상

7.2

13.2

11.6

10.2

유상

24.6

2.9

0.0

11.2

국제기구

무상

0.6

4.1

8.9

8.2

기타

유상

11.0

9.9

8.4

-

100.0

100.0

100.0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
CIS
중남미

총계

100.0

출처: ODA Korea, 2009.
* OECD DAC 통계상으로 아직 2010년도 추이를 검색할 수 없음.

3)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ODA를 총국민소득(GNP) 대비 0.25%로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
를 금액으로 추산할 경우는 25억~35억 달러 규모로서 ODA 지원 G8국가 군에 견줄 수 있는 상황에 도
달한다고 볼 수 있다.
4) 2010 OECD DAC 통계(20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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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우리나라의 지역별 무상원조 실적(2010년)
분야

금액(원)

금액($)

비율(%)

총계

524,731

454,156

100

아시아

285,935

247,477

54.5

아프리카

78,217

67,697

14.9

중남미

55,823

48,315

10.6

중동

27,666

23,945

5.3

동구 및 CIS

24,834

21,493

4.7

국제기구

21,446

18,561

4.1

미분류

30,812

26,667

5.9

출처: 2010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 통계집(2010, 한국국제협력단)

6) 아프리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적 강조
이미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당시 전직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순방 시 ‘아프리카 개발
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Korea's Initiative for African Development)를 천명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에 대하여 ODA의 확대, 아프리카 인력의 초청, 자원
봉사단의 파견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현 정부도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아프리카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올 7월 남아프리
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 와의 긴밀한 협력
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개별국가와의
협력은 물론, 아프리카연합(AU), 신아프리카개발연대(NEPAD),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
회(ADEA) 등의 지역협력체 및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
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및 MDGs 달성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7)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 확산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육 및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한 국가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모범
졸업국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월 오바마 미
국대통령은 아프리카 가나 방문 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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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협력은 효율적이면서도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한국만의 특화
된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5)
한국의 지역 상황과 전혀 다른 아프리카 지역이므로 개발협력을 통한 발전원리6)를
정립･소개하여 해당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우리 교육경험의 장단점을 추출･활용할 수 있
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자적인 교육발전모형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8)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연구(2010-2012)의 제2차년도 협동
연구로 추진
본원은 2010년에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쟁점 발굴
및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쟁점(이슈) 및 과제는 금년도 연구내용인
중장기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
정적･체계적으로 교육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전략을 구
상하였다.
연구대상국가선정에서 이집트의 경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재조정한
중점지원 대상국가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후발개도
국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연
구대상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탄자니아의 경우도 중점지원 대상국가에서 제외되기는 하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을 모델로 하여 1960년대에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게 됨. 1980년대 이후로는 이들 ‘아시아의 네 마리
의 용’을 새로운 연구모델로 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등이 새로운 개발협력 관련 학습 파장을
시작함.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는 중국, 베트남 등이 개발협력을 통한 제3차 학습파장을 시작하게 됨.
이와 같은 선진 발전국가에 대한 개발협력 모델을 원용함으로써 동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역동적 성장을
이루게 됨. 이러한 ‘개발협력 학습파장론’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의 국가발전을 추구하
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이석희외, ｢한국의 아프리카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2010).
6) (연쇄 학습파장 원리-2010년도 본원의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
한 연구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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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사하라이남지역의 국가라는 것과 전략적인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원 대상국가
에 속한다고 하는 점에서 연구대상국가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금년도 연구 대상 국가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제외한, 나이지리아(서부), 에티오피아(동부), 탄자니아(남부),
콩고민주공화국(중부) 등 4개 국가에 집중하였다.
연구대상 권역의 면에서, 2차년도 연구도 1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5개
권역별 경제공동체가 교육협력 및 과학기술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
하여 금년도에는 아프리카의 교육권역단체인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를 중심
으로 권역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인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의 교육인적자원에 관한 권역 협력 사업들을 대상으로 중점 연구하였다. 즉
ADEA를 중심으로 교육권역 협력 사업을 구상하되 AfDB를 수반하여 아프리카 지역과의
중장기 교육협력 사업을 구상하였다.

나. 연구 목적
제1차 년도에 분석한 교육과학기술협력 이슈발굴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아프리
카국가들의 교육과학기술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중장기 국별(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4개국) 협력방안 및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와의 권역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
리나라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체계 및 내용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로서 한국과 아프리카 개
발도상국가와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2011년도에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 및 사하라이남 4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문제, 연구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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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가. 연차별(2010년-2012년) 연구체계
연차별 연구체계는 다음 [그림 I-1]와 같이, 1차년도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이
슈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2차년도 중장기 실행계획, 그리고 3차년도에 시범사업 모듈
화를 통하여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의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발전 기반을 구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여주
체는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 DAC의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이고, 수원 파트
너는 서부의 나이지리아, 동부의 에티오피아, 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 남부의 탄자니아
및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이다.

아프리카 빈곤해소 및 국가발전에 기여

아프리카 E&ST 발전 기반 구축

지원

교육과학기술협력
시범사업 모듈화
(2012년)

지원
수원국/단체

공여국/단체
한국
OECD/DAC

나이지리아
교류

22개국
국제기구

공동사업

교육과학기술
중장기 협력방안
(2011년)

교육과학기술협력
이슈 및 정책과제
(2010년)

교류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공동사업

ADEA

거버넌스

파트너십
아프리카 지역협의체 및 지역단체
(AU, AU NEPAD, ADEA, AfDB)

[그림 I-1] 연차별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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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주제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연구로서,
연차별 연구내용은 다음의 [그림 I-2]와 같다. 1차년도(2010년)는 아프리카 권역(5개)
및 개발도상국가(5개)와의 교육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와의 교
육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2차년도(2011년)에는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
(ADEA) 및 사하라이남 개발도상국가(4개)와의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별
및 권역별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2012년)는 2년간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권역, 그리고 사하라이남의 4개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한국이
공급 가능한 교육과학기술 협력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교
육과학기술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아프리카 빈곤해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연구>
⇧⇧
년도

제1차년도(2010)

⇨

제2차년도(2011)

⇨

제3차년도(2012)

주제

교육･과학기술협력
쟁점 및 정책과제

⇨

교육･과학기술
중장기 협력방안

⇨

교육･과학기술협력
시범사업 모듈화

연구
내용

∙ 2011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 2010년도 도출된 교육과학기술협력
∙ 아프리카 권역 및 국가의 교
과제에 대한 검증를 통해 2011년도
중장기 협력방안중 권역별-국
육･과학기술 현황 및 인프라
중점 협력과제 선정
가별 시범사업 선정
분석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진공여국
∙ 권역별 시범사업의 모듈 작성
∙ 아프리카 권역 및 국가의
및 국제기구 등의 지원사례 분석
및 검증
교육 현황
⇨ ∙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교육단체와의 교 ⇨ ∙ 국가별 시범사업의 모듈작성
∙ 아프리카 권역 및 국가의 교
육･과학기술협력 수요조사 및 분석
및 검증
육개발협력 현황 및 쟁점
∙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교육단체와의
∙ 권역별-국가별 시범사업의 효
∙ 아프리카 권역 및 국가의 과
중장기 교육･과학기술협력 방안 마
과적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추
학기술협력 현황 및 쟁점
련 및 지원전략 구축
진전략, 후속조치 등 제시
∙ 정책제언
∙ 정책제언
∙ 정책제언

∙ 총 12권
∙ 총 9권
-총괄보고서 1권
-총괄보고서 1권
산출물 -권역별-국가별보고서 5권 ⇨ -권역별-국가별 보고서 5권
-과학기술보고서 1권
-직업기술교육 보고서 1권
∙ 포지션페이퍼 2권
∙ 연구노트 5권

[그림 I-2] 연차별 연구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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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권
-총괄보고서 1권
⇨ -시범사업보고서 5권
(국가별 4, 권역별 1)
∙ 포지션페이퍼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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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1년도 연구 문제 및 내용
2011년도에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 및 사하라이남 4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부 연구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첫째,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대아프리카 교육개발협력 전략과 사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의 대아프리카 중점 지원국가와의 교육분야 중장기 협력방안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셋째, 한국의 대아프리카 권역 단위의 교육분야 중장기 협력방안과 과학기술 분야 중
장기 협력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넷째,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육협력과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정
책은 무엇인가?

2) 연구내용
가)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대아프리카 교육개발협력 사례 분석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대아프리카 교육개발협력 사례분석의 대상은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으로 구분하여, 국제기구 중에서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가장 활발한 협력활
동을 펼치고 있는 월드뱅크,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 등이다. 선진공여국으로는 외교적으로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
를 분석하였다. 세부내용은 각 기구나 국가의 협력전략을 비롯하여 추진체 그리고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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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국과의 교육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협력방안 도출
아프리카 중점 대상국과의 교육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대상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국가는 다음의 <표 Ⅰ-3>과 같이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국가는 2010년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협력대상국가 및 2011년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
회가 선정한 중점지원대상국가를 참조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4개국 및 1개 권역단체를
선정하였다. 중점 협력국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장기적이면서도 집중적인 ODA 제공
및 관리가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점국가의 선정 기준은 우리나라와의 외교 및
경협 관계, 적극적인 수원태도, 국가 지도자의 발전의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원국의 빈곤 상황, 거버넌스 및 인재개발 상황, 성장 잠재력, 기존 원조실적 등을 특
별 고려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Ⅰ-3> 연구대상 국가 선정
중점 협력국
201O년
KOICA 기준
(20개국)
2010년
연구대상국가 선정
(5개국)

일반 협력국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우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가
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나, 케냐, 콩고(5개)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콩고민
주공화국, 이집트, 수단(15개)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니아(3개)
(2개)

가나, DR 콩고, 나이지리
2011년
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8
기준(8개국)
개)
2011년
연구대상국가 선정
(4개국/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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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1개)
콩고민주공화국(3개)

-

5개 권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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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점협력국 및 일반 협력국 중에서 각 권
역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 교육 및 과학기술 ODA에 대한 열정, 교육 수준, 국가 거버
넌스, 우리 정부의 협력전략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 및 동부권역은 각각 나이
지리아와 에티오피아로, 그리고 중부 및 남부 권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등 총
4개국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와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는
우리 정부의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되었다. 연구대상국가선정에서 2010년도 연구대상 국
가였던 이집트의 경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재조정한 중점지원 대상국가
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후발개도국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연구대상국가에서 제
외하였다. 탄자니아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연구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구대상
국가에 포함하였다.

① 나이지리아
서부아프리카권역의 연구대상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강국 및 최대
산유국으로서 아프리카 3위의 GDP 국가이다. 현재 25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GDP의 52%, 총 세입의 85%, 총 수출의 99%를 석유류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국가경제강화개발전략(2004: NEEDS, 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and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해 보건‧교육, 여성, 환경 등 국민의식
을 함양하고,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식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 ODA 분
야는 1999년부터 9년 의무교육을 추진(미취학 아동 30%)하는 등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인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과학‧수학교육을 지원하고, 초등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육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 건설 혹은 교육계획 책정(장학,
학교경영)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개발, 전력화 사업, 보건의료, 여성지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나, 카메룬, 토고,
베냉 등의 주변국가에 대한 파급 효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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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티오피아
동부아프리카 권역의 연구대상국가인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외교 및
인도주의적 관점의 지원 목적이 분명한 국가이다. 1995년 이후 연방민주공화제 방식으
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였으나 안정적인 정권교체, 약간의 총선 후유증, 종교대립으로
인한 에리트레아의 분리 독립으로 인한 국경 분쟁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농
업 생산이 증대하여 중국‧인도 등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동인구의 85%가 농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전체 GNI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아르시, 아카키초등학교 건립, 에티오피아 교육정책 기획 및 실행, 직
업훈련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수,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 연수 프로그램 등
의 무상 원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향후 교육
분야 ODA 중점 협력분야로는 농촌지역 교육 개선, 교원 역량 강화, 교육행정 시스템화
및 주민이 참가하는 방식의 학교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교육 질 개선 등이 있다.

③ 콩고민주공화국
중부 콩고강 유역권의 연구대상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은 1997년 콩고‧자이르해방 민
주세력 동맹이 집권하면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2005년 이후 새롭
게 등장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제발전, 민주주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콩고는 광대한 영토에 석유, 금, 동, 코발트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
동력을 보유한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교육 ODA 중점 분야로는 농촌개발 및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인재개발
정책 지원,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개발, 민주화 등의 거
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정인프라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서부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동부 내전갈등지역은 신탁기금 활용을 통한 국제기구의 교육지원을 활성화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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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탄자니아
동남부 아프리카 권역의 연구대상국가로서, 최근 탄자니아는 10년 단위로 정권 교체
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여 아프리카 연합(AU) 의장국 겸 동아프리카지역공동체(EAC)를
주도하고 있다. GDP 약 30%와 노동인구의 80%를 농업 부문이 차지한다. 현재 주요 산
업은 관광, 광업(금, 다이아몬드), 통신이며 고용 촉진을 통해 빈곤계층을 지원하여야
한다.
향후 한국의 교육 ODA 중점 분야로는 학교교육 및 비공식교육 기회 확대 지원, 학교
건설 혹은 교육계획 책정 등에 대한 지원, 중등 과학‧수학교육 지원(교사 파견지원) 등이
있다. 한편,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잠비아, 우간다, 케냐, 말라위 등의 주변국가
에 대한 교육지원 파급효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협력방안을 작성할 것이다. 그 세부내
용은 1) 비전 및 목표, 2) 진단, 3) 프로그램, 4)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이다. 이와 관련
해서는 연구방법의 준거모형에서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다) ADEA 및 권역단위 중장기 교육협력방안 작성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와의 교육협력 및 권역단위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협력방
안을 작성하였다.
ADEA는 1988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아프리카교육을 위한 공여국의 협의체(DAE:
Donors to African Educ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정책협의기관
이다.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IIEP내에 위치하여 유네스코 등 서방의 공여기관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위치한 튀니지로 이전하여
아프리카 주도하에 한국을 비롯한 새로운 공여국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위하여 변화
를 시도하고 있다.
ADEA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교육협의기관으로서 아프리카의 회원 국가들과 국제기
구 및 공여국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의 교육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ADEA는 아프리카연합(AU), 신아프리카개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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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D),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및 교
육 분야의 MDGs 달성을 위하여 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1월 한국교
육개발원과 업무협력협정(MOU)를 맺고, 아울러 2012년 2월 아데아 Triennale 2012에
서 한국의 날 행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아데아와의 교육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데아와의 권역별 협력방안도 1) 비전 및 목표, 2) 진단, 3) 프로그램, 4)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의 준거개념에 입각하여 교육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라) 아프리카 권역과의 중장기 교육과학기술협력방안 작성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학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하다. EFA,
MDGs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등교육과 연계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요원한 상태라
고 할 것이다. 비교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장 우수하고,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카메룬 등이 다소 과학기술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
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권역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정권역의 과학기
술사업이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아프리카 지
역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비전, 프로그램,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의 순으
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마)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 및 권역과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교육 분야 국가별-권역별 마스터플랜 및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
야 협력과제를 포괄하여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위의 연구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의 <표 Ⅰ-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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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세부 연구 방법

준거 모형

1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대아프리카
교육개발협력 지원전략 분석

문헌분석

2

아프리카 중점 대상국과의 교육분야 중
장기 협력방안 작성

문헌분석, 현지조사, 포커스그룹면
담, 심층면담, 전문가협의회, 정책
토론회

KEDI 중장기
국가별 협력방안

3

문헌분석, 현지조사, 포커스그룹면
아프리카 권역 단위의 교육 및 과학기술
담, 심층면담, 전문가협의회, 정책
분야 중장기 협력방안 작성
토론회, 원고의뢰

KEDI 중장기
권역별 협력방안

4

대아프리카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
정책제언

문헌분석, 현지조사, 포커스그룹면
담, 심층면담, 전문가협의회, 정책
토론회

가. 문헌분석
국제기구(WB, AfDB, UNESCO 등), 아프리카 지역협의체(ADEA, UNESCO IICBA,
AU IPED),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한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연구
문제의 확인, 연구방법의 발견, 연구결과를 비교･검토한다. 특히 월드뱅크에서 발간되
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의 CAS 또는 CPS 페이퍼 분석을 통하여 본 보고서의 준거모
형인 KEDI 중장기 협력방안 모형을 만들었고, 포커스그룹면담과 심층면담 항목과 질문
지를 개발하였다(<부록 5> 포커스그룹면담 인터뷰 질문지 참조).
교육 분야 협력 수요 및 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국가교육발전 비전, 목표,
전략, 과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상 국가 교육관련 정부부처에서 발간하는
CAS 및 IMF에서 발간하는 국가개발계획을 다루고 있는 PRSP(빈곤감소전략) 자료를 분
석하였다. 또한 UNESCO의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와 국가
리뷰 보고서(country review report) 분석을 통하여 대상 국가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MDGs 및 EFA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발간된 아프리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분석하였
다. 아직은 교육관련 개발협력에 관한 보고서가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를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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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수원국의 입장뿐 아니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나. 현지조사
현지조사(Field Study)는 해당 4개국, 즉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에 대한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사업 연구기관 및 주관 정부부처, 교육현장 등을
방문하고, 권역협력체인 ADEA가 위치하고 있는 튀니지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 및 교
육자 등과 심층면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지사정과 자연재해 등으로 6월 튀
니지, 7월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제한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현지조사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록 1> 2011년 현지조사 세부사항 참조). 주로 현지조사는 교육･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관
찰활동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튀니지를 방문했을 때는 ADEA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
고 있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을 들러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포커스그룹면담조사
포커스그룹면담조사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각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이다. 특히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의 5대 원칙인
주인의식, 일치성, 조화, 성과관리, 그리고 상호책임성을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어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커스그룹 면담조사는 현지에서 두 차례에 거쳐 진행했으며
(ADEA, 나이지리아), 현지 출장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현지 출신의 전문가(에
티오피아, 탄자니아)를 모아 진행하였다([그림 Ⅰ-3] 참조).

[그림 I-3] 포커스그룹면담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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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대상 국가에서 진행한 포커스그룹 면담조사의 피면담자는 대상 국가별 교육관련
정부부처, 학계, NGO, 학교의 교육 또는 개발 전문가와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국제협력
단 현지사무소의 담당자로 구성하였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포커스그룹 면담조사의 피면
담자는 대상 국가 지역 전문가, 교육･개발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담당자로 구성하였다. 한국에서의 포커스그룹 면담조사는 최소 2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
여 진행하였다(<부록 2> 2011년 포커스그룹면담조사 세부사항 참조).
포커스그룹 면담조사의 질문지는 인구학적 특징을 시작으로 CAS와 CPS의 주요 항목
이 되는 사회 및 개발의 맥락적 진단, 개발협력의 비전, 목적, 전략(추진체제, 과제), 모
니터 및 위기관리의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부록 5> 포커스그룹 면담조사 질문지
참조). 연구자와 피면담자 모두가 서로 다른 장(Field)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수
원국과 공여국이 상호 책임질 수 있는 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
행계획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아프리카 대상국가와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
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표 Ⅰ-5> 참조).
<표 Ⅰ-5> 포커스그룹면담조사 항목 및 조사내용
항목

조사 내용

인구학적 특징

성별, 나이, 소속, 전공, 경력, 개발협력 경력 등

중장기
협력
방안

진단

- 사회 전반에 대한 맥락적 진단(정치, 경제, 사회, 가난)
- 개발관련 맥락적 진단(현재 대상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비전, 목적, 프로
그램에 대한 진단 및 향후 방향성 도출)

비전

수원국 국가차원(정부)의 개발협력 비전, 국제기구의 개도국 교육발전을 위한 비
전을 전제로 하여, 수원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을 모색함.

목적

개발협력에서 비전을 도출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개발협력
의 목표를 제시. 이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원국 정부의 개발협력 목적
-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NGO, 국제기구 등의 개발협력 목적
- 공여국 입장에서의 목적(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 교육과학기술
부 등)

전략
(추진체제 및
과제)

추진체제 구축 및 과제 발굴(실행계획 수립)
- CPS에 중시하는 파트너쉽과 연계성, 조화성을 고려한 추진체제 구축 방안 마련
- 수원국과 공여국의 현 추진체제 고려
- 실질적으로 수원국과 공여국의 교육 현황을 고려한 과제 도출
- 2010년 제1차년도 개발협력 과제와의 연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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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층면담
포커스그룹 면담은 개발협력의 주체 그룹의 모든 시각을 고려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룹 간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각 분야별 입장에 대한 이해
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커스 그룹 면담 후 그룹별 심층면담조
사를 실시하였다(<부록 3> 2011년 심층면담 세부사항 참조). 심층면담은 정부, 학계,
NGO, 국제기구 등과 같은 그룹에서 각 그룹 당 최소 한 명에서 3명으로 구성하여 실시
하였다. 심층면담은 포커스그룹면담의 조사항목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과
제별 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과 구체적 평가항목,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
사 개발협력 과제를 알아보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마.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공동연구진을 비롯한 협력연구진간의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전반
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을 하고, 내용의 동료검토(peer review)를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
구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 방향 및 문헌을 검토하여 준거모형과 세부 연구 방법을 선정하
였고, 연구 중기와 말기에서는 동료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부록 4> 2011년
전문가협의회 세부사항 참조).

바. 정책토론회
본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제언을 하는 것으로, 연구의 내용
과 결과가 정책입안자들의 현식적인 감각을 담지 못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연구
후반 현재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담당자를 비롯
한 전문가와 함께, 연구의 결과와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현실 가능성을 타진하
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교육발전의 경험에서 강점･우위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모델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발전 단계와 속도가 더뎌 아직까지 일정한 기반

22 ｜

Ⅰ. 서 론

을 갖춘 국가가 많지 않아 국가, 권역 간 교육 편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중점 모델을 기본 협력 프로그램으로 하여 각 국가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교육원조 방식인 학교 건립, 물자
공급 등의 ‘하드웨어’ 지원을 벗어나 교원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 및 정책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시급한 시점임이 지적 되었다. 이러한 토론회 결과물을 바탕으로 중
장기 협력프로그램과 정책제언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대외
원조기관의 대아프리카 교육원조 전략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전문가 원고작성
교육과학기술과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 및 분야별 교육과학
기술영역에 대한 원고 집필 의뢰 및 특수외국어 원고에 대한 번역 집필 등을 통해 다양
한 견문을 수렴하여 연구 성과의 축적 및 정책 제언 등에 활용하였다. 특히 에티오피아
와 ADEA와의 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받아 보고서 작성에 활
용하였다.

∎ 에티오피아 교육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방안(Adamu Grano, 에티오피아 교육부)
∎ 콩고민주공화국 교육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방안(Kidinda Shandungo, DR Congo
UPN)

∎ ADEA의 권역협력 현황 및 한-아프리카 권역협력 방안(Hamidou Boukary, ADEA)

4. 본 연구의 준거모형
본 연구에서 준거할 개념모형은 세계은행의 국별지원전략(CAS)모형을 준거하되 구성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국가별-권역별 준거개념을 정립하여 사용하였다. 교육개발협력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을 들면, 세계은행, UNESCO, ADB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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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세계은행의 CAS 모형은 개별국가의 개발전략과 빈곤감소목표를 위한 전략적
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CAS 보고서는 빈곤감소전략(PRSP), 아시아개발
은행의 국가파트너십전략(CPS)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다. CAS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를 중시하고 성과중심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가 원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CAS 모형은 개도국의 빈곤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영역별 프로그램 단위로 조직하기 위하여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CPS 모형은 수원국과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은 같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즉 비
전(Vision) - 진단(Diagnosis) - 프로그램(Program) - 결과(Results), 그리고 환류의
단계를 따른다. WB의 국별지원전략에서, 비전은 유엔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진단은 한 국가의 빈곤수준, 사회정치적 요소, 거시경제적 분석,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역할과 참여과정, 협력
과제, 추진시나리오, 예상되는 위험, 재원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결과는 장기목표, 쟁점
과 장애요인, CAS 목표에 대한 산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CAS모형은 다른 선진국
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통해 원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도 이에
준하여 국가별 지원전략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CAS 모형은 교육협력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측면에
서 ‘신제국주의 개발모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2005년 파리
선언에 따른 새로운 협력전략이 대안으로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CAS
는 공여국이 지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함께 유의사항 등이 조건부 형식으로
등장하는 등 사실상 ‘구속성 원조(Tied Aid)’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여 수
원국의 지원협력 요구에 공여국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일치’(Alignment) 원칙과 다양
한 프로그램이 국제공조 체제 속에서 수원국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
기 위한 ‘조화’(Harmonization)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이것이 새롭게 등장한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모형이며, 수원국의 상대적 자율성과 주체의식을
강조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CPS 모형은 수원국의 협력요구가 중심이 되면서
불필요한 협력 수요 증대, 국제교육협력의 엄격한 투명성을 강조함에 따르는 새로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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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고 있다.
결국 CPS 모형은 CAS 모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보완적인 지원전략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CAS를 기초 모형으로 하면서, 수원국의
주체의식과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CPS 원칙에 따른 유네스코의 교육지원
전략(UNESS, UN Education Support Strategy)를 참조하여 KEDI 국가별 교육협력 준
거모형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의 교육지원전략은 수원국의 교육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
한 자료수집에 기초한 교육적 상황과 과제, 국가의 교육 분야 최우선 정책과 전략,
UNESCO의 과거 지원 프로그램 분석에 기초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설정 및 최우선 과제
선정 등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I-4]과 같이 CAS모형에서 결과
(Results) 변수는 실제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추진
체계를 반영하여 KEDI 중장기 협력방안 준거모형을 제시하였다. 준거모형은 비전 및 목
표, 진단 및 수요분석, 프로그램,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을 구성변수로 하여 국별/권역별
협력방안에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전 및 목표
∙ 비전 및 목표
∙ 개발협력 기본방향
진단 및 수요분석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 추진체계
∙ 추진전략
∙ 모니터링

중장기
협력방안

∙ 사회경제적 환경
∙ 현황 및 인프라
∙ 국가간 협력현황
∙ 협력수요 및 과제

프로그램
∙ 중장기 마스터플랜
∙ 장기협력 전망
∙ 중기중점 추진 프로그램

[그림 I-4] KEDI 중장기 협력방안 준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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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전 및 목표
비전은 유엔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유네스코의 “만인을 위한 교육”(EFA),
세계은행 등이 주도하는 “EFA 속진전략”(EFA-FTI) 등의 교육발전계획 및 중점개혁과제,
수원국의 교육･과학기술 중장기발전계획,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협력계획 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목표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목표 즉
국가교육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예시: 문해율, 교육력 증진, 교육 격차 해소, 소득 재분
배, 인적자원양성, 지도자양성 등).

② 진단 및 수요분석
진단에서는 1차년도(2010년) 연구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협력 수요 진단을 시
도하되 하나는 객관적인 수요분석으로서, 이것은 각종 교육 및 교육력에 관한 지표를 가
지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수요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진행한 면접조사,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나타난 의견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교육
협력수요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분석을 통하여 중장기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제를 발굴하였다.

③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중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으로 작성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의 장기전망과 2012년부터 2015(4년간)년까지의 중기중점추진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장기전망은 기초교육(취학전교육 포함),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기타(교육
행정 등)의 5개 세부부문별 추진방향의 예시를 보여준다. 중기 중점추진사업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별 협력사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제시하되, 연차별 사업내용,
추진기관 및 협력기관, 재원조달(raising)및 연차별 재원배분계획(allocation), 입지
(location),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충원 및 공급, 사업추진방법(건물개보수, 도서관
등 시설지원, 교원 재교육, 교과과정개선, 교과서 공급, 급식지원, 도서지원, 실습기자재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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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추진체계는 교육과학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추진전략을 소개한
다. 거버넌스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원체제, 수원국정부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발협력추진체제를 제시하되, 각 국가별 특색을 반영하여 현황, 문제점, 개
선방안을 포함한다. 파트너십에서는 특정한 사업(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공동수행기관
을, 네트워크에서는 관련기관(연계협력기관)을 제시한다. 추진전략에서는 선진국(OECD
DAC)의 ODA 추진전략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예상되는 평가(과정평가, 결과평가)를 염두에 두고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에 관한 기초자료(DB) 및 사업추진과정 등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
지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앞의 준거개념에 따라 KEDI 중장기 협력방안 작성지표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Ⅰ
-6>과 같다. 작성지표들은 국별/권역별 협력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Ⅰ-6> KEDI 중장기 협력방안 작성지표
개념

비전 및
목표

정 의

요 소

∙ 개발협력의 비전
우리나라가 수원
∙ 개발협력의 목표
국과 협력하고자
∙ 개발협력의 기본
하는 비전 및 목표
방향

목적과 목표 등에
비추어 특정한 사
진단 및 업이나 프로그램
수요분석 이 어느 정도 효
과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지를 분석

지 표
국별

권역별

∙ MDGs, EFA, HDI 등 ∙ 좌동
∙ 국별 국가발전전략
∙ 권역별 발전전략
∙ 국별 교육발전계획 등 ∙ 권역별 발전계획

∙ 사회경제 여건 및 현황
∙ 경제적 및 사회문
∙ 기초교육, 중등교육,
화적 환경
직업평생교육, 고등교
∙ 교육과학기술
육 등 인프라 및 현황
현황 및 인프라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 국가간 교육과학
협력 현황
기술 협력 현황
∙ 우리나라의 교육지원
∙ 교육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과제
수요 및 과제
∙ 국별 수요 및 과제

∙ 권역 여건 및 현황
∙ 권역 교육과학기술
인프라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권역협력현황
∙ 우리나라의 권역협력
현황
∙ 권역 수요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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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 의

지 표

요 소

국별

권역별

∙ 중장기 국별협력
∙ 중장기 권역협력 마스
∙ 중장기 Master
Master Plan
터플랜
비전과 목표를 실
Plan
∙ 장기 국별협력 전망: ∙ 장기 권역협력 전망
프로그램 현하기 위한 구체
∙ 장기협력 전망
2021년까지
2021년까지
적인 협력방안
∙ 중기 중점추진과제 ∙ 중기 국별중점추진 과 ∙ 중기 권역협력과제:
제: 2012-2016년
2012-2016년
프로그램을 효과
적으로 시행하기
추진체계
∙ 추진체계
위한 추진체계,
및
∙ 추진전략
추진전략,예상되
모니터링
∙ 모니터링
는 결과의 수집
및 분석

28 ｜

∙
∙
∙
∙

추진체계(거버넌스)
파트너십
추진전략
모니터링의 원칙과
방법

∙
∙
∙
∙

추진체계(거버넌스)
파트너십
추진전략
모니터링의 원칙과
방법

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교육협력전략 비교

1. 국제기구의 교육협력전략
2. 주요 공여국의 국가별-권역별 교육협력전략

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교육협력전략 비교

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교육협력전략 비교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Ⅱ) :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협력방안

1. 국제기구의 교육협력전략
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교육지원전략 사례
1) 세계은행(World Bank) 및 다자개발은행의 국별지원전략(CAS)
1944년 유엔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으로서 설립된 세계은행은 회원국들의 경제부흥과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후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원조
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즉 공공 혹은 민간 섹터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자원
을 제공하며, 지식을 나누고,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빈곤 퇴치 전략에 기여하였다.
세계은행은 통상적 의미의 은행이 아니며, 그 산하에 187개국의 회원 국가가 보유하
는 두 개의 개발 기구로 구성되었다. 그 하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945년에 설립되어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WB, 2011).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는데, 최빈국이 아닌 중간 정도의 소득이 있
고 신용이 있는 빈곤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1960년에 설립된 국제개발협회는 주
로 후발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저렴한 융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은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장기구, 그리고 국제투
자분쟁해결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한다.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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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Corporation)는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국제투자
보장기구금융공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투자를 보장하고 투자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7) 그런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산하 금융기구들과 합의서(Articles of Agreement) 등을 통해 조직한 거버너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구별로 조직된 거버너 위원회(Boards of
Governors)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이다.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는 주로 저소득, 중소득 국가들의 빈곤퇴치 전략을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각 국가별 발전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동
시에 다른 국제원조기구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과 유관 국
제기구들이 함께 국제무역, 기후변화, 최빈국의 부채 탕감 정책 등을 채용하는 사례 등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교육협력과 관련하여 2001년에 세계은행과 G8
그룹이 공동으로 제안한 FTI(Fast Track Initiative: 기초교육 중점 지원전략)를 유네스
코와 제휴하여 EFA-FTI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파트너로는 아프리
카 개발은행(The 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아메리카 개발은행(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등이 있다. 다자 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이란 세계
은행과 이들 4개의 지역은행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현재 16개국 이상에서 파견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WB, 2011). 그 중 2/3 이상이 워싱턴 DC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경제학
자, 교육자, 환경과학자, 재무 분석가 그리고 경영자, 농림업 전문가, 과학기술자, 정보
통신전문가, 사회과학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전략은 국별 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적
7)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는 2011년 현재 187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국제개발협회(IDA)는 2003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175개국,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2002년 현재 154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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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빈곤상태를 진단하고 국별 발전 전략을 분석한 후에 세계은행의 지원 프로그램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서, 세계은행은 교육협력 지
원전략과 관련하여 빈곤퇴치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es) 등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지원전략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 요구하고 있는 빈곤퇴치전략문서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작성사업은 해당 국가의 장기적 발전 전망
과 개혁 과제 등을 핵심 사항으로 요청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빈곤퇴치전략문
서 작성사업은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며, 교육
개혁 지원전략과 관련하여 거시 경제적, 구조적, 사회 정책적 목표를 제시한다. 이와 같
은 빈곤감축 전략문서를 통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과 국제통화
기금(IMF) 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전략과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또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국별 지원전략(CAS) 혹은 국별 동반자전략서(CPS)는 개도
국에 대한 지원협력방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 외에도 세계은
행은 2000년과 2005년에 이어서 제3차 글로벌 교육지원 전략(2011)을 수립하였다(WB,
2011). 이는 UN이 제안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의 기치 아래 각
국가 수준별로 교육 체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교육체제에 기초한 질
높은 지식 기반 사회 구축을 수용･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네스코(UNESCO)의 국가교육지원전략(UNESS)
유네스코는 글로벌 수준에서 공유하는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와 같은 국제이해교육의 정신에서 지구상의 다양
한 문명과 문화, 그리고 개별 지구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글로벌 개혁을 추진하는 원리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혁신 등의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유네스코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총회와 집행위원회 기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국가교육지원전략(UNESS: UNESCO National Education
Support Strategy)은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중장기 계획에
연계된 실천계획(Action Plan) 중심으로 진행한다. 유네스코는 파리선언에 근거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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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교육발전 책무성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교육발전정책, 전락, 계획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교육지원전략(UNESS)은 회원국의 일반현황과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교육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준거는 주로 UN이 제안
한 EFA와 M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UNDESD), 유엔 문해전략(UNLD), 세
계 인권교육 프로그램(WPHRE)과 기초교육 중점지원전략(EFA-FTI)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의 교육발전전략문서는 각 공여국 및 수원국 별로 지원 실적을 검
토하고 향후 지원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교육지원전략에 대한
설계는 해당 수원국 정부가 추진하며, 그 외에도 국제NGO 등의 개발 파트너가 참가하
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교육지원전략의 수립에 참여하는 개발 파트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 프
랑스 개발기구(AFD), 노르웨이 개발협력기구(NORAD)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국들
이 주도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의 재정
지원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셋째, 옥스팜(Oxfam), 액션에이드(Action
Aid), 세이브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과 같은 국제NGO 등이 이 사업과 관련된
정책자문 혹은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유엔부속기구도
이 전략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유네스코 교육지원전략은 다목적 성격의 조직 원칙으로서 EFA와 MDGs 달성
을 위한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유네스코가 교육분야 중기발전계획을
추진･실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유네스코가 회원국과 교육협력 프로그
램을 설계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국제협력 측면에서 유네
스코가 각 국가별 개발파트너에 대한 협력 일정을 제안하는 문서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 전략(GSSD)
1961년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48년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경제’ 협력을 위한 기구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상호 협의와 논의 그리고 분석, 지원을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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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Rinne, 2008). 이 기구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사회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
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존중이
라는 3대 가치 아래 회원국의 경제성장, 세계 무역의 확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대
한 기여를 주요 목표로 한다(권율, 2009).
이것은 교육관련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정책과 연결되면서 만들어진다(Rizvi & Lingard, 2006). 또한 교
육 관련 활동도 회원국에 대해서 법적,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와 토론
그리고 상호양해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전개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초기에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이 사실이다(Rizvi & Lingard, 2006).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교육국과 개발협력국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교육국은
사실상 개도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개발협력국
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교육협력과 연관하여 다룰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이 있
는 분야가 모호하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교육협력과 국가개발을 보기 위해서
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국과 개발협력국을 연계해서 주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국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된 조직은 비회원국 협력 프
로그램(NME: Programm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 Economies)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 조직은 최근 러시아와 이집트, 루마니아가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브라질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는 특별 참관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교육국은 중앙, 동부유럽 국가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ADE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개발도
상국에 대한 교육개혁 추진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다8)(OECD, 2011).
한편, 개발협력국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이
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a)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b)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시행지침 및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c) 회원국들의 원조

8) 출처: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document/41/0,3746,en_2649_37455_35810089_1_1_1_
37455,00.html (2011년 9월 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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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정기적 검토, d) 개발정책 관련 회원국 간 경험교환 및 전략목표에 대한 국
제적인 합의 도출, e)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원조흐름에 대한 통계집계 등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권율, 2009; OECD, 2008 재인용)
개발협력국은 위원회에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개발효과성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개발협력국은 산하에 정책조정부, 빈곤퇴치･성장촉진부,
원조효과부, ODA평가부, 통계･모니터링부, 원조기획･재정부 등을 두고 있다. 즉, 원조
통계, 원조 효과성, 분쟁국과 취약국, 환경과 개발, 개발 프로그램 평가, 성평등과 개발,
거버넌스와 개발, 빈곤퇴치, 교역을 위한 원조 등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협력국은 특히 아프리카의 산업지원･개발 환경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투자 전략(The NEPAD-OECD Africa
investment initiative)”을 채택하는 등 개발협력에 대한 중점투자를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원전략은 ‘DAC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
략’(The DAC Guidelin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근간으로 한다.
DAC 구상은 환경, 무역과 개발, 젠더와 개발, 빈곤과 개발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규범은 자율적 준수 원칙에 따르며 강제적 이행 수단
은 없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행의무가
없는 정책규범에 대해서 동료평가 및 절차상의 의무로 사실상의 구속성을 부여하고 있
다. 특히 DAC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으로 1978년 ‘원조공여조건에 대한 권
고’와 2001년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가 대표적이다(권율, 2009).
이와 같은 비구속성 원칙의 민주적인 ODA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2001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DAC 구상’이 채택되었다. 이 원칙을 수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공
여국이 해당 개발도상국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프로그램과 예산까지 명시하는 “포
괄적 원조전략”(Country Programmable Aid, CPA)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서 경제협
력개발기구는 공여국들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 창출 차원에서 2003
년 로마 총회를 시작으로 파리, 아크라에 이어 2011년 11월 부산에서 제 4차 회의를 실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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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 및 시사점
1) 교육협력 지원전략의 역할
국제기구들의 국별 교육지원전략은 그 기구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다자간 개발은행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이 CAS, CPS(국가파트너십전
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SP(국가 전략 프로그램, Country Strategy
Program) 등으로 다양하지만, 해당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포괄하는 섹터로서 교육개발
및 교육개혁 지원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네스코와 같이 교육 분야를 집
중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전략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하여 교육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즉 해당 수원국의 국가적 배경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발전략
등도 상세하게 분석하여 지원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제기구가 해
당 수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유네스코 등의 전략적 차별성
유네스코는 다자 개발은행과 달리 수원국의 교육 현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대상
수원국의 교육정책과 유네스코의 교육지원 실적 등을 검토한 후에 향후 지원전략을 제
시한다. 이는 한국이 지원대상국의 교육부문 협력 방안을 강구할 때 벤치마킹 모델로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유네스코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자 개발은행이나 유네스코처럼 특정 대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지 않고, 중점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이나 일반적 수준의 추진전략 지
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과
관련된 문서에서 교육개혁 지원전략에 대한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교
육발전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 지원협력의 목적과 기본방향,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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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인 지원전략 수립 절차
대체로 국제기구의 교육 지원전략은 파트너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및 기타 교육 관계
자들의 참여 아래 작성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등은 파트너 국가의 빈곤퇴치 전략 등
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등 다른 기구들도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 해당국 정
부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활용하여 지원대상국에 대한 지원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 수원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합하여 반영해
야 한다.

4) 국제기구의 지원역량(Aid Capacity) 개발
국제기구들은 최소의 인력과 재원으로 가장 합리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지원전략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의 경우는 지원협력 안내서와 편람 등을 발간하고 온라인 등으로 관계자들의 능력개발
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지원 대상 수원국에 대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 개
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원국의 역량 제고도 중요하
지만,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지원역량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
의 각종 연수와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과 지식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교육협력 지원전략의 활용 방안
국제기구는 일단 작성된 국별 지원전략을 광범위하게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
립된 지원전략은 대상국에 대해 지원하고 대상국의 실태를 파악하며 해당 국가와 협의
하는 자료로서 활용한다. 한국도 이와 같이 국별 지원전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정 수원국에 대해 여러 이해 집단이 중복된 방식으로 국별 지원전략을 만드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점 지원대상국을 위한 국별 지원전략을 공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 ｜

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교육협력전략 비교

2. 주요 공여국의 국가별 권역별 교육협력전략
가. 일본
1) 일본의 ODA 기본 원칙
일본의 국제교육협력은 주로 정부개발원조(ODA) 정책이 주로 취급하는 “정부개발원
조대강”(이하 ‘대강’)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3～5년을 목표로 하여 중기
원조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는 ODA에 대한 중기 정책, 그리고 국가별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이 되고 있는 국가별 지원계획, 분야별로 지원을 실시하는
지침이 되고 있는 분야별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7년도부터는 연도별로 국제협력
의 중점방침･지역별 중점과제를 작성하고 있다.
2003년 8월에 개정하였던 대강은 ‘원조의 이념’, ‘원조 실시 원칙’,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 ‘정부개발원조대강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로 되어 있다. 대강의 이념은 정부
개발원조의 목적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안전과 번
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대 방
침을 정하였다.
(1) 좋은 통치(거버넌스)에 바탕한 자조 노력을 지원
(2) 개개 인간에 착안하여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인간 안전보장’의 관점
(3)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평성 확보’
(4) 일본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살리는 방향으로 ‘일본의 경험과
지식 활용’
(5) 국제기관 및 여타 원조공여국과 연계･제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협조와
연계･제휴’ 추진

‘원조 실시의 원칙’은 정부개발원조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원조대상국에 대한 민
주화를 촉진하는 활동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ODA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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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해 정부개발원조를 실시할 때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관성과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구자억 외, 2008). 이와 같이 일관되고 일체감
있는 원조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함으로써 정부개발원조의 전략성, 기동성, 투명성,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정부개발원조의 원 자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Ⅱ-1] 통합 JICA의 역할과 자원

2) 새로운 통합 ODA사업의 추진 전략
일본 정부는 2006년 독립행정기구국제협력기구법(일명 JICA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JICA법은 사업실시･추진과 관련하여 ODA 개혁을 실
천하고,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인 ODA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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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신JICA가 JBIC로부터 유상자금협력업무를 인수하며, 외무성으로부터 일부 무상자
금협력사업을 계승･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JICA는 일본 ODA의 모든 운영방식, 즉 기술
협력, 무상자금협력과 유상자금협력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재편성되었다.
결국 신JICA법에 따라서 일본 ODA 사업은 새로운 방식의 집행구조를 갖게 되었다.
전략 측면은 일본 내각총리대신 아래 각료 수준에서 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
제산업대신이 참가하는 ‘해외경제협력회의’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정책 기획 및 입안은
외무성이 관련 부처와 연계･제휴하면서 정부 전체를 통한 조정 중핵을 담당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JICA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ODA를 추진하는 것이
다(日本外務省, 2011).
현재 일본은 JICA 통합 이후 부처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기획 접근 전략”
(Approaches for Systematic Planning)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프로젝트 중심 개발방
식에서 부문별 중점 지원전략(SWAPs) 위주의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다.
최근에는 수원국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는

‘선단식 지원전략’(Flagship Aids), 혹은 ‘포괄적 재정지원전략’(Vertical Finance Aids)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초교육 분야 및 교육재정(특
히 교원의 급여지원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교육재정
지원 및 배분 절차에서 개발도상국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TICAD 네
트워크를 집중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교육ODA는 무상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하여 대부분 프로그램 접근방식으
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의 각 권역별 지부와 연계하여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을 결합하는 수학･과학교육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부 아
프리카 권역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지원사업을 유･무상협력 및 기술제휴 방식으로 지
원하는 중이다. 또한 일본과 남아프리카, 브라질이 연계하여 보츠와나, 말라위, 나미비
아 등의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남남북협력(Triangle Aids)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
할 필요(IBSA+Japan)가 있다. 그 이외에도 이집트를 연계하는 에티오피아, 지부티, 수
단 지원전략 등도 현재 실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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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1) 중국의 ODA 기본 원칙
중국은 비 OECD DAC 신흥 공여국으로서 남남협력(SSC)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에 강력한 ODA 지원 및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원은 ‘비동맹 외교’ 혹은 ‘제3세계 외교’ 원칙으로 상호 호혜적인 원칙의 우호적인 관
계를 지향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중국의 ODA 총량 270억 달러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지원액은 약 205억 달러 수준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전체 규모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N.Y.Univ., 2010).
현재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규모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방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의 개발ODA는 양허성 차관 혹은 차관 대여 후
탕감원칙 등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구속성 원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N.Y.Univ., 2010).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전통적인 ‘비동맹외교정책’, 그리고 ‘무역과
원조의 교환원칙’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특이한 지원협력 시스템에서 비롯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견제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교류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주요 목적은 석유 및 광물자원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것
이며, 그런 면에서 중동을 대체할 지역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치와 경제협력을
적극 결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앙골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수단에 집중
적으로 교육ODA 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만과 수교를 한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원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9)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 아프리카 지원정책은 2000년에 수립한 ‘베이징 컨센서
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베이징 컨센서스는 대만과 외교 단절을 조건으로 하며, 이
를 준수할 경우는 ODA 지원 시 내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도록 한다. 둘째, 중국과 아프
리카 수원국은 “평등, 상호이익, 공동발전 기조” 등의 3대 지원협력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 지역 간, 계층 간 부의 재분배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9) 현재 중국을 외면하고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상투메
앤드프린시페, 스와질란드 등 4개 군소국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42 ｜

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교육협력전략 비교

볼 때 현재와 같은 원조 전략을 지속할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과학기술, 금융재정, 시장개방,
농업, 의료, 교육, 문화 및 인적교류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 분야는 주로
인적자원개발훈련 및 연수, 학교신설, 장학생 유치사업, 교사훈련,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교류, 교육KSP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교육ODA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KOICA, 2011).

2) 중국의 ODA 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2011년 4월 중국은 “대외원조협력백서”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경제협력을 포함한 대외협력예산으로 약 300억 달러 정도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다(KOICA, 2011). 그러나 그 중에서 실제 ODA 예산은 10% 정도인 20~30
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집행액은 경제협력차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협력은 OECD DAC 회원국의 지원방식과 달리 “남남협력 제공자”라
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방식은 향후 한국, 일본 등을 비롯한 아시아
선도국의 ODA 모델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협력모델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ODA 원칙은 외교부와 국가전문가국 등 중앙 핵심부서가
중심으로 통합된 ODA전략을 모색･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분야별 ODA
실천계획 및 추진전략은 전문성 있는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교육부와 전문가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ODA 사업을
외교부의 경제차관 지원방식과 연계하여 구속성 원조의 성격이 강한 후속조치 등을 확
보하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 ODA예산을 확보한 후의 활용
방안은 가급적이면 현지 중심협력 사업으로서 ‘Outbounce’ 방식을 위주로 하는 합리적
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구속성 원조, 공자학원 및 유학생 유입
정책 등 교육분야 ODA의 특화전략을 한국의 “개도국 졸업국 특성을 지닌 지원전략”, 일
본의 “유･무상통합 지원전략” 등과 연계･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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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1) 기초교육 중심의 ODA
미국은 1990년 EFA 도입에 동의한 후에 2000년 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발
의하는 등 기초교육 지원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1년에는 세계은행과 제휴하여

“G-8 Education Task Force”에서 EFA-FTI 파트너십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OECD DAC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미국의 총 교육 ODA 규모는 약 7억7천만
달러이며, 그 중 73%는 기초교육에 지원하는 등 네덜란드와 함께 기초교육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교육 원조를 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약 65% 이상
집중적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기관인 USAID는 아프리카 취학연령 아동 중
38%(대부분 여아 및 여학생)가 초등학교에 미취학한 상태이고, 약 4천6백만 명의 아프리
카 아동이 학교교육 경험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EFA 달성을 위
해 베냉,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21개 최빈국에 대한 기초교육(Basic Education
Program)을 지원하고 있다.
USAID는 주로 교육개혁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USAID는 아프리카 기초교육의 기회확대, 질, 평등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문지원 방법
(the Education Sector Support approach)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USAID의 교
육 프로그램은 주로 정책 개혁, 교육과정,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
원, 여아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교육내용 지원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USAID가 잠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보건 연계 복합지원전
략(Multi-sectoral Approaches)은 중요한 지원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2) USAID의 ODA 추진 전략
USAID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과 문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
육ODA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 4대 복합 지원전략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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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총체적 학교 개혁의 일환으로 수업료 면제 정책(School Fees Pilot in Holistic
School Reform)을 통해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05년 USAID는 콩
고민주공화국과 말라위 등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수업료 부담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교수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새로운 헌법에 초등학교 수업료를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말
라위에서 수업료 폐지 조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
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기초교육 속성지원전략’(Fast Track Initiative: FTI)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문해교육 등까지 포괄하는 청소년 및 성인의 문맹퇴치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이를 위한 속진 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가나, 세네갈, 잠비아에 4천만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학교교육의 확대 정책(Initiative for Expanding Education)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개발도상국의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재원 지원과 역량을 모음으로써 기초교
육을 지원하였다. 이들 6개국은 기초교육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발 계획과 재정
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정책은 기존의 보건과 경
제성장과 관련한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기존의 아프리카 교육 사업(The
Africa Education Initiative)과 교사 연수 수월성 제고 센터(Center for Excellence in
Teacher Training) 등과 같이 양질의 공평한 교육기회 확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아프리카 교육 사업(The Africa Education Initiative)은 실질적인 재정 투자
와 실행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가 EFA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
프리카의 기초교육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아, 취약계층 아동, 학교에 다
니지 못하는 청소년, 무슬림 등에 대한 기회 확대, 분쟁지역 학교의 복구, 기술의 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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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1) 기초교육 중심의 ODA
OECD DAC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영국의 총 교육ODA 규모는 약 7억2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70%는 기초교육, 12%는 중등교육, 그리고 18%가 고등
교육에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은 미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기초교육에 집중
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 원조의 50%를 분쟁 및 재난국가의 교육재건에 치중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이 지원한 교육 원조를 보면, 전체 규모 중에서 55%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하였다. 2010/11년에도 약 10억 달러 규모의 교육 ODA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원조 대상국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가나 등 16개국에 이르고 있다10).

2) 교육협력의 비전과 전략
영국은 MDGs의 교육관련 목표인 기초교육 보편화의 완성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달성에 기여하고, EF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전략 비전으로 뺷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기본 교육(quality basic education for all)뺸
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학습을 위해 “질”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학
습의 기초가 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예산지원이 적은 분야에 해당하는 “기본”교육 분야
를 “모든 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11)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교
육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기초교육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분쟁지역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기본적인 문해, 수리능력에 대한 교수･학습의 질(quality)을 제고하고,
취업 기회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 문해(skill)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DFID(2010) Learning fo All : DFID's Education Strategy 2010-2015
11) DFID(2010) Learning fo All : DFID's Education Strategy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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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교육ODA의 특징
영국의 교육 OD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가) 교육기회의 확대
첫째, 양질의 기초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ODA 양자협력의 70%를 기초교육
에 지원한다.
둘째, 분쟁과 갈등을 겪는 국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ODA 양자협력의 50%를
기초교육에 지원한다.
셋째, 여아와 고아, 피난민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넷째, 국공립-사립학교(non-state provides)간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초교육
을 중학교(lower secondary schooling)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한다.
다섯째, 교육 공급과 수요 측면의 균형 전략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나) 양질의 교육
첫째, 유아기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확립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
계 5세 이하 영양부족 아동 중 50%가 있는 6개국(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에서 영양 증진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UNICEF와 함께 Save the
Children과 같은 NGO를 통해 ECCD를 지원한다.
둘째, “교사와 수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매년 13만 명의 교사를 연수하고 교수-학습
과정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a policy guidance)를 제공한다.
셋째, 학습평가(learning assessment)를 실시한다. 개발도상국과 다른 원조국과의 협
력을 통해 학습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등교육의 성과 증진에 활용한다. 아울
러 학습 측정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정책 가
이드(a policy guidance)를 제공한다.
다) 기술과 지식
첫째, 전체적으로 교육과 훈련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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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과 민관협력체제(PPP)를 구축하여 실천한다.
둘째, 3개 이상의 중점 지원 대상 국가에 대해 혁신적인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지원한다. 이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기술교육간 경쟁을 통해 고용주 측이 요구하
는 기술 습득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 개발 파트너십(t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 DeLPHE)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200개 대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MDGs 추진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협력을 지원하는
전략도 병행하여 실천한다.
넷째, 고등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억 파운드
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과 개도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the Commonwealth Scholarship and Fellowship Plan)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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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지리아
가. 교육협력의 비전
나이지리아는 다양한 종족과 언어 등 복잡한 사회･정치･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로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중점 지원 대상 국가이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UN이 정한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개발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교육개발협력 비전은 국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한국형 교육지원모델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즉,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공유
를 바탕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고, 교육개혁 역량 강화를 대 나이지리아 교
육개발협력의 비전으로 삼고자 한다.
<표 Ⅲ-1> 나이지리아 교육협력프로그램 청사진
교육협력의 비전
교육협력의 목표

주요 프로그램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고 교육개혁 역량을 강화함
장기 목표

교육개혁을 주체적 역량으로 실현하도록 함

중기 목표

교육기회의 양적 성장을 통하여 나이지리아 MDGs 교육목표 달성

P1

기초교육기회확대를 위한 교수-학습 환경 개선

P2

역량 있는 교사양성 및 재교육시스템 완비

P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선진화 달성

P4

수학･과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P5

교육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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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전략

∙ 교육분야 ODA 사업의 통합추진체제 수립
∙ 주요ODA 기구의 대나이지리아 교육협력실태파악
∙ 한국교육개발경험의 전수모델 정립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의 개발
∙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나이지리아 학교환경에 대한 평가
∙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진단 및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및 지자체의 교
육 아젠다 분석
∙ 수학과학 교과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나이지리아 교육정책노력에 대한
평가 및 가능한 협력방안 도출
∙ 교육행정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IIEP 및 KOICA/KEDI 연수생들 간의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한국-나이
지리아의 교육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운영함
∙ 교육개발과 국가 및 사회발전 아젠다와의 일관성을 조율하고, 교육개발 아젠다의
우선성을 정당화함

이상의 교육협력비전에 토대한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교육협력 중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적으로 UN의 M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양적 성장에 토대한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
을 제고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및 교육지자체의 자주적 교육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며, OECD DAC에서 제시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궁극적
효과성을 제고한다.

▪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교육정책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정책수립-이행-모니터링
-평가로 이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나. 교육협력의 진단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
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개발 지수에서는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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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주요 사회･경제 지표
(단위: 달러)

구 분

지표

1인당 GDP (Net) / (PPP) / 2009

US$ 1,142 / US$ 2,249

인간개발지수 (HDI) / 2009

0.511 (158th)

Inflation Rate / 2007

대략 6.5%

* 유성상(2010)에서 재인용

지난 2010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교육개발협력은 여전히 교
육개발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극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프
리카 대륙의 전략적 협력대상국이자 전략적 외교 요충지인 나이지리아의 교육개발협력
에 진전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넓은 영토와 다양한 부족 간의 사
회경제적 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교육 분야 개발을 위한 연방차원의 계획에 그다
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3> 대 나이지리아 교육분야 무상지원 현황(1991-2010)
(단위: 달러)

총지원액

6,966,722.88
(추정)

세부내역

사업기간

사업규모

(연)직업훈련향상 1명

1991

6,904.78

(연)자동차정비 1명

1993

5,569.52

(연)세계지리학회 1명

2000

1,268.80

(프)나이지리아 초중등학교 교실확충사업

2008-2009

1,152,979.78

(프)나이지리아 초등학교 건립사업

2010-2011

280만불 (예산)

(프)나이지리아 코기지주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10-2012

300만불 (예산)

출처: 유성상(2010)
* 주) 사업유형 : (연)연수생 (봉)봉사단 (전)전문가 (프)프로젝트 (개)개발조사 (물)물자지원 (N)NGO (긴)
긴급원조

이를 위한 주요한 추진과제(mandate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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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관한 국가 정책을 창출하고 협력체제 유지
▪ 교육 계획과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과 정리
▪ 지역을 넘어 교육의 통합된 기준을 제공 유지
▪ 교육과정과 요강을 국가 수준에서 개발
▪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통제하고 모니터링
▪ 교육국가위원회의 도움을 통해 연방정부 교육 정책과 과정의 조화
▪ 교육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필요

다. 중장기 교육협력 프로그램
교육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앞서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마
스터플랜을 제시한다. 그리고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청사진과 구체적인 교육협력 프로그
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나이지리아와의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
<표 Ⅲ-4> 나이지리아와의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2012-2021)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 나이지리아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발전역량 구축
- 한국의 교육발전의 경험과 인프라 제공을 통한 중장기적 협력관계 형성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상생의 교육발전 도모
- 호혜의 정신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의 교육협력정책 실현

분야

기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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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완전한 무상의
9년제 의무교육
지역격차 해소
및 교육의 질
제고

장기 교육협력전망
(2021년 까지)

중기 중점추진사업
(2016년 까지)
중점추진사업

1) UBE 특별법 제정
2) 교육예산확보

가) 무상의무초등교육시스템 정비 ★
나) 학교설립, 개선, 환경혁신
다) 기초교육지원 협력국과의 네트웍구축

1) 교원 지원 및 재교육

라) 교원연수 및 재교육★
마) 수학, 과학교육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의 표준화

재원
배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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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육

직업
교육

고등
교육

학습 환경 개선
및 현대화

1) 중등교육의 질적 제고 가) 원격교육시스템 가동
및 인프라 구축
나) 교육과정 표준화 및 교수법 컨설팅★

지역격차 해소

2) 중등교육의 역량 강화 다) 교사수급안정화 및 교사교육 개선
및 균형발전
라)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단
1)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효율화 지원
체 및 기구별 역 1) 직업교육훈련 제도, 2)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기능강화 지원
할 기능 효율화 정책의 효율적 운영 지원
3) 훈련기관,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 지원
지원
교육경쟁력
증진 및 역량강화

1)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 가)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제공
고 및 차세대 연구인 나) 고등교육 수월성 센터 설립지원★
력 확대
다) 최소 학술기준 마련 지원

국제화된
대학양성

2) 대학간 교류협력의 활 라) 전문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성화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의 선진화

교육
행정
시스템 교육정책기획
역량개발

교육정책모니터링시 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EMIS 지원★
스템개발
나)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발족 지원
2) EMIS 선진화
다) 학교통계자료 입력 지원

20%

20%

20%

1)

20%

1) 교육정책 질규제 방안 라) 교육정책 실무자 연수
마련
마) 한국교육정책자문관 파견 및 모니터링★

★은 각 분야별 핵심사업임.

2)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방안
향후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교육개발협력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청사진과 구체적인
교육협력 프로그램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나이
지리아 교육 분야 개발을 위한 중장기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1) 접근성과 형평성을 고려
한 교육기회 확대, (2) 교육의 수준과 질 보장, (3) 교사발전 동기 및 역량 강화, (4) 재
정자원의 동원 및 이용, (5) 정보통신기술(ICT)의 선진화, 그리고 (6) 교육행정정보시스
템의 선진화 등의 하위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가) 교육기회의 확대
기초교육에서 접근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예상취학률과 실
제취학률의 차이가 여전하여 학교를 떠나는 학령기 아동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가장 시
급한 쟁점이다. 더욱이 통계자료가 부정확한 보고에 토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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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학교에 대한 물리적 접근, 경제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
교 접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협력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 더욱이 종교적, 문화
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성별, 지역별 교육접근의 차이가 큰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가
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내용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Turn-Around Strategies)

기대효과 (Deliverables)

∙ 취학과 유지를 돕는 민감성과 지지, 동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취학목표 달성
- 취학전교육: 3,127,395
적극적인 접근성에 관한 국가 운동(National Campaign on
- 초등학교: 27,900,796
Access) 시작
- 중학교: 4,407,071
- 전체 문해율 50% 증가. 천만명의
∙ 아이들의 의무취학과 유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만민보
성인이 매년 교육됨
통교육(UBE) 법률 개정
- 유목민족교육: 1,379,000 / 30%
증가 및 2.32% 성장률
∙ 낮은 취학률 지역의 학생들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기관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보장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중소기업개발 ∙ 매년 2천5백만명의 참여자를 훈련하
는 잘 만들어진 대중문해프로그램
국12), 국가고용부13), 국가빈곤근절프로그램14)과 같은 기관들
과 협력
∙ 시설이 구비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학급
∙ 지역사회와 자원기관 협회15), 신뢰기반협회16) 등에서 더 많은
- 취학전교육: 4,000
지역사회 학교를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지원
- 초등학교: 22,000
- 중학교: 10,160
∙ 5년간 국가적인 문해 경보를 선언
- 유목민교육: 1,764(최소기준달성)
- 취학전교육: 124,696
∙ 젊은 지식인들과 다른 자원활동가를 대중문해프로그램에서 교
- 초등학교: 797,166
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생산
- 중학교: 110,177
∙
오픈학교시스템
설립
∙ 기반시설 제공
∙
지역주도
학교조사
- 취학전교육: 매년 4,000개의 교실 증축
∙ 지역부조 학교 지도제작
- 초등학교: 매년 22,000개의 교실 증축
∙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증진
- 중학교: 매년 10,160개의 교실 증축
∙ 90% 성별 동등성
- 유목민족교육: 매년 950개의 교실 증축
∙ 최소 5개의 두 번째 기회 학교가 각
주에 설립
이것은 공립학교지원(Support-a-Publich School)과 같은 계획
∙
최소 3-4km마다 학교 설립
등으로 성취 가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으로서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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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Turn-Around Strategies)

기대효과 (Deliverables)

∙ 중등교육 이탈자 풀에서 사범대학의 잠재적인 교사를 체계적으 ∙ 지방학교의 여아와 남아를 위한 수
로 모집하는 전략 개발
도, 위생시설, 분리된 화장실 등을 통
∙ 가르치는 직업을 긍정적으로 알리는 모집 운동 고려
해 성차에 친숙한 학교
∙ 교사 개발과 동기부여를 요구하는 헌법 개정의 한 부분으로서 ∙ 특수학생들의 취학률 증가
교사들을 동기부여하고 높은 질의 학생들이 가르치는 직업에 ∙ 지방학교의 교사 참여 증진
끌리도록 우대사항을 개발
∙ 국가오픈학교시스템 소개
∙ 지역교육부와 연방교육부의 협력으로 학교 조사 활동을 재정비
및 지방분권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도록 함
∙ 만민보통교육위원회와의 협력으로 학교 지도제작을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하도록 함
∙ 중식, 교복, 교통 등 지역주도 우대책 촉진
∙ 민감성과 모델링을 통한 성별 동등성 촉진
∙ 승인된 최소기준을 상회하도록 농촌학교와 유목민, 성인, 비형
식교육 센터를 촉진
∙ 여아들을 독려하기 위한 화장실, 수도, 위생시설과 같은 편의
시설 제공
∙ 아이들에 친숙한 학교 환경 촉진 (예) 효과적인 학습, 아이들의
건강과 보호,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
∙ 특수교육 학생들의 접근성/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증명작업
과 모니터링의 최근 과정을 검토하고 증진
∙ 국가학교개혁프로그램17)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방 지역의 교사
들의 참여우대사항을 제공

나) 교육의 질 보장 시스템 강화
교육 수준과 질 보장을 위한 교육협력은 접근성의 문제보다 훨씬 난해한 목표이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낼 시스템과 모니터링 과정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나이지리아
교육의 질 보장은 법 체계의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 대중의 취약한 문해능력, 교육관

12)
13)
14)
15)
16)
17)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of Nigeria
National Directorate of Employment
National Poverty Eradication Programme
Voluntary Agency Organisation
Faith-based organisation
National School Transformation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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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의 부재, 부정확한 보고 시스템, 기관 및 기관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 질 보장
과 관련된 기관간의 기능과 역할 갈등,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취약한 네트
워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학습을 위한 자료 부족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 보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내용 및 기대효과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Turn-Around Strategies)

기대효과 (Deliverables)

∙ FEC에 제출한 국가교육질보장국18)의 성취
∙ 기초와 기초후교육에서 교육질보장의 제도화를 위한 적절
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1985년의 법률 16 개정 ∙ 법을 통과한 국가교육질보장국의 설립을
위한 행정부 청구서
∙ 국가교육질보장국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수준에서 국 ∙ 교육질보장프로그램을 위한 국가운영위원
가운영위원회와 그와 비슷한 위원회의 구성
회 개시
∙ 국가교육질보장국 설립

∙ 국가교육질보장국

∙ 학교에서의 모니터링 감독과 질 수행을 보장하는 역할에 ∙ 능력 건설 워크샵
대한 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지도자들의 능력 건설
∙ 학교지도자들과 질보장국원의 새로운 역할
∙ 훈련과 인증, 증명하는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화된 교육질 ∙ 교육질보장을 위한 나이지리아 모델에 대
보장 활동
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민감성
∙ 학교의 자체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제도적 활동

∙ 학교개발계획과 학교자체평가 법제화

∙ 주요과목의 학업성취를 매년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표준화
∙ 표준화된 평가
된 평가 시스템 설립
∙ 표준화되고 통합된 질보장 도구와 보고 형식의 개발과 적 ∙ 표준화되고 통합된 질보장 도구의 생산과
용, 활용
국가적 활용
∙ 학교지도자와 연방 및 주 관리자와 지역교육관료들을 위
한 적절한 능력 증진 계획을 제공하고 질보장에서 세계 최 ∙ 능력증진 워크샵
고의 관례에 노출
∙ 국가최소기준을 대체하는 종합적인 질표준문서를 제공 및
∙ 질기준문서
전파
∙ 학교 현황 평가와 순위를 위한 매 3~5년에 한번 모든 기
∙ 학교감시 일정
초교육과 기초후교육의 모든 일반적 감시 착수
∙ 국가 EMIS와 연결된 국가질보장운영정보시스템 설립

∙ 국가질보장운영시스템

∙ 다양한 질보장 기구들과 공적영역에서부터 사적영역까지
∙ 기관간 더 좋은 협력
이르는 관련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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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의 안정성 보장

∙ 안정적인 학사일정

∙ 기초교육의 6학년 마지막의 표준화된 평가 제도화

∙ 6학년말 형식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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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나이지리아 기초교육 분야의 기반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핵심적인
과제임에 분명하다. 9년간의 기초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의 부족 및 역량 있
는 교사확보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교사 확
보 및 양성 대책, 지역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대책, 교원 역량 강화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교사 동기화 및 역량강화
를 위한 정책내용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Turn-Around Strategies)

기대효과 (Deliverables)

∙ 질이 보장되고 자격이 있는 교사들의 고용, 훈련, 재훈련
∙ 질이 보장된 교사의 숫자 증가
및 멘토링
∙ 검토된 교사교육과정의 시행

∙ 출력되고 배분되고 모니터되는 교사교육
과정에 대한 2000개의 복사물

∙ 국가교사교육정책의 시행

∙ 시행된 프로그램과 출력되고 배분된 국가
교사교육정책의 복사물

∙ 국가교육정책과 만민보통교육위원회의 최소교사 기준에
∙ 추가적인 900,000명의 질이 보장된 교사
따라 모든 학교가 직원을 고용하도록 보장: 학생교사비율,
고용
직원 질
∙ 질이 보장된 교사를 학교에 오도록하고 있도록 하는 교사
∙ 학교에 더 자격있는 교사들
를 위한 더많은 유인책 제공
∙ 국가교사질과발전전략 문서에 포함되는 계획 시행

∙ 학교에 더 자격있는 교사들

∙ 특별교사개선프로그램을 통한 모든 미자격 교사들을 개선 ∙ 자격있는 교사 증가
∙ 연방교사제도에 흡수하도록 주들을 독려

∙ 연방교사제도 참여자의 매년 25%의 증가

∙ 전교사에게 집을 지원하는 제도19), 교사 가치 상, 승진 등
보상책을 통한 교사들을 인지하고 보상하는 프로그램 개 ∙ 유인책프로그램 증가
발. 특히 지방학교의 교사들
∙ 각 학교에 대한 발전에 과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 학교기반운영위원회에 의한 승인되고 시
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지도자 교사
행된 학교증진계획
에게 권한부여
18)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19) Housing for All Teachers Sc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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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Turn-Around Strategies)

기대효과 (Deliverables)

∙ 교사임용에서 성적 동등성 보장

∙ 교사 모집과 고용에서 성적 동등성 달성

∙ 이용가능한 교사의 시행된 요구기반 발전

∙ 요구에 기반한 교사발전

∙ 교사를 위한 전문성 발전을 유지하는 국가체계 시행
∙ 초임교사를 위한 학교기반 인도 국가체계 시행
∙ 3년동안 훈련된 매년 145,000명의 교사
∙ 제도적인 리더십과 관리를 위한 지도자 교사와 조교 지도
배출
자들을 훈련
∙ 경력 개발 제도화

∙ 경력개발 제도화

∙ 교사를 위한 전도하는 작업 환경 제공

∙ 향상된 교사 작업 환경

∙ 시스템으로부터 모든 비자격 교사들을 퇴출하는 단계를
∙ 학교에서 자격있는 교사들
가속화
∙ 직접적인 교수를 위해 고용되지 않은 직원은 학생을 지원
∙ 학생지원서비스를 위한 직원의 활용
하기 위해 활용됨
∙ 모든 직원의 임명은 지도자교사로부터 투입에 대한 학교 ∙ 지도자교사로부터의 필요에 따른 직원
의 필요에 기반
임용
∙ 승진하는 경로는 수행에 기반

∙ 좋은 수행에 대한 보상시스템

∙ 교사퇴직연령을 65세로 높임. 마지막 5년은 대중문해프로 ∙ 대중문해프로그램에서 경험있고 동기부여
그램에 대해 재임용될 수 있음
된 교사
∙ 교사 개발 노력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교사등록위원
∙ 교사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시스템
회20)와의 협력

20) Teachers Registration Council of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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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과정의 현실 연관성 강화
교육의 질 보장에 있어 교육과정 내용과 유관성을 높이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교육소프트웨어 및 실천 현장에서 질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관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기초교육이 9년제 의무교육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주기적 검토 및 개정이 요구되고,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충분한 정도의 재원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평가 및 달성 지표와 연결 지
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 (Turn-Around Strategies)

기대효과 (Deliverables)
∙ 9년제 기초교육과정이 모든 학교에서 가능

∙ 새 9년제 기초교육과정과 훈련지침서를 모든 학교에 출력 ∙ 효과적인 교육과정 시행준비를 도울 교사
및 배분
와 촉진자들을 위한 훈련지침서와 교재의
100,000 복사물
∙ 새 9년제 기초교육과정의 시행에 관한 교사와 지도자 교
사, 관리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훈련과 지원

∙ 새로운 9년제 기초교육과정에 민감한 인력
을 매년 주당 500명의 교사, 지역교육위원
회당 교육비서와 한명의 감독관

∙ 새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한 마스터훈련가와 교사를 훈련

∙ 새교육과정의 시행에 대해 훈련받은 1,554
명의 마스터훈련가와 150,000명의 교사

∙ 학교교육과정의 시의적절한 검토와 보충 보장

∙ 교육과정 검토 일정

∙ 핵심 내용 영역에 관해 정리된 통합된 국가 평가 개발 고 ∙ 새교육과정에 맞추어 만들어진 기준기반
려하고 아이들로부터 책임을 제거
평가
∙ PPP를 통해 기초교육 하위영역에게 제공할 교과서와 교 ∙ 교과서와 교수재료의 이용가능성과 다양성
수교재를 출판하도록 주요 출판업자들 독려
증진
∙ 추천되는 책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 구년제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취학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관련있 ∙ 적절한 교과서
는 교과서의 대중적인 생산
∙ 교과서와 다른 교수교재의 지속적인 조달

∙ 승인된 도서정책에 적합한 매년 다음 3년
을 위한 조달된 주요과목에 관한 최소 4백
만 교과서

∙ 적절한 수의 연극, 레크리에이션 도구, 도표, 컴퓨터 등 ∙ 적절한 수의 연구 도구, 도표, 컴퓨터 등
조달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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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의 선진화
나이지리아는 컴퓨터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래된 교육과정에 근거한(현 교
육과정은 2007년에 도입되었음)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ICT를 활
용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외부에서의 전력과 기반 시설의
선진화를 통하여 ICT를 활용한 교육의 선진화 전략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략 (Turn-Around Strategies)

기대효과 (Deliverables)

∙ 사회적 요구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ICT 기반시설을
∙ 최소 10개의 컴퓨터가 각각 있고 인터넷이
갖춘 ICT 실습실을 모든 학교에 제공
가능한 기능적인 ICT 실습실이 초등학교와
∙ ICT에 기반한 교수학습환경과 기초교육행정의 재건설
중학교 중 20%에 설치
∙ 교육의 질 접근성을 확장하는 이러닝에 관한 소개
∙ 교사와 교육행정가들 중 ICT의 역량을 의무적으로 개발
∙ 기초교육부분에서 50%의 교사가 컴퓨터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 설치
문해 획득
∙ 의무적인 컴퓨터 교육을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시행
∙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을 위한 컴퓨터구입제도를 촉진하고
∙ 40%의 교사가 컴퓨터를 가짐
지원
∙ 나타나는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매 3년
∙ 컴퓨터교육과정 개정
마다 컴퓨터교육과정을 검토
∙ ICT 교사를 생산하는 단기 전환 과정 시행
∙ 교육에서 ICT 전문가들을 위한 추가적인 유인책 시행

∙ ICT 교사의 20% 증가

∙ ICT에 대한 예산 준비 증진
∙ 기초교육에서 ICT의 필수적인 개입을 위한 사적영역과 ∙ ICT 개발 기금 40% 증가
국제협력기관들과의 협력 증진
∙ 국가 ICT 대회, ICT 주간, ICT 클럽 등 기초교육에서 ICT
∙ 활동 일정
에 대한 국가적 인지를 증진
∙ 컴퓨터전문가등록위원회21)과 협력하여 IT 교육을 정규 ∙ 컴퓨터전문가등록위원회와 협력하에 IT 프
화
로그램 정규화
∙ 여성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강조하며 성인교육과 비형식
∙ 성인/비형식교육에서의 IT 인지 프로그램
교육에 ICT 인지와 숙달 소개
∙ ICT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열발전판과 같은 대체 전
∙ 학교에 대체 전원 공급
원 공급장치를 제공

21) Computer Professionals Registration Council of Nigeria

62 ｜

Ⅲ.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교육협력방안

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의
선진화
나이지리아는 2003년 EMIS 시스템을 도입하고 2005년부터 공식적인 자료수집 및 교
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선진화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활동의 감시체계가 취
약하고, 자료수집가들을 위한 부적절한 안내와 교육으로 인해 핵심 영역에서 불완전하
고 부정확한 결과 자료가 양산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정보오류, 정보중첩, 수집과
정의 비효율성, 낮은 자료연계성 및 낮은 자료실용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정책내용을 제안하고, 이에 근거한 협력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전략 (Turn-Around Strategies)
∙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정책의 시행
∙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분산화 전략 시행
∙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웹사이트 개발
∙ 국가와 주의 교육관리정보시스템 위원회 지원
∙ 다양한 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의 연결성을 강화

기대효과 (Deliverables)
∙ 다양한 투입, 산출 측정의 시의적절하고
통합되고 질이 좋은 정보 획득과 학교와
지역의 대조

∙ 낮은 우선순위와 완성하기 어려운 내용을 줄여 질문지를
개정
∙ 2008년 11월 이후 새로운 질문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정 ∙ 자료를 녹음하고 회수하는 효과적인 도구
∙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오류점검과 과정
지원
∙ 지도자교사들을 훈련하는 형식 완성

∙ 지도자교사와 교사 훈련

∙ 통계적 인지를 촉진하고 나이지리아 학교 시스템에서 문
화를 기록하는 것을 교육
∙ 더 나은 기록 유지
∙ 전자자료 과정에 대한 지지와 인지
∙ 학교보고서를 포함한 보고서 출간
∙ 배포하고 사용하기 위한 교육통계, 정기적 교육 현황 등 ∙ 통계 출판물
을 매년 출판
∙ MDG와 UBE를 목표로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교육 영역
∙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에서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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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추진 교육협력사업 (Action Plan)
가) 교원교육시스템 개선 및 질제고 사업
본 사업은 나이지리아 기초교육의 기회 확대에 따른 교사 부족 및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실천 방안이다. 이는 한국의 교원정책의 노하우와 성공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교사양성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단기
적으로는 기존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전문적 역량강화 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표 Ⅲ-5>).
<표 Ⅲ-5> 나이지리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
사업명

나이지리아 교사교육 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해당지역

교원양성 고등교육 3개 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나이지리아 교사의 전문선 함양 및 교직 헌시도 제고

배

경

기초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교사 부족문제 해결 및 교사의 질제고, 학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헌신도 제고

용

∙ 나이지리아 연방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UBE), 그리고 지방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교사
교육시스템개선이 요구되는 지역 선정
∙ 국내 교원교육 전문가 및 정책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양성기관의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
고, 정책 자문을 실시함
∙ 이와 함께 교사부족과 교사역량제고가 요청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교사들을 대상
으로 역량강화 세미나를 각 지역별로 1주일간 실시함
∙ 나이지리아 교육정책의 비전에 적합한 교원의 자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원양성 및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모듈화함

기대효과

한국의 교원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이지리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사의 역량을 개
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교사양
성기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나이지리아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수급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할 것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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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상의무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단 파견 사업
본 사업은 기초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기존 기초교육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목적
으로 한국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기초교육발전 과정에 정
통한 전문연구가 및 정책단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초교육위원회와 자문단으로 활동하
도록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표 Ⅲ-6>).

<표 Ⅲ-6> 나이지리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2
사업명

나이지리아 무상의무교육 시스템개선사업

해당지역

아부자(Abuja)

기

간

2012-2013(2년)

예

산

500,000 (US $)

목

표

∙ MDGs 달성을 위한 나이지리아 무상의무 기초교육시스템의 행정효율성 개선

경

∙ 여전히 기초교육분야의 양적 확대에 따른 교육기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이지리아의 기초교육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의무교육이 2003년부터 연방국가의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정책지원 및 모니터링,
법제 보완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용

∙ 나이지리아 연방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UBE)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
적인 개선방안 도출
∙ 국내 기초교육연구자 및 정책전문가를 3개월간 4차례 파견하여 한국의 기초교육 발전성
과와 과제해결방안을 자문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이행하도록 함
∙ 법제보완, 의무교육이행방안, 무상교육범위 설정, 연방교육부-기초교육위원회-지방기초
교육위원회-지방교육지원청-단위학교의 행정효율성 확인 및 이행과정 모니터링
∙ 나이지리아 교육정책의 비전에 적합한 기초교육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모듈화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정보공유 및 성과 논의

기대효과

한국의 기초교육발전경험의 내용적, 과정적, 도전과제별 정보를 공유하고, 나이지리아 특
성에 적합한 무상의무기초교육시스템을 도출,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아
프리카의 다른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기회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
할 수 있을 것임

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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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표준화 및 교수법 컨설팅
이는 나이지리아 초중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사들의 교수법을 컨설
팅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모든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표준화와
교수법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학과 과학, 보건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교수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고,
교수법 모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표 Ⅲ-7>).
<표 Ⅲ-7> 나이지리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3
사업명

나이지리아 교육과정 표준화 및 교수법 컨설팅 사업

해당지역

아부자 & 이바단(University of Ibadan)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1,000,000

목

표

∙ 기회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학, 과학, 보건 교과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수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경

∙ 양적확대에 따른 지역 간 교육과정의 차이가 여전하고, 교과 지식의 전달 과정이 불투명
한 상황임
∙ 교육과정 표준화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중심의 교실수업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법과 평가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함

용

∙ 나이지리아 연방교육부 및 교육과정담당 기관과 연계하여 나이지리아 초중등학교의 수
학, 과학, 보건 교과의 교육과정 문제를 도출함
∙ 나이지리아 교육과정 전문가와 한국의 교육과정 전문가(연구자 및 정책･행정)가 팀을 이
루어 교육과정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범학교 지정 및 실시,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 과정
∙ 구체적인 교육과정(안)의 효과에 따라 연방정부와 각 지역의 단위학교에서 교수법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훈련(연수) 실시
∙ 최종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정책화를 통한 보급, 모니터링 실시

기대효과

나이지리아 초중등교육의 수학･과학 및 보건 교과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혁신적 교수방
법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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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등교육 수월성 센터 설립지원
대체로 나이지리아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육연구 역량에 대한 수월성을 제고하고, 현장 적합성, 직업능력
개발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정책연구지원 및 산학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등교육 수월성 센터의 건립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한국고등교육의 우수한 시스템과
수월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표 Ⅲ-8>).
<표 Ⅲ-8> 나이지리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4
사업명

고등교육 수월성 센터 건립 지원사업

해당지역

이바단(University of Ibadan)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1,500,000

목

표

고등교육정책발굴 및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건립, 운영,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

∙ 다양한 고등교육기관간 학문적 수월성 확보가 어려움
∙ 공･사립학교간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크고, 연구 인력의 수준이 낮으며, 정작 우수한 인
재들이 해외의 연구소 및 직장을 찾아 떠나는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고등교육인재 풀을
키우고, 국가적 수준의 고등교육연구 수월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요구됨

용

∙ 이바단 대학을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고등교육시스템 개선 및 고등교육정책, 수월성 제고
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정책안 기획
∙ 수월성 센터(건물)과 고등교육자문 전문가를 파견함
∙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교사교육 등의 제분야 연구 수월성 및 고
등교육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법제화와 정책적지원방안 자문

기대효과

나이지리아 고등교육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고등교육기관간 연계, 협력 시스템이
마련될 것임

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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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MIS 시스템 개선
나이지리아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가 수준
의 교육개혁 및 혁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관료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교육행정기관은 특정 혁신안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비록
EMIS가 2005년도에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보화와 행
정효율성을 위한 개선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EMIS 개혁을 위해 정확성
의 부족, 보고체계의 비효율성, 자료 활용의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표 Ⅲ-9>).
<표 Ⅲ-9> 나이지리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5
사업명

나이지리아 EM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사업

해당지역

아부자 (Abuja)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2,000,000

목

표

∙ EMIS 개선을 통하여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료에 바탕한 정책수립역량
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경

∙ 정확성의 부족, 보고체계의 비효율성, 자료 활용의 어려움 등은 나이지리아 EMIS의 여
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들임
∙ 기존의 관료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교육행정기관은 특정 혁신안들을 추진하는데 버겁게
움직이고 있음. 이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혁신안의 이행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성이 절실한 상황임

용

∙ 연방교육부 EMIS 추진기관과 팀을 구성하여 EMIS 개선사업 T/F를 구성함
∙ EMIS의 효과성과 기존시스템의 이슈와 과제들을 도출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함
∙ 정확한 조사, 자료에 근거한 통계자료집 출판, 자료에 따른 정책수립시스템 수립 등
활동
∙ EMIS 체제 모니터링 강화

배

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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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1) 추진체계
교육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제안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나이지리아 교육정책추진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방교육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는 교육 관
련 국가 정책을 작성하고, 교육 계획과 재정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 지역 국가기준을
설정,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교육의 질을 통제하고, 연방 각 주의 교육정책과
과정의 조화, 국제적인 교육문제에 관한 협력,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 개발,
보급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주정부의 교육담당부서(State Ministry of Education)는
각 지역의 교육 정책 생산 및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는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는 교육정책 운영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림 III-1]은 교육재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통하여 중
등학교를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직접 지원, 모니터링하는 책무를 가진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과 동원된 자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을 지원
하고 연계할 책무를 진다. 한편 민간영역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과는 차별적
으로 초, 중, 고등교육기관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
고 있다.

연방정부

지방정부

초등학교

주정부

중등학교

민간영역

고등교육기관(대학)

[그림 Ⅲ-1] 나이지리아의 교육정책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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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협력대상국으로서의 나이지리아 교육정책당국의 교육정책 이행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우선영역/과제/프로그램
교육접근성 강화

교육질보장방안

직업기술교육훈련

행정시스템선진화

도시 / 농어촌

통합교육

원거리교육

유아교육

성별 격차해소

성인/비형식교육

직업기술훈련/교육

성인(청소년)형식교육

특수교육

관련 교육정책이행기관간의 협력및 모니터링
연방정부

주정부

LGAs

LGEAs

NBTE

UBEC

NUC

NME

NCNE

NECO

ETF

TRC

NCCE

NTI

KOICA / JICA

CSACEFA

IDPs

JAMB

OPS

NERDC

[그림 Ⅲ-2] 나이지리아의 교육정책 이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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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
행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목표와 함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나이지리아
와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나이지리아의 교육개발계획과 일관성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OECD/
DAC의 원조효과성 모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협력 대상국의 발전계획과 일관성
을 유지함으로써 협력 사업에 있어서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개발계획 중 국제사회의 주요 교육개발의제(agendas)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지원한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과의 교육
개발협력은 UN의 MDGs 중 교육발전의제와 만민교육의 6개 하위 목표를 달성하
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협력대상국의 교육개발을 통한 국제사회의 교육의
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 한국의 교육개발경험 중 나이지리아 교육개발경험에 강하게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따라서 향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에는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제안해
야 한다.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역량을 키워주고, 구체적인 경험이 전수될 수 있
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교육
발전경험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교육개발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나이지리아 교육정책이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실천과 관련된 투
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중장기에 걸친 교육협력 사업은 주로 교육행정기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중장기 지원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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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즉, 교육개발의제에 따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장기 지원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과 구체적
인 사업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 추진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양국 정부 혹은 교육기
관 간에 구축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교육지원 사
업은 사업을 설계할 때 설정된 목표와 달성된 산출물을 연결하여 평가하는 모니터
링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교육 사업은 이러한 모니터링과 지표에 근거
한 목표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목표와 달성 지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효율
적이며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 측은 나이지리아 정부와 해당 교육기관과의 협력연계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1차 모니터링의 책무는 협력대상국인 나이지리아에 있지만, 공여
국 입장의 한국도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협력 당사자인 양국의
교육협력 사업 담당자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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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사업추진기관

나이지리아
교육행정기관

교육정책전문가
건축/환경전문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교육행정담당관
지역(공동체)사업담당

교육협력사업

교육접근성 강화

교육질보장

중등학교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교육/훈련
민간
교육지원
단체연계
협력

초등학교

협력네트워크구축
&
사업의
효과성제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선진화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
교육지원
단체연계
협력

교사교육지원사업
직업훈련/교육지원사업
연계

[그림 Ⅲ-3] 나이지리아 모니터링 시스템

2. 에티오피아
가. 비전과 목표
1) 교육협력의 비전
한-에티오피아의 교육협력 비전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의 교육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들어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을 교육외교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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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협력으로 상정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역량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
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의 선진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교육
개발협력의 비전 아래 에티오피아 교육 실태를 고려하여 에티오피아 교육의 양적의 개
발을 넘어선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협력은 한국의 교육개발 역사에서도 그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는 협력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에티오피아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
제사회에서의 한국교육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보다 오랫동안 물적으
로 지원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 및 기관과는 달리 한국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교육개
발에서의 중요 이슈였던 소프트 파워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한국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수원국의
오너십을 비롯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성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2) 교육협력의 목표
한-에티오피아의 교육협력 목표를 제시하기 전 에티오피아 정부차원에서의 교육 분
야의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이슈 및 정책과제(장혜승,
2010)에서도 제시한 것과 같이, 에티오피아는 정부차원에서 ‘국가빈곤감소 전략’과 함
께,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 교육 및 훈련 정책ʼ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 분야 개발프로그
램(ESDP)

1단계(1994/1995~1999/2000),

2단계(1999/2000~2004/2005),

3단계

(2005/ 2006~2009/2010)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5년까지 기초교육의 보편화 달성
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수준의 20년 장기 교육 개발 계획이다. ESDP의 세
부 목표는 1) 취학연령 아동에게 교육기회 확대하고, 2)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환경을
개선하고, 3)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4) 교육기자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5)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양성 평등 교육 기회
부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SDP 3단계(2005/6~2009/10)는 특히, 1) 지역 사회와
NGOs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건축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 2) 기초교육의 범위를 확
대하기 위하여 비공식 교육과 다른 대안교육 방법 제공, 3)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담당자(교직원) 교육 제공 및 효율적인 학교 시스템 지원, 4) 교원의 학문적 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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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윤리적인 가치 고양, 그리고 5) 여성들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을 그 세부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는 교육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중
장기 교육 개발 전략은 MDGs 목표달성과 국가발전계획에 기초한 교육개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ESDP 2단계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해 훈
련된 인력양성 및 모든 교육단계의 교육력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중장기 전
략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부사안으로는 교육과 훈련의 질 관련성,
교육의 비효율성 제거, HIV/AIDS 예방, 교육 참여율 증가, 교육평등 향상, 교육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율 향상이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에티오피아의 목표와 전략에 맞추어,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의 목표는 다
음과 같이 장기목표와 중기목표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2012년을 시작으로 하는 10
년간의 장기목표(2012-2021)는 에티오피아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주체적 교육역량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르는 중기목표(2012-2016)는 교육 시스템의 재정비, 질적인 교원양성 및 교육기
관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에 있다. 이를 위한 교육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3) 교육협력의 기본방향
제1차년도 보고서인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이슈 및 정책과제(장혜승, 2010)의 결
과와 2011년에 실시한 에티오피아 교육현황 및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실태에 따라,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단계를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모델을
개발한다. 교육개발협력의 주체가 되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사회･교육적 상황을 고려
한 연계형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발전계획과 에티오피아의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평등을 위한 교육 분야 개발 프로그램(ESDP)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교육
을 포함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주력산업이 농업
이고, 국제사회에 인식하는 대에티오피아 주력 개발협력 사업 분야가 농업을 비롯한 보
건, 교육,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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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협력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는 한
-에티오피아 간 교육개발협력 파트너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국 내에서의 서로 다
른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체제도 포함한다. 현재 한국 정부 레벨에서는 무상원조는 외교
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그리고 유상원조는 기재부 산하의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교육분야는 교과부에서도 GKS와 같은 장학 프
로그램이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국무총리실의 주도로 모
든 원조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협
력체제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 부
처 간 협력의 부진으로 인하여 중복적 CAS 또는 CPS 작성을 비롯한 협력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파트너십도 중요하
지만 한국 내 기관간의 협력부터 이루어져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에서의 하나의 추진
방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의 중점과제를 선정한다. 이는 한국과 에티오피아 두 국
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할 것이다. 다른 선진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에 비
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한정적인 한국은 우리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
교우위의 교육 분야를 찾고, 에티오피아가 원하면서도 에티오피아에 필요한 틈새 교육
분야를 찾아야 한다.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교육기회를 늘리는 것과 같은 모든 공여국이
나 국제기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고, 한국이 분명한 노하우
가 있는 교육개발협력 분야를 선정하여야 한다. 70, 80년대 한국경제개발 단계에서 진행
하였던 새마을 운동과 함께 진행된 위생과 미화교육이나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하는 국민
체육교육, 교육방송 시스템을 통한 기회 확충 등과 같은 틈새 분야 개척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들의 위기는 교육기회보다는 교육을 받
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교육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2011
년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사
립대학의 공공-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학연 모델은 에티오피아의 이런 문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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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될 수 있고, 교육과 경제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협력방향이다.

나. 진단
비전 및 목표에 이어 진단에서는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소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교육협력 비정과 목적에 비추어 어느 정도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단은 1) HDI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
경제적 현황, 2) MDGs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경제적 현황, 3) EFA 현황으로 살펴본
에티오피아의 교육실태, 4) 대에티오피아 지원현황, 5) 한국의 대에티오피아의 지원 실
태를 바탕으로, 6) 에티오피아 교육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1) HDI 및 경제구조
2011년에 발간된 UNDP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HDI는 0.363
으로 174위를 기록하였다. 에티오피아의 HDI 관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0> 에티오피아 인간개발지수(HDI)
관련지표
순위

HDI

기대
수명
(연수)

평균
학업
연수

기대 학업
연수

1인당 GNI
(PPP USD
billions)

1인당
GNI-HDI
순위

비소득
지수

에티오피아

174

0.363

59.3

1.5

8.5

971

0

0.383

아프리카 동부
권역 평균

156

0.446

58.5

4.2

8.4

2,766

-0.3

0.490

국가명

출처: UNDP(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1인당 GNI는 미화 971달러로 아프리카 동부 권역 평균인 미화 2,766달러의 35% 수
준밖에 못 미치고 있다. 교육 관련 지수로는 기대 학업연수는 8.5년으로 동부 권역평균
인 8.4년과 비슷하지만, 실제 학업을 하는 연수를 나타내는 평균 학업연수가 1.5년으로
아프리카 동부 권역 평균인 4.2년에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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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티오피아의 경제구조(2010년 기준)를 살펴보면, 에티오피아의 경제구조 중에
서 50.0%가 농업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은 1988년 이래로 11%에서 13%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
년 들어 39.0%로 2008년의 42.4%보다 3.4%가량 하락하였다.
<표 Ⅲ-11> 에티오피아 경제구조
년도

1988

1998

2007

2008

2010

농업(Agriculture)

53.9%

52.6%

46.3%

44.5%

50.0%

산업(Industry)

12.4%

12.0%

13.3%

13.2%

11.0%

서비스업(Service)

33.7%

35.4%

40.4%

42.4%

39.0%

관련지표

출처: CIA World Fact Book 홈페이지(https://www.cia.gov)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2011.10.30 접속)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t.html

2) MDGs 현황
에티오피아의 MDGs(2010년 기준)의 교육관련 목표인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과 목표 3 교육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권신장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2> 에티오피아의 MDGs 목표2와 목표3 현황
목표 2: 초등교육 보편화
관련지표

목표 3: 교육성평등

초등교육
취학률(%)

초등교육
이수율(%)

문해율
(15~24세)(
%)

초등교육
성비

중등교육
성비

고등교육
성비

에티오피아

83.5

55.2

-

0.91

0.77

-

아프리카 동부
권역 평균

76.3

60.8

86.5

0.94

0.84

0.65

국가명

출처: MDG Report 2010(2010)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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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와 관련하여, 동부 권역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에티오피아의 초등
학교 취학률은 83.5%로 동부권역 평균인 76.3%에 비해 7.2%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초등교육이 다른 동부권역 국가들에 비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초등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55.2%로 동부권역 평균의
60.8%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여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HDI의 학업연수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목표 3 교육의 양성 평등과 관련해서는, 초등교육성비는 0.91, 중등교육성비는
0.77로, 동부 권역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에티오피아의 교육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
권신장의 이행현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디다고 할 수 있다.

3) EFA 현황
에티오피아의 EFA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아교육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등록률
을 보이고 있다. 1990년 1.6%였던 등록률이 아직도 4%에 밖에 미치지 못하여 유아교육
기회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목표인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78%로서 동아프리카 국가 중 매우 많은 학생들이 초등교육의 기회를 노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목표인 청년과 성인의 학습기회 증진에서는 현재 50%
의 비율을 보여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목표인 성인 문해율
을 살펴보면, 1990년에 28.6%였던 문해율이 2008년 36%로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초등교육의 등록률을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목표인 초등교육의 성비는 98%로 에티오피아 정교를 비롯한 기독교 비율이 높은 에티
오피아에서 교육개혁 이후 여성의 교육 기회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진다. 여섯 번째 목표인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는 초등교육의 학생 대 교사 비율이 59명
으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는 양호해 보이나 실상은 이와 달리 매우 많은 학생이 한 교사에
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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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에티오피아 EFA 현황
EFA 목표

관련지표

목표1

유아교육

유아교육 총등록률

목표2

초등교육의 보편화

초등교육 순 등록률

목표3

청년과 성인의
학습기회 증진

청년 문해율 (15-24세)

목표4

성인 문해수준 증진

성인 문해율 (15세 이상)



1.6

1.7

4

Total (%)

-

-

78

GPI(F/M)

-

-

0.93

Total (%)

43.0

55.0

50

GPI(F/M)

0.66

0.80

0.63

Total (%)

28.6

39.1

36

GPI(F/M)

0.53

0.66

0.46

Total (%)

32.7

70.8

98

GPI(F/M)

0.67

0.67

0.89

Total (%)

14.2

5.2

33

GPI(F/M)

0.79

0.68

0.72

초등교육의 학생 대
교사 비율

%

36

-

59

초등학교의 여성교사 비율

%

23.9

-

39

교원교육을 받은 교사비율

총초등교사
대비, %

-

-

-

GNP 대비 초등교육 부분
공공투자

%

1.51

-

5.5

초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2006년
미국달러기준

-

-

75

초등교육의 성비

총 등록률

중등교육의 성비

총 등록률

교육의 질

2008

Total (%)

목표5

목표6

1990* 2000*



출처: EFA Global Monitoring Repot 2002(2002) & EFA Global Monitoring Repot 2011(2011)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 참고: 1990년과 2000년 자료는 2002년 보고서에서 2008년 자료는 2011년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
* 참고: (z) Data are for the school year ending in 2006, (y) Data are for the school year ending in 2005,
(x) Data are for the school year ending in 2004, (*) national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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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에티오피아 교육협력 현황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CD)으로 OECD DAC의 대에
티오피아 ODA 규모도 크고 또한 많은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이 원조를 하고 있다. OECD
DAC의 대에티오피아 ODA 규모는 2004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4
년부터 2008년까지의 누적 현황을 보면, 무상원조는 88.6%, 유상원조는 11.4%를 차지
하여 전반적으로 무상원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4> OECD DAC의 에티오피아 ODA 현황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연도

계

무상(ODA Grants)

유상(ODA Loans)

2004

1,892.2

1,631.9

260.3

2005

2,057.8

1,659.5

398.3

2006

5,804.9

5,436.6

368.3

2007

2,583.2

2,160.2

423.0

2008

3,361.8

3,023.3

338.5

계 (%)

15,699.9
(100.0)

13,911.5
(88.6)

1,788.4
(11.4)

출처: 장혜승(2010).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이슈 및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53.

대에티오피아 원조규모로 상위 3개의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이 8억 1137만 달러로 가장 많은 원조를 하였다. 이 뒤를 이어 영국이 2
억 5368만 달러, 캐나다가 1억 5255만 달러 순이다. 한국의 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으로 439만 달러로 상위 3개국에 비하여 원조액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다자기관 중에
서는 IDA가 5억 4622만 달러로 규모가 가장 큰 가운데, EC가 4억 6081 달러, 그리고
AfDF가 1억 3105달러 순으로 에티오피아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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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에티오피아의 주요공여국과 기관의 원조규모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2008년 기준 순위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1

미국

402.3

608.61

315.78

371.73

811.37

2

영국

147.13

75.48

164.61

291.07

253.68

3

캐나다

59.48

64.93

62.48

90.52

152.55

기타

한국

2.07

2.37

2.29

3.30

4.39

1

IDA

476.32

247.13

353.87

323.95

546.22

2

EC

112.65

163.47

194.37

364.76

460.81

3

AFDF

63.89

118.45

138.01

153.88

131.05

양자기관

다자기관

출처: 장혜승(2010).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이슈 및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53.

대에티오피아 총 원조규모와 교육 분야 원조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00년(9억 7990달러)이래로 2005년과 2006년에 약간 주춤하지만 2008년까지 대체
적으로 원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분야의 원조액도 비슷한 경
향을 보인다. 2000년 기준으로 총액 대비 교육의 비중은 4.78%였지만 2008년은
5.8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Ⅲ-16> 교육 분야 원조규모(교육 세부 분야 포함)
(단위: 미화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총액

979.9

974.5

110:
I.1. 교육

46.8

53.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81.90 1,680.90 2,214.90 2,104.60 2,243.20 3,315.20
49.1

103

116.1

41.4

401

186.4

2008
3,382.6
196.5

출처：장혜승(2010).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이슈 및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54.

5)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현황
한-에티오피아 교육협력 현황은 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한 ODA 무상지원으로 진행된
다. 한국국제협력단 자료의 2010년 기준 교육 분야는 미화 1,794,000달러로 총 에티오
피아 지원액 대비 18.8%를 차지한다. 이는 환경 및 기타분야(32.2%), 농어촌 개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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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세부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에티오피아 아르시초등학교 건립사업와 같은 초등학교
설립 사업과 연수생 초청 및 교육정책 전문가 양성과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을
비롯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하는 유네스코를 통한 초등교육 교사양성- 아시
아 아프리카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봉사단원은 미술, 과학교육, 수학교육,
음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파견되고 있다.

6) SWOT 분석
먼저 에티오피아 교육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강력한 교육개혁으
로 이루어낸 교육기회의 확대이다. 정책적으로 많은 사립과 국제학교를 허용하여 교육
기회를 확충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교육정책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 것도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역량 향상을 위한 방학을 이용한 대학교에서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설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 교육의 약점은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적용에서의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교육 정책과 체계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낮은 교원대우, 열악한 교수방법, 기술･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학생들의 선
호도, 그리고 ICT를 비롯한 교육장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 교육의 기회요인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ICT 및 교육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교육의 위협요소를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
자연재해와 가중되는 빈곤, 타 분야와 타 지역으로의 교육인재 유출현상, 졸업 후 구직
의 어려움, 그리고 교원의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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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 교육협력 프로그램
1)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
지금까지 분석한 에티오피아의 교육실태 및 수요 진단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한-에
티오피아 교육협력의 목표, 장기교육협력전망, 중기 중점 추진사업 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한-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2012-2021)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 에티오피아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발전역량 구축
- 한국의 교육발전의 경험과 인프라 제공을 통한 중장기적 협력관계 형성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상생의 교육발전 도모
- 호혜의 정신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의 교육협력정책 실현

분야

추진
목표
유치원
교육

기초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직업
교육

대학
교육
연구
개발
직업
교육

성인 및 성인
비형식
비형식
교육
교육
행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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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
재정

장기 협력과제
(2021년 까지)

중기 협력사업
(2016년 까지)
중점추진사업

재원
배분

유치원교육의 취원율 제고 지원
-접근성의 증대
-교육의 질 향상
-교원역량의 개발

초등교육 교원의 교육역량 제고 지원

40%

중등교육을 위한 ICT 교육프로그램 개발

-고등교육 역량 개발
-산학연 연계협력
-빈곤퇴치 기여도 제고
-산학연 연계협력
-빈곤퇴치 기여도 제고
-문해율 향상

정책연구 기법 및 전문성 개발 지원
20%
대학원 과정의 활성화 지원
빈곤퇴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제고 지원

20%

성인교육과 빈곤퇴치 사업의 연계 지원
문해율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육 관리의 혁신
교육 활동지원 체제 개선 지원
-교육직원 재교육을 통한
교육경영정보체제(EMIS) 발전 지원
리더십 및 책임감 강화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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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교육협력 전망
가) 장기 교육협력의 목표(2021년까지 전망)
한-에티오피아의 장기적 교육협력의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다. 초등교육 분야와 같은 경우 취학률이 높아졌지만
내실화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교수･학습자료, 교수기법 등 전
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주체적 교육역량 강화이다. 특히 교육 시스템 차원에서의 운영과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ICT를 접목한 EMIS 체제의 확산을 통한 개별 학교에서의 교원, 학생
등의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학교 시설 등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운용에 관한 재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에티오피아 국가개발 차원의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커뮤니티와의 연계협력, 즉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로서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 및 성
인교육은 문해율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
공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빈곤퇴치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기 교육협력 방향
(1) 기초교육
기초교육에서의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아직도 질적 증대, 즉 교육 접근성 증대가 가장
중요한 교육협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MDGs와 EFA의 강조와 에티오피아 빈곤감
소전략 및 국가 교육과 훈련정책의 실천으로 인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양적 증
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유아교육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
며, 유야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식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교육의 질적 확장을 이미 확
립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는 질적 향상이 교육협력의 중요한 방향이다. 특히, 교원
역량은 에티오피아 교육부가 제시한 ESDP의 중요 세부 목표이기도 하고, 한국 교육의
비교우위를 고려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디스아바바
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는 달리 교원 수급 자체가 어려운 지방에서의 중등교육의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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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라디오 교육을 넘어선 ICT을 활용한 교육
방법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2) 고등교육
한국의 70, 80년대가 그랬듯, 에티오피아의 대학교는 질적 향상이 매우 시급한 상황
이다. 에티오피아 국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동반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증등교육기관
졸업자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몇 안 되는 국립대학의 졸업생
들만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양적 확대를 위해 설립한 사립대학들의 질
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을 졸업을 하여도 좋은 직장을 구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산학연계
협력 모델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력 향상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질적 향상과 보다 거시적인 시점에서의 자국의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을 막기 위
하여 고급인력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기술･직업교육
기술･직업교육 분야는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에티오피아의 빈곤을 퇴치하고 장기
적으로 경제발전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디스아바바와 같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워레다(Wareda) 단위의 커뮤니티 개념이 강한 에티오피아에서는 커
뮤니티의 생계수단 및 사회적인 요소-언어, 인종, 종교, 주요 산업-에 따른 기술･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직업교육 기관의 졸업이 직업보장과
같은 사회로의 진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직업대학의 산학연
모델이나 프로그램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성인 및 비형식 교육
성인 및 비형식 교육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육협력 방향은 기술･직업교육과 마찬
가지로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직업 교육의 가장 기본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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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익히는 것으로 문해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성인 및 비형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
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 에티오피아의 빈곤을 퇴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
단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5) 교육 행･재정 측면
에티오피아는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 수준에서의 협력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
요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교육부는 공공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실정인데 이는 학교 수준에서의 관리 운영 시스템도 마찬가지라
고 할 수 있다. 교육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목표를 선정하고 계획하는 것에 걸맞는 실
천을 위해서는 교육 행･재정 측면에서의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협력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공무원을 비롯한 학교 수준의 교원 및 학교 행정 직원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다) 중기 중점추진 교육협력방안(Action Plan)

(1) 중기 교육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한-에티오피아 중기 교육협력의 목표는 기초교육을 비롯하여 고등교육, 기술･직업교
육, 성인 및 비형식교육 그리고 교육 행･재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분야에서 설정해
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MDGs와 EFA에서는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기초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기초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 프
로그램, 특히 양적 증대를 위한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티오피
아의 경우 유아교육 분야를 제외한 기초교육 분야에서의 양적 증대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다른 선진공여국과 기관에 비해 양적 개발협력에 치중할 수 없는 한국의 지원
협력 실정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력 관계 안에서는 한국 교육의 비교우위 분야와 국가
개발단계에 따르는 한국 교육의 특징을 고려한 협력 목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중기 중점추진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의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초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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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중등교육의 ICT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의 역량 개발 및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직업교육 분야에서는 빈곤 퇴치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커뮤
니티의 경제 활동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및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인 및 비형식 교육에서는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경제와의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및 문해율을 높일 수 있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시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행･재정 분야에서는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운영 및 관리 개발 프로
그램 개발 및 교원을 비롯한 교육관련 직원들의 리더십 및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2) 중기 중점추진 사업내용
① 기초교육
▣ 유치원 교육의 접근성 및 커뮤니티 참여 증대
에티오피아의 경우 유아교육분야는 여전히 교육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이다. 시설의 확충이 양적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한국정부를 통하여 초등교육
시설을 확보한 6개의 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의 초등학교 중 이미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사립 형태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현재는 그 지역 학부모가 교원을 비롯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에티오피아의 경우 학교를 설립해 준 지역에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
에 있는 지역이 많기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협력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아래의 <표 Ⅲ-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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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
사업명(분야) 유치원 교육의 취원율 및 커뮤니티 참여 증대 사업(유아교육)
해당지역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초등교육시설 설립한 기관을 중심으로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135만 달러

목

표

유아교육의 접근성 및 커뮤니티 참여 증대

배

경

∙ 에티오피아 ESDP 세부목표인 유아교육의 접근성을 제고
∙ 한국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초등학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
도록 함

내

용

∙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재원 마련
∙ 유아교육 전문가 파견을 통한 유아교육 교원 양성
∙ 유아교육 자료 제공

기대효과

∙ 에티오피아 유아교육 시설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취원율 제고
∙ 한국의 우수한 유아교육 전문가 파견과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한 에티오피아 유아교육의
역량 강화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450

450

450

-

한국 정부

450

450

45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 초등교육 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티오피아의 초등교육 등록률은 MDGs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최근 폭발
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많은 에티오피아 교육 전문가는 한 목소리로 이제는 양이 아닌
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초등교육 기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한국의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
한 배경 아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한국 정
부를 통하여 학교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충한 6개의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과 방법의 문제에 있어 더 시급한
교육 방법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의식도 아닌 필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방 초등교육기관의 교원들에게는 더욱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에티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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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초등교육 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아래의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2
사업명(분야)

초등교육 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초등교육)

해당지역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초등교육시설 설립한 기관을 중심으로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360만 달러

목

표

교원의 재교육을 통한 초등교육의 질 제고

배

경

∙ 에티오피아의 제3차 교육 개발 프로그램(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rogram Ⅲ)
의 비전은 ’15년까지 모든 학령기 아동이 질 높은 초등교육을 받고, 국가의 발전과 민주
주의 촉진의 원동력이 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써 “교원 질 향상”을 위해
TDP(Teacher Development Progrma)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촉구되었음
∙ 현재 에티오피아는 지방 정부가 TDP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연방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
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주권의식이 부족한 시행기관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한 상황임

내

용

∙ 영어 가능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 초청을 통한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 제공
∙ 현지에서의 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개최
∙ 현지 교육 여건에 맞은 교육방법 개발 및 실천을 지원하는 컨설팅 제공

기대효과

∙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교수법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들의 주체적인 실천 확산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1,200

1,200

1,200

-

한국 정부

1,200

1,200

1,2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 중등교육 ICT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ICT 통합 교육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산업 발전을 이룩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평생 교육에도 기여
하는 바가 크다. ICT 전문가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에티오피아 역시
ICT 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을 포함한 ICT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에티오피아 교육부의 의지가 강하고, 특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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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격차가 큰 중등교육 분야에서의 ICT 활용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는 ICT를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또 교사에게는 역량강화 측면에서 필수적이기에 반드시 개발
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IT 강국인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한 과
제이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중등교육에서는 라디오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를 넘어선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ICT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은 다음 <표 Ⅲ-20>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표 Ⅲ-20>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3
사업명(분야)

중등교육 ICT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중등교육)

해당지역

오로미아주 아르시를 중심으로
(ICT는 기본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아디스아바바에서의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ICT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보다는 지방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유함)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450만 달러

목

표

∙ ICT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등교육의 질 제고

경

∙ 여전히 교사 수급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수학, 과학 및 영어와 같은 교육 내용이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목에서의 기본 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라디오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습자들은 라디오 교육을 넘어선 다양한 ICT 활용 교육을 원하고 있음

용

∙ 지역적 특성과 학교(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에 알맞은 ICT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 (ICT 활용 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실을 설비하고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에티오피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고, 이는 지속가능한 협력이 될 수 없음)
∙ 연구와 자료집 제작, 보급 과정에 현지 교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주체적인 ICT 활성화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

배

내

기대효과

∙ ICT 활용을 통한 중등교육 질 제고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들의 주체적인 실천 확산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1,500

1,500

1,500

-

한국 정부

1,500

1,500

1,5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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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교육
▣ 국가정책연구에서의 교육정책 전문가 양성 지원
에티오피아는 다른 여느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타 국가 또는 타 도시로의
두뇌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 외적
분야, 특히 은행을 비롯한 경제 관련 기관으로의 두뇌 유출 또한 심각하다. 이와 더불어
에티오피아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책 전문가들의 이직률 또한 높은 편이
다.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는 다수의 외국 대사관과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
다. 이러한 외국 대사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는 에티오피아 국가 기관에 비해 높은 급
여를 보장하기에 상당수의 정책 전문가들이 이런 기관으로의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전문가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매우 낮고, 상당 부분
의 정책을 교육부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연방정부에 일임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수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구체적인 협력 사업 내용은 다음 <표 Ⅲ-21>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표 Ⅲ-21>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4
사업명(분야)
해당지역

국립 고등교육 기관 및 교육관련 연구기관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300만 달러

목

표

국가정책연구 전문가 양성

배

경

∙ 교육정책 전문가의 부재와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함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반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용

∙ 에티오피아 교육 분야 정책가를 대상으로 하는 Think Tank 설립과 그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연수 실시
∙ 에티오피아 교육 연구기관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에티오피아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 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네트
워크 구축 지원
∙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한 학생 선발 및 그들의 정책 관련 기관으로의 진출 지원

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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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의 고등교육 체제의 국가교육정채개발에 대한 기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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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1,000

1,000

1,000

-

한국 정부

1,000

1,000

1,0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 산학연 연계 모델 구축
에티오피아의 실업률은 최근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경
제 침체와 동부 아프리카의 가뭄과 기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정치 불안이라는 외부 요
인들에 의해 이러한 실업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조 기금의 대대적인 투입으
로 인한 교육 접근성의 제고는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자리 구하기로 연결되지 않고 있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발전과 연결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직업교육 분야와 함께 고등교육에서의 산학 협력이 시급한 상
황이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의 연구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한국 특성화 대학의 산학연 연
계 모델은 에티오피아 고등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서 다음 <표 Ⅲ-22>와 같이 산학연 연계 모델 구축 사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 Ⅲ-22>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5
사업명(분야)

산학연 연계모델 구축 사업(고등교육)

해당지역

사립 고등교육 기관
(에티오피아의 사립 고등교육 기관의 질은 국립 고등교육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의 특성화 사립대학들의 모델은 그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180만 달러

목

표

사립 고등교육 기관의 산학연 연계 모델 구축을 통한 고등교유 기관의 질제고

배

경

∙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 및 특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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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한국 사립대학의 우수한 산학연 연계 모델 발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에티오피아 사립
대학 컨설팅 지원
∙ 지역 경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립적 연계 협력 모델 구축 지원

기대효과

∙ 고등교육 졸업자들의 우수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및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 사립 고등교육 기관의 질 보장 및 특성화 방안 마련

내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600

600

600

-

한국 정부

600

600

6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③ 기술･직업교육 : 농촌개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기술･직업교육 분야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은 농촌개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스
템 구축이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산업구조에 50%이상을 차지하여 농촌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매스컴
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것과 같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고, 에티
오피아의 오로미아 주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린 농촌개
발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기술･직업교육기관이 농촌과 교원양
성의 비중을 큰 것을 감안할 때, 농촌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기술･직업교육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한 <표 Ⅲ-23>와 같이 농촌개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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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6
사엄명(분야)

농촌개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사업 (기술･직업교육)

해당지역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오로미아 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300만 달러

목

표

농촌개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및 지
역 기술･직업교육기관의 질 제고

배

경

∙ 농업은 에티오피아의 제1의 산업으로서 그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한국 정부 지원으로 추진 중인 농촌 개발 프로그램이 다수 있음
∙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서 농업 관련 기술･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요소로 볼 수 있음

용

∙ 농촌 개발 프로그램이 추진 중인 지역 경제에 필요한 기술과 직업에 대한 요구 분석 연구
수행
∙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교육 내용 선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범사업을 통한 교육과정 수정 및 타 지역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본 요소 파악
∙ 농촌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내

기대효과

∙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대
∙ 농촌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기술･직업 교육기관의 질 제고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1,000

1,000

1,000

-

한국 정부

1,000

1,000

1,0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④ 성인 및 비형식 교육 :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인 및 비형식 교육 분야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은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영어, 암하릭, 오로미아, 티그리아와 같은 중심이 되는 언
어 외에도 에티오피아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영어와 암하
릭만이 공용 언어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갈 수로 그 지역 언어 사용과 공용 언어
와의 차이로 심해 이는 문해율 저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 <표 Ⅲ-24>와 같은 사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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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7
사업명(분야)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성인 및 비형식 교육)

해당지역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오로미아 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150만 달러

목

표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효
과성 제고 및 지역 성인들의 문해율 제고

배

경

∙ 다양한 언어 사용으로 인해 문해율을 저해하는 요소가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함
∙ 농촌개발 촉진에 필수 요소인 기술 전수를 위한 성인들의 언어교육이 시급함

용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역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노하우 전수
∙ 지역 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한 주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보급

내

기대효과

∙ 성인들의 문해율 상승
∙ 농촌개발 사업의 기술 전수의 효과성 제고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500

500

500

-

한국 정부

500

500

5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⑤ 교육 행･재정
▣ EMIS 지표 개발 및 실천
에티오피아 정부는 EMIS 개발을 위해 정부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을 분권화하면서도
국가 수준에서 통제하고 일반 교육 질 향상 프로그램(GEQIP)을 통해 정부 및 공여기관
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특히 MDGs와 EFA 달성을 위해 교육 시스
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아래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EMIS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1993/94년부터 2004/05년 까지 사용된 Data Capturing System(EdDat Software)의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는 Statedue Software System을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여기관의 중점분야는 기초교육 정보 시스템
분야로 고등 교육과 기술 및 직업전문 교육(TVET) 정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이슈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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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있다. 현 EMIS 시스템은 일반 교육(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수준에서는 효과적
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고등교육 및 TVET 수준에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모든
교육 수준에서 EMIS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연방체제로 이루어진
에티오피아에서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다음 <표 Ⅲ-25>와 같은 사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 Ⅲ-25>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8
사업명(분야)

EMIS 지표 개발 및 운영 사업(교육 행･재정)

해당지역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교육 관련 정부 기관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90만 달러

목

표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EMIS 지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경

∙ 대부분의 공여기관이 기초교육을 강조하여 기초교육 레벨에서의 EMIS만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음
∙ 지방연방체제로 이루어진 에티오피아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EMIS 지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용

∙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EMIS 기본 지표 개발 연구
∙ 국가 수준과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차별성 있는 지표 개발과 연계 방안 마련
∙ 인프라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아닌 지표 개발 및 실천의 방안에 대한 컨설
팅 지원

기대효과

∙ EMIS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 국가 정부와 연방 정부 간, 연방 정부와 개별 학교 간과 같은 서로 다른 레벨의 기관
간 협력 강화

배

내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300

300

300

-

한국 정부

300

300

3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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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 직원들의 리더십 및 책임감 고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에티오피아 교육 관련 기관과 학교 운영에 다양한 장애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교원, 그리고 학교 운영 스텝들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 에티오피아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출근도
장을 찍어야 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 마저도 출근 도장을 찍게 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
들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 가지 않는 상황이 매우 많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
이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미시적이지만 교육관련 직원들의 근본적
인 역량 개발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리더십 및 책임감 고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표 Ⅲ-26>과 같이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 Ⅲ-26> 에티오피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9
사업명(분야)

교육분야 직원 리더십 및 책임감 고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교육 행･재정)

해당지역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인 오로미아 주 정부 지원 및 학교 교원/스텝을
대상으로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총 90만 달러

목

표

교육 분야 직원들의 리더십 및 책임감 고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교육 행･재
정에서의 인적 역량 개발

배

경

∙ 교육 분야 직원들의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교육 행･재정 능력 저하
∙ 교육 분야 직원들의 개별적 역량 강화 필요

내

용

∙ 영어 사용이 가능한 직원 중 각 지역에 영향력이 큰 직원을 선발하여 한국에서의 리더
십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킴
∙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및 학교 운영 방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대효과

∙ 교육 분야 직원들의 리더십 및 책임감 고취로 인한 인적 역량 개발
∙ 연수 프로그램 대상자를 바탕으로 하는 파급효과
연도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

300

300

300

-

한국 정부

300

300

3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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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1) 추진체계
에티오피아는 국가개발전략과 함께 교육개혁정책 그리고 수원정책까지 연동하여 모든
정책을 조화롭게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체제국가로서 다양한 지방의
언어와 종교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수
립하기에 어려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수원국 중에서 원조조화
를 고려한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로서 2009년 고위급포럼에서 합의
된 OECD DAC의 원조조화를 위한 시범국가(pilot country)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UNDP 사무소를 중심으로 에티오피아의 보다 효과적인 MDGs 달성 및 빈곤감소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개발원조그룹(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원조관련 기관 참여하여 수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초기 DAG는 원조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의 형태였으나, 점
차 에티오피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원조기관 커뮤니티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내 공여국･기관 간 원조조화의 핵심 주체이다. DAG는 2001년
UNDP의 지휘 하에 공동출자기금(Pooled Fund)을 마련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의 빈곤감
소전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1) 일반 기금, 2) 모니터링 및
평가 기금, 3) 교육 기금, 그리고 4) 젠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지원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재부 산하의 대
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유상 지원과 외통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무상지원이
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에서도 관련하여 CPS 작성
등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에티오피아 협력지원에서 아
직까지 유상 지원은 한 건도 없었으며, 모든 지원이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무상지원이
었다. 다른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협력 규모를 가지고 있고
OECD DAC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는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은 매
우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오로미아주의 선택
과 농촌개발과 연계된 교육 협력 프로그램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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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하여 한국 내의 정부부처 및 협력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비롯한 협력이 반드
시 필요하다. 또한 담론으로만 진행되는 PPP가 아닌 실체와 실천이 있는 PPP의 개발과
추진이 간절한 상황이다.

2) 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는 OECD DAC에서 제
시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 다
섯 개의 기본 지표에 최근 OECD DAC에서 추진한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통
해 강조된 조화, 일치, 상호책임감, 파트너십 들이 모니터링과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은 공여국과 함께 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국제
개발협력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세부 지표들의 부재로 인
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와 국가발
전의 가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기존의 지표들로 인하여 교육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의
저평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
운 교육 분야의 특징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개발이 절
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세부 지표 개발과 함께, 교육 분야의 효과를 보
일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협력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시각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의 질적인 자료를 양적 자료로의 변환 또는 양적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협력 프로그램의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세부
실천사항과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협력학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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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콩고민주공화국
가. 교육협력의 비전
1) 교육협력의 목적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은 교육협력의 목적, 목표와 협력과제 등
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
은 원칙에 근거한다.
첫째,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우수
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
는 수원국 정부로서 콩고민주공화국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개혁 수요에 대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무상 협력 및 개발경험 및 기술협력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매개체로서 작용함으로 의미한다.
둘째, 2005년 파리 선언과 이후 아크라 실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수원
국의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참여의식(Partnership)을 강조할 수 있는 지
원 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고등
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이 중점 협력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초점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협력 분야 중에서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교육통계, 직업기술훈련, 교
원양성체제 정비 등의 분야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연수 및
초등무상교육, 고등교육분야 학술교류 및 유학생 유치수용 정책 등을 국가적 수준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국의 전후 재건교육 및 민주화 과정 등에서 추진한 교육개혁 전략이 양국 사
이의 긴밀한 교육협력방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 복
구기간 동안에 의무교육 완성 5개년계획을 국가적 수준에서 적극 추진하여 성공리에 초
등의무교육을 실천･달성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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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쟁 지역(동부 지역)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을 통해 교육실험의 벤치마킹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협력의 목표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교육협력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기본 틀 속에서 교
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개혁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표 Ⅲ-27>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개발협력의 청사진
교육협력의 비전
교육협력의 목표

주요 프로그램

주요 추진 전략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고 교육개혁 역량을 강화함
장기 목표

교육개혁을 주체적 역량으로 실현하도록 함

중기 목표

교육기회의 확대, 분쟁 이후의 교육재건을 통한 안정화

P1

분쟁이후의 교육재건 지원 사업

P2

국제기구 등의 다자간협력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

P3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고등교육 육성 지원 프로그램

P4

직업기술훈련 및 ICT 지원사업

P5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사업

∙ 학교교육의 질관리, 교육기획, 예산, 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한 교육재건
∙ 정부의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관리의 부패방지
∙ 민주화 거버넌스가 완전하지 못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내부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의 인프라측면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월드뱅크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
∙ 교육개발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사업(KSP) 등은 양자 협력방식으로 운영
∙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은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교육 지원 및 교
육예산 활용 컨설팅, 수학･과학교육 지원정책,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개혁 및 교
육법제 지원 사업
∙ 고등교육 육성 지원정책은 정부초청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유치사업, 대학교원 지원정
책, 이공계 대학원 육성 지원정책, 대학 교육환경 지원 컨설팅 사업 등을 중점 실현
∙ 직업기술훈련 및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이러닝 연수사업 등 교육전문가 및 교원역
량 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 사업은 현지 교원에 대한 교원양성체제 개선 컨설팅 지원 사
업, 수학 및 과학교과 지도지원 사업 등을 중심

이를 위한 교육협력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교육 분야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하며, 특히 분쟁으로 불안정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초교육 역량과 성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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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분쟁 이후 각종 사회 안정 대책이 부진하면서
취학전 교육과 학교 밖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정착시킬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콩고민주공화국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시스템의 효율
성을 높이고 교육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중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과 관
련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중등기술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다섯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정부 초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사업, 대학교원의 자질관리 및 강화대책,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집중 육성정책, 대
학교육환경 지원 컨설팅 사업,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교류협
력을 활성화한다.

3) 교육협력의 기본방향
우리나라가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교육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녀야 할 기
본적인 교육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장기적 교육협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지원사업을 전환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거점국가이면서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
하여 우리 정부가 선정한 중점 지원대상국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중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봉사단 혹은 전문가 파
견과 소규모 인프라와 물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원 및
인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교육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콩고민주공화국의 기초교육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사업
을 추진한다. 특히 동부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 이후 교육재건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콩고민주
공화국은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서 초등무상의무교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기구 등과 연대하여 콩고민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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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의 기초교육 질 향상, 특히 농촌과 도시 간의 교육격차, 동부 분쟁지역에 대한 교육
황폐화 현상을 극복할 복구지원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서 및 교육과정 지
원, 교수학습자료의 지원과 활용, 방과후학교 컨설팅, 기초교육을 통한 과학･수학 및 교
육정보화 능력 향상대책 등의 인재역량을 강화시킬 전략이 요청된다.
셋째,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교육협력은 특히 장기적인 인재개발계획 차원에서 교육훈
련, 고등교육 지원대책, 교육행정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교육협력전략은 빈곤감축문서전략과 국가발전계획과 연계된 교육개
혁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06년 현 조세프 카빌라 정
부가 출발하면서 국가재건을 위한 5대 과제 등을 통해 교육개혁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현대적인 교육인프라, 시스템과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구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지원, 직업기술훈련 시스템의
정비, 교육행･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교원육성, 교육행정가의 역량 강화를 중심
으로 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 교육협력에 대한 진단
이미 콩고민주공화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전 세계 공여국 및 국제기구를 향해 공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이끄는 민선 정부는 개발을 위한 중점 5대 분야로서 사회 인프라, 고용, 교육,
식수･전기, 보건을 제시하고 국가 재건 및 부흥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는 현재까
지도 동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 확립 문제, 치안 부문 개혁(SSR: Security Sector
Reform),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통합, 사회 및 경제인프라의 정비, 세계 최하위권에 있는
투자 정비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22) 그 외에도 교육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문제, 광물자
원에 대한 적정관리 및 활용 대책 등도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2010년 빈곤감축전략문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22) 2009년에 실시한 세계은행 등의 ‘Doing Business 조사’에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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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회서비스로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
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 촉진, 빈곤과의 싸움, 그리
고 평화 증진 및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표 Ⅲ-28> DR콩고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현황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퇴치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1

1990-2015년간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 비
율 반감

’95(80%)→ ’10(68%)

달성
불확실

세부목표 2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95(24%) →’10(24%)

달성
불확실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3

2015년까지 남/여아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과정 이수

남아47.3% / 여아40.7%

달성
불확실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진행상황

상태

초등:0.93, 중등:0.81
(여자/남자 비율)

달성
가능

세부목표 4
목표 4
세부목표 5
목표 5
세부목표 6
목표 6

2015년까지 초중등교육 남녀 격차 없앰
아동 사망률 감소
1990-2015년간 아동 사망률 2/3 감소

진행상황

상태

’95(220%) → ’10(158%)

달성
가능

진행상황

상태

’98년 10만명당 1837명,
’07년 549명으로 70% 감소

달성
불확실

모성 보건 증진
1990-2015년간 산모 사망률 3/4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진행상황

상태

’90(5%) → ’08(4.3%)
(임산부 발병률)

달성
불확실

세부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저지 및 반전

세부목표 8

2015년까지 말라리아(기타 주요질병) 발생 저
지/반전

’90(0.7%) → ’07(3.4%)
(치료혜택 받은 유아)

달성
불확실

목표 7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진행상황

상태

’90(54.6%)→’07(62%)
(삼림지역 증가)

달성
불확실

세부목표 9

지속가능성 수용, 환경자원 손실을 반전

세부목표 10

2015년까지 식수/위생시설 접근성이 없는 인
구비율 반감

식수공급은 비약적 발전
위생시설은 매우 미흡

달성
불가능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진행상황

상태

N/A

N/A

N/A

출처: DRC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2010), UND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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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은 국가 발전계획 수준의 PRSP 실천강령에 따라 본격적인 교육개혁
및 개발협력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기초교육 분야 개혁은 2005년 콩고민주공화국
이 제안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초하여 2015년까
지 초등 및 일반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국민이 이러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 불명확하고 한정적 지표들로 인해, 개선의 정
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드나, 전반적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목표2)의 MDGs 목표는 여전히 어려
운 상황으로서 향후 교육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인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2010년 현재 초등교육 등록률은 70% 수준이며, 초등교육을 완전하게 이
수하는 비율은 5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별 MDGs 목표 2 달
성 정도를 측정한 초등교육 등록률 및 이수율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사하라이남아
프리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콩고민주공화국은 인간개발지수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표를 보유하
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현재 상황에서 HDI지수 0.286으로, 전 세계 187개국 조사 중
세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9> 중부 아프리카 권역 인간개발지수
기대 수명 평균 학업
(연수)
연수

기대
학업
연수

1인당
GNI(PPP USD)
HDI 순위

소득
불포함
HDI

관련 지표
국가 명

HDI
순위

HDI

카메룬

150

0.482

51.6

5.9

10.3

2,031

-4

0.509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79

0.343

48.4

3.5

6.6

707

2

0.379

차드

183

0.328

49.6

1.5

7.2

1,105

-12

0.320

콩고민주
공화국
(구 자이르)

187

0.286

48.4

3.5

8.2

280

-1

0.399

콩고 공화국

137

0.533

57.4

5.9

10.5

3,066

-6

0.555

적도 기니

136

0.537

51.1

5.4

7.7

17,608

-91

0.458

가봉

106

0.674

62.7

7.5

13.1

12,249

-40

0.667

출처: UNDP(2011). HDI and its components 2011년 11월 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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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의 인간개발지수 특징을 보면, 기대수명은 48.4세, 평균 학업연수는
3.5년, 기대학업연수는 8.2년으로서 특히 1인당 GNI지수를 제외한 인간개발지수는 다
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여건은 열악하지만 국민들이 교육에 대
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인구가 약 40배 이상 증가하여 7천만 명 정
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N은 지금의 추세로는 2025년 콩고는 약 9,610만 명의 인
구로 아프리카 전체 3위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가 인프라 발전 및 경제성장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통치 거버넌스
를 안정시키며 인재개발 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은 국민
들의 교육과 보건, 영양 대책 등과 관련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협력 목적은 국민들의 보건과 영양
등의 복지정책, 교육과 직업기술훈련 등을 통한 인재개발 정책, 국가 거버넌스의 안정화
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등의 통치 정책을 결합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지
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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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
<표 Ⅲ-30> 한 ․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2012-2021)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원
- 고등･평생교육 수준의 인재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전략
- 분쟁 지역에 대한 교육재건사업과 인간의 안전･평화 보장
- 안정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교육법제･행재정적 기반 구축

분야

기초
교육

고등
교육

기술 및
직업
교육
성인
문해
평생
교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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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장기 협력과제
(2021년 까지)

중기 협력사업
(2016년 까지)
중점추진사업

재원
배분

취학전
모성 보호･육성을 위한 보육･유아교육 진
-보편적
의무교육체제의
정착과
안
교육
흥 및 초등교육과 연계 전략 추진
정화
초등
초등교육 이수율 신장을 통한 보편적 의무
교육 -학교교육 접근성의 증대와 교육의 교육의 달성
질 향상
35%
-교육행재정 기반 정비 및 법제 정비 초･중등교원 육성을 통한 기초교육의 역량
구축
중등 -교원역량의 개발
교육 -분쟁 지역에 대한 교육복구사업 완성 동부 분쟁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재건사업
을 통한 국가교육 역량 구축
대학
교육
연구
개발
직업
교육
성인
문해
평생
교육
교육
행정
재정

-아프리카 선도국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 달성
-글로벌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고등
교육 여건 개선

고등교육 육성･진흥정책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경제성장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발
전전략 실천
-빈곤퇴치 및 사회재건을 위한 직업
기술교육제도 정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등･고등교육 수준
의 직업기술교육 육성정책 추진

-제대군인, 학교밖 아동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추진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민자치교육
및 평생교육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
과 직업기술교육 연계 전략 실천

글로벌 수준의 대학 및 대학원 개혁을 통
한 교육연구환경 개선

빈곤퇴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제고 및 최
신 직업기술훈련 역량 구축

학교와 연계한 지역자치 교육실현 및 향토
중심 평생교육 추진

30%

15%

10%

국제교육지원역량과 결합한 초･중등 및 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 등교육 재정지원체제 개선 추진
신체제 정비
10%
-교육행정체제 정비와 관련 법제 정비 교육법제 및 행정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교
육경영정보체제 발전 지원

Ⅲ.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교육협력방안

1) 중기 중점추진 사업내용
가) 기초교육
(1) 초등교육 이수율 신장을 통한 보편적 의무교육의 달성
콩고민주공화국의 초등교육은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기독교 및 가톨릭교 등 교회 조직이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 이상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내전이 계속된 불안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
고, 초등교육 중심의 교육체제는 강한 조직적인 결집력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그런 반면
에 불충분한 초등교육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건물과 시설, 기자재 등이 열악한 상황이고,
학교에 대한 안전 조치와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못하는 등 학교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은 초등학교 이수율이
50~70% 수준으로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주로 초등학교 교육비를 가계에 부담시키며, 학생에 대한 중도탈락 및 유급제
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기초교육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초등교육을 모든 학생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 즉
보편적 무상의무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학교교육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Ⅲ-31>).
<표 Ⅲ-31>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콩고민주공화국 초등교육 이수율 촉진을 통한 보편적 기초교육 역량 제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권 및 바콩고 지역, 동부 루붐바시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교육 추진(매년 15개 초등학교, 1개교당 1만 달러 지원)
2012-2014(3년)
45만 달러

사업목표

콩고민주공화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무상의무교육 달성을 통한 기초교육 역
량 구축

사업추진배경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추진하고, 유네스코 및 세계은행 등이 공동 지원하고 있는
EFA-FTI(기초교육 속성지원전략) 사업에 관련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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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 단위학교 등의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시범 사업
으로 추진
∙ 한국 초등교육 전문가와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들이 공동 제휴하여
해당 시범학교와 유관 교육당국에 정책 컨설팅 제공
∙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 관계자 및 초등교육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 제공

기대효과

∙ 콩고민주공화국의 초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등교육 발전경험 및 축적된 선
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행･재정적 Know-How를 제공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의 단위학교 중
심 초등교육 역량 구축 및 초등의무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150

150

150

-

한국 정부

150

150

15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2) 초･중등학교 교원 육성을 통한 기초교육의 역량 구축
콩고민주공화국의 초등 및 중등교육은 열악한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적극
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민간 및 종교단체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기초교육 중심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교사는 교과 자료 및 교
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교
사의 연령이 평균 45세 이상의 초고령화 집단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교사에 대한 자질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인식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양성
체제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콩고민주공화국 교원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신진 교사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교원 역량을 제
고하여 기초교육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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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2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사업목표
사업추진배경

콩고민주공화국 초･중등교원의 교육역량 제고 지원
콩고민주공화국 초등학교 교원 중 대상 선정(매년 20명, 1인당 2천 달러), 중등학교 교원
중 대상 선정(매년 10명, 1인당 2천 달러)
2012-2014(3년)
18만 달러
콩고민주공화국 초･중등학교 교원의 역량 제고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원 역량 제고사업을 지원

추진방법

∙ 콩고민주공화국 수도권 및 바콩고 지역 등 서부 콩고 지역의 현지 교육전문가 등 개발
파트너 그룹(DPG)과 협의하여 추진
∙ 한국 초등교원 및 중등교원 양성 전문가들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정책 컨설팅 제공
∙ 콩고민주공화국 초･중등교원 양성 관계자 및 교원대학･사범대학 교수를 한국에 초청하
여 연수 제공

기대효과

콩고민주공화국의 초･중등교원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의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과정 등
이 포함된 교육발전경험 사업을 전수하고, 한국의 교원육성 및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Know-How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원협력을 시행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계

600

600

600

-

한국 정부

600

600

600

-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3) 동부 분쟁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재건사업을 통한 국가 발전역량 지원
콩고민주공화국은 여러 민족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현재도 동부 4개 주를 중심으로
불안한 치안상황을 맞고 있다. 이 지역의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
황으로서 교육 요구가 다른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긴급 지원 및 교육재건 대책이 부족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유엔기구 및 PKO 등의 안전망 속에서 인도적인 교육협력을 구상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장기 교육실천계획을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복합섹터 협력방식
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교육 복구조치와 관련하여 통신교육 및 원격교육 등을
통한 교육보급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절차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표 Ⅲ-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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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3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사업목표

동부 분쟁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재건사업 지원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4개 주의 초등학교 대상(매년 4개교, 학교당 연 10만 달러 지원)
2012-2016(5년)
200만 달러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분쟁지역의 평화 정착 및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추진배경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제안하는 평화적 인재개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선단식 지원전
략’(Flagship Aid)에 기초한 교육협력을 추진

추진방법

∙ 한국의 초등교육 전문가와 유관부처, 기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연계 제휴하여 콩고민
주공화국 현지 정세 및 분쟁 지역에 대한 사전 답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콩고민주공화국 현지 국제NGO와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사업추진
계획을 구상･추진
∙ 현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등을 활용하여 예산 보
조 및 지원 사업을 대행 실시
∙ 매년 한국 관계자 중심으로 현지 학교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모색

기대효과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시범사업을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으로써 향후 국제기구를 통한 SWAPs 혹은 Flagship Aids 등의 프로그램 중심 지원협력
방안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00

400

400

400

400

한국 정부

400

400

400

400

400

국제 기구

현지사업 실시

현지사업 실시

현지사업 실시

현지사업 실시

현지사업 실시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나) 고등교육
(1) 고등교육 진흥정책을 통한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콩고민주공화국은 광물자원과 임산자원 등 천연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원대국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 분야는 이와 같은 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의 연구자 및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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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관련 연구 분야 및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공계 및 광물학계 중심의 교육연구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글
로벌 고등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을 지원하므로써 해당 국가의
대학이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조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34>).
<표 Ⅲ-34>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4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콩고민주공화국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진흥사업 지원
콩고민주공화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 개발 기관(고등교육기관 2개소, 연구개발기관 1
개소 등 매년 각 10만 달러 지원)
2012-2016(5년)
150만 달러

사업목표

콩고민주공화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체제 구축 및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
양한 지원

사업추진배경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및 국립킨샤사대학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과학기술 및 대학교육
역량 지원방안 수요 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지원 조치

추진방법

∙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육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한 콩고민주공화국 과학
기술연구 시스템 및 노하우, 대학교육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축 원조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개발 경험을 정리하여 고등교육 개선계획 등의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제공
∙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 관계자 및 과학기술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국내 유관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에서 연수 실시

기대효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과학기술교육 발전을 위한 노하우 및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대학교육
역량 개선 및 신진 연구자의 육성 체제 구축에 기여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00

300

300

300

300

한국 정부

300

300

300

300

3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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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수준의 대학 및 대학원 개혁 지원 사업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학 진학률은 5%도 안 되는 상황이며, 특히 학부과정 자체가 3~5년
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교육평가 제도를 갖추지도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학술 연
구 관계 종사자들의 해외 이탈에 따른 두뇌유출 현상으로 인해 국가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
재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업은 이와 같이 열악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학 교
육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원 체제를 정비하는 개혁을 지
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표 Ⅲ-35>).
<표 Ⅲ-35>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5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콩고민주공화국의 고등교육 개혁 지원방안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 중 3개 대학 선정(각
대학당 매년 30만 달러씩 개별 지원)
2012-2016(5년)
450만 달러

사업목표

콩고민주공화국 대학 및 대학원 교육연구개발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추진배경

∙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체제의 글로벌 수준으로 요구하는 연구시스템 및 교육역량이
낙후한 상태에서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처함

추진방법

∙ 한국의 고등교육 연구개발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콩고민주공화국 교육정책연구개발시
스템의 구축 및 원조 지원
∙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 개혁 사례(KSP)를 정리하여 정책 컨설팅 운영 방식으로 콩고민
주공화국 정부 및 교육당국에 제공
∙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 정책입안자 및 대학교원 등을 선정하여 한국 내 교육연구개
발기관 혹은 유관 대학에서 연수를 진행

기대효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고등교육 체제를 개선하여 대학원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글
로벌 수준의 분야별 고급 전문 인재를 육성･보급하는데 기여
연도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00

900

900

900

900

한국 정부

900

900

900

900

9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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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기술교육
(1) 직업기술훈련 역량 육성을 통한 빈곤퇴치 전략과 연계 지원
콩고민주공화국의 산업구조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직업기술교육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국내에서 쉽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직업기술교육을 육성
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수준에서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BEAR 프로젝트’ 사업과 결합하여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실제 직업기술교육 지
원 컨설팅과 자문을 추진하고자 한다(<표 Ⅲ-36>).
<표 Ⅲ-36>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6
사업명

콩고민주공화국의 빈곤퇴치 전략과 연계하여 직업기술교육을 집중 육성하는 지원 사업

사업예정지

콩고민주공화국 수도권 및 바콩고주 등 서부 콩고지역의 직업기술교육 기관 중에서 선정
(4개 기관, 1개 기관 당 연간 10만 달러 지원)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2012-2016(5년)
200만 달러

사업목표

콩고민주공화국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추진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국
가 전략과 부합

사업추진배경

∙ 콩고민주공화국의 직업기술교육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성인 및 청소년
을 대상으로 생활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추진방법

∙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장비 및 설비 전문가들을 직접 파견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산업 현
장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원
∙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기자재 및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BEAR 프로젝트’ 사
업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현재 아프리카 남부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유네스코의 ‘BEAR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의 빈곤퇴치 전략을 통한 실천 효과 제고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00

400

400

400

400

한국 정부

400

400

400

400

4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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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인 문해 및 평생교육
(1) 분쟁 이후 청장년층의 사회 복귀를 위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전략
콩고민주공화국 성인 문해 교육의 문제점은 내전 이후 제대 혹은 무장해제를 통해 사
회에 복귀하는 성인, 청장년층, 소년병사 등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성인 문해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국
민들의 빈곤퇴치 요구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콩고민주공
화국은 성인 문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며, 분쟁 이후 사회
통합과 관련된 문해 역량 개발 사업 등의 중장기 로드맵도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성인 문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성인 및 청장년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빈곤퇴치 전략과 연계되는 교육
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표 Ⅲ-37>).
<표 Ⅲ-37>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7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내전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성인계층의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콩고민주공화국의 성인 문해 교육 기관 중에서 선정 기관(4개소, 1개소 당 연간 10만 달러 지원)
2012-2016(5년)

예상소요비용 200만 달러
사업목표

콩고민주공화국 성인 문해 교육을 통해 청장년층 및 소년병 출신 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하
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

사업추진배경

∙ 현재도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는 동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전체적
으로 성인 문해 교육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제대 군인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추진방법

∙ 한국의 성인 문해 교육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국가 수준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 시스템 및 교육 관련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여건을 강조
∙ 콩고민주공화국의 성인 문해 교육 관계자 및 국제NGO, 콩고 자국 내 종교관계자 등을 한
국 내 유관기관에 수용하여 성인문해 교육에 대한 연수를 지원

기대효과

∙ 분쟁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 거버넌스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문해성인교육의 효과 제고
연도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00

400

400

400

400

한국 정부

400

400

400

400

4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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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행정 및 재정, 기타
(1)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육재정 및 예산지원체제 개선
콩고민주공화국은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추진 과정과 성과, 스태프 운영 방식 등이 불투
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교육재정을 비롯한 교육운영 시스템을 합
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교육예산을 투입･배분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재정 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콩고민주공화국 교육재정 운영 과정
에서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는 재정 투입과 산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교육행･재정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38>).
<표 Ⅲ-38> 콩고민주공화국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8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콩고민주공화국 교육재정의 개선을 통한 교육 활동 지원체제 개선 지원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중 선정 기관(교육부와 지방교육청 매년 1개소 지
정, 연간 10만 달러씩 지원)
2012-2016(5년)
200만 달러

사업목표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기초교육 및 중등･고등교육을 직접적
으로 발전･육성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지원함

사업추진배경

∙ 콩고민주공화국 교육재정 운영방식 및 관리 조직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입･배분과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개혁 노하우를 실제 교육현장에 충분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한국의 교육재정 개혁 사례를 활용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중앙 및 지방교육재정 운
영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추진방법

∙ 한국의 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콩고민주공화국 교육 행･재
정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과 자문활동을 제공
∙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행정 리더 등을 국내 유관기관에 수용･유치하여
장･단기 연수를 지원･추진함

기대효과

∙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재정 운영절차 및 성과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제기구 등과
한국정부 등이 연계하는 ‘교육예산지원 중심의 ODA 사업’ 등의 대폭 확충을 통한 기초
교육 발전에 기여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00

200

200

200

200

한국 정부

200

200

200

200

2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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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협력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1) 교육협력 추진체계
콩고민주공화국의 수원정책은 외국의 지원물량을 국가 개발정책과 철저하게 연계시키
고 있다. 이 나라는 특히 일부 정부부처나 교육기관의 의견과 결정보다는 중앙부처의 정
책결정자 혹은 내각 관련 담당자의 동의와 승인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국 간 정책대화
를 발전시키고 이를 정례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혹은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이 지원규모가 큰 국가와는 정기적인 정책협의회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참조･준용할 필요가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적 수원체제를 고려할 때, 모든 사업안의 결
정부터 시행절차, 평가에 이르기까지 해당 수원국 정부의 직접이거나 간접적인 승인과
감독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현지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
중심의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원-공급 창
구의 일원화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국내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사이에서 사전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분야 지원사업의 발굴 및 수요조사, 수원국의 공식 요청사업에 대한 타당
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교육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
고, 사업 집행 과정 및 사업평가에 있어서 유관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과 EDCF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
육청 등의 소규모 지원 사업이 산발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
화국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지원 창구는 가능하면 정
부 부처로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하여 현
지 대사관과 외교통상부를 주요 창구로 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련 정부부처가 사
안에 따라 참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진시스템은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NGO 등 민간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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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의 장점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제(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발굴,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 종합개발계획, 기본설계 등을 포함하는 개발조사사업,
사업평가 등에 있어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콩고민주공화국의 통치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가 특성상 국제기구와 유기적으
로 연계된 기업체 혹은 대학, 국책연구소 등의 교육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협력사업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한 실적을 갖춘 국책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원협력 및 인적 교류협력 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네트워크 경험이 콩고민주공화국의 불안한 거버넌스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 특성과 관련하
여 개발NGO를 통한 지원협력사업은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오랜 기간 내전을 겪어서 치안이 다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
에 긴급재난 복구사업 원칙에 따라 협력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협력 파트너십 차원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벌이
고 있는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선단식 지원방식’(Flagship Aids) 중심의 프로그램 협력
사업이 강조되어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지원협력사업 추진절차와 정책, 그리고 거
버넌스가 다른 국가에 비해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행정업무의 투명성도 양호한 편이 아
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네
스코 등의 국제기구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교육협력 분야
비교우위 부문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구와 교육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참여하는
방안, 예를 들면 ‘BEAR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 사회에서 성과 중시형 ODA 사업이 강조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지원협력 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고, 개별 사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체제에서 정책, 프로그램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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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Sector)별 평가체제를 적극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원협력 사업의 관리 시
스템과 관련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에서 모
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모니터링은 계획 대비 실
행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반면에, 평가는 이와 같은 점검과정과 변화 요인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국별 협력전략(CPS) 원
칙을 존중하면서도 지원협력사업의 ‘조화와 일치’, 그리고 ‘주체의식’과 ‘지원협력 거버
넌스의 투명성’을 검토한다. 이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 교육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정책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적절성, 효율
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원협력
의 ‘일치와 조화’ 원칙을 평가하고, 해당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체의식’을 객관적으로 검
증해야 한다. 즉, 한국의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원전략, 콩고민주공화국
의 교육개발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국별 협력전략에 따른 정책
평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자료 공개를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 운영시
스템도 우리와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수원국 정부와 협조 하에 현지 협력사업 환경을
고려한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시스템은 시행기관의 자
체 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 혹은 협력대상국이나 다른 공여기관 등과 함
께 하는 공동평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부터 전문
적이고 기술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개념을 도입･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 현장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체의식’과 함께 협력사업의 투명성, 상호 책무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관리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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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자니아
가. 교육협력의 비전 및 진단
1) 비전
가) 탄자니아 국가발전의 비전
1980년대 중반 탄자니아 정부는 사회 경제적 발전정책이 실패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
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
한 개혁안에는 1967년 탄자니아가 Arusha 선언에서 제시했던 사회주의와 자립
(Self-Reliance) 정책도 개혁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995년 탄자니아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정책 문서를 입안하도록 하였으며, 그
산물이 ‘탄자니아 발전 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이다. 이 비전
은 1986년 이래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을 추진한 탄자니아 정부가 과거 개발 계획의 단
점을 보완하여 제시한 국가 중장기 개발 철학 및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09).
이 비전에 의하면 2025년의 탄자니아는 다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된다. 즉

‘질 높은 삶’, ‘평화 및 안정 그리고 국민통합’, ‘선정’(善政: Good Governance), ‘잘 교
육받고 학습하는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을 공유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
등이다.
탄자니아 발전을 위한 과제의 핵심은 빈곤 퇴치(Poverty Reduction)이다. 이에 관련
된 정책문서인 ‘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NSGRP)은 ‘국가발전비전 2025’ 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에 구
상되었으며, 2010년에는 다시 NSGRP II가 발표되었다.
그 이전에도 ‘빈곤퇴치전략(National Poverty Eradication Strategy)’(1997), ‘빈곤감
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PRSP)’(2000) 등이 있었으며, 2005년 6
월 탄자니아 의회에 의해 승인된 NSGRP는 기존 PRSP를 한 차원 높인 탄자니아 고유의
빈곤 감소 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경제 개발 및 빈곤 퇴치 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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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빈곤퇴치 전략 II｣는 전략의 틀 및 원칙을 제시하는 부분과 전략의 클러스터로 구
성되어 있다.
발전을 위하여 국가적 개입과 행위를 안내하는 발전 전략의 원칙들로는 지역과 중앙
의 참여가 촉진되는 국가 주도적 추진,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헌신, 거시
경제와 구조적 개혁, 섹터별 개혁, 지역의 파트너십, 형평성 등이 제시되었다.
NSGRP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포함하는 세 가지 클러스터의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즉,
빈곤퇴치를 위한 성장, 삶의 질과 사회적 웰빙(Well-Being)의 개선, 선정과 책무성이
그것이다.

나) 탄자니아 국민교육 발전방향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성장과 빈곤을 퇴치하는 데 교
육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990년 탄자니아 정부는 당시의 교육체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 태
스크 포스’(National Task Force on education)를 구성하였으며, 이 태스크 포스는 21
세기에 맞는 교육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태스크 포스의 활동 결과보고서인 ‘1992
년의 21세기를 위한 탄자니아 교육체제’(The Tanzania Education System for the
21th Century 1992)는 탄자니아의 종합 교육정책인 ‘1995 탄자니아 교육 및 훈련 정
책’(ETP: Tanzania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1995)의 기반이 되었다(UNESS
for Tanzania).
1996년 탄자니아 정부는 ‘교육 분야 발전 프로그램’(ESDP: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rogramme)을 작성하여 교육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
에 대응하였다. ‘교육 분야 발전 프로그램’은 ‘탄자니아 발전비전 2025’의 연장선상에 있
으며 경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인적 자본의 육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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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자니아 교육의 분야별 정책 목표(ESDP)23)

(1) 취학전교육
탄자니아는 2015년까지는 취원율을 50%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09년부터
교사양성 대학에서 유치원교원 양성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모든 초등학교에 취학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양성 대학을 선정하여 취학전 교육
교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취학전 교육에 대한 경영정보체제의 통합 을 구상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유자격 교사의 확보, 교수기법의 개선, 교수학습
자료의 생산과 배포의 개선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교원 양성대학들로 하여
금 취학전 교육을 위한 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취학전 교육의 교
육기법의 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에 더하여 교수학습 자
료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2) 초등교육
탄자니아 정부는 초등교원들이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전문적 능력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양성대학들로 하여금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략을 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학교 경영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개선을 도모하고
교사에 대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교과용 도서를 늘리고 참여적인 수업 분위기
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교장들의 학교경영 리더십의 개선
을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2008/2009년부터 시작되는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에 대
한 보수 개선과 부응하여 교원에 대한 보수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 학습 자
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 리
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중등교육
중등교육 개선의 목표로 교사 전문성 개발과 중등 학생의 성취도를 세계 수준으로 끌
23) 이 부분은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2008.8). Educational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ESDP) (2008-17)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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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리는 것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와 단과대학들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구상하고 시행토록 하고, 국가시험위원회(NECTA: National Examination Council of
Tanzania)와 장학관(School Inspectorate)들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
도와 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교수･학습 자료의 입수 가능성을 확대하고 교수학
습에 대한 적절한 교수의 채택, 교사들로 하여금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교수 기법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서관과 실험실 시설의 확충, 학습자 친화적인 교수 기법과
환경의 조성이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교수･학습 자료의 생산 증대, 교
수 학습을 위한 적절한 언어에 대한 적응 실시 전략, 교사들로 하여금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교수 기법에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전략 등이 과제로 설정되었다.

(4) 고등교육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정책연구 기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 석･박사과정의 등록률
제고, 학술 분야 직원들의 감소 추세의 억제 등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제로, 대학 등으로 하여금 정책연구 기술과 전문성을 설계할 수 있게 하고, 석･박사
등록률을 높이는 것 들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학술분야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직원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설정되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교수 공간의 개선,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서
적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가능 범위를 넓히고, 상호작용적 풍토의 조성과 학생들에
대한 학비 융자 및 보조의 강화 등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제로서는
교수 공간의 확대를 위한 재원의 마련, 교원에 대한 보수와 인센티브의 개선, 서적과 교
수 학습 자료의 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언어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시행, 교수
학습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비융자를 강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의 운영 등이 과제로 설정되었다.

(5) 성인 및 비형식 교육
성인 및 비형식 교육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개혁하여 빈곤퇴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제
고하고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교사들을 훈련하고 채용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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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공동체 교육, 기술 및 직업교육
지역공동체교육, 기술 및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교원들의 기능과 지식의 향상,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특히 시골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과제로는 고도 기술 교육과 훈련의 설계, 교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
한 전략 설계 및 시행, 그리고 기술 및 직업교육의 내용을 빈곤 퇴치에 연계시키는 것들
이 제시되었다.
지역공동체 교육과 기술 및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교육 훈련을 위한 지속
적인 재원 마련 전략의 수립과 예산 마련을 통하여, 국가 스킬 개발을 위한 재원(levy)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설정되었다.

(7) 교육행･재정
교육행･재정에서는 수업 지도성의 개선, 통합 교육경영정보 체제 개발, 일반 분야의
관리 구조개선, 교원의 주택 공급 등의 확대 전략, 도서관과 실험실 등의 재정지원 및
설비 개선, 장애 인구를 위한 시설 제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노후한 재활 시설의 개선
과 필요한 재원 마련, 그리고 시설 설비를 위한 분야별 교육경영정보체제 발전 등이 목
표로 설정되었다.
라) 탄자니아 교육관련 지표
탄자니아의 인간개발지수는 152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며, 기대 수명은 58.2세에 불과
하고 평균 학업 연수는 5.1년, 1인당 GNI는 1,328 달러에 불과하다.
<표 Ⅲ-39> 탄자니아 인간개발지수
관련지표
국가 명

순위

HDI

기대
수명
(연수)

탄자니아

152

0.466

58.2

평균 학업 기대 학업 1인당 GNI
(PPP USD)
연수
연수
5.1

9.1

1,328

1인당
GNIHDI 순위

비소득
지수

10

0.523

출처: UNDP(2011). HDI trends and components 2011.

MDGs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교육과 성평등은 초등교육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성
평등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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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0> 탄자니아의 교육관련 MDGs 현황
목표 2: 초등교육 보편화

관련지표
국가 명

목표 3: 교육성평등

초등교육
취학률

초등교육
이수율

문해율
(15-24세)

초등교육
성비

종등교육
성비

고등교육
성비

99.6

82.6

77.5

0.99

0.82

0.48

탄자니아

출처: UN(2010). MDG Report 2010.

한편 EFA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의 총등록률은 35%, 청년 문해율은 78%, 성인
문해율은 72%에 머물고 있다.
<표 Ⅲ-41> 탄자니아 EFA 관련 현황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유아교육

초등교육의
보편화

청년과 성인의 학습기회 증진

성인
문해 수준 증진

유아교육
총 등록률

초등교육
순 등록률

청년 문해율 (15-24세)

성인 문해율
(15세 이상)

합계 (%)

합계
(%)

성비
(F/M)

합계 (%)

성비(F/M)

합계(%)

성비(F/M)

35

98

0.99

78

0.97

72

0.83

초등학교
1인당
교육투자액
(2006년
미국달러
기준)

목표 5
초등교육의
성비

총 등록률

중등교육의
성비

교육의 질 향상

총 등록률

GNP 대비
초등교육부
분 공공투자
(%)

2.1

합계
(%)

성비
(F/M)

합계
(%)

성비
(F/M)

112

1.00

-

-

출처:
* (z)
(y)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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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6

UNESCO(2010).
Data are for the
Data are for the
Data are for the
national estimate

초등교육의
학생 대
교사 비율

초등학교
여성교사
비율(%)

교원교육을
받은
교사 비율
(총 초등교사
대비, %)

53

49

99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0. 참고
school year ending in 2006
school year ending in 2005
school year ending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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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탄자니아의 교육발전 정책에 비추어 한･탄자니아 교육협력의 기본방향
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발전 계획과 그 속에서 제시된 목표 및 과제들
을 존중하면서 교육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교육발전 계획이 탄자니아에 필요
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하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탄자니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교육발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목표 그리고 세부 과제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탄자니아 교육의 상황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면서 교
육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의 교육발전계획 외에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탄자니아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교육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위에서 본 탄자니아 정부의 교육발전을 존중하면서 탄자니아에 대한 국제 협력
및 우리나라가 전개해온 협력 실태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탄자니아 정부의
자국 교육에 대한 진단결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협력 수요 진단
여기서 교육협력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여 한-탄자니아 교육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수요분석은 탄자니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정책 목표와 SWOT 분
석, 관계자 협의회 의견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다.
가) 탄자니아 정부의 정책목표와 협력 수요
취학전 교육에서 탄자니아 정부는 무엇보다도 취원율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제고할 것으로 목표로 설정), 이에 따라 필요한 유
아교육 교원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적절한 교수기법과 교수･학습자료의 확
보도 중요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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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에 있어서는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과 지식 기반의 취약이 가장 문제로 나타
나서 교원양성대학들로 하여금 초등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교원문제는 교수학습상의 리더십의 취약과 교원에 대한 보수의 취약이 관련
되어 있다. 그리하여 학교 경영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개선, 교사에 대한 보수와 인센티
브의 강화 등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지식 기반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를 높은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교수･학습자료의 적절성을 제고하
고,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수업의 운영, 도서관과 실험실의 시설, 설비 등의 개선,
학습자 친화적인 수업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목표가 되어 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정책연구(Policy Research)의 기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 학
술분야 종사자를 늘리는 것, 석박사 과정의 등록률을 제고하는 것 등이 목표로 되어 있다.
정책연구는 고등교육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 정책의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교육 및 비형식 교육, 직업교육 등에 있어서는 기술적 발달의 반영도를 제고하고,
교원 역량을 개발하며, 이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이 빈곤퇴치에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아울러 낡고 부적절한 훈련장비 등의 개선과 재원확보도 주요 목표
이다.
교육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분권화, 수업지도성의 확보, 교육경영정보체제의 활용
도 제고, 교육경영과 빈곤퇴치 국가전략의 연계성 제고, 재정적 투명성과 책무성 수준의
제고 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중등 및 고등교육의 등록률 제고, 고등교육에 있어서 성별 불
균형의 해소, 교원의 복지 증대, 도서관 및 실험실 등의 개선 등이 주요 목표이다.
탄자니아 교육정책의 주요 목표를 요약하면, 유아교육에 있어서 취원률의 제고, 초등
교육 교원의 역량 개발, 중등교육단계 학생들의 성취수준 제고,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책
개발에의 기여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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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자니아에 대한 국제지원과 수요 진단
유네스코 탄자니아 교육지원전략에 따르면 각국별로 탄자니아에 대한 교육부문 지원
을 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초등교육, 고등교육
▪ 핀란드: 특수교육
▪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교육부문 지원 없음
▪ 스웨덴: 비형식/성인/지역공동체교육, 고등교육, 교원교육, 기타
▪ 영국: 교육부문 지원 없음
▪ 유럽연합: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기술교육
▪ 캐나다: 초등교육, 교원교육, 기타
▪ 일본: 비형식/성인교육, 직업교육
▪ 노르웨이: 중등교육, 고등교육
▪ 유네스코: 취학전 교육, 비형식 및 성인교육, 교원교육, 기타
▪ 유니세프: 교육부문 지원 없음
▪ 월드뱅크: 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 아프리카개발은행: 직업기술교육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자니아 교육에 대한 각국 및 국제기구들의 지원은 여러 하
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각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역사적 배경이나
자국의 교육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와 같은 경우 취학전 교육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찾기 어렵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일본, 유럽연합, 월드뱅
크 등 비교적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특수교육에 대해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
한 영역의 교육을 지원하되,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적 성격을 가진 분야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은 대부분 비교우
위를 가진 것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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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대(對) 탄자니아 지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이 탄자니아에 대해 수행한 무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지원 총액은 약 63억 원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 형태가 17억 원으로 전체
의 45.4%였고, 연수생 초청이 9억 원이었으며, 해외봉사단 파견이 42억 원으로 교육 분
야 전체의 67%에 달했다. 이는 탄자니아에 대한 모든 분야의 전체 지원 중 해외봉사단
파견이 35%인 점을 보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은 전체
중 45%였다.
<표 Ⅲ-42> 탄자니아에 대한 무상지원(2008-2010)
(단위: 천원)

분야

교육

보건의료

총합계 6,322,591 8,143,634
프로
젝트

행정제도

농어촌
개발

2,455,434

10,131,016

10,131,016 1,287,243 1,328,654 27,464

0

7,896,645

7,896,648

0

0

0

1,739,702 4,533,297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긴급
구호

물자
지원

0

0

29,067

0

0

0

0

0

연수생
초청

96,964

403,256

1,799,740

687,433

687,433

429,793

660,119

27,464

전문가

0

0

80,260

80,260

91,396

0

0

0

의료단

0

111,617

0

0

0

0

0

0

546,366

546,366

1,025,467

857,450

668,535

0

0

0

430,074

0

0

0

해외
4,284,082 2,282,806
봉사단
NGO

201,841

812,656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1).

탄자니아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은 다르 에르살람 공과대학의 ICT 교육 강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약 17억 원에 이르는 지원을 통해서 정보
통신교육의 강화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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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3>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내역(2006-2010)
총지원액
원

달러

1,739,702,128

1,816,231.46

연도/지원규모

지원내역

∙사업기간: 2006.01.01~2008.12.31
탄자니아 다르 에르살람 공
∙R/D 체결일: 2006.10.27
과대학 ICT 교육강화사업
∙사업주관부처: 다레살람 CoET 단과대학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1).

이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탄자니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연수와
대학 지원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 탄자니아 교육개발협력사업은 좀 더
다양한 형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교육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탄자니아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탄자니아의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검토하였다. 먼저 탄자니아 정부의 정책 목표를 통해서 수요를 진
단하였고, 탄자니아에 대한 각국 및 국제기구들의 지원 상황을 검토했다. 이어서 탄자니
아 관계자 면담과 탄자니아 정부의 교육 섹터별 자체평가(SWOT)를 통해서 협력 수요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그 동안 탄자니아에 대하여 시행해 온 교육관련 협력 사
업을 검토하여 교육개발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검토 결과 말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는 탄자니아 교육 각 부문에 대하
여 그리고 범분야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 중장기 교육협력 프로그램
1)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
이제까지 분석한 탄자니아 교육실태 및 수요 진단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한-탄자니
아 교육협력의 목표, 장기교육협력전망, 중기 중점 추진사업 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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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4> 한 ․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2012-2021)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 교육접근성의 증대
- 교육의 질 향상
- 빈곤퇴치에 기여도 제고

분야

추진
목표
유치원
교육

기초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
교육
연구
개발
직업
교육

성인 및
비형식
교육

성인
비형식

교육
행정
시스템

교육
행정
재정

중기 협력사업
(2016년 까지)

장기 협력과제
(2021년 까지)

중점추진사업

재원
배분

유치원교육의 취원율 제고 지원★
-접근성의 증대
-교육의 질 향상
-교원역량의 개발

초등교육 교원의 교육역량 제고 지원★

40%

중등교육을 위한 ICT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등교육 여건 개선 지원

-고등교육 역량 개발
-고등교육 여건 개선

-빈곤퇴치 기여도 제고
-교육여건 개선
-빈곤퇴치 기여도 제고
-교육 관리의 혁신
-교육직원근무여건 개선
-교육시설 개선

정책연구 기법 및 전문성 개발 지원★
20%
대학원 과정의 활성화 지원
빈곤퇴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제고 지원★
훈련장비의 최신화 및 최신 기술 활용 지원
성인교육 및 비형식교육과 빈곤퇴치 사업의 연
계 지원★
교육 활동지원 체제 개선 지원
교육경영정보체제 발전 지원

20%

10%

10%

★은 각 분야별 핵심사업임.

2) 장기 교육협력 전망
가) 장기 교육협력의 목표(2021년까지 전망)
한-탄자니아의 장기적 교육협력의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접근성의 증대를 위한 협력이다. 특히 유치원교육, 중등이상의 교육에 있어
서 취학률의 제고는 탄자니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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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질 수준의 향상이다. 초등교육 분야와 같은 경우 취학률이 높아졌지만
내실화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교수･학습자료, 교수기법 등 전
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탄자니아 국민들의 빈곤을 퇴치하는데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성인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은 그것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
들이 생계를 영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장기 교육협력 방향

(1) 기초교육
탄자니아 기초교육에서 유치원교육의 접근성 증대가 중요한 방향이다. 아울러 유치원
교육과 중등교육모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한-탄자니아 교육협력의 중요
한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협력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등교육
탄자니아 고등교육에서는 정책 연구 능력 등 역량 개발이 한-탄자니아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여 석･박사 학위를 충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등록률을 높이고 학문 저변을 확대해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협력의 중
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 및 직업교육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교육과 탄자니아 국민
들의 생계유지 및 빈곤퇴치와의 연계도를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한-탄자니아 교육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과 아울러
훈련장비의 최신화 및 최신기술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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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 및 비형식 교육
탄자니아 성인 및 비형식교육도 기술 및 직업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교육과 탄
자니아 국민들의 빈곤 퇴치와의 연계도를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한-탄자니아 교육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 행･재정 측면
탄자니아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영혁신과 교육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에 대한 지원이 한-탄자니아 교육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중요하며, 교육경영정보체제
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한-탄자니아 교육협력의 중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중기 중점추진 교육협력방안(Action Plan)
가) 중기 교육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 계획은 교육의 각 분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한편 국제기구나 원조국들도 교육의 각 분야에 대한 지원에 광범
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정 분야에 국한됨이 없이 필요하다면 다양하
게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탄자니아 정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한편
으로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 유치원 교육이나 특수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의 지
원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원이 소홀한 분야부터 시작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한-탄자니아 교육협력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먼저,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취원율 제고 및 민간 참여 확대 지원, 초등
교육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 중등교육을 위한 언어적 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중등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연구의 기법 및 전문성 개발 등 고등교육 역량 제고 지원과 대학원 과정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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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술 및 직업교육에서는 빈곤퇴치에의 기여도 제고 지원 및 훈련장비의 최신화
지원이 우선 과제이다.
넷째, 성인 및 비형식 교육에서는 빈곤퇴치에의 기여도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행정 및 재정에서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체제 개선과 교육경영정보체
제의 발전 지원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기 중점추진 사업내용

(1) 기초교육
① 유치원 교육의 취원율 및 민간참여 제고 지원
탄자니아 정부는 1010년 현재 37.5%인 유치원 취원율을 2015년까지 50%까지 올리려
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사 양성대학에서 유치원 교원 양성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탄자니아 유치원
교육의 취원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45>).
<표 Ⅲ-45>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
사업명

탄자니아 유치원교육 취원율 제고 사업

해당지역

탄자니아 전국 유치원 중 대상 선정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6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유치원 취원율 제고에 기여

배

경

∙ 탄자니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유치원 취원율 제고사업을 지원함

용

∙ 탄자니아 개발파트너 그룹(DPG)과 협의하여 추진
∙ 한국 대학의 유치원 교육 전문가를 탄자니아에 교환교수 등으로 파견하여 정책 컨설팅
∙ 탄자니아 유아교육정책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 제공
∙ 유아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

기대효과

∙ 탄자니아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Know-how를 제공하여 원조의 탄자니아
정책과의 부합성과 다른 나라들과의 역할분담 효율화에 제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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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유치원 교육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탄자니아의 취학전 교육의 강점은 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와 함께 민간 참여
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민간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민간참여는 여러 형태로 활성
화되어 왔고 이를 통해서 유치원 단계의 교육이 발전되어 왔다. 이 사업은 탄자니아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 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활용 경험을 전수하여 탄자니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표 Ⅲ-46>).
<표 Ⅲ-46>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2
사업명

탄자니아 유치원교육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해당지역

탄자니아 민간 유치원 중 대상 선정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4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유치원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율 제고에 기여

배

경

∙ 탄자니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유치원 교육 민간참여율 제고 사업을 지원함

내

용

∙ 탄자니아 개발파트너 그룹(DPG)과 협의하여 추진
∙ 한국 사립유치원 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탄자니아에 정책 컨설팅 제공
∙ 탄자니아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 제공

기대효과

∙ 탄자니아의 사립 유치원 발전을 위한 한국의 Know-how를 제공하여 탄자니아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원조시행에 기여

② 초등교육 교원의 교육역량 제고 지원
탄자니아의 초등교육은 높은 등록률, 졸업시험 합격률의 상승, 공립과 사립학교의 네
트워크의 활용 등이 강점이지만, 아동 친화적 교수기법과 수업지도성의 미약 등 교원의
역량개발 필요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 사업은 탄자니아 교원의 교수활동에서의 역량
을 제고하여 높아진 등록률에 따라 필요한 교수학습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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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3
사업명

탄자니아 초등교원의 교육역량 제고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초등학교 교원 중 대상 선정

기

간

2012-2014(3년)

예

산

4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초등교육 교원의 역량 제고

배

경

∙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초등교원 역량 제고사업을 지원

내

용

∙ 탄자니아 개발파트너 그룹(DPG)과 협의하여 추진
∙ 한국 초등교원 양성 전문가들이 탄자니아에 정책 컨설팅 제공
∙ 탄자니아 초등교원 양성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 제공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초등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의 Know-how를 제공하여 탄자니아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원조시행에 기여

③ 중등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개발지원
탄자니아의 중등교육은 초등학교까지 스와힐리어로 실시되던 것이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교수 학습에 있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 등 교수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언어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탄자니아 중등교육에 있어서 언어
문제를 비롯한 교수방법에 관한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표 Ⅲ-48>).
<표 Ⅲ-48>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4
사업명

탄자니아 중등교육의 교수학습 개선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중등교육 전체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중등교육에 있어서 언어문제 등 수업효율성 제고 지원

배

경

∙ 중등교육에 있어서 공용어 문제 등의 개선

내

용

∙ 한국의 전문가들이 탄자니아에 정책 컨설팅 제공
∙ 탄자니아 중등교육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 제공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중등교육의 수업효율성을 대폭 제고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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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등교육 교육여건 개선 지원
탄자니아 중등교육은 교원의 전문성 미흡, 교수･학습 자료의 부적절성,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지향적인 수업의 미흡, 도서관과 실험실 설비의 취약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낙후가 문제로 되어 있다. 한편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탄자니아 고등교육기관의 네트
워크가 가능하고 공사립 교육기관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것이 탄자니아 중등교육의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탄자니아 중등교육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등교육 여
건의 전반적인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표 Ⅲ-49>).
<표 Ⅲ-49>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5
사업명

탄자니아 중등교육 교육여건 개선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중등교육 전체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중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중등교육의 교육여건 낙후로 질의 제고가 곤란

내

용

∙ 수학 및 자연과학계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제공
∙ 수업방법 전문가의 탄자니아 중등교육 방법에 관한 컨설팅
∙ 중등교육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참여율 제고방안에 관한 정책 컨설팅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중등교육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

(2) 고등교육
① 고등교육 및 R&D 체제의 국가정책연구 기법 및 전문성 개발 지원
탄자니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의 필
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해야 하는
데 현재의 탄자니아 고등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
은 탄자니아의 교육 분야 정책 연구의 기법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한국이 지원함으로
써 탄자니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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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0>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6
사업명

탄자니아 교육정책 연구기법 및 전문성 개발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 개발 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연구개발체제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고등교육체제의 정책연구 기법 및 전문성 낙후로 정책 개발 기여도 저조

용

∙ 한국의 교육정책연구개발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한 탄자니아 교육정책연구개발시스템 구
축 원조
∙ 우리나라의 정책 개발 경험을 정리하여 정책 개발 핸드북 등을 제작하여 탄자니아에 제공
∙ 탄자니아 교육정책개발자를 선정하여 국내 교육연구개발기관에 연수

내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고등교육체제의 국가교육정책개발에 대한 기여도 제고

② 대학원 과정의 활성화 지원
탄자니아의 경우 석박사 과정의 등록률이 저조하고 학술관계 종사자들의 해외 진출로
말미암아 국가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많은 국가
발전 과제를 수행해야 할 탄자니아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은 이와 같은
탄자니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원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도
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표 Ⅲ-51>).
<표 Ⅲ-51>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7
사업명

탄자니아 대학원 교육 활성화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대학원 중 선정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연구개발체제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고등교육체제의 정책연구 기법 및 전문성 낙후로 정책 개발 기여도 저조

용

∙ 한국의 교육정책연구개발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한 탄자니아 교육정책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원조
∙ 우리나라의 정책 개발 경험을 정리하여 정책 개발 핸드북 등을 제작하여 탄자니아에 제공
∙ 탄자니아 교육정책개발자를 선정하여 국내 교육연구개발기관에 연수

내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고등교육체제의 국가교육정책개발에 대한 기여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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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및 직업교육
① 기술 및 직업교육의 빈곤퇴치에 대한 기여도 제고 지원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의 문제점은 최신의 기술발달의 반영이 미흡하고 교원들의
부적절한 기술 및 지식수준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기술 및 직업교육이 빈곤퇴치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들의 생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탄
자니아의 기술 및 직업교육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유용한 기술과 직업교육
을 실시하여 여성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술 및 직업교육을 실
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표 Ⅲ-52>).
<표 Ⅲ-52>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8
사업명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의 빈곤퇴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여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기술 및 직업교육기관 중 선정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이 근로자들의 빈곤퇴치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근로자들의 빈곤퇴치에 실효성 있
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용

∙ 한국의 기술 및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한 탄자니아 관련 정책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원조
∙ 우리나라의 기술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들을 정리하여 탄자니아에 제공
∙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 전문가들을 국내 유관기관에 받아 들여 연수 지원

내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기술 및 직업교육의 효과 제고

② 기술 및 직업훈련장비의 최신화 및 설비 개선 지원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낡고 부적절한 훈련장비 및 시설 설비
의 낙후 등이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는 이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마
련을 도모하고 있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
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기술 및 직업교육에서 활용해온 장비와 설비 운영의 경험을 살
려서 탄자니아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표 Ⅲ-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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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3>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9
사업명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의 훈련장비 최신화 및 설비개선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기술 및 직업교육기관 중 선정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2,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의 훈련장비 및 설비 개선을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낙후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내

용

∙ 한국의 기술 및 직업교육 장비 및 설비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한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
교육 장비와 설비 개선을 원조
∙ 우리나라의 기술 및 직업교육 장비와 시설의 무상 제공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기술 및 직업교육의 효과 제고

(4) 성인 및 비형식교육
① 성인교육과 빈곤퇴치 사업의 연계 제고 지원
탄자니아 성인교육의 문제점은 이 분야의 교육이 빈곤퇴치 요구와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자격 교원의 부족, 통합된 능력개발 청사진의 결여, 학습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미흡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사업은 탄자니아의 성인교육이 교육을 받는 사람
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54>).
<표 Ⅲ-54>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0
사업명

탄자니아 성인교육의 빈곤퇴치에 대한 기여도 제고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성인 교육기관 중 선정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성인교육이 근로자들의 빈곤퇴치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성인교육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근로자들의 빈곤퇴치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내

용

∙ 한국의 성인교육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한 탄자니아 관련 정책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원조
∙ 탄자니아의 성인교육 전문가들을 국내 유관기관에 받아 들여 연수 지원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성인교육의 효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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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형식 교육의 빈곤퇴치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지원
성인교육과 마찬가지로 탄자니아의 비형식 교육은 빈곤퇴치 요구와 직접 연계되어 운
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자격 교원의 부족, 통합된 능력개발 청사진의 결여, 학
습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미흡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사업은 탄자니아의 비형식교육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육행정 기타
① 탄자니아 교육행정의 교육 활동 지원체제 개선
탄자니아 교육행정은 수업지도성을 뒷받침하는 측면과 성과평가, 장학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는 수업지도성을 개선하는 노력
과 함께 모든 섹터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제도적 틀을 만들고 국가 시험위원회와 장학체
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탄자니아 교육행정에서 중요한 과제인 교육 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55>).
<표 Ⅲ-55>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1
사업명

탄자니아 교육행정의 교육 활동 지원체제 개선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교육행정기관 중 선정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교육행정이 학교 수업활동을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교육행정이 수업지도성을 개선하는 등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을 충분히 지원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장학체제의 경
험을 살려 탄자니아 교육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내

용

∙ 한국의 장학전문가들이 파견을 통한 탄자니아 교육행정 체제 개선에 대한 컨설팅 제공
∙ 탄자니아의 장학담당자들을 국내 유관기관에 받아 들여 연수 지원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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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자니아 교육행정의 경영정보체제 개선 지원
탄자니아 교육행정에 있어서 전체 부문을 통괄하는 경영정보체제의 구축이 매우 필요
한 실정이다. 교수학습 지원활동에서부터 시설 설비, 교원의 복지 행정 등을 망라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발전시켜 온 교
육행정 경영정보체제의 구축과 운영 경험을 살펴 탄자니아 교육경영정보체제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표 Ⅲ-56>).
<표 Ⅲ-56> 탄자니아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2
사업명

탄자니아 교육행정에서 경영정보체제의 개선 지원

해당지역

탄자니아의 교육행정기관 중 선정기관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1,000.000 (US $)

목

표

탄자니아 교육행정의 경영정보관리 능력의 개선을 지원

배

경

∙ 탄자니아 교육행정이 교육의 전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지원하여 탄자니아 교육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내

용

∙ 한국의 교육경영정보체제 전문가들이 파견을 통한 탄자니아 교육행정 체제 개선에 대
한 컨설팅 제공
∙ 탄자니아의 교육경영정보체제 담당자들을 국내 유관기관에 받아 들여 연수 지원

기대효과

탄자니아의 교육행정 및 경영관리 발전에 기여

다. 교육협력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1) 한-탄자니아 교육협력개발 추진체계
가)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지원체제
한-탄자니아간 협력을 포함한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특수성은 그것이 ‘교육’이라
는 사업 및 활동과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 활동의 핵심은 가르치고 배우
며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이와 같은 교육 활동에 관련되는
개발협력이며 이것은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따라서 일반 국제개발협력과 달리 교육 분야에서는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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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성인교육 등과 같은 하위 섹터의 구분 외에 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교수･
학습자료, 교수기법, 교육 프로그램 평가, 교육기관, 교육자(교원 등) 등의 하위 분야의
구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컨대 교육프로그램을 개도국에 지원한다던가, 개
도국 관계자들을 연수시킨다던가, 우리나라의 교육전문가가 개도국에 진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하는 것이 교육협력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활동을 총칭하여
교육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향후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 분야
에서 다른 나라에 대하여 교육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체계적인 규범이
나 정립된 표준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탄자니아의 국제개발협력 수원체제
탄자니아에 대한 여러 국가, 국제기구들의 지원의 중복을 피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해서 ‘탄자니아에 대한 연합지원전략(The Joint Assistance Strategy for
Tanzania : JAST)’이 2006년 현재 운영되고 있다. 2005년에 탄자니아 정부는 ‘성과기
반 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2006년에는 정부와 개발파트너들은
탄자니아에 대한 연합지원전략에 합의하였다.
이 전략은 탄자니아 정부와 개발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관리하는 틀이다. 이 전략은 ‘탄
자니아 지원전략(2002)’,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Monterrey 합의’(2003), ‘결과의
관리에 관한 Marrakech Memorandum(2004)’,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2005) 등
의 취지를 포함하는 속에서 형성되었다. 탄자니아 연합전략 속에서 정부, 의회, 개발 파
트너, 지역사회, 시민조직, 학술 및 연구기관, 민간분야, 미디어 등이 각자 역할을 수행
한다.
한편, ‘개발파트너그룹’(Development Partners Group: DPG)이 2004년 설립되어 운
영되고 있다. 이 그룹은 빈곤퇴치전략 틀 속에서 탄자니아 지원전략에 대응하여 개발파
트너의 협력을 조성한다. 이 그룹은 탄자니아 연합지원전략의 수립에 부응하여 그 기능
을 재조정하였다.
이 그룹의 회원은 탄자니아에 대한 개발을 제공하는 양자 혹은 다자 파트너에게 개방
되어 있다. 현재 회원은 다음과 같다. 즉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핀란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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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
국, 유엔(UNDP, UNICEF, ILO, UNFPA, UNIDO, UNAIDS, UNCDF, WFP, UNHCR,
FAO, UNESCO, WHO, UN-Hnbitat, IFAD), AfDB, IMF, WORLD BANK)등이다. 한
국은 아직 이 그룹의 회원이 아니다. 이 그룹은 매월 첫째 화요일에 모임을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탄자니아와 교육 분야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개발파트너 그룹에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반 원조사업에 대한 토론과
역할 분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모니터링 체계
가)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체계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하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의 이해와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
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
고해야 하며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국제개발협력평가)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 및
협력대상국, 다른 공여기관 등과의 공동 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셋째,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 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정부 및 국민과 관할 재외
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
가소위원회(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원 평가사업은 탄자니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수원체제 즉 파트너십 체제의 존재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탄자니아 원조와 파트너 그룹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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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자니아의 교육개발협력 수원 모니터링 체계
탄자니아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은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개발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지표와 목표 등은 탄자니아에 대한 ‘연합지원전략’(JAST)‘의 액션 플랜과 모
니터링을 위한 틀과 관련된다. 지표들과 목표들은 파리선언에 의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을 탄자니아 맥락에서 적용한 것이다.
1) 개발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성과 정부 리더십
2) 정부의 정책과의 부합도(Alignment)
3) 정부와 개발 파트너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주체들의 역할 조절(Harmonization)
4) 결과의 관리
5) 대화 메커니즘의 효율성 등을 포함한 JAST 운영
6) 상호 책무성 등
모니터링과 평가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 데 하나는 연합 모니터링 및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모니터링 그룹에 의한 것이다. 전자는 연합 연례 평가를 하며 후자는 독
립된 모니터링 그룹에 의해서 3년 정도의 주기로 정부와 개발파트너의 성과를 평가한다.
한-탄자니아 교육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메커니즘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한-탄자니아 및 개발 파트너 그룹 등과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탄자니아 개발지원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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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EA와의 중장기 교육협력방안
가. 교육협력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1990년에 유네스코는 “만인을 위한 교육”(EFA)를 제시하였고, 유엔은 2000년 ‘새천
년개발목표’(MDGs)를 제시하였다. 그 후 이 두 선언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교육
개발협력의 목표로서 기능해왔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들 세계기구에서 발표한 두 선
언을 자국의 교육발전 목표로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발전목표는 아프리카 국
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되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열린 “만인을 위한 교육
(EFA) 세계회의”는 WB, UNESCO, UNICEF, UNDP 등과 함께 새로운 교육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모든 이에게 기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 및 각 국
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하였다. 기초교육 육성과 관련하여 여성 및 소녀교육, 그리고
기초교육의 질과 접근이 강조되었다(UNESCO Reports, 2010). 한편 1996년 OECD
DAC는 “신개발전략”을 채택하여 초등교육의 완전 보급과 남녀 간 교육격차 해소를 국
제사회가 연계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 후 유엔은 이를 통합하여 2000
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ʻ새천년개발목표ʼ(MDGs)를 발표하였다. 천년개발목표(MDGs)는
8개의 목표 중 교육과 관련하여 초등교육의 보편화(목표 2), 교육의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의 신장(목표 3)을 주요지표로 제시하였다.
그 후 2003년 로마선언, 2005년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선언 등을 통하여 선진국과
수원국은 MDGs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전략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왔다. 특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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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선언에서는 M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유엔
은 그동안 매년 MDGs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목표가 효과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2011년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하는 OECD HLF4(부산세계원조총회)
를 통해 2015년까지 MDGs의 달성을 중간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새로운 강령과
선언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근대적인 학교교육이 형성되
지 못한 상태였다. 국가재건을 위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각국 정부는 성
인 문해교육과 초등학교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빈약한 재정적 기반으로 인해 구 식민지 종주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
국으로부터 각종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 지
역은 초등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취학생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
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제적 격차 및 빈부갈등, 1990년대까지 세계경제의 채무위
기 및 국제협력 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개혁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
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24)가 1988년 설립되어 아
프리카의 교육발전을 위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
후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기구･선진 공여국과 함께 아프리카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
책 및 교육개혁을 위한 지역단체로 기능하였다.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는 아
프리카연합(AU), 신아프리카개발연대(NEPAD) 등의 지역협력체와의 공고한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으며 WB, AfD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교육분야 MDGs 달성
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아프리카연합(AU)과는 2008년에 MOU를 맺고 AU
COMEDAF와 통합하여 ADEA는 아프리카연합의 교육부문 조직으로 정착하였다. 이미
ADEA는 AfDB와도 MOU를 맺은 상태에서 ADEA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
24)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는 1988년
World Bank의 지원으로 아프리카교육을 위한 공여국협의체(DAE: Donors to African Education)로서
발족하였고, 1992년 사무소의 소재지를 미국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전하고, 1995년에 명칭을 ADEA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08년에 사무소를 튀니지로 이전하였고, 동시에 AU COMEDAF와 통합하여 아프
리카 교육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지역단체로 정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ADEA의 중기교육발전계
획(2008-2012)를 수립하였다. http://www.adeanet.org/adea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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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동안 AU, AU-NEPAD, ADEA는 다음과 같이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
고 있다.25)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AU, AU-NEPAD, ADEA 교육발전계획
작성기관

명칭

기간

AU

제1차 10개년 교육발전계획(1st Decade of Education for Africa)

1997-2006

AU

제2차 10개년 교육발전계획(2nd Decade of Education for Africa)

2006-2015

AU-NEPAD

과학기술 통합실행 계획(Consolidated Plan of Ac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6-2010

제1차 중기전략계획(1'st Strategic Medium-Term Plan)

2008-2012

ADEA

가) AU의 10개년 교육발전계획
아프리카연합은 ‘교육을 통한 아프리카 발전 방안’의 초석을 다지고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1997년 제1차 10개년 교육발전 계획(1st Decade of
Education for Africa)(1997-2006)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
실을 맺어야할 20세기 초반에 들어설 당시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여전히
아프리카의 교육은 모든 세부 분야에서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1차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부족한 선진국 및 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의 지원, 통
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계획 및 실행 그리고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책무성 부족이 지적
되었다.
2006년에 다시 수립된 AU 제2차 10개년 교육발전계획(2nd Decade of Educaion for
Africa)(2006-2015)은 앞서 진행한 1차 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롭게 추진되었다.
그래서 교육 발전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는
데 그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25) 이 외에도 AfDB는 권역통합전략계획(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Paper, RISP)(2009-2012)을 수
립하여 각 권역별 통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부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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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인 의제 선정을 통한 집중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수원국 간의 상호 협력이다. 그간 사업 아프리카 개별 국가가 각자 개발협력파
트너를 통해서 진행해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전체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국 간의
경험 공유와 상호 학습, 즉 ‘남남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권역 중심,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는 개별 국가의
자원 및 역량한계 때문에 동부, 서부, 중부 및 남부 등의 권역적인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다. 권역 중심으로 협력하여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을 설립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넷째, 기존 자원의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 동안 많은 개발협
력 사업이 자신이 관심 있는 사업에만 몰두한 채 중복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을 남발한 경
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요구될 것이다.
제2차 10개년 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교육정보관리체제
(EMIS)의 확립, 2)교육정책 수립 능력의 제고와 유관 기관 체계 확립, 3)교사 양성과 고
등교육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 향상, 4)초･중등 교육에서의 완전한 양성평등
달성, 5)체계적인 국가 간 교류･협력 시스템 정립, 6)교육을 통한 권역 통합의 체계 확립
등이 그것이다. 제시된 목표를 살펴보면 교육받은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여건을 구비하
여, 이제 아프리카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발전과 경제발전을 연계하고자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 관리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점 육성분야는 여성과 문화, 교육정보관리체제, 교사 양성 및 연수, 고등 교
육, 직업 및 기술 교육,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교육의 품질 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당면 현안으로 교사 양성 및 연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개발,
고등 교육, 직업 및 기술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EFA와 MDGs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초교육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자생적인 교육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없다. 오히려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양
성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해 나갈만한 인재의 양성이 필수적이
라 보고 있다. 또한 직업 및 기술교육 분야는 국가의 기초산업 분야를 일으킬 필수 인력
양성과 아프리카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증대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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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DEA의 중기전략계획
ADEA는 2008년 [중기전략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26) 이 계획은 앞으로 새
로운 아프리카 교육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AfDB, 아프리카연합(AU) 그
리고 NEPAD와 같이 전략적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에 따라, 이들의 중장기 발
전 방안도 참고하여 아프리카 전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ADEA가 제안한 중기전략계
획안은 AU/NEPAD의 제2차 10개년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 통합실행계획
(2006-2010)에 맞춘 것이며, AfDB의 권역통합전략계획을 활용하였다.
중기전략계획은 다음과 같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ADEA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
원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대화와 공유와 학습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그와 동시에 전략계획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ADEA는 아프리카정부 및 공여국이 우호적인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
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기여한
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육과 관련한 국제적, 대륙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지
원한다.”
ADEA는 중기전략계획 수립에 앞서 2005년 외부 평가단을 통해 ADEA의 활동현황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프리카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였다. 그것은 1)교육 자원
의 불균등한 분배, 2)비효율적인 학교 시스템 (높은 중퇴율), 3)학업 성취도 저하에 따
른 낮은 교육 효과성, 4)사회경제적 인력 및 기술 수요와 학교 교육 간의 수급 불균형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전략계획의 전략적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소요재원을 책정하였다(<표 Ⅳ-2>).

26) ADEA, ADEA Strategic Medium-Term Plan(2008-2012): Dialogue on Education for Leadership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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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ADEA 중기전략계획의 목표 및 예산 1)
전략목표 1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함

전략목표 2

AU(African Union)와 NEPAD에서 제시한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교육분야에서의 아프
리카 지역 및 권역 통합에 기여

전략목표 3

정책강화와 개혁역량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교육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성공적인 사
례를 참고하여 지식과 교훈을 이끌어 냄

전략목표 4

지식 전수와 상호 학습, 역량 개발을 위해, ADEA의 정책 대화, 연구 및 분석, 교류 등
을 통해 축적되어 온 결과들을 널리 보급함

전략목표 5

운영, 기획, 평가 및 상호책무성 향상을 위한 ADEA의 활동 개선과 함께 제도적 역량
강화, 구조개선 등을 도모함

예산

총 예산 4,000만불(2008-2012)

다) AU/NEPAD의 과학기술 통합실행 계획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에서 과학기
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정상
회의(2002)는 과학기술을 아프리카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는 과학기술을 통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논의하면
서 다음과 같은 합의내용(‘Our Common Interest’)을 제시하였다. 즉 1) 아프리카에 대
한 과학기술 COE(Centers of Excellence)를 증설하고 역량 강화에 힘쓸 것, 2) 아프리
카에 고등교육 연구기관을 확충할 것, 3)아프리카 연합(AU), NEPAD 그리고 UNESCO
가 협력하여 기본적인 고위급 실행 기구를 창설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주체와 연계
된 네트워크를 만들 것 등이다.
2005년 스코틀랜드 글랜이글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도 국제개발협력과 과학기술 협
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 회담은 NEPAD-AU의 과학기술 분야 통합실행계획을 구체화하
면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식생산 그리고 기술혁신을 그 기본 틀로 하였다.
2006년에 작성된 과학기술 통합실행계획은 세계경제에 잘 통합된 아프리카의 빈곤의
해소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및 혁신들을 통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기여하고, 2) 세계적 과학지식과 기
술혁신의 세계적 축적(global pool)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통합계획에 따라 마련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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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개년(2006-2010) 동안의 시행사업은, 1) R&D를 개선하고 시설들의 활용을 공유
하며, 2) 기관형성과 정책수립을 통해 자원개발과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3) 아프리카 대
륙의 과학기술자 및 전문기사 양성, 4)권역협력의 질과 강도를 제고, 5) 과학기술을 위
한 주체 형성, 6)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정책의 질을 개선, 7)
지역경제공동체의 과학기술역량의 증진 및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기여, 8) MDGs 달성
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적용 확대, 9)과학기술재정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지역단체 등의 교육발전 비전 및 발전
목표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와의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EFA, MDGs 목표를 근간으로 하여, ADEA는 물론
AU/NEPAD 그리고 AfDB 등 아프리카의 지역단체 등이 설정하여 추구하는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과 지
식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전망 하에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교육발전
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나. 진단
1) 객관적 수요 진단
객관적 수요 진단을 통해 아프리카 권역의 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적
요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무상 원조를 분
석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가) MDGs 달성 현황
각 국가의 개발정도를 진단하는 MDGs 지표 중 교육과 관련한 목표 2와 목표 3을 중
심으로 볼 때, 사하라이남 지역은 초등교육 보편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교육의 남녀 성비를 분석한 결과, 성비의 균형 달성 목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초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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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보편화 달성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원조를 초등교육 부문에만 집중해 온 것에 대한 비
판과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다. MDGs 달성과 더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전 교육 분
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원조만이 초등교육을 비롯한 전반적 교육 역량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표 Ⅳ-3>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목표

아프리카

초등교육의 보편화
(등록률)

아시아

북부

사하라이남
(4개 권역)

동부

동남부

남부

서부

중남미 &
카리브
연안

정상

지연

정상

정상

정상

지연

정상

지역

출처: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10 Progress Char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27)

<표 Ⅳ-4> 목표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목표

아프리카

지역

초등교육의
양성평등 달성

아시아

북부

사하라이남
(4개 권역)

동부

동남부

남부

서부

달성근접

달성근접

조기
달성

조기
달성

조기
달성

달성근접

중남미 &
카리브
연안
조기
달성

출처: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10 Progress Char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나) 인간개발지수(HDI)

(1) 서부 아프리카 권역
서부권역은 가나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아직도 타 수원국의 역할 모델을 할 만
한 국가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전체적인 순위도 전체 5개 권역 중에서 최하위권
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권역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틀이나 상호 협
27) 조기달성 - Already met the target or very close to meeting the target.
정상 - Progress sufficient to reach the target if prevailing trends persist.
지연 - Progress insufficent to reach the target if prevailing trends persist.
변화없음 혹은 퇴보-No progress or deterioration, 없음 - Missing or Insuffici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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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제로 묶을 만한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차만별의 국별 발전 수준을 보
여주고 있다.

(2) 동부 아프리카 권역의 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부 권역의 교육 발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
다. 아프리카 전체와 비교해서도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세이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
든 국가의 인간개발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인
간개발지수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2010년 자료에
서 171위에 0.414의 개발 지수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174위에 0.363의 개발 지수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동부권역에서 교육 개발 협력 사업을 설계하고 실천
하는 데에는 기존의 방법이 가졌던 맹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중부 아프리카 권역
중부 아프리카 권역은 오랜 정치적 소요에 휘말려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모든 권역 중
에서도 가장 그 사회적 기반이나 사회 시설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2011년 현재 순위 187위에 개발지수 0.286으로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으며, 1인당 GNI가 280달러에 불과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브라질 아마존 유역과 함께 대표적인 열대우림 지역인
콩고분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권역 교육개발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수준의 협력이 아닌 국제적인 수준의 협력 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4) 남부 아프리카 권역
남부 아프리카 권역은 다른 권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지
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리셔스나 나미비아와 같이 지수가 0.500을 넘는 국가들
이 있는 반면 모잠비크와 같이 184위에 0.322의 개발 지수를 보이는 국가가 있어 국별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권역적인 측면에서 단일한 교육개발협력 정책으로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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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들다. 그러므로 남부 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중위권 국가와 하위권 국가의 활발한 연
계를 통해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공적개발원조 현황

(1) 선진 공여국의 아프리카 ODA 현황
아프리카의 각 권역별 원조는 주로 이전 식민지 경험과 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에 비해 현격한 차이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① 서부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부르키나
파소, 말리, 세네갈 (3억 4천만 달러)순으로 지원되었다(<표 Ⅳ-5>).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의 규모를 고려 하였을 때 원조의 규모와 질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Ⅳ-5>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ODA 현황
(미화 만달러 기준)

관련지표
국가 명

158 ｜

총지출

유상
2007

무상

2007

2008

2009

2008

베냉

496.18

660.04

327.01

-

-

부르키나파소

985.98

104.53

567.86

14.59

케이프베르데

122.6

1713

24.49

코트디부아르

186.37

239.65

감비아

121.04

가나

2009

2007

2008

2009

-

294.72

314.69

163.5

33.15

-

414.06

468.1

185.43

17.44

35.9

-

105.16

135.4

24.49

120.03

4.36

3.25

2.12

182.01

236.4

117.91

319.7

51.3

0.77

0.01

-

33.52

29.93

2.05

720.62

747.76

257.74

71.38

97.75 23.04

649.24

650.01

234.7

기니

312.95

494.75

55.76

-

77.4

-

134.13

232.67

21.21

기니비사우

134.86

142.84

43.85

-

-

-

43.66

52.86

1.7

라이베리아

742.18

1635.9

98.56

-

24.48

-

229.08 1 113.03

36.98

말리

1061.44

101.37

456.68

-

4.33

-

584.37

554.23

185.81

나이지리아

1455.31

790.08

69.88

169.4

33.46

-

1 285.91

756.62

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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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표
국가 명

총지출
2007

2008

유상
2009

2007

무상

2008

2009

2007

2008

2009

상투메프린시페

120.61

65.43

4.86

3.57

1.64

-

30.26

41.51

0.02

세네갈

921.25

1188.2

342.07

11.94

50.34

0.29

470.96

610.55

119.45

시에라리온

1117.3

370.9

103.71

2.75

-

-

415.14

174.88

21.38

토고

136.57

464.65

158

-

8.76

-

70.68

172.51

103.93

출처: OECD-DAC Online Statistics(2010).

② 동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의 경우, 올해 초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긴급물자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까지의 통계로 살펴봤을 때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가 많은 양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두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대해 선진 공여국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Ⅳ-6>).
<표 Ⅳ-6> 동부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ODA 현황
(미화 만달러 기준)

관련지표
국가 명

총지출

유상

2007

2008

2009

2007

부룬디

504.08

554.77 1030.15

코모로

50.15

45.25

지부티

124.32

에리트리아

160.18

에티오피아

무상

2008

2009

2007

2008

2009

0.05

-

-

204.91

276.26

108.02

5

-

0.87

-

21.74

22.2

0.16

133.84

37.64

-

-

-

76.55

67.01

1.12

148.94

40.35

-

-

-

46.86

52.51

5.64

2582.7 3361.87 1777.71

60.25

54.57

-

1
193.75

1
800.16

206.24

967.38 1100.73

222.69

149.15

124.74

43.73

818.23

975.99

178.96

르완다

375.98

452.98

192.18

-

0.07

-

375.98

452.91

192.18

셰이셜

3.24

5.03

0.13

-

-

-

3.24

5.03

0.13

385.13

758.87

78.83

-

-

-

257.69

566.18

62.2

2143.7 2404.19

245.43

1.5

5.84

- 1 666.3 1 816.5

189.46

852.06

16.21

23.22

케냐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1771.07

1716.19

-

1
006.53

1
014.78

235.74

출처: OECD-DAC Online Statistic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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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부 아프리카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부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 공여형태를 살펴보면
자원외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Ⅳ-7>). 콩고민주공화국(10억 달러), 중앙아
프리카 공화국(5억 달러) 차드(1억 달러), 카메룬(1억 달러)수준의 ODA를 받았다. 더
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상위 4개국의 전반적인 ODA 총지출이 지난 3년간 점차 감소하
고 있으며, 특히 무상원조 분야의 지원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
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국가가 카메룬이다.28)

<표 Ⅳ-7> 중부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ODA 현황
(미화 만달러 기준)

관련지표
국가 명

총지출
(Total Gross Disbursements)
2007

유상
(Loans, Gross
Disbursements)
2007

무상
(Grants, Disbursements)

2008

2009

2008

2009

2007

2008

2009

22.8

1 850.63

886.27

93.53

카메룬

1876.29

917.21

116.33 25.66 30.94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32.36

284.64

548.04

-

-

-

125.16

135.53

10.88

챠드

403.81

515.82

139.32

-

-

-

234.49

286.15

60.08

콩고 민주공화국
(구 자이레)

1364.61

1836.81

1066.4

0.58

9.43

-

802.69

980.79

313.35

콩고공화국

73.77

412.12

45.45

0.03

17.25

-

73.74

394.87

45.45

적도기니

36.6

35.76

5.43

-

-

-

27.75

20.01

0.05

가봉

75.53

70.95

3.03

8.35 24.73

-

67.18

46.22

3.03

출처：OECD-DAC Online Statistics(2010).

④ 남부 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 ODA 현황을 살펴보면 탄자니아가 2009년 기준으로 받은 ODA 총액
은 약 13억 달러 규모로 권역 내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
-8>). 이는 최근 민주화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성과 등이 두드러지고, 정부 부처 관계자
들이 다양한 대내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조를 통한 개발에 주력하여 나타난 결과라
28) 이석희 외(2010,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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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탄자니아의 국가발전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앞
으로도 그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Ⅳ-8> 남부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ODA 현황
(미화 만달러 기준)

관련지표
국가 명

총지출
2007

2008

유상
2009

2007

무상

2008

2009

2007

2008

2009

앙골라

228.2

235.06

41.83

21.45

28.92

27.38

206.75

206.14

14.45

보츠와나

71.59

708.77

2.51

-

-

-

71.59

708.77

2.51

레소토

147.97

161.49

50.16

-

-

-

63.86

68.34

5.93

마다가스카르

914.31

866.57

139.09

0.37

3.48

-

399.18

284.04

22.08

말라위

1785.7

941.03

271.84

2.77

-

-

607.44

447.56

48.5

64.7

57.66

1.38

37.6

35.59

-

27.1

22.07

1.38

1810.36 2032.63

695.55

18.85

13.82

4.25

1
068.31

1
343.77

350.68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146.36

156.73

54.07

7.32

19.27

5.7

139.04

137.46

48.37

남아프리카공화국

814.84

923.47

188.23

282.37

208.87

21.88

532.47

714.6

166.35

23.1

21.83

2.26

4.75

1.88

-

18.35

19.95

2.26

2839.39 2355.52 1352.67

43.19

27.02

0.61

1
800.23

1
350.57

302.68

330.54

0.03

0.04

-

715.98

726.63

173.19

95.88

-

-

-

371.85

532.35

95.88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1021.9 1141.43
371.85

532.35

출처: OECD-DAC Online Statistics(2010).

라)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ODA 현황
(1) 일반적 현황
2010년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아프리카에 지원된 ODA는 약 6,700만 달러로 전체
무상원조의 14.9%를 차지한다(<표 Ⅳ-9> 참조).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
서 앞으로 원조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개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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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우리나라의 지역별 무상원조 실적(2010년)
(단위: 백만원, 미화 천달러)

분야

금액(원)

금액($)

비율(%)

총계

524,731

454,156

100

아시아

285,935

247,477

54.5

아프리카

78,217

67,697

14.9

중남미

55,823

48,315

10.6

중동

27,666

23,945

5.3

동구 및 CIS

24,834

21,493

4.7

국제기구

21,446

18,561

4.1

미분류

30,812

26,667

5.9

출처: 2010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 통계집(2010, 한국국제협력단)

우리나라는 2010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튀니지, 이집트의 순으로 무상원조
를 실시했다(<표 Ⅳ-10>). 하지만 2010년 선정된 중점 협력국 명단에서 탄자니아가
제외되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르완다와 같은 국가의 경우 최근
그 발전 속도와 원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KT를 통한 무선인터넷망 건설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르완다
는 규모가 작은 국가이며, 개발에 대한 고위 지도층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나라이다.
<표 Ⅳ-10> 한국국제협력단의 아프리카 주요 국가 지원 실적 및 순위(2010)
(단위: 백만원, 미화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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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금액(\)

금액($)

1

탄자니아

11,138

9,640

2

에티오피아

11,036

9,551

3

르완다

7,051

6,103

4

튀니지

5,875

5,085

5

이집트

4,052

3,896

6

콩고민주공화국

4,466

3,866

7

모로코

4,132

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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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금액(\)

금액($)

8

가나

4,078

3,529

9

세네갈

3,823

3,222

10

나이지리아

3,542

3,066

출처: 2010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집(2011, 한국국제협력단)

(2) 교육 ODA 현황
2010년 집행된 무상 원조 중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3%로 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표 Ⅳ-11>). 한국
국제협력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3대 분야로 보건의료, 교육, 농촌 개발을 꼽고 있다. 하
지만 아직까지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주로 학교 건립사업 등의
하드웨어 중심 프로그램들이 많아 다양한 원조 사업을 더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Ⅳ-11> 한국국제협력단의 분야별 지원 실적(2010)
(단위: 백만원, 미화 천달러)

분야

금액(\)

금액($)

비율(%)

교육

74,824

64,760

14.3

보건의료

89,858

77,772

17.1

행정제도

32,313

27.967

6.2

정보통신

41,161

35,625

7.8

농어촌개발

46,263

40,041

8.8

산업에너지

32,305

27,960

6.2

환경 및 기타

156,795

135,706

29.9

긴급구호

20,400

17,656

3.9

미분류

30,812

26,667

5.9

총액

1524,731

454,156

100

출처: 2010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집(2011,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 무상 교육 ODA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는 르완다
(27%), 모로코(10.2%), 가나(10.5%) 순이다(<표 Ⅳ-12>). 대 르완다 교육 OD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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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국립대학 ICT 공학부 건립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연
수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한국국제협력단의 아프리카 교육ODA 지원 실적(2010)
(단위: 백만원, 미화 천달러)

국가

금액(\)

금액($)

비율(%)

탄자니아

1,945

1,683

9.8

에티오피아

2,073

1,794

10.4

르완다

5,378

4,655

27.0

튀니지

519

449

2.6

이집트

1,289

1,115

6.5

콩고민주공화국

106

92

0.5

모로코

2,039

1,765

10.2

가나

2,095

1,814

10.5

세네갈

674

583

3.4

나이지리아

1,357

1,174

6.8

총액

19,911

17,233

100

출처: 2010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집(2011, 한국국제협력단)
* 주: 비율(%)은 아프리카 교육ODA 전체(100%) 중 각 해당국가에 대한 지원비율

마) 아프리카 교육수요 조사
아프리카 교육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교육개발협력이 주로 공
여국에 의해 주도되어 정작 아프리카가 원하는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하고 있
다. 2003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
육 수요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Boukary, 2011, memo).

(1) 필요한 활동 내역에 관한 질문 결과
응답자의 68.8%가 교육적 역량 강화를 주된 수요로 꼽았다. 교육적 역량 강화의 구체
적인 내역에는 교육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과 정보 경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에 12.4%는 조사 및 분석적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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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나 장비 지원 등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사실이 눈여겨 볼만 했다.

[그림 Ⅳ-1] 수요 분석 결과

(2) 관심 있는 정책 분야에 관한 질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답변자가 교사 양성 및 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했으며, 교육과정
개발과 학교 장학과 운영, 학업 성취도 평가와 같은 분야를 선호한 답변도 상당히 많았
다. 5개국에서는 ICT 발전에 관심을 보였으며, 여기에는 인터넷 연결망 설치, 원격 교육
시설 설치, 소통 전략 그리고 교육경영정보시스템(EMIS)이 포함되어 있다. 4개국에서
는 수업 자료, 원격 교육, 유아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을 주된 관심 분야로 이야기했고, 또
다른 4개국은 직업 및 기술 교육에 관심을 표현했다. 전후 재건 시기에 있는 국가들이나
심각한 낙후 국가들에서는 각별히 학교 시설을 건설하는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ADEA가 실시한 수요 조사는 많은 아프리카의 교육 정책 결정
자들의 요구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
기초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양적 팽창은 시설 확보라는 면에
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양적 팽창에 뒤이은 학교 시스템 관리와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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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문성 확보 실패가 전반적인 취학률이나 이수율 저하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주관적 수요 진단
본 연구에 포함된 전문가 면담 내용은 지난 2011년 6월 아프리카 현지를 방문 조사하
면서 얻었던 것이다. 이 때 면담한 전문가 그룹은 ADEA 사무처의 Ahlin Byll-Cataria
사무총장, Khadija 전문위원, Dr. Hamidou Boukary전문위원, Khadija KHOUDARI 전문
위원, Naima ABBADI행정관 등이었다.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 권역별 현황과 수요,
ADEA의 외부기관과의 협력 현황 그리고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린 효과적인 개발 협력
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ADEA 측이 파악하고 있는 아프리카 권역별 현황과 수요는 다음과 같다.
① 동부아프리카 지역: 기초교육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고등교육과 직
업기술교육 그리고 취업시장과의 수급 조절이 중요하다.
② 서부아프리카 지역: 정치정세가 안정되어 있지 못해 평생교육, 직업교육과 같은
비공식 교육이 더 중요하다. 부르키나파소가 비공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ECOWAS(Economic Community for West Africa States)는 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이나 권역 내 교육 관련 협력사업도 수행 중에 있다.(부르
키나파소와 나이지리아 간 교육교환 사업 등)
③ 중부아프리카 지역: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TVET, 훈련생을 지도
할만한 트레이너 양성 등이 필요하다.
④ 남부아프리카 지역: TVET 및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보면, 현재 ADEA 측이 파악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주된 교육개발협력 분야
의 수요는 고등교육 과 직업기술교육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개발협력 사업들이
대부분 기초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기초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고등교육
과 직업기술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였다. 이제 이들을
교육시키고 국가 발전의 기간이 될 만한 연구 인력과 산업 유치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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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타의 기초교육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
다. 아직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기초교육 기반시설 조차도 미비한 실정이라서 근
본적으로 고등 교육과 직업 및 기술 교육 분야가 태동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리고 고등
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이들의 기초 역량이 부족하거나 노동 인력을 수용
할만한 국가 기반 연구 시설과 산업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교육과 취업
시장 간에 수급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도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
육만 초점을 맞추어 개발협력을 진행하기보다는 꾸준히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사의 역량 강화는 곧 교육 시스템 전
반에 대한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만이 질 높은 산업 인력과 연구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ADEA의 9개 실무그룹은 다음의 <표 Ⅳ-13>과 같이 외부의 재원부담국가와 기
수지원국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Ⅳ-13> ADEA 실무그룹별 재원부담국가 및 기술지원국가
실무그룹
Book & learning materials

재원부담국가
EC, 영국

기술지원국가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UNESCO,
영국, UNICEF

Communication for education &
development

EC

노르웨이, UNESCO

Distance education and open
learning

EC

핀란드, 독일, UNESCO, USAI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

네덜란드, UNESCO, UNICEF

Education management and policy
support

EC, AfDB

AfDB,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UNESCO, UNICEF,
USAID

Higher education

EC, AfDB

AfDB, 핀란드, 노르웨이, USAID

Math and science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

EC
EC, 스위스
EC

UNESCO, JICA
독일, 스위스, UNESCO
핀란드,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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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을 구상할 당시 본원의 예상 우선순위는 1) 교원 능력 향상, 2) 기초교육,
3) 중등교육, 4) TVET, 5) 고등교육이었다. ADEA 측의 협력 현황표를 통해서 ADEA
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분야 중 특히 교육발전협력 및 교류사업, 수학 및 과학교육, 비형
식교육, 교원 연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항을 참고
하여 ADEA에게 부족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ADEA와의 협력 방안을 설립하는 것이
향후 전체적인 원조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체적인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제기구나 개별 구각들
이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 외에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 기반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개발협력에 있어서 한
국은 교원 양성, ICT교육, 수학 및 과학교육 그리고 직업 및 기술 교육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교육적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뿐만이 아니
라 아프리카 각국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점이 이
번 면담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ADEA가 오랜 기간 아프리카의 교육개발협
력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를 한국 교육 분야가
가진 강점과 조화시킨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12년 부르키나파소에서 열리는 Trienalle 한국의 날 행사에서 한국의 교육개발경험을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한국의 비교우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아프
리카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ADEA와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현재 아프리카 교육 발전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
하고 있으며, 이미 논의 되고 있는 각종 교육발전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변화들이
감지된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연합체들의 영향력 확대이다.
아프리카 연합(AU)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아프리카 내의 다국적 협력체로서 교
육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NEPAD, AfDB,
ADEA 그리고 각 권역별 협력체 또한 구체적인 실행 안을 내놓고 대내외적으로 파트너
십을 확대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전에 기초교육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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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고와 함께 고등교육,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직업기술교육에 까지 그 관심 범위가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향후 개발협력 사업은 다른 국제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발굴해서 지역협력체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리고 점증하는 권역별
통합체제와의 협력 수요에 대비해서 그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은 기존에 기초 교육 분야와 시설 지원에 치중해왔던 것과는 달리
고등교육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구축,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양성과 행정체계 자문
등에 초점을 두어 향후 사업을 대비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향후 ADEA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참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아프리카와의 교육정책교류경험이 부족한 한국정부는 ADEA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2010년 1월에 본원은 아프리카 교육발전협
의회(ADEA)와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하였다. 권역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
고 있는 교육과학기술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권역협력방안을 모
색하자면 ADEA와의 협력 사업이 긴요하다. 프로그램에 따라 아프리카연합(AU), 아프
리카개발은행(AfDB), 범아프리카대학(Pan African University, PAU) 등과 협력하여 협
력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ADEA가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관련 데이터와 경험,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들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수준에서 수요를 진단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ADEA 실무그룹(WGs)은 교육 분야에 특화된 정책 수립, 교육
개혁 전문가들로서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관계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
으며, 각국 정부와도 원활하게 소통한다. ADEA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은 아프리카 국
가 간 활발한 상호 교류와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전체의 자생력을 강화
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권역별 중장기적
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한다면, 기존에 개별 국가로 산재되어있던 우리의 개발
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DEA는 원래부터 국가 간 상이한 수준의 교육개발수준과 국가 역량이 개발 형평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역협력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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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특히 ADEA가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IEAP: Intra
African Exchange Program)은 아프리카 국가 간 발전 경험과 지식의 공유, 상호 전문
가 교류, 권역별 특성화 분야 설정을 통한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권역별 교육협력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중장기 권역협력 프로그램
1) 중장기 권역협력 마스터플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권역별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은 다음 <표 Ⅳ-14>와
같다. 중장기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는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기초교육의 순이다.
이것은 ADEA 및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교육전문가들과의 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다. 이에 관하여는 후에 상론하기로 한다.
<표 Ⅳ-1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중장기 교육협력 마스터플랜(2012-2021)

분야

고등
교육

장기 교육협력전망
(2021년 까지)

아프리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역량증진계획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관형성 지원

중기 중점추진사업
(2016년 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원
배분

범아프리카대학(PAU: Pan-Africa Universities) 및
고등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가)
COE(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연구 지원 사
50%
업 및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 지원사업 (나)
VUS(Virtual University System) 설립 및 확대 지
원 사업 (다)

중등직업기술훈련교원 양성체제 직업훈련교사 양성 지원 사업 : TTISSA 지원 사업
직업
30%
교육훈련 강화
(라)

기초교육

170 ｜

교원 역량증진 프로그램 (마)

교사, 교장 및 교육정책
전문가 역량 강화

초중등학교 후속지원 프로그램

EMIS
운영 역량강화

권역별 교육관리정보체제(EMIS) 구축 학습역량증
진 프로그램 (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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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DEA 교육협력분야의 우선적 과제는 고등교육의 발전, 직업교육의 발전, 교원양
성, EMIS의 지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
와 논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선진국의 아프리카와의 교육협력은 MDGs, EFA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초교
육과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UN,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국제적인 차
원에서 추구하는 목표이므로 당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선진국들이 이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면서 국
가발전에 지장을 주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초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중등교육으로
의 수용문제,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취업의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다. 동시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급 인재양성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ADEA와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는 초등교육에만 중점을 두
어 교육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는 고등교육을 통해
인재양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ADEA, AfDB의 전문가 면접조사결과).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아프리카와의 교육협력은 고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계적 교육발전을 이룩하였으므로 이러한 교육협력의 우선순위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상치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국민문해교
육을 완성하고 60년대에 초등교육, 70년대에 중등교육을, 80-90년대에 고등교육의 보
편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든 아프리카의 교육변화 과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단계적 접근방법은 교육과 고용 정책, 과학기술의 발
전 등과 연동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교육과 중등
교육을 강조할 때에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해외교육원조와 교육차관을 통해 중등교육의 확대와 산업화정책의
연계,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중점육성 등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지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상 및 유상원조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
로 교육지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여국간의 조화(Harmony)라는 관점
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작은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할 분야는 고등교육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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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기초교육은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선진공여국 들이 중점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
등교육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기술교육 지원전략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들에게 일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직업기술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직업
기술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기업체의 부설학교 등을 통해서도 이루
어진다. 기업의 부설학교를 세워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한 것은 중등학
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기회의 부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제도였다.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중등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 중등
교육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교사양성이 중요하다. 능력 있는 교사의 양성은 질높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UNESCO IICBA와 같은 국제기구도 오직 유능한 교사의 확보만이
아프리카 교육의 장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원양성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유
능한 교원의 양성은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을 다른 직종보다 우대함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교원을 지원함으로써 학
교교육의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담보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교원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및 교장의 능력 개선과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교육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역량 증진은 학생들의 수월성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능력 있
는 교장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역량개발사업도 필요하다.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교육 관련 실증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청된다. 시
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교육정보관리체제를 갖추게 하여, 이를 통해 교육정책수립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타 지역으로 전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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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중점추진사업
가) 범아프리카대학(PAU: Pan-Africa Universities, 이하 PAU) 및 고등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아프리카 연합에서 주도하는 PAU 설립 사업은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부의 총 5개
권역에서 대표 대학을 선정하여 각기 특성화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
의 전체적인 설립 기틀이 다져지는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협력 파트너를 물색
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다. 한국에서는 범아프리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장
기적인 연구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표 Ⅳ
-15>).

<표 Ⅳ-15> ADEA와의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1
사업명

PAU 및 고등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해당지역

권역별 PAU 중점 대학 (5개국)

기

간

2012-2016(5년)

예

산

3,500만불

목

표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

배

경

아프리카연합(AU)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범 아프리카 대학(PAU) 설립 사업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

용

1) PAU 중점 대학에 시설 및 인프라 지원
2) PAU 중점 대학과 국내 대학간 교류 협력 추진
3) 과학기술대학원 설립 및 인재 양성 지원
1) PAU 중점 대학에 시설 및 인프라

추진방법

한국과 ADEA의 고등정책 담당 WG 협력관계 수립(2012)
ADEA, AU, 한국 간의 의견 교환 및 추진 체계 수립(2012)
사전 타당성조사 및 연차별 협력방안 마련(2013)
시설 및 인프라 지원 대상 대학 선정(2013)
시설 및 인프라 지원 (2013-2016)
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2013-2016)
2) PAU 중점 대학과 국내 대학 간 교류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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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를 통한 PAU 대학의 교류 협력 수요 조사(2012)
국내 협력 대학 선정(2013)
PAU-국내 대학 간 교류 협력 협약 체결(2013)
3) 과학기술대학원 설립 및 인재 양성 지원
ADEA, 당사국, 한국(KAIST) 간 협력을 통한 사전 설립 협의 및 타당성 조사(2012)
핵심 과학기술 인력 한국(KAIST) 연수 프로그램(2012-2016)
과학기술대학원 설립(2013-2016)
사후 컨설팅 지원 및 교류 협력 체계 구축

기대
효과

한국

아프리카 권역차원의 고등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교육프로그램 공유 가능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세계화 전략 실천
국내 대학의 대 아프리카 접근기회 확대

아프
리카

아프리카 고등교육의 선진화 토대 마련
한국 대학 및 인적자원의 교류협력 기회 제공
아프리카 고등교육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파트너십

사업내용

한국

수원국(권역)

PAU 중점 대학에 시
설 및 인프라 지원

KOICA,KEDI

AU, ADEA,
PAU(5개국)

PAU 중점 대학과 국
내 대학간 교류 협력
추진

KEDI

과학기술대학원 설립
및 인재 양성 지원

KEDI, KAIST

국제기구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500만불

1,000만불

1,000만불

500만불

500만불

3,500만불

나) COE(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연구지원 사업 및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
지원 사업
현재 PAU와 관련하여 협력 시스템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COE 시스템이다. PAU
는 권역별 특성화 대학을 5개 주제로 나누어 선정했는데 비하여 COE는 각 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더 구체적이고 넓은 분야를 다루게 된다. 아프리카 지역 경제 협
력체(RECs)와 관련이 깊어 향후 아프리카 권역 통합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프
리카 전역에서 고등교육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표 Ⅳ-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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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ADEA와의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2
사업명

COE(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연구 지원 및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사업

해당지역

아프리카 전역의 COE 소재지

기

간

2012-2016

예

산

1,000만불

목

표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 능력 과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향상

배

경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 정책 수립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 추진 중인 COE 사업을 돕기
위해

내

용

1)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 프로그램
2) COE 지원 프로그램
1)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 프로그램

추진방법

ADEA를 통해 한국 교육 정책 기관과 국별 교육부 간 MOU 체결(2012)
각 국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2012-2013)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연수(2013-2016)
교육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재정 및 시설 지원(2013-2016)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COE 지원 프로그램
중점 협력 대상 COE 발굴 및 연차별 협력방안 마련(2012)
중점 협력 COE를 대상으로 집중연수프로그램 실시(2012-2014)
공동연구추진(2013-2014)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시설지원(2013-2016)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한국

- 그 간 축적된 한국교육정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의 노하우를 대외적
으로 공유하고 각 기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

아프
리카

- 아프리카의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
-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 마련

파트너십

사업내용

한국

교육정책연구기관 설
립 프로그램

KEDI

COE 지원 프로그램

STEPI

과학기술대학원 설립
및 인재 양성 지원

KEDI, KAIST

수원국(권역)

국제기구

ADEA,
COE소재 국가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50만불

300만불

300만불

200만불

150만불

1,0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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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대학체제(Virtual University System) 설립 및 확대 지원 사업
VUS는 AVU(African Virtual University)로 이미 그 실행기구가 구체화 되었고, 현재

케냐,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그리고 모잠비크 등의 국가에서 활동 중에
있다. AVU는 기관 목표를 고등교육의 강화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공
학, 경영학, 교사교육의 분야에서 ICT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현재 AVU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가입국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및 시설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컨설팅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
한 상황이다. 한국은 ICT분야에서 강세를 보여 왔으며, 국내에서 ‘사이버 대학’ 이나 ‘이
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강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분야에 특화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시도해야할 것으로 보인
다(<표 Ⅳ-17>).
<표 Ⅳ-17> ADEA와의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3
사업명

VUS(Virtual University System) 설립 및 확대 지원 사업

해당지역

케냐 및 그 외 5개국

기

간

2012-2016(5개년)

예

산

1,000만불

목

표

VUS 지원을 통한 아프리카 고등교육의 확대

배

경

아프리카에서는 모든 지역에 균등한 설비 및 인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AVU(African Virtual University)가 설립되었으
며, 현재 확대 운영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내

용

1) AVU 직원 및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2) VUS 설립 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1) AVU 직원 및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추진방법

국내 AVU 직원 집중 연수 기관 선정(2012)
AVU 직원 국내 집중 연수 실시(2013-2016)
현지에 전문가 파견(2012-2016)
2) VUS 설립 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국별 VUS 설비 지원 타당성 조사(2012)
지원 프로그램 개발(2012-2013)
설비 및 프로그램 지원(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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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한국

- ICT 교육을 한국적 교육개발협력 모델로 성장
- 국내 ICT교육연구 기관과 각종 사이버 교육 기관의 세계화, 국제화 역량 강화

아프
리카

- 아프리카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
-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달성

파트너십

사업내용

한국

AVU 직원 및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연
수 실시

KERIS

VUS 설립 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KERIS, EBS
KEDI, KAIST

수원국(권역)

국제기구
-

ADEA,
AVU(케냐를
포함한 5개국)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50만불

300만불

300만불

200만불

150만불

1,000만불

라) 직업훈련교사 양성 지원 사업 : TTISSA 지원 사업
TTISSA((Teacher Training Institute for Sub-Sahara Africa) 는 EFA(Education
for All)의 세 가지 목표인 1) 초등교육 등록률 향상, 2) 교육기관 설립, 3) 교육과정 개
선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교원’이 충분하게 양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주로 교원양성 시스템 수립 및 지원
에 운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이미 ADEA나 AU의 평을 듣더라도 상당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아프리카에서 체계적으로 확
대･보급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시설 설립도 중요하지만,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미 아프리카 교사 양성 시스템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TTISSA에 직업교육훈련분야 창설을 돕고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표 Ⅳ-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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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ADEA와의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4
사업명

직업훈련교사 양성 지원 사업- TTISSA지원사업

해당지역

아프리카 전역

기

간

2012-2016(5개년)

예

산

1,000만불

목

표

교사양성사업으로 UNESCO에서 추진 하고 있는 TTISSA사업에 한국의 제안으로 직
업훈련교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수준 높은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한다.

배

경

TTISSA는 교사 양성 및 훈련을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UNESCO에서 주관하며,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 중이다. ADEA, 아프리카연합(AU)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미 잘 성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업
훈련교사 양성 파트를 추가한다면, 아프리카 전역에 부족한 직업훈련교사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

용

TTISSA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수립
TTISSA 권역별 직업훈련센터 설립 및 시범운영
TTISSA 표준국가기술자격제도 정착

추진방법

기대효과

1) UNESCO TTISSA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MOU 체결
2) TTISSA에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창설
3) TTISSA 각 지역 사무소에 직업훈련전문요원 파견
4) 국내 글로벌 기업과 현지 파트너십 체결 (교육과 노동시장 수급 균형을 위한 전략
적 계획 파트너로 성장)

한국

- 한국의 직업훈련교육 분야를 세계화 시킴

아프
리카

- 직업 교육 확대의 기반 마련

파트너십

사업내용

한국

TTISSA 직업훈련교
사 양성과정 설립

KRIVET
국내대기업,
중소기업청

VUS 설립 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KERIS, EBS
KEDI, KAIST

수원국(권역)

국제기구

ADEA, AU
아프리카
전역

UNESCO
TTISSA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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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100만불

200만불

300만불

300만불

100만불

총계
1,0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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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교육 역량증진 프로그램
UNESCO에서 설립한 IICBA(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
는 뛰어난 인재를 기를 만한 국가, 사회 그리고 기관의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교육
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 하에 있는
지역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초등학교 교원으로 곧바로 투입되는 등 아직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원 양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다. 해당 사업은 UNESCO에서 이미 유사한 분야를 폭넓게 공론화 시키고 실행하는 기
구를 설립했으므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원조 효과성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협력체제
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ADEA의 역량도 강화시키고자 한다. ADEA는 교원 연수 와 교수방법 개
선을 위해서 각 국별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ADEA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아프리카 각국에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교수
방법 개발의 틀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국의 교사와 교수방법 전문가들을 ADEA 본사와
ADEA가 중점적으로 협력하는 현지에 파견해서 ADEA의 역량도 강화하고 친선 교류도
도모하고자 한다(<표 Ⅳ-19>).

<표 Ⅳ-19> ADEA와의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5
사업명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사업

해당지역

아프리카 전역

기간

2012-2016

예산

500만불

목표

아프리카의 교육 시스템과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킨다.

배경

아프리카에서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UNESCO의
IICBA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내용

1) 교원 양성 체제 수립 지원 프로그램
2) 교원 연수 및 교수 방법 개선 지원 프로그램
3) 교육 행정가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4) 한국 교사 및 교수 방법 전문가 아프리카 파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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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양성 체제 수립 지원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UNESCO IICBA, ADEA, 한국의 삼자 협력 체계 구성(2012)
아프리카 권역별 중점 협력 대상국 선정(2012)
교원양성체제 수립 지원 자문 위원단 구성(2012)
현지 사범대･교대 설립 타당성 조사(2013)
사범대･교대 설립 및 전문가 파견(2013-2016)
2) 교원 연수 및 교수 방법 개선 지원 프로그램

추진방법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UNESCO IICBA, ADEA, 한국의 삼자 협력 체계 구성(2012)
국내 집중 연수 유치 기관 선정(2012)
ADEA 교원 연수 및 교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실시(2012-2016)
아프리카 교원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 실시(2012-2016)
3) 교육 행정가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UNESCO IICBA, ADEA, 한국의 삼자 협력 체계 구성(2012)
국내 집중 연수 유치 기관 선정(2012)
ADEA 교육 행정가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실시(2012-2016)
아프리카 교육 행정가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 실시(2012-2016)
4) 한국 교사 및 교수 방법 전문가 아프리카 파견 프로그램
한국교원단체협의회와 교과부를 통한 교사 및 교수 방법 전문가 선정(2012)
파견교사 및 교수 방법 전문가 국내 워크샵･연수(2012)
ADEA와 아프리카 각지에 교사 및 교수 방법 전문가 파견(2013-2016)

한국

-국내 사범대･교대의 국제화 능력 향상
- 한국 교원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시야 확대
- 국제적인 교수모듈 확보 및 콘텐츠 개발
- 아프리카와 친선 증대

아프
리카

- 양질의 교원과 교육 행정가 확보를 통한 교육 발전 토대 구축
- ADEA가 자체적인 교육 자문 역량을 갖춤으로써 내생적인 교육전문기관을 양성

기대효과

사업내용

한국

교원 양성 체제 수립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KEDI, 교원단체협의회,
국내 교대 및 사범대

교원 연수 및 교수 방법 KEDI, 교원단체협의회,
개선 지원 프로그램
국내 교대 및 사범대
교육 행정가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KEDI, 교원단체협의회,
국내 교대 및 사범대

수원국(권역)

국제기구

ADEA,
아프리카
전역

UNESCO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연도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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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50만불

100만불

200만불

100만불

50만불

5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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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MIS 구축 및 이러닝 역량증진 프로그램
EMIS는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교육행정체계를 유지하고 효율화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부는 교육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아프리카 연
합(AU) 및 지역경제 협력체(RECs)와 협력하여 권역 차원에서 각국의 교육행정전문가
를 한데 모아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이 핵심인력을 활용하여 국가별 차원의 연수 프로그
램으로 심화･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표 Ⅳ-20>).

<표 Ⅳ-20> ADEA와의 중장기 교육협력사업 6
사업명

EMIS 보급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해당지역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 5개국 및 20여개국

기간

2012-2016(5개년)

예산

1,000만불

목표

EMIS 기초 확립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 행정 체제 수립

배경

아프리카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제는 교육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인 정
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깨달았고, 이에 따라 교육정보관리체제(EMI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내용

1) EMIS 권역별･국가별 연수
2) EMIS 프로그램 개발 권역별 보급
1) EMIS 권역별･국가별 연수

추진방법

EMIS 연수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2012-2013)
권역별 교육 행정 전문가 연수 실시(2012-2014)
권역별 연수 사후 평가 실시(2014)
국가별 심화 연수 실시(2014-2016)
국가별 심화 연수 사후 평가 실시(2016)
2) EMIS 권역별 보급 지원
EMIS 설계 및 개발(2012-2014)
현지에 전문가 파견(2015-2016)
현지에 보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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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EMIS 의 세계화 토대 마련
-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교류를 통한 상호 비교교육협력의 토대마련

아프
리카

- 아프리카 교육행정체제 발달에 기여
- 아프리카 교육 시스템 전반의 효율화･합리화에 기여
-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증대

기대효과

파트너십

사업내용

한국

수원국(권역)

국제기구

EMIS 권역별･
국가별 연수

KEDI, KERIS

ADEA, 권역별 주
요 5개국을 포함
한 최소 20여개국

UNESCO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100만불

200만불

300만불

300만불

100만불

1,000만불

라. 추진 체계 및 모니터링
1) 추진 체계
현재 ADEA는 튀니지에 소재하고 있는 AfDB 본사에 위치해 있으며, MOU를 체결하
여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운영 자금의 상당한 부분도 AfDB에서 지원받고 있으
며, AfDB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ADEA와 협
력관계를 확대할 경우에는 AfDB와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
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 아프리카 국가 연합체 그리고 국별 교
육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반적인 실행 체계는 아래 [그림 Ⅳ-2] 에
서 보는바와 같다. 우선 운영위원회에 속해있는 의결기구인 장관위원회와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의제가 논의되고 결정된다. 여기서 중장기 계획을 설
립하면 사무국, 특별 실무단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
하여 실행에 옮기는 구조다.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은 자문단이나 참관자로 ADEA의 주
요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가지고 ADEA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
려면 일정한 수준의 지원금을 분담해야한다.
ADEA의 대외 아프리카 기관 파트너들 중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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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AU)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현재 AU는 산하에 있는 HRST(Department of Human

Resource, Science and Technology)를 통해 PAU 설립 사업과 유럽-아프리카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은 ADEA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아프리
카 연합(AU)과의 협력 증진에도 힘써 아프리카 고등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ADEA에서는 3년 단위로 교류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Trienalle)을 열고 다양
한 아프리카 교육 개발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
에 한국이 자주 참여해서 아프리카 교육 정책 결정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사 결
정 과정에서부터 협조할 수 있다면, 이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 과정이 더 수월해지리라
예상된다.

[그림 Ⅳ-2] 한-아프리카 교육협력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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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협력 조직 및 단체

AU과 전략적 제휴

국제개발협력조직
및 단체

↑↓

↑↓

↑↓

ADEA

운영위원회

→
←
장관
회의

장관위원회

집행위원회

→
←

↑↓

→
←

실무작업단(WGs)

→
←

사
무
국

[그림 Ⅳ-3] ADEA와의 협력 추진체계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
(ADEA)의 Ahlin Byll-Cataria의 총장과 함께 한･아프리카경제협력회의(KOAFEC)의
교육 특별 세션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국가발전에 공헌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아프리
카와의 교육협력을 논의한바 있다. 특히 2012년도 2월에 부르키나파소에서 전체 교육
장관이 참여하는 연차회의(2012 Triennale and Burkina Faso's new Strategy for
Accelerated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소개하
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권역협력과제를 발굴하도록 할 것이
다.
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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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이카는 한국의 대외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2) 한국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ADEA를 아프리카 교육 협력의 전략적 축으로
삼아 이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현지 ADEA의 협력기관으로 가입하고, 워
크숍과 Trienalle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3) 아프리카 연합(AU)은 ADEA의 전략적 파트너이므로 ADEA와 함께 또 다른 현지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교육 발전 계획에 ADEA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국제기구 및 지역 단체들을 통해 이미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사업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의 장래성과 효과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참여하고 이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
축함으로써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사전, 중간, 사후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사전 모니터
링은 사실상 사업 타당성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는 아프리카 현지 파트
너십 확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표 Ⅳ-21>).
<표 Ⅳ-21> 모니터링 체계
중점 평가 요소
사전 모니터링
(사업 타당성조사)

현지 파트너십
현지 수요조사
(객관적, 주관적)

중간 모니터링
(사업 시행과정조사)

예산 집행 효율성
사업 진척도

사후 모니터링
(사업 결과 평가)

사업 효과성

평가 방법

참여 기관

한국
현장 방문
한국 주무 기관
(한-아프리카 평가 실
한국국제협력단
사단 구성)
아프리카
현지 설문조사
AU
데이터 분석
ADEA

아프리카 현지에서 기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무 기관의 비전, 구체적인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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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중･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
에는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이 실제 시행될 만한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중간 모니터링은 전
체 사업 추진 기간의 중간 혹은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
진 효율성과 사업 진척도를 평가한다. 중간 모니터링에서 나온 결과는 곧바로 보고서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환류(Feedback)되어 현장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이때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따로 파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후 모니터링은 사업이 끝
난 직후에 가는 방법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년, 5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올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

2. 아프리카 권역과의 중장기 교육협력방안
가. 권역별 교육협력의 방향
이 절의 내용은 앞 절에서 언급한 ADEA와의 교육협력방안과 달리 유네스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과 연계･제휴하여 아프리카 권역별 교육 ODA를 추
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한 교육협력 방안은 한국과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 간의 ‘조화’(Harmonisation)를 통해 선단식 지원방식(Flagship Aids), 혹
은 복합적 지원전략(Multi-Donor Budget Approach)과 같은 프로그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는 세계은행과 유네스코, 그리고 미국･영국 등이 주도하는 ‘기초교육 속성지원
전략(EFA-FTI)’ 사업이 대표적이며, 후자는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일본, 브라질 등이
연계하여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고등교육 지원전략을 추진하는 ‘남남북협력(제3자 협력)’
을 들 수 있다.29)
29) 복합적 지원전략은 일반재정에 대한 지원전략(General Budget Support:GBS)을 포함하여 교육OD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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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와 같이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과 연계하는 권역 협력방안을 추진하는 근
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9년에 새롭게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발 공여국으로서 교
육 ODA 실천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교육지원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
한 협력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선진 공여국들의 ODA 노하우를 학습해
야 할 상황이다. 즉, 선단식 지원전략과 다국적 복합지원 전략 등은 이와 같은 선진공여
국의 협력전략과 실천과정을 체득하면서 ODA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신흥 공여국이라는 점에서 교육 ODA 지원물량과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집중적인 지원 전략으로 최대한의 협력효과를 산출
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기구와 제휴하여 프로그램 지원방
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유네스코와 제휴한 남부 아프리
카 지역에 대한 ‘BEAR 프로젝트’ 사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체제를 구축한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연계하거나 ’교육ODA‘에 대해 구심축 역할을 하는 프랑스, 캐
나다 등을 벤치마킹하여 공동 제휴 협력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활용정책’이나 ‘복합적 지원전략’과 같은 프
로그램 지원체제는 파리선언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될 것이다. 즉, 동일 권
역 혹은 동일 개도국에 대하여 여러 공여국이 중복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주체적 참여의식을 강조하고, 해당 권역 내 ‘남남협력’을 지
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권역별 교육지원협력의 목적은 다음
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여러 공여국들이 중점 지원대상국가에 대한 재정 투명성 절차를 확인･검증하면서 협력･지원하는 방식
이다. 예를 들면, 현재 남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하여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모잠비크, 앙골라 등에
대해 포르투갈 문화권에 속하는 브라질, 포르투갈 등과 일본(재브라질 일본교민 등이 중심 역할을 수
행)이 함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SAPBJ 전략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동시에 남아프리카, 브라
질 등의 신흥공여국과 일본 등의 선진공여국이 함께 아프리카 개도국에 지원하는 ‘남남북협력’방식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www.mof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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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프리카 각 권역별 지원협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지원사업 자체가 수원국
의 요구에 일치하고, 공여국 간에 조화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권역별 교류협력에서 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 특히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전후 재건교육 및 민주화 과정 등에서 추진한 교육개혁 전략이 권역 협
력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협력 방안으로 육성해야 한다.

나. 권역별 교육협력에 대한 진단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과 연계하는 방식의 아프리카 권역별 협력방안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유엔 분류에 따라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2
대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중점 권역 내의 국가군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아프
리카 지역 여건에 따라 북아프리카(마그렙 문화권), 서아프리카의 기니아만 연안 지역,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강(콩고분지) 인접지대, 동부 ‘아프리카 뿔’ 지역, 그리고 남
아프리카의 열대스텝 기후지역(무어리쉬 문화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연
구의 초점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으로 집중하였기 때문에 사하라
이남 4대 권역에 대한 공여국 협동 전략,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는 복합적인 지원전
략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니아만 연안 서부 아프리카 국가군은 대서양 연안 열대스텝 기후지역으로서
사하라사막 및 차드 호수 서쪽 지역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가나, 기니,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말리,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을 중심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대하
는 전략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통
치 거버넌스가 불안정한 국가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과 UNDP(유엔개발계획), 유네스
코가 공동으로 교육협력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를 교육개혁 거점으로 활용
하기 위한 교육의 지방분권화 사업이나 문해교육 등과 관련된 KSP 지원 사업을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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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아프리카 기니아만 연안 지역에 대한 교육협력은 지역간 격
차, 문화 갈등, 빈곤해소 전략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교육협력은
지속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인재육성정책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개선(고등교육 지
원), 농촌‧농업개발, 사회복지 향상, 지역 평화와 개발을 위한 지원, 권역 내 주변 국가
간의 남남협력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사하라이남 인도양 및 홍해 연안 지역으로 우간다, 에티
오피아, 에리트레아, 케냐, 지부티, 수단, 소말리아 등 동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COMESA) 소속 7개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
적 갈등, 종족 분쟁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정치대국 에티오피아와 스와힐리 문화권의 중심 국가 케냐를 연계
하는 협력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
기 위해 인재육성 및 농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ODA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유네스코와 세계은행 등이 주도하여 ‘기초교육 속성촉진전략
(EFA-FTI)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그와 관련하여 복합적 연계협력정책(Muiti-Donor
Budget Approach)에 따라 기초교육 지원전략을 실천하고 있다(www.mofa.go.jp). 최근
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세계은행과 함께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등에 SWAPs
방식으로 고등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강 및 콩고분지 유역권은 가봉,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중
앙아프리카, 앙골라, 르완다 등의 동일민족 언어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권역은 현재
종교, 인종, 종족 간 갈등이 심화되어 민주적인 거버넌스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산업인재 육성 및 직업기술교육,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요청하고 있
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자원 확보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집중
적으로 교육협력 ODA를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벨기에, 포르투갈 등은 유네스코 등
의 국제기구와 제휴하여 구 식민지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해 한국은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과 공동협력 방식으로 교육재건 KSP사업과
교육 거버넌스 지원, 직업기술훈련, ICT 지원･보급, 기초 문해교육 지원전략을 중심으로

“(가칭)콩고분지 SWAPs 전략”을 구상･실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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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프리카 ‘무어리쉬’(사막･열대스텝 지역) 문화권은 남아프리카를 주축으로 주변
에 위치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등 영
국문화 및 ‘보어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역은 아프리카에
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지만, 각종 감염질환이 만성화되는
등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문화풍토로 인해 성인 계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국가 발전역
량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구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 벨기에, 네덜
란드, 프랑스 등과 일본 등이 기초교육 및 보건복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전략을 중점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BEAR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아
프리카 5개국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을 유네스코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 권역별 교육협력 마스터플랜과 실천사업
아프리카 4대 권역에 대한 협력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기초교육과 직업기술훈련, 교
육행재정 지원 등을 중점 수행하며, 주요 선진국과 연계하여 다국적 지원 프로그램
(SWAPs 혹은 Flagship/Multi-Donor Approach)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서부 아프리
카 지역은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KSP 사업을 국제기구와 함께 제공하
며, 동부 아프리카 지역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초등･고등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중부
아프리카 지역은 교육재건 계획을 국제기구 및 일부 선진국과 연계하여 전개하고,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직업기술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된 아프리카 권역별 교육협력 마스터플랜은 다음의 <표 Ⅳ-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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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권역별 교육협력 마스터플랜(2012-2021)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 기니아만 연안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보건 연계 통합지원전략
- 동부 “아프리카 뿔” 지역 국가군에 대한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 발전지원 전략
- 콩고강･콩고분지 환경보전사업과 연계된 교육재건계획 실천전략
- 남부 아프리카 스텝지역 국가군에 대한 직업기술훈련-고등교육 연계 지원전략

권역

서부
기니아만
연안지역

추진
목표

기초
교육

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
고등
교육

남부
스텝기후
지역

-보편적 의무교육체제의
정착과 안정화 실현

중기 협력사업
(2016년 까지)
중점추진사업
초등교육-보건정책 연계를 통한 교육접근
성 증대 및 질 관리
(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

교육재정 지원체제 정비를 통한 교육경영정
교육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
보체제 발전 지원
행재정 한 혁신체제 정비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기초
교육

중부
‘콩고분지
유역

장기 협력과제
(2021년 까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기초교육의 개
-아프리카 선도국 수준의 기초 선 및 질 관리 대책
교육 역량 달성
(에티오피아, 우간다, 남수단 등)
-글로벌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육성･진흥정책을 통한 과학기술분
야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고등교육 여건 개선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기초
교육

분쟁 이후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기초교
- 교육재건 원칙에 따라 기초 육 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
교육의 접근성 증대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카메룬 등)

직업
교육

- 빈곤퇴치 및 사회재건을 위 사회복귀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
한 직업기술교육체제 육성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직업
교육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인문해교육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직 과 직업기술교육 연계 전략 실천(보츠와나,
업기술, 문해교육 추진
나미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등)

고등
교육

- 남남북협력 체제를 통한 글
글로벌 수준의 대학 및 대학원 개혁을 통한
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육성
과학기술교육 육성(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추진
모잠비크, 앙골라, 보츠와나)

재원
배분

20%

30%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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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부지역 학교교육-보건연계 기초교육 지원사업
서부 아프리카 기니아만 연안 국가는 현재 내전 상태로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
는 국가가 많으며, 이에 반해 가나, 세네갈 등과 같이 비교적 건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
축한 나라도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고 초등교육 지원정책의 노하
우가 풍부한 선진공여국과 한국이 연계하여 교육ODA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충
분한 초등교육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건물과 시설, 기자재 등이 열악한 상황이고, 학교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건강위생교육 등을 보건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
이 요청된다. 그런 측면에서 EFA-FTI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계･협력전략을
구축하고, 이에 한국정부가 공여국으로 함께 참여하는 전략이 요청된다(<표 Ⅳ-23>).

<표 Ⅳ-23> 서부 기니아만 연안 교육협력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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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초등교육-보건정책 연계를 통한 교육접근성 증대 및 질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Flagship Aids/Multi-Donor Budget Approach)

사업예정지

나이지리아를 거점으로 하여 주변의 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말리 등을 연계하는 초
등학교 신축 및 후속지원 사업
(1개 국가당 4개 초등학교 지원, 총 5개국 20개 학교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2-2016(5년)

예상소요비용

총 200만 달러

사업목표

서부 기니아만 연안 국가군 중에서 세계은행과 미국, 영국 등이 주도하는 기초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공여국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건-교육을 연계하는 교육복지를 통해 무상
의무교육 달성에 기여

사업추진배경

미국, 영국 등이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적극 추진하고, 유네스코 및 세계은행 등이 공동
지원하고 있는 EFA-FTI(기초교육 속성지원전략) 사업에 관련하여 보건정책과 연계하
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추진방법

∙ 가나 등 기니아만 연안 5개 국가군이 국제기구 및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공여국 대
표단과 협의하여 시범 사업으로 추진
∙ 한국은 초등교육 전문가와 EDCF,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
하여 해당 수원국의 시범학교 운영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 PISA 등의 학력성취 모범국으로서 해당 지역 및 국가 내 학생들의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KSP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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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가나를 비롯한 기니아만 연안국가군의 초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등교육 발
전경험 및 축적된 선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보건 지원 연계운영방식 등을 제공
하여 Flagship Aid 방식의 국제시범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한국이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ODA 사업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6,000

6,000

6,000

6,000

6,000

한국 정부

400

400

400

400

4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계

2) 서부지역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경영정보체제 개선 사업
서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교육재정 혁신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역 국가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은 기초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과서 보급 활동과 교원급여 등에 중요
하게 활용된다. 그러므로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이 주도하는 일반재정 지원
전략(GBS)이 지역 내 수원국 정부와 연계하여 수행되고 있다. 한국은 교육재정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경영정보시스템 및 교육통계 시스템 등에 대한 자문컨설팅 사
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이 사업은 기초교육 등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는 체제, 즉 보편적 무상의무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활
용될 수 있다(<표 Ⅳ-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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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서부 기니아만 연안 교육협력 프로그램 2
사업 명

사업예정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제휴한 교육재정 컨설팅 지원사업
(Flagship Aids/Multi-Donor Budget Support Approach)
건전한 교육거버넌스를 보이고 있는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에 대한 기초교육 및 대
학진흥정책 등과 연계된 교육재정 지원
(국가당 중앙정부 자문 지원, 총 3개국 대상으로 연간 50만 달러씩 재정 지원)

사업기간

2012-2016(5년)

예상소요비용

총 750만 달러

사업목표

세계은행과 유네스코 등이 연계하여 교육재정 지원의 투명성이 분명한 국가에 대해 다양
한 재정 분배 및 보급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자문 컨설팅 사업을 추진(미국과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지원사업에 한국정부도 공동 공여국으로 적극 참여)

사업추진배경

서부 아프리카 권역의 EFA-FTI(기초교육 속성지원전략) 사업 대상 국가의 재정 컨설팅
및 KSP 보급사업을 통해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기초교육･직업
기술훈련 육성을 위해 기여

추진방법

∙ 가나, 세네갈 등 기니아만 연안 서아프리카 3개 국가를 중점 지원국가로 하여 세계은행
과 연합･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한국은 교육재정 전문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연계･제휴하
여 국내에 ‘서아프리카 교육재정 지원 컨설팅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수원국의 교육재정
지원 컨설팅에 적극 참여함.
∙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특정 교육지원 항목에 대해 무상지원 및 기술협력 방식으로
독자적인 부문별 지원전략(SWAPs)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음.

기대효과

∙ 기니아만 연안국가군의 교육행재정 구축 및 작동 기제에 대한 선도적인 ‘교육지원 모듈’
사업으로 추진함.
∙ 한국의 교육행･재정 역량 구축경험과 선진적인 교육예산 활용방법 등을 컨설팅함으로
써 Flagship Aid 방식의 국제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교육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한국 정부

150

150

150

150

15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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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천 달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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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부지역 학교와 지역사회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새마을운동과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아프리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동부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는 원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OECD DAC의 시범 수원국가로서, 개발원조그룹(DAG)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주변 권역 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비교적 활발한 오로미아주
를 중심으로 농촌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사례를 구축하
여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경제개발계획 및
빈곤감소전략문서에 부합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교육 노하우와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표 Ⅳ-25>).

<표 Ⅳ-25> ‘동부 아프리카의 뿔’지역 교육협력 프로그램 1
사업명
사업예정지

패키지형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동부 아프리카 국가(에티오피아 등 4개국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2-2015(4년)

예상소요비용

총 320만 달러

사업목표
사업추진배경

추진방법

경제와 교육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경제개발계획과 빈곤감소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동부 아프리카 국가 중 OECD DAC의 다원 기관 지원 중점국인 에티오피아를 시작으
로 사업을 추진함
∙ 각 국가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한 지역에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
장함
∙ 지역사회의 주 경제 활동 사업에 맞는 기술을 지원하고, 대상 지역에서의 기술을 교육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함
∙ 예를 들어, 커피 재배를 주 경제 활동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뭄 중에도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함
∙ 지속적인 기술 교육자를 파견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주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와 연계하여 그 지역 내 학교 시설을 이용한 주민 계몽을 목적으로 틈새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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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미화 및 보건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문해율을 높일 수 있는 언어 교육 프로
그램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동부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 경제 부흥과 생활 속의 교육의 기회 확충을 위한 한국의 경
제와 연동된 교육발전경험 사업을 전수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교육 및 주체적인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 제공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12,000

12,000

12,000

12,000

한국 정부

800

800

800

8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계

4) 동부지역 고등교육 기관의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은 교육협력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강점을 지닌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동부 아프리카는 사하라이남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양적 성장을
나름대로 달성한 지역으로서, 이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 초등교육뿐 아니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 수를 비롯한 고등교육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의 질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개발경험을 살린 단기 속성과정 등의 다양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
써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교원 교육의 콘텐츠, 즉 교
과내용을 연수･교육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원교육과 관련하여 교
육방법을 연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범국가적 차원의 교육개
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권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국제협력
단 사무소를 거점으로 교원양성과 관련된 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표 Ⅳ-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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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 교육협력 프로그램 2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예상소요비용
사업목표
사업추진배경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12-2015(4년)
60만 달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추진방법

∙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 예를 들어, 방학 및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현재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과내용을 포함한 교육방법, 커리큘럼 외적 요소-행정관리, 학생관리, 일정관리, 환
경미화,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포함
∙ 이미 현재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을 이용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아
디스아바바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을 위한 노하우 공유

기대효과

동부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 경제 부흥과 생활 속의 교육의 기회 확충을 위한 한국의 경
제와 연동된 교육발전경험 사업을 전수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교육 및 주체적인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 제공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500

2,500

2,500

2,500

한국 정부

150

150

150

15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계

5) 중부지역 분쟁 이후 권역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교육 지원사업
콩고강 유역의 국가들은 동일한 민족 문화권을 형성하면서도 각 종족별, 혹은 종교 등
의 대립으로 인해 오랜 기간의 내전 경험으로 가지고 있다. 현재도 이 지역은 ‘군벌 혹은
부족장’ 중심 통치체제가 내부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등을 중심으
로 거버넌스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선진 공여국들이 이 지역에
대한 교육 ODA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와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국제NGO들이 교육 협력사
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앙골라, 카메룬 등을 중점 지원국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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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유네스코와 연계하는 “BEA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은행과 미국, 벨기
에 등과 연계하는 “EFA-FTI” 지원전략 등에 참여할 수 있다(<표 Ⅳ-27>).
<표 Ⅳ-27> 중부 콩고강 유역 교육협력 프로그램 1
사업 명

사업예정지

분쟁 이후 권역 안정화를 위한 교육재건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Flagship Aids/Sector Wide Approaches)
내전 경험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카메룬, 르완다 등을 연계하는 학교교육 재건
시범지역 선정 지원 (1개 국가당 4개 학교 시범 지원, 총 3개국 대상으로 1개 학교당 연간
10만 달러씩 재정 지원)

사업기간

2012-2016(5년)

예상소요비용

총 600만 달러

사업목표

세계은행과 미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공여국들이 분쟁 이후 복구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도 공동 참여하여 교육지원부문에 집중적으로 연계하여 학교 중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여건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는데 기여

사업추진배경

중부 아프리카 권역의 EFA-FTI 대상국가와 분쟁 이후 재건지원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KSP) 보급사업과 교육재건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조치 등을 비교적
적은 교육ODA 규모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검토

추진방법

∙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르완다 등의 콩고강 및 콩고분지 유역권 국가들의 상호 협력하
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함.
∙ 한국은 초등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
술부 등이 연계･제휴하여 해당 국가별로 ‘교육개혁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수원
국의 지역사회 중심 학교발전계획을 실천하는데 기여함.
∙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 및 NGO, 민간기업 등이 국제기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
로 특정 교육지원 항목에 대해 지원전략(SWAPs)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려함(다국적 연
계 지원사업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교육섹터 지원에 중점 분담하는 역할을 담당).

기대효과

∙ 콩고강 유역 국가군의 통치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는 개혁과제로서 교육분야의
지원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교육지원 모듈’ 사업으로 추진함.
∙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직접 컨설팅함으로써 Flagship Aid 방식의 국제시범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교육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도 사
례를 구축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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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한국 정부

1,200

1,200

1,200

1,200

1,2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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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부 국가 경제개발 전략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지원
중부 아프리카 콩고분지 유역 국가들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내전 이후 제
대 혹은 무장해제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 성인, 청장년층, 소년병사 등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성인문해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국민들의 빈곤퇴치 요구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직업기술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며, 분쟁 이후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해역량 개발 사업 등의 중장기 로드맵도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직업기술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이 되는 성
인 및 청장년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빈곤퇴치 전략과 연계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표 Ⅳ
-28>).
<표 Ⅳ-28> 중부 콩고강 유역 교육협력 프로그램 2
사업 명

사업예정지

분쟁 이후 사회복귀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개발 전략과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Flagship Aids/Multi-Donor Support Approach)
내전 경험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카메룬, 르완다 등을 연계･제휴하여 국제사회
수준에서 제대 군인 등 성인문해 및 기술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범지역 선정 지원
(1개 국가당 2개 시범 지역 선정, 총 3~4개국 대상으로 1개 지역당 연간 20만 달러씩 재
정 지원)

사업기간

2012-2016(5년)

예상소요비용

총 600만 달러

사업목표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이 주도하는 복구지원사업과 한국 등이 출자하고 있는 유네스코
‘BEAR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프랑스, 벨기에, 미국 등의 공동 참여지원국들이 이 지역
의 성인문해교육과 직업기술훈련 등 국가 경제발전과 빈곤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도록 함.

사업추진배경

중부 아프리카 권역의 분쟁 국가 등을 중심으로 평화 거버넌스와 경제발전 전략을 지원하
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KSP) 보급사업과 교육재건에 따른 지속적인 직
업기술훈련 노하우 등의 후속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검토

추진방법

∙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르완다 등의 콩고강 및 콩고분지 유역권 국가들이 ‘BEAR 프로
젝트’ 등을 계기로 하여 상호 연계･협력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함.
∙ 한국은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전문가, 교육경제 및 개발경제 전문가, 외교통상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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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연계･제휴하여 해당 국가별로 ‘직업기술교육 및 성인문해
교육’ 등의 후기기초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실천함.
∙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 및 NGO, 민간기업 등이 국제기구 등과 ‘BEAR 프로젝트’ 전략
으로 교육섹터에 집중적으로 분담･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함.

기대효과

∙ 콩고강 유역 국가군의 통치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는 개혁과제로서 직업기술교
육 분야를 포함한 성인들의 사회복귀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모듈’ 사업
으로 추진함.
∙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직접 컨설팅함으로써 Flagship Aid 방식의 국제시범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교육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한국 정부

1,200

1,200

1,200

1,200

1,2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계

7) 남부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정착 지원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구조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직업기술교육을 집중 육성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미흡한 편이다. 특히 이 지역은 전통적인 사회문화 풍토에 기인
하여 감염질환에 따른 성인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하여 생산연령층의 육성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는 권역 내에서 쉽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기술교
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남부 아프리카지역의 수원국들은 이와 관련된 직업기술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
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수준에서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BEAR 프로
젝트’ 사업과 결합하여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퇴치 전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제
직업기술교육 지원 컨설팅과 자문을 추진하고자 한다(<표 Ⅳ-29>).

200 ｜

Ⅳ. 아프리카 권역 중장기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방안

<표 Ⅳ-29> 남부 스텝지역 교육협력 프로그램 1
사업 명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인문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연계하는 중앙정부 수준
의 인재개발 지원사업 (Flagship Aids/Multi-Donor Support Approach)

사업예정지

사회적 거버넌스가 비교적 불안정하고 기초교육이 낙후된 남부 지역의 나미비아, 잠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을 중심으로 성인문해 및 기술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범지역 선정 지원 (1개 국가당 2개 시범 지역 선정, 총 3~4개국 대상으로 1개 지
역당 연간 20만 달러씩 재정 지원)

사업기간

2012-2016(5년)

예상소요비용

총 600만 달러

사업목표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이 주도하는 복구지원사업과 한국 등이 출자하고 있는 유네스코
‘BEAR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 미국, 포르투갈, 아일
랜드 등이 중심적인 공여국으로 공동 참여하여 성인문해교육과 직업기술훈련 등 국가 경
제발전과 빈곤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도록 함.

사업추진배경

남부 아프리카 권역의 기초교육 낙후지역과 농어촌 도서벽지, 소수민족 거주지역 등을 중
심으로 평화 거버넌스와 경제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
(KSP) 보급사업과 교육재건에 따른 지속적인 직업기술훈련 노하우 등의 후속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검토

추진방법

∙ 나미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앙골라, 보츠와나 등의 사막 혹은 열대스텝 지역 국가에
대해 유네스코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BEAR 프로젝트’ 등을 계기로 하여 상호 연계･협
력하는 성인문해 기초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함.
∙ 한국은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전문가, 교육경제 및 개발경제 전문가, 외교통상부, 기획재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연계･제휴하여 해당 국가별로 ‘직업기술교육 및 성인문해교
육’ 등의 후기기초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실천함.
∙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 및 NGO, 민간기업 등이 포르투갈어 문화권(모잠비크, 앙골라)
혹은 남아프리카, 일본 등과 연계하여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BEAR 프로젝트’ 전략으로
교육섹터에 집중 분담･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함.

기대효과

∙ 남아프리카 사막･열대스텝 지역의 통치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는 개혁과제로서
직업기술교육 분야를 포함한 성인들의 사회복귀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모듈’ 사업으로 추진함.
∙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직접 컨설팅함으로써 Flagship Aid 방식의 국제시범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교육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한국 정부

1,200+2,000

1,200+2,000

1,200+2,000

1,200+2,000

1,200+2,0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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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부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개혁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육성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률이 5%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으
로서 제대로 된 교육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 졸업생 등의 우수 두뇌가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으로 인해 국가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이 사업은 이와 같이 열악한 이 지역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원 체제를 정비하는 개혁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이공계 및 광
물학계 중심의 교육연구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고등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표 Ⅳ-30>).

<표 Ⅳ-30> 남부 스텝지역 교육협력 프로그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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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남부 아프리카 고등교육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대학 및 대학원 개혁을
통한 과학기술교육 육성
(Flagship Aids/SSN-SAJB/Multi-Donor Support Approach)

사업예정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국가인 남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하여 주변 국가들의 고등교
육을 중점 지원(일본의 중심교육추진전략으로서의 COE 대학원 지원전략 활용)이 가
능한 대학 등 시범지역 선정 지원
(1개 국가당 1개 대학 선정, 총 3~4개국 대상으로 1개 대학 당 연간 10만 달러씩 재정
지원)

사업기간

2012-2016(5년)

예상소요비용

총 200만 달러

사업목표

현재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인재육성정책과 관련하여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일본, 브
라질 등이 공동 출자하고 있는 남남북협력(SSN) 방식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 한국도
공동 출자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추진함.

사업추진배경

남부 아프리카 권역의 고등교육은 주로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공
계 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일본과 신흥공여국인 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고등교육 지원전
략에 한국이 ‘BK21사업’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남남북 협력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검토함.

추진방법

∙ 나미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앙골라, 보츠와나 등의 사막 혹은 열대스텝 지역 국가
에 대해 기존 SAJB(일본-남아프리카-브라질)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한국정부가 탄
자니아 대학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 고등교육 전문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연계･제휴하
여 해당 국가별로 ‘고등교육 개혁’ 특히 사범대학과 대학원 육성, 이공계 과학기술교
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모색･실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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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 및 NGO, 민간기업 등이 독자적으로 브라질 혹은 포르투갈
을 통하여 포르투갈어 문화권(모잠비크, 앙골라) 혹은 남아프리카, 일본 등과 연계하
여 탄자니아, 잠비아, 보츠와나 등의 대학 지원사업에 분담･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함.

기대효과

∙ 남아프리카 지역의 고등교육 지원과 과학기술교육 집중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 모
듈’ 사업으로 추진함.
∙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경험을 직접 컨설팅함으로써 Flagship Aid 방식의 국제시범사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교육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한국 정부

400

400

400

400

400

수원국 정부

행정지원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행정지원+α

총

계

3. 중장기 과학기술 협력방안
가. 비전 및 목표
2001년 7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이 잠비아 Lusaka에서 아부자조약(the
Abuja Treaty)에 의하여 발족되었는바, 아프리카인 스스로가 통합･번영･평화를 증진하며,
국제영역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였다. AU 위원회(Commission)는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HRST)에 관한 무임소 장관직(a portfolio of Human Resources,
Science and Technology)을 갖는다.
NEPAD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륙의 경제전환과 지속가능발전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적 자원 역량 강화, 과학기술발전 등
을 언급하였다. 특히 교육, 훈련, 역량증진, 과학기술 정책의 조화, 고등교육 및 연구개
발 영역 발전, 권역수월성센터의 설립, 아프리카의 과학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2002년 세계 지속 가능 발전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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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실행계획](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은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환경문제, 질병, 수자원문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과
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선언문을 통해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과학기
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양도하고 확산시킴은 물론, 아프리카의 수월성센터
(centres of excellence)를 지원하여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프리카의 과학기술분야 통합실행계획(Consolidated Plan of Action)(2006)은 2003
년 11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1차 아프리카 과학기술부장관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해서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2003년 7월 모잠비크 Maputo에서 개최된
AU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시되었던 AU-NEPAD 프로그램 통합 안(Assembly/AU/Decl.
8(II))에 대한 결과물로서 AU 위원회와 NEPAD의 과학기술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 2월 NEPAD 사무국과 남아공의 과학기술부(DST)사이에
있었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워크숍에서 시작되었다. AMCOST
(the African Ministerial Council on Scien and Technology) 는 NEPAD, 남아공 DST,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12개의 기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리
고 아프리카 발전에 활용할 과학기술 응용 우선순위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
원회(Steering Committee)를 결성하였다.
2005년 G8 그룹은 스코틀랜드 Gleneagles에서 가진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의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 1) 수월성센터(centres of excellence)를 지원하고, 2) 대륙적･권역
적･국가적 수준에서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MDGs 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국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아프리카는 세계지식경제의
주변부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AU 아프리카위원회(the Commission for Africa)도 아프리카의 과학기술역량
증진을 강조하였다. 즉 아프리카의 수월성센터(centers of excellence)를 신설하거나 강
화하도록 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을 강조하였다. AU와 NEPAD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수월성센터의 상세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까지 고위급실무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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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도록 권고하였다.
2006년에 작성된 과학기술 통합실행계획의 비전은 ‘세계경제에 잘 통합되고 빈곤으로
부터 해방된 아프리카’이다. (The vision of this ‘Science and Technology Consolidated
Plan of Action’ is that of an Africa well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and free
of poverty)30).
통합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했다. 1)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및 혁신들을
통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기여한다. 2) 세계적 과학지
식과 기술혁신의 세계적 축적(global pool)에 기여한다. 이 계획에 소개된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권역적･대륙적･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시행될 것이다.
우선, 통합계획에 따라 마련된 최초 5개년(2006-2010) 시행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R&D를 개선･활용하고, 시설물 공유
▪ 기관･정책수립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을 개발하고 기술혁신을 추진
▪ 아프리카 대륙의 과학기술자, 기사들을 양성하여 대륙의 인적 자원을 확대
▪ 권역협력의 질과 강도를 제고
▪ 과학기술을 위한 아프리카의 정치적･사회적 추진주체들을 형성
▪ 과학기술정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정책의 질을 개선
▪ 지역경제공동체의 과학기술역량의 증진 및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기여
▪ MDGs 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적용을 확대
▪ 과학기술재정의 확보를 위한 혁신적 방법과 수단의 발굴
따라서 아프리카 권역/국가와의 중장기 과학기술협력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여 MDGs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30) NEPAD, Africa's Science and Technology: Consolidated Plan od Action,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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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전문가 및 전문인력 양성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과학기술혁신 추진
▪ 지역경제공동체 및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

나. 진단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MDGs 달성도
북아프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MDGs 세부목표에 대한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
을 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두 지역 간에
는 동일한 아프리카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AU-NEPAD, 2010).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데는 두 지역이 겪은 역사적
인 경험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북아프리카의 경우
식민지 시대 다양한 제국주의 국가 권력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기능하였으나,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는 단지 식민 종주국에 자원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했기에 여러 기반시
설이나 제도의 확립수준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혁신체제
의 관점에서 이는 두 지역이 서로 다른 발전경로 상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두
지역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만약 시스템이 잘 갖춰질 경우 오히
려 지역 간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ies)을 통해 시스템이 더욱 원활히 작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31).
위와 연결하여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저발
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쉽게 충족되고 있지 않
다는 사실이다.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기아와 빈곤 해결에 대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차이를 살펴보면 북아프리카는 빈곤과 기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반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목표인 의무적인 초등교육 문제 또한 북아프리카에는 이미 높은 수준으
31) AU-NEPAD, 20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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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착되어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낮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
다. 하지만 빈곤과 기아, 교육제도 이외에도 젠더 불평등의 문제나 높은 유아사망률의
문제, HIV/AIDS나 기타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의 마련,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모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즉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곳, 국가 하부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곳이 바로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려 여전히 국가 내-국가 간 갈등이 끊
이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 안정성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기초적인 삶의 수준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UNDP에서 매년 각국
의 교육수준 및 문맹률, 기초적인 생활수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서 하나의 지수로 나
타내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국가 중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HDI 지수는 0.6~0.7 사이로 상당히 높
은 편에 속하는 반면 짐바브웨 0.140, 콩고민주공화국 0.239, 모잠비크 0.284와 같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의 HDI 값을 기록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기초적인 삶의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
이 지속될 경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나머지 세계들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
다. 특히 국가혁신체제(NIS)의 관점에서 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국가운영을 위한 기본
적인 하부구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추어진 상태이며 따라서 이들 국가는 해당 국가
의 과학기술수준과 주력분야, 혁신역량이 높은 분야에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체제
를 구축할 수 있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도로 및 항만, 정보통신 인프라와 같
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혁신체제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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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수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인간개발지수
(HDI)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보편적인 교육제도의 구축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초등교육 등록률에 대한
UNESCO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9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평균 혹은 개
발도상국의 평균에 비해서도 초등교육에 대한 순등록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2009년에는 77%까지 상승하여 큰 폭의 개선을 보이고 있으
나 여전히 세계 평균에 비해 낮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을 가르칠만한 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2009년 교사부족현황을 나타낸 지도를 살펴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교사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필요수준과 실제 고
용 가능한 수준 간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제도의 확립 외에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은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혹은 tertiary education)의 활성화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점차 고등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등록률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자국 내에서 등록하는 비율
과 해외유학을 통해 등록하는 비율을 합산해서 국가별로 나타내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 내에서는 모리셔스의 등록률이 가장 높은 반면 말라위,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와 같이 분쟁을 겪거나 삶의 기본적인 요구가 덜 충족되는 지역에서는 그 비
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Ⅳ-4] [그림 Ⅳ-5]). 이는 전체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특정 정책을 펼 때는 국가별로 가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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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그림 Ⅳ-4] 전 세계 지역별 고등교육 등록률의 변화추세(1970~2008)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GED 2010, statistical Table 10)

[그림 Ⅳ-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고등교육 등록률(자국 내+유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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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높은 문맹률,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교육
참가율을 보임으로써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국가 전체적인 학습능력 저하는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지적하는 상호학습을 불가
능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즉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해석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제품수명주기에서 쇠퇴기에 접어든 기술이나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만이 습득 가능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큰 실효성을 거두
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선진국이 단지 시혜적인 동기
에 의해서 이들 국가에 원조를 해주는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
학기술협력을 단지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정도로만 인식되게 하여 상호 간의 동기부여가
적절히 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과학기술활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구 개발 활동과 과학기술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별 과학기
술자 수와 연구개발비의 비중, 분포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Ⅳ-6]).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July 2011
주: 단위는 FTE(full-time equivalent)

[그림 Ⅳ-6] 인구 백만명 당 과학기술자의 수 (2009)

210 ｜

Ⅳ. 아프리카 권역 중장기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방안

우선 인구 백만명 당 과학기술자 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 과학기술자의 분포를 살펴보
면 [그림 Ⅳ-7]과 같다. 미국이나 러시아,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및 서유럽 지역
과 같이 과학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인구 백 만명 당 2,001명 이상의 과학기술
자가 존재하여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에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
우 많은 곳이 300~1,000명 사이이며 대부분이 100명 이하의 적은 수의 과학기술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자의 분포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 전
문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인접한 보츠와나, 가봉, 세네갈 등은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구 개발자의 집중이 두드러져 혁신체제의
전개에 있어 이들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July 2011
주: 2009년을 기준으로 해당 자료의 연도에 따라 +1~-12로 표기(예: 2008년 자료 = -1)

[그림 Ⅳ-7]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의 부문별 과학기술자 비율(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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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문별 과학
기술자 분포를 파악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국이나 일본, 중국, 싱가포르
와 같이 아시아에서 과학기술 수준이 높거나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진 국가에
서는 민간부문(Business enterprise)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아직까지 과학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의 경우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분야나 정부부문에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력
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체
로 민간부문 보다 대학이나 정부부문에 과학기술인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인구 대비 과
학기술자의 수가 높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보츠와나, 가나와 같은 국가는 다른 국가
에 비해 민간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July 2011

[그림 Ⅳ-8] GDP 대비 국내총연구개발비(GERD) 비중(2009)

다음으로 R&D 투자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내 총
연구개발비(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GERD)의 비중을 국가별로 나타내보
면 [그림 Ⅳ-8]과 같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GDP 대비 2% 이상
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은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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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0.5% 미만의 낮은 수준의 투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과학기술
자의 집중도가 높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보츠와나, 가봉, 세네갈 등은 GERD 비중
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아 이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의 절대적인 양
적 팽창과 더불어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구축, 공동연구의 활성화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측면 또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July 2011
주: 2009년을 기준으로 해당 자료의 연도에 따라 +1~-12로 표기(예: 2008년 자료 = -1)

[그림 Ⅳ-9]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 GERD의 재원 출처(2009)

연구 인력의 분포와 비슷하게 국내 총 연구 개발비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펀딩출처별로 나누어보면 [그림 Ⅳ-9]와 같다.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 투자재원이 마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나 해외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
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연구개발비
가 GDP 대비 높은 국가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투자재원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정부나 해외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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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문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Ⅳ-10]과 같다. 투자재원에서 민간비중이
높은 경우 대체로 민간에서 R&D 재원을 사용하는 비율 또한 높은 반면, 정부나 특히 해
외부분의 높을 경우 고등교육, 즉 대학에서 R&D 재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다. 이는 아직까지 저발전의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른 부문에 비해 대학에 연구개발이 편중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 결과는 전 세계적인 경향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필요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July 2011
주: 2009년을 기준으로 해당 자료의 연도에 따라 +1~-12로 표기(예: 2008년 자료 = -1)

[그림 Ⅳ-10]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의 부문별 R&D 투자 비율(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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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1990~2009년 아프리카 국가별 SCOPUS 논문 수
Country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Total

South Africa

14,481

18,010

20,976

33,205

86,672

Egypt

8,571

11,987

15,021

23,833

59,412

Nigeria

4,315

4,640

5,455

13,333

27,743

Kenya

2,077

2,795

3,058

4,971

12,901

Algeria

900

1,694

2,689

7,051

12,334

Tanzania

688

1,098

1,286

2,570

5,642

Ethiopia

751

1,131

1,243

2,409

5,534

Cameroon

570

893

1,245

2,557

5,265

Uganda

245

666

1,024

2,296

4,231

Ghana

426

813

975

2,022

4,236

Senegal

268

844

942

1,333

3,387

Malawi

227

406

552

1,047

2,232

Zambia

242

403

383

798

1,826

Burklna Faso

180

289

416

751

1,636

Gabon

161

240

266

453

1,120

Mali

106

228

267

508

1,109

Mozambique

73

151

195

462

881

Angola

26

35

56

120

237

Lesotho

48

34

48

100

230

출처: AU-NEPAD(2010: 90-91)

아프리카 국가별 과학기술수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19개 국가에 대해 1990년~2009년까지의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국가별로 게
재된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31><표 Ⅳ-32>와 같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 비해서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레소토와 앙골라의 경
우 가장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AU-NEPAD, 2010). 하지만 현재 논문 수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5년 단위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현재 절대
적인 논문 수가 적은 국가들은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논문 증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
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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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시기에 따른 국가별 SCOPUS 논문 수(1990~2009)
Country

Rank 1

Rank 2

Rank 3

Rank 4

Rank 5

South Africa
(56%)

의학
(19%)

농업/생물학
(16%)

사회과학
(10%)

지구과학
(7%)

환경과학
(6%)

Egypt
(57%)

의학
(17%)

화학
(14%)

물리/천문학
(9%)

재료과학
(9%)

공학
(8%)

Nigeria
(66%)

의학
(25%)

농업/생물학
(18%)

생화학/분자생
물학 (12%)

사회과학
(7%)

환경과학
(5%)

Kenya
(77%)

농업/생물학
(27%)

의학 (23%)

면역/미생물학
(11%)

생화학/분자생
물학 (10%)

사회과학
(8%)

Algeria
(62%)

물리/천문학
(17%)

공학
(13%)

재료과학
(13%)

수학
(10%)

화학
(9%)

Tanzania
(76%)

의학
(31%)

농업/생물학
(19%)

면역/미생물학
(11%)

환경과학
(8%)

사회과학
(6%)

Ethiopia
(66%)

농업/생물학
(28%)

의학
(18%)

환경과학
(8%)

면역/미생물학
(6%)

사회과학
(6%)

Cameroon
(59%)

농업/생물학
(20%)

의학
(18%)

물리/천문학
(9%)

생화학/분자생
물학 (7%)

면역/미생물학
(7%)

Ghana
(73%)

의학
(25%)

농업/생물학
(20%)

사회과학
(10%)

환경과학
(9%)

면역/미생물학
(9%)

Uganda
(81%)

의학
(37%)

농업/생물학
(16%)

면역/미생물학
(14%)

환경과학
(7%)

사회과학
(8%)

Senegal
(70%)

의학
(31%)

농업/생물학
(16%)

면역/미생물학
(12%)

생화학/분자생
물학 (6%)

사회과학
(5%)

Malawi
(83%)

의학
(47%)

농업/생물학
(13%)

면역/미생물학
(12%)

사회과학
(8%)

생화학/분자생
물학 (4%)

Zambia
(79%)

의학
(38%)

면역/미생물학
(17%)

농업/생물학
(12%)

사회과학
(8%)

수의학
(5%)

Burklna Faso
(80%)

의학
(44%)

면역/미생물학
(20%)

수의학
(7%)

사회과학
(8%)

약리학/독물학
(4%)

Gabon
(83%)

의학
(34%)

면역/미생물학
(21%)

농업/생물학
(17%)

환경과학
(6%)

생화학/분자생
물학 (5%)

Mali
(79%)

의학
(32%)

농업/생물학
(19%)

면역/미생물학
(13%)

환경과학
(8%)

생화학/분자생
물학 (7%)

Mozambique
(79%)

의학
(37%)

농업/생물학
(19%)

면역/미생물학
(12%)

지구과학
(8%)

사회과학
(7%)

* 주: 국가명 옆의 괄호는 상위 5개 분야의 비중을 합산한 것
자료: AU-NEPAD(201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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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논문 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제 국가별로 어떤 분야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의학과 농업/생물학 분
야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의학과 농업/생물학, 면역학/미생물학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야별 집중도의 차이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절대적인 논문 수가 많은 남아프
리카 공화국이나 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알제리 등은 상위 5개 분야의 집중도가 다
른 국가들에 비해 낮고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
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시기
에는 다양한 분야를 두루 고려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이처럼 아프리카 내에서는 국가별로 대체로 상이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동일한 부
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역량을 보다 집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판단
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권역별로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에 따른 공
동연구가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탁월한 연구 성과가 창
출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해당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경쟁 심화로 인해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주력 분야 혹은 미래 발
전가능성이나 혁신역량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과거 역
사적 경험이나 문화적 특성, 자연 및 인문환경 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도
폭넓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중장기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1) 장기 과학기술협력 전망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권역 및 국가들과의 중장기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는 <표 Ⅳ
-33> 마스터플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이다. 1)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전문가 및 전문 인력 양성, 2)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과
학기술혁신 추진, 3) 지역경제공동체 및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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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탕으로 장기 과학기술협력의 전망을 한다면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에서는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과학기술 기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의 확대로서 이에는 과학기
술 인적 자원 양성기반 확립, 과학기술이전 및 네트워크 확대, 원천/핵심기술 공동개발
을 들 수 있다.
<표 Ⅳ-3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의 중장기 과학기술협력 마스터플랜(2012-2021)
중장기 과학기술협력의 목표
-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전문가 및 전문인력 양성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과학기술혁신 추진
- 지역경제공동체 및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
분야
추진 목표

장기 협력과제
(2021년 까지)

중기 협력사업
(2016년 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원
배분

∙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기초적 인프라 구축
1단계
과학기술
기반확립

2단계
과학
기술
혁신
확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의료 및 면역시스템 정비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
반 마련
∙ 과학기술분야 중등 교원 양성
과학기술 기반의 교
- 수학･과학 등 이공계 과목의 교육과정 수립
육제도 확립
∙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 연계

2-1
단계

과학기술 인적자원 ∙ 과학기술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양성기반확립
∙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 마련

2-2
단계

과학기술이전 및
네트워크 확대

2-3
단계

원천/핵심기술 공동
개발

40%

30%

∙ 주요분야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지원 확대
∙ 민간부문 과학기술자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 이공계 분야 우수 대학원생 유치
∙ 주력분야 공동연구개발
-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20%

10%

문해율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개발

아울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과학기술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와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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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협력의 글로벌 추이와도 부합한다. 실제로 1960년대의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지향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후 1970년
대 들어 개발도상국의 기본수요를 고려한 후생 지향적 협력과 1980년대의 시장 지향적
협력으로 변화하였다가,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자립경제 발전을 우선한 지속가능한 협
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김기국, 2008).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내생적 발전전략이론 중 하나인 국가혁신체제(NIS)에 기
반 해서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이 접근법의 장점
은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협력대상국의 현재 위치에 따라 차별화 된 협력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Ⅳ-11]과 같다.

[그림 Ⅳ-1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와의 중장기 과학기술협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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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중점추진과제
앞서 제시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와의 장기 과학기술협력 전만에 기반하여 중기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사업으로 4개사업을, 2단계사업으로 5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였다. 재원배분의 비중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가) 제1단계 과학기술 기반확립을 위한 협력방안
(1)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기초적 인프라 구축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1단계 분류기준인 정치･사회적 안정성
이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을 이미 앞서 현황분석에서 살펴보았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과학기술부문만 고려하는 협의의 과학기술협력 자체가 무의
미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은 기초적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R&D 투자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보츠
와나, 가나 등 일부국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국가들이 기초적인 인
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의 협력사업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므
로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기초적 인프라 확충사업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단계 국가에 대해서는 화물과 물자의 이동에 중요한 도로포장과
항만, 철도, 항공교통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수질개
선을 통한 면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
른 아프리카 국가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약 40% 정도를 통신과 교통 분야에 사
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적절한 방법은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국내 민간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에 대한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협력대상국
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의 재원 절약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시장개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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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WB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차관사업으로 협
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의료 및 면역시스템 정비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정치･사회적 안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교통이나 통신설비,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분쟁완화, 가난과 기아 문제의 해결 등 소프트한 부문
도 혁신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
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쟁완화와 같은 측면들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매
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협력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여전히 시급
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협력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의 활동을 통한 의료봉사 등의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 분명하나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봉사형태의 사업은 일시적으로만 추진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임시처방에 그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의료시스템을 개
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약 24% 정도가 수자원, 위생, 보건 분야에 투자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부문의 투자 이외에 민간부문
의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국 정부와
의 협의 하에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교섭체계를 구축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정부와 국내 대학병원 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의학대학 설립, 수련의 과정 신설 및 전문 의료인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위한 교섭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ADEA를 통해 협력사업의 타
당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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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분야 중등 교원 양성
교육제도는 개인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을 강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정보와
기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교육혁신은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전
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호학습과 경험 등에 의해서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확립은 국가혁신체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전까지 국가혁신체제에서 강조하던 교육은 고등교육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통해 총체적 학습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인 의무교육, 평생교육체계의 확립이 국가혁신체제에 있어
서 보다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 상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수준
으로서 2009년 1,115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가나, 레소토 등 8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큰 폭의 교원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측면에서도 이들 지역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슬람회의기구(OIC)에 속한 국가들 중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 국가는 교육부문에서 교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교육기자재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이석희 외, 2009).
따라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부족한 교원 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이들
에 대한 교사양성 및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한국에서 기초적인 교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자 연수나 산업
기술생 연수는 추진되고 있지만 교원양성을 위한 연수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교육제도의 확립이 궁극적으로 과학기
술협력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협력을 통한 혁신창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과 국내 대학, 국내 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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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예비교원들에게 초중등 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 이들 국가의 교원 수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교육 인프라를 확대하
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교육인프라 정보를 수집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보수 및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콩고
민주공화국에 소재한 UNESCO IICBA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4)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교육제도의 확립은 단순히 제도 그 자체의 구축뿐만 아니라 어떤 양질의 내용이 학생
들에게 제공되는가 여부도 중요하다. 실제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와의 과학기술협
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이들 국가의 안정적인 혁신체계 확립을 통한 호혜적
인 과학기술 공동연구와 학습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공계
분야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러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
서도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이공계 관련 기초 학문분야의 토대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
는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학과 과학 수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OECD가 주도하는 학
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의 2009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학분야에서 세계
1~2위, 과학 분야에서 세계 2~4위를 차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수학과 과학 실력을 보
유하고 있다. 반드시 수학과 과학 수준이 높은 것이 반드시 과학기술수준의 향상과 직결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상위 수준의 국가들이 대체로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과학기술수준이 높은 국가들임을 볼 때 수학･과학 등의 이공계 기초학
문분야의 토대를 닦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학과 과학 분야에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
및 과학교육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학 및 과학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이들 국
가의 수학 및 과학교육 수준을 한 차원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교육제도에서는 교원 수의 부족이나 재원부족으로 인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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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기자재의 부족 등 물리적 교육환경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문은 교육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수
준이 점차 향상될수록 기초적인 인프라나 시설투자보다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
로 구축하고 행정능력을 어떻게 개선･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
제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컨설
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등의 여러 교육관련 기관들이 있고 교육정책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부와의 협력방안 마련을 통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에 보다 적절한
수준의 보편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교육협력협정을 맺고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KEDI)이나 한
국교육과정평가원(KICE) 등의 기관들이 국가별로 협약을 맺어 수학 및 과학교육을 위
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식 또한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교육제도 확립뿐만 아니라 과학기
술 특수적인 교육기반확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교육 유관기관과 ADEA와의
MOU를 체결하여 ADEA 교육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국내에서 인력양성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이 ADEA의 정책프로
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
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ADEA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ADEA 스스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제2단계 과학기술 혁신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1) 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2-1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대체로 과학기술의 수준이 하위수준, 즉 도입기 단계에 머
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과학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슬람회의기구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높은 과학기술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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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과학 및 공학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석희 외, 2009: 130). 분명 초기단계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장비뿐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 연구를 위한 센터설립 등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과학기
술 인프라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못하고 과학기술수준이 낮은 도입기 국가의 경우 인
프라 구축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러 인프라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프라 중 기초 인프라와 관련되는 정보통신 인프라
는 과학기술발전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므로 우선투자대상으로 확정하여 구축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외에 연구개발을 위한 건물이나 기자
재 등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설비나 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부 출연(연)에서 보유한
장비 중 기술수명주기가 오래된 장비를 무상 혹은 유상으로 임대하여 이들 국가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 및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재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에 폭넓게 매
장된 자원에 대한 개발계약을 추진하여 자원의 효과적 확보와 과학기술협력을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 과학기술장관협의회(AMCOST)와 협력하여 양허성
차관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아프리카 과학기술을 위한 통합실행계획에 부합되도록
한다.

(2)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형성 및 중장기 협력방안 마련
하드웨어 측면인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것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기
술이전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아무리 선진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한다 해도 이
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개인의 흡수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기술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혁신창
출을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통한 학습이 중요한데 이는 인지적 근접성(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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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즉 유사한 분야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호 간의
토론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Boschma, 2005).
앞서 현황분석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다수는
과학기술을 위한 전문 인력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
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
가의 경우 대체로 과학기술분야 중에서 의학이나 농업/생물학과 같은 특정분야에 편중
되는 경향이 높아 이들 분야 이외의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KIST 및 KAIST 같은 연구기관 및 대학원을 설립하여 과학
기술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을 위한
거버넌스와 정책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에 많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
이 어느정도 물적, 인적 자원을 구비한 나라에서는 국가발전전략의 차원에서 기관형성
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66년 KIST를 설
립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협력의 일환으로 해외 연구인력 인턴십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여 이들이 인턴십으로
국내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영재들을 발굴･육성하는 방안으로서 과거
에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ASEAN+3 과학영재센터 사업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들 아프리카 영재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과학기술전문가로 육성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
국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프리카 과학기술장
관협의회(AMCOST) 및 ADEA와 협력하여 개별국가 및 권역단체와 중장기 과학기술협
력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3) 주요 분야 관련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지원 확대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이 성장기 단계에 이를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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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되어 선진 기술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흡
수역량과 혁신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지원 확대
에 협력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협력대상국에서 주력분야로 내세우는 산업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 맞는 기술 및 특허이전, 산업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주력분야의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에 대외 과학기술협력 기획과 집행을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담
기관을 마련하고 이 기관 내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서 ‘개
도국 TLO(Technology Licencing Office)’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산업기술지원을 위해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 및 연구소에
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기업 간 협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대상국과
국내에서 산업박람회･기업박람회 등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과 MOU를 맺고 단계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수원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4) 민간부문 과학기술자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국가혁신체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개별 혁신주체 간 연계 및 상호학습,
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확산･활용되는 점을 이론화한 것으로서 혁신의 창
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
학기술수준이 성장기 단계에 다다른 국가들의 경우 과학기술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확
보되고 주요 협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이들과의 네
트워크 구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과학기술자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간 교류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국내 과학기술 행사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과학기술
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학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나 산업계
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아프리카 과학기술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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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프리카 과학기술자와의 공동연구나 공공 R&D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때 민간 기
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민간기업 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진출한 해외 R&D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의 협력센터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기업의 과학기술인력이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국가 내에 이공계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교수파
견 및 이공계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과학기술장관협의회(AMCOST)가 지정하는 지역수월성센터(Regional
Center of Excellence)를 지원하여 아프리카의 우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과학기
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가능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5) 주력분야 공동연구 개발
과학기술이 성숙기 단계에 이른 국가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비교우위 및 격차가 있는 분야에 대한 호
혜적 과학기술협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는 특히 우리나라 강점
을 보이고 있는 IT, BT 분야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력 분야와의 상호협력
을 통한 기술융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원 민족주의 및 신흥 산업국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 급
증으로 인해 자원 확보 및 고부가가치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
다. 아프리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물매장 지역이므로 자원 개발 분야에 주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와 자원개발관련 협력을 추진하여 자원
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자원 확보 또한 용이해진다는 장
점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숙기 단계에 이를 경우 대외 기술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
스로 혁신창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핵심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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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아프리카교육부장관협의회(AMCOST)가 지정하는 지역수월성센터(Center for
Excellence)를 지원하여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 국가와 우리나라 양 국의 필요성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간 상호출자의 형태
로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핵심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단
순히 양자 간 협력 차원이 아닌 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몇몇 국가와 연합하여 공동
으로 연구기관(KIST와 같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 참여도 적극적으
로 장려하여 개발된 기술이 빠르게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정체결을 추진할 필
요도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
으나 오랫동안 저발전의 상태에 머물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적으나 과학기술
이 성숙기 단계에 다다를 경우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을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발전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탄소저감기술이나 신재
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공동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중점 연구대상 국가별 중장기 협력 방안32)
이 절은 향후 아프리카와의 중장기 협력방안과 연계하여 지난 2년간 중점적으로 연구
하였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와의 과학기술분야 협력과제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국가들의 과학기술 수준은 비교적 중급 이상의 협력교류가
가능한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과학 및 산업과학 지원 및 초보적 과학기
술인재 육성 전략에 중점을 두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나이지리아와의 중장기 협력방안

(1) 나이지리아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국가적 역량과 과학 기술 혁신 정책 분야의 능력을

32) 이 절의 내용은 이우성, ｢아프리카 주요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현황 및 과제｣(2011)에서 인용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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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설정하고 있다. 즉, 국가적 역량, 인프라 시설, 인적자
본, 연구 활동 강화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1975년에서 1985년 사이
에 진행된 제 3차 및 제 4차 국가개발 계획에서 6개의 지역에 기술 및 공예와 관련된 고
등교육 기관들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가 내의 다양한 연구 기관의 설립을 통
해 보완되어 왔다. 이러한 고등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과학 기술 혁신 정책 분야에서 노
동력이 향상되어 왔지만,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나이지리아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이끌
어가기 위한 인적자원의 수와 질은 이러한 수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R&D분야에서의 GDP 에 0.1%에도 미치지 않는 자금 투입의 부족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성장과 발전의 자극 및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활
용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발전2020(NV2020)에서 설정한 과학기술혁신 분야는 주로 바이오테크
놀로지 등의 기술 분야, 기술 분야 예측 프로그램 실시, 중소기업을 위한 3개의 기술정
보센터(TICs) 와 3개의 R&D연구센터를 설립, 과학자 및 기술자 배증 정책, 과학기술 교
육기관에 대한 STI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와의 협력강화 방안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이지리아 비전2020”의 과학기술부문의 목표 영역은 ① 바이오테크놀
로지, ②나노테크놀로지, ③기관별 연계, ④역량 강화, ⑤재생 에너지, ⑥벤처산업 자
본, ⑦우주 탐구, ⑧연구 분야에 집중된 중소기업, ⑨지식 집약적 신소재 개발자원, ⑩
STI정보 관리, ⑪ICT 분야, ⑫지적 재산권, ⑬전통적 의술 및 의약 기술 등의 13개 기술
및 대상 영역이다. 따라서 한-나이지리아 과학기술 협력도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예측 프로그램의 실시, 중소기업대상
의 기술정보센터 및 R&D 연구센터 설립, 과학기술인력 2배 양성, 과학기술 교육기관의
STI 역량 강화, STI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원유/가스자원 가공기술역량 구축, 중소기
업 생산설비제작 기술의 국산화, 핵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과학기술혁신정책 기
획역량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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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나이지리아의 과학기술체계는 1960년대부터 설립되었으나 기복이 심한 변화를
겪어 온 상황이다. 1993년 Federal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설립되고
이후 19개의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을 설립한 이후에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어서 과학기술정책입안과 수행의 기본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셋째, 현재 과학기술분야에서 Flagship 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기술, ICT 기술, 우주과학기술, 핵전력 에너지, 농업/광물자원 개발기술, 기계설
비 엔지니어링 기술, 산업기술, 바이오 의약기술 등의 전반적 분야에서 과학기술연구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의 연구개발자금의 출처는 여타 국가들
과 달리 정부 자체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정부추진에 의한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과학기술 행정
체계와 정책기획,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을 갖추고 있는 나이지리아와의 과학기술 공동
위원회 설치와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다양한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도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협력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5대 중점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유･가스 등의 가공기술 분야에서 기술이전 및 공동연
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나이지리아의 Raw
Materials Research and Development Council (RMRDC)과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해당분야 한-나이지리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공동협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기술이전과 공동협력 과제 도출을 통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우주과학 및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구축･지원한다.
즉, 우주과학분야는 항공우주연구원과 나이지리아의 National Space Research &
Development Agency (NARSDA)와의 과학기술협력 수요조사 및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원자력분야는 한국의 원자력연구원과 나이지리아의
Nigeria Atomic Energy Commission (NAEC)와의 과학기술협력 수요조사 및 협력 프
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래서 우주과학과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서 아프리카 거점 기관
을 나이지리아에 구축하고 아프리카 대상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한-나이지리아 첨단과학기술(IT/BT/NT) 공동협력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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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이지리아의 ICT, BT, NT 등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센터 설립과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아프리카의 미래산업발전 분야에 있어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한-나이지리아 생산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연구원과 나이지리아의 산업기술 연구기관들과의 공동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공동연
구센터 사업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생산설비 분야 기술발전과 기술이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개발 공동연구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즉, 나이지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대체연료 개발사업과 연
계하여 우리나라의 녹색기술개발사업과 공동협력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에티오피아와의 중장기 협력 방안

(1)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 의회는 1975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1991년 정부 변화에 따
라서 과학기술위원회도 1994년에 재편성되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에티오피아 민주주
의 공화국 연방의 정부부처로써 1995년 3단계에 걸치는 재편성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형태의 STI 주무 부처는 2008년 10월에 설립되었다. 한편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정책은
1993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입법 기초를 세우고
법안의 비준을 얻는데 까지 1984년~1993년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 에티오피아
의 STI 분야의 정부 기관 구조는 국가 과학기술 의회, 국가 과학기술 의회 기술 자문 위
원회, 에티오피아 과학기술 위원회, 과학기술 실습 교육기관 및 센터 등의 4개 기관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업 및 보건
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서의 R&D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 발전
기구, 산업체 등에 설치된 소규모의 과학 기술 R&D 연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에서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소는 에티오피아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 중의 한 곳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업-생태 분야에 대한 13개의 연구센터와 세부의 다양한 중소연구센터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적 수준의 중심을 이루는 기초․응용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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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한편으로 에티오피아 보건 영양 연구기관 (EHNRI : Ethiopian Health & Nutrition
Research Institute)은 건강과 보건, 전통적 의약품의 현대 약품 및 진단 서비스에 적용
등에 대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연구기관은 또한 감염성 질병, 식품 과
학 및 영양, 촌락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전통 의약품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전
염병 연구 등의 분야의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방안
2010년 제정된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정책은 6대 영역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혁신시스템 구축, 기술이전 및 개발, 인적자원 개발, 품질기준의 강화, 과학기
술 관련 DB 발전,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서도 이들 영역에 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발전 목표는 11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탄올 생산 증가, 체
체파리수 감소, 특허정보관리, 과학기술 특화 대학 설립, 농업/보건/정보통신 기술의 강
화, 산업기술과 에너지, 재료과학 관련 연구기관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연
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기관은 농업분야의 에티오피아 농업연
구소와 보건분야의 에티오피아 보건영양 연구기관의 두 곳이므로 기관간 연구협력은 이
들 두 기관을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에티오피아는 최근 아프리카 인접 국가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인 BioEARN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박사인력의 교육연수사업을 공동으
로 진행하고 기술개발과 연구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내 바이
오 기술 전문 연구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은 광물자원개발부문에서 2011년부터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 등의 양국 전문가 기관들과의 협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어서 특별히 희토류 탐사과 발굴, 광물자원에 대한 연구에 양국간 협력
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간의 과학기술 중장기 협력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한-에티오피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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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야 한다. 현재 한-에티오피아 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설치와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이공계 대학 중점 육성지원 전략과 산학연 협력 방식의 과학기술 인
프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원 및 정책집행기관 등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과학기술정책기관이 1990년대 설립되어 수차례에 걸쳐 과학기술
정책들이 입안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부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실행기관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STI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와
정책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STEPI, KISTEP, NRF와 같은 과학기술기관 설
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회 체제, 과학기술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중장기 설립 기획연구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 에탄올 연구센터 설립 및 플랜트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에티
오피아가 추진하고 있는 에탄올 생산 확대와 관련하여 바이오 에탄올 분야의 기술개발
과 바이오연료 사업의 아프리카 거점으로서 한-에티오피아 바이오 연료 연구센터를 설
립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바이오 에탄올의 상용화를 위한 플랜트 구축 사업을 민간과
EDCF 차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에티오피아 품질관리 및 표준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표준기술 이전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국가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품질관리와 표준화 기술이전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품질 시험인증 및 표준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KRISS와 표준연구기관과의 표준기술 이전 및 중장기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에티오피아 KIST형 종합연구기관 설립 및 KAIST형 과학기술 특화 대학 설
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종합 과학기술연구기관이 부재하여 생산
기술연구원이나 KIST 타입의 과학기술분야의 종합연구소 건립을 한-에티오피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분야에만 특화된 과학기술대학이 부재하므로
KAIST형 특화대학을 설립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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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과 교수인력의 파견을 통하여 한-에티오피아가 중장기적으로 공동운영하며 한
국의 대 아프리카 과학기술연구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동부아프리카 거점 바이오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동부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BioEARN 연구프로그램과 박사인력 교육연
수사업, 장비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동부 아프리카의 바이오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동부아프리카 바이오기술센터를 에티오피아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
프리카 바이오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국내 박사급 연구원 인력교류 사업, 공동 워크숍 및
공동연구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희토류 광물자원 공동연구프로그램 및 인력양성･교류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
해야 한다. 희토류 분야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설립함으로서 희토류 분
야의 한-에티오피아 과학기술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
력양성과 인력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산업과 연계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다) 콩고민주공화국과의 중장기 협력방안

(1) 콩고민주공화국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
콩고민주공화국의 R&D 분야에 대한 재정은 주로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장려금 기부
금, 각 영역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통상수출금지와 불안정한 정
치적 환경으로 인해 국제적 공동체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연구기관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과 같은 과학적 연구역량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주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
은 Kinshasa, Kisangani, Lubumbashi 등의 국립대학교이다. 1954년도에 세워진
Kinshasa 대학교는 과학, 과학기술, 의학과 약학의 학부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고,
1963년도에 세워진 Kisangani 대학교는 과학과 의학 학부가 있다. 1955년에 설립된 동
부 지역의 거점 대학인 Lubumbashi 대학교는 과학, 과학기술, 수의학부 외에 농학 및
의학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 수준의 5개 기관들이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MSRT:Ministry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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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정부부처로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구조와 연관되어있는 정
책, 프로그램을 가진 기능적인 정부조직으로의 역할의 능력은 떨어진 실정이다. 더구나
2006년 선거 이후 정부 조직 개혁을 통해 MSRT의 역할은 더욱 부정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방안
현재 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부처 설립도 최근에야 이루어져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제도
구축과 정책 기획, 기획역량 강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MSRT의 주요 연구 기관들은
농업기술 연구분야, 핵연구센터, 지질학 및 광물자원 연구소, 바이오-의료 분야가 중심
을 이루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자국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기관을 다수 유치하고 있
다. 공공보건연구분야의 INRB, 열대농업분야의 IITA와 NAPRECA, PRAPACER 등 농
업관련 국제연구소가 다수 아프리카지역과 국제적인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
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중장기적으로 광물자원분야의 과
학기술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물자원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과학기술 중장기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
할 수 있다.
첫째, 콩고민주공화국과의 생물소재･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위한 생물소재 공동연구센
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연구교류협력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하드웨어(건물/기자재) 구축절차는 KOICA와의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
구원 파견,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과 콩고민주
공화국 킨샤사 대학교 및 농업연구소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민주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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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프로그램 기획이나 R&D 조세지원제도 등의 기술혁신지원제도, R&D 상용화 정책
등 세부적인 과학기술혁신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기획연구 및 실행방안 수립에 대한 정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과 국가과학기술연구 시스템 구
축에 대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한-콩고민주공화국간 중장기 과학기술 상
호발전과 연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킨샤사 공과대학의 현행 교육 커리큘럼 및 연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의 모델을 참조하여, 전공별 전문연구
프로그램 및 소규모 연구센터 설립을 킨샤사 대학 측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협
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협력모델로는 KAIST, 포항공대, KDI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자력 및 핵(nuclear), 농업기술, 바이오-의료분야 등의 중점 육성분야에 대
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원
자력 분야는 킨샤사대학교의 핵 연구소와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및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요청된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증
대를 위한 한-콩고 협력 프로젝트를 콩고 농업연구소와 한국농업진흥청이 함께 수행하
는 전략도 필요하다.
다섯째, 광물자원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과학기술협력을 위하여 중장기 협정을 체결
하고 이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막대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광물자원 연구분야
에 대한 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연
계하여 광물자원 분야의 콩고 연구소 및 유관 대학, 그리고 우리나라 광물자원 및 지질
분야 연구소 간의 중장기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구자 인력교류, 공동연구센
터 설립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탄자니아와의 중장기 협력방안

(1) 탄자니아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
탄자니아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탄자니아 GDP의 0.35% 수준(2005년 기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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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ECH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원조가 R&D 기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현재
탄자니아의 과학기술지원체계는 과학기술고등교육청(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l MSTHE)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정
책은 국가가 새로운 기술을 제공∙적용하고 기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형성되고 있다.
현재 탄자니아의 과학기술 전략은 주로 농업과 목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유지하는 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지역식물학
연구, 생명과학기술, 기술개발･이전 연구센터, 산학연 협동전략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혁
신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탄자니아에
모자보건센터를 2008년에 개원하는 등 각종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탄자니아와의 과학기술 협력방안
현재 탄자니아의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은 농업･목축･임업 등의 28개 기관, 산업분야
4개 기관, 의학 분야 11개 기관으로서 1차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혹은 산업, 의학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과학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반면에 국가 R&D 시스템의 취약점은 R&D
기관과 산업부문과의 연계성이 낮은 점에서 비롯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과학기술정책수립과 수행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책기획과 집행에 많은 경험을 축적한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책
기획에 대한 컨설팅 보다는 과학기술의 상용화와 과학-산업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다 큰 협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와 공동연구프로그램, Technogloy Development and Transfer Centre(TDTC),
Bureau for Industrial Cooperation(BICO) 등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관
련된 컨설팅과 협력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탄자니아는 여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분야 참여와 국가 과학기술관련 기관을
설립･강화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인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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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기관 설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탄자니
아의 연구목표분야는 농업과 목축, 천연자원, 환경, 의학과 공중보건, 에너지, 기초 과
학, 사회 과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기술분야에 대한 중장기 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탄자니아 양국 간의 중장기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탄자니아 과학기술협력 과기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협정읊 체결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탄자니아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노하
우와 인프라가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탄자니아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을 구축해 나가는데 공동협력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연구재단(NRF)-COSTECH간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연구인력 파견교류
사업 등 포괄적인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COSTECH은 1980년대부터 과
학기술 우선순위 설정과 연구비 배분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COSTECH과 한국연구재단
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탄자니아간의 과학기술 연구교류와 인력교류, 교육훈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탄자니아를 비롯한 남부･중부 아프리카 과학기
술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의 공동연구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탄자니아 과학기술 상용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덕특구
와 탄자니아 Technogloy Development and Transfer Centre(TDTC), Bureau for
Industrial Cooperation(BICO)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탄자니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학기술 상용화 시스템,
기술이전 시스템 등 산업과 과학기술 연계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기획연
구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덕특구단지의 상용화 시
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이전 지원사업 및 대덕특구단지와 탄자니아 기술이전 센
터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탄자니아 여성과학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탄자니아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현지 여성인력에 대한 국내초청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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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한-탄자니아 여성 과학
기술인력 간 공동연구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양국 여성인력 교류협력 및 공동
워크숍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탄자니아 중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공동연구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탄자니아의 중점 과학기술연구 영역과 역량을 가진 분야는 농업과 목축, 천연자
원, 환경, 의학과 공중보건, 에너지, 기초과학 분야 등이며 이들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프로그램 사업을 지원･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보통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통신기술협력센터 설
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탄자니아는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수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산업발전 기본계
획 및 정보화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는 또한 탄자니아를 동부 아프리카의 거점 정보통신국가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의 정보통신산업 진출 전략으로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한-탄자니아 정보통신기술협력
센터 혹은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이전 사업 및 공동연구, 산학연 기술
상용화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교육과학기술협력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1) 추진체계
아프리카와의 과학기술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면 먼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신체
계를 구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 세계가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하고 국가 간의 경쟁
이 보다 심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과학기술혁신에 대
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었다.33)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 계기는 1960~1970년대 들어 일본의 급격한 생
산성 향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부터였다.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의 절대적인
투입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총 요소 생산성(TFP)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
33) 혁신은 넓은 의미로는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경영, 마케팅, 제도적 혁신(시장개척, 새로운 산업조직의
형성 등)(이석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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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국가혁신체제(NIS)에 대한 논의가 아프리카의 학자들 사이에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AU-NEPAD, 2010).최근에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기술혁신이 경제발
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이 받아들여지고 있다34).
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혁신창출은 제품이나 공정이 개선되고 이는 시장
에서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경쟁상황에서 타 기업 혹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 혹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꾸준한 혁신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이는 기업과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
들어 시장과 수요, 자원, 지식이 성장하고 또 다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
게 되는 선 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
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중장기 협력에서 요구되는 목표 또한
협력대상국이 이러한 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국가혁신체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과학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틀
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혁신체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의 기술혁신체제, 정부의 정책, 경쟁환경
(생산구조, 시장구조, 국제환경), 국내의 제도적 환경(교육제도, 금융제도, 지식친화적
문화), 과학기술 하부구조(중개 및 지원기관, 정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환
식, 2004: 26-27).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Ⅳ-12] 개발도상국가 국가
혁신체제(NIS) 구축을 위한 준거모형을 들 수 있다.

34) (Dosi et al., 1988; Freeman, 1993; Lundvall, 1992; Nelson and Winte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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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 상황 및 보편적 교육체계
: 가난･기아･분쟁･기초적 인프라･의무교육확립 등

기본적 삶의 조건

상위수준의 제도들
: 역사와 경로의존성

국가의 제도적 틀
: 혁신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약요인

국가(법, 규제,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와 문화적 가치들

표준설정체제
기업간 관계

산업관계,
기업법

금융, 은행

고등교육
체계

혁신자원의 공급시스템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구조, 기업법

노동시장
기술과 혁신능력이 조직
화되는 방법: 노동관계

기술적 특성

지식과 정보
대학, 연구기관
: 조직과 규제

시장구조의 특성

혁신의 전개과정
: 아이디어에서 상업화
수직적 네트워킹

고 객

계약업체
기 업
: 대기업, 중소기업, 조인트벤처 등
경쟁업체

협력업체
수평적 네트워킹

아이디어

특허

과학기술발전

신제품

출처: 송위진(2009: 82)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그림 Ⅳ-12] 개발도상국가 국가혁신체제(NIS) 구축을 위한 준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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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체제는 기업 내의 숙련형성방식,
연구개발, 설계, 생산부서 간의 협조에 따른 지식형성을 중시하는 측면, 기업 간 수평적･
수직적 협력에 따른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과학기술 하부구조는 국가의 기술
혁신활동에 자원을 투입하는 원천으로서 과학기술 정보 유통망, 연구개발시설,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활동,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무형의 기술하부구조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의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과학기술혁신에는 단지 과학기술부문의 혁신주체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자원의 공급시스템으로서 자본시장 내의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자체의 구조적 특
성이나 노동시장 내에서의 조직관계,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가진 조직적 특성과 지식 및
정보의 흐름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환경을 비롯한 거래
관행, 금융제도, 신제품에 대한 인식, 기술지원제도, 지적재산권 제도와 같은 기술혁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적 환경 또한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국가의 기
술혁신은 인접국가와 경쟁국가의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개발과 혁신을 둘러싼
기술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므로 외국의 기술이전, 해외수출의 수요견인, 다
국적 기업의 투자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조건은 이러한 혁신주체 간의 연계와 제도적 특성이 잘 조직되기 위한 국가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정치적 안정성, 보편적인 교육제도 등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혁신체제
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우선 하부구조로서 1)사회간접시
설, 2) 안정적인 교육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35)
우선 사회간접시설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다시 구분
되는데 하드웨어 부문은 철도, 항만 및 공항, 도로, 통신시설 등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부문
35) 실제로 UN의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에서는 기아와 가난의 해소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의 목표가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확립임을 볼 때 국가혁신체제 내에서도 국가의 존립기반 혹은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두 가지 문제는 가
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AU-NEPAD, 20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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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국가와 주변국 간의 정치적 여건과 상황, 문화적 갈등, 국가 내의 빈곤과 기아, 가
난, 질병의 확산과 같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
해 개선되어야 하는 모든 상징적, 제도적 요소들을 일컫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정적인 교육제도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적인 삶의 질이 확보되었을 때 혁신의 시발점으로서 혁신주
체 상호 간의 학습을 원활히 하고 혁신역량을 늘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안정적인 교육제도이기 때문이다(Nelson, 1993; Freeman, 1993). 실제로 외국에
서 선진의 기술을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수원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고 모방하여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제도에서 발현된다(권기석, 2003).
앞서 제시한 혁신의 창출 메커니즘을 보면 혁신은 단순히 전문가나 대기업의 R&D 센터
와 같이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주체에 의해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학습에 의해서도 창출되며 이것이 국가혁신체제의 기본적인 관점이다(Lundvall,
1988).
앞에서와 같이 하부구조의 구축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1) 해당 국가의 현재 과학기술수준과 2) 국가차원에서
주력하고 있고 혁신역량이 높아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부문을 고려해야 한다. 이
는 다른 의미로는 해당 국가에 맞는 기술궤적(technological trajectory) 혹은 발전경로
(development path)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혁신역량이 높은 산업부문을 고려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혁신을 창출하고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모든 산업부문에 대해 혁신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에 따라 매우 어렵고 여전히 시스템적 관점에서
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나 특성에 따라 혁신체제의
특성이 결정되는데 이 때 기술과 국가혁신체제 사이에는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특정 유형의 혁신체제가 보다 강조될 경우 기술 내부에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어
떤 기술은 혁신창출이 보다 용이한 반면, 다른 기술은 혁신창출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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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기술경로가 매우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이고 새로
운 경로가 창출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착(lock-in)상태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문과 미래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중
점적으로 육성･추진해야 할 산업부문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부구조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과학기술 인프라와 같은 과학기술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협력은 국가혁신체제의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를 통해 정치･
사회적 안정성과 교육제도가 확보되고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수준과 혁신역량 및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산업분야가 선정되면 해당 부분에서 지식이 효과적으로
창출･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주체들 간의 학습 네트워크를 적절히 구성할 수 있도
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부구조가 건실히 갖추어진 이후에는 선진국에서 일반적
으로 혁신체제를 수립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분들, 즉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효과적인 혁신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한 민-관
의 협력체 구성, 새로운 혁신기업의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터 제도의 확립,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다. 물론 시스템적 관점에서 위
의 구성단계와 같이 분명히 선형적으로 혁신체제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에 속
한 요소들 간에는 국가에 따라 발전단계가 역전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
지만 중요한 것은 혁신체제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조건과 단계가 위와 같다는 사실일 것이다.
종합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 기반하여
개발도상국의 국가혁신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들과 과학
기술의 상호협력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협력
대상국이 국가혁신체제의 구성단계의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상황
에 맞게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MCOST는 장관들로 구성되고 사업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집
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사무총장의 수준에서 운영되며 5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각 2명)로 구성된다. 그리고 사업의 개발과 집행을 감독한다. 사업의 진행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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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는 책임도 진다. AU 위원회는 사업의 정치적, 정책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에 책임
을 진다. 위원회는 AMCOST회의를 소집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사업비를 동원하
는 책임을 진다. AU-NEPAD 대표들이 국제협력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유엔 기관들과
의 현안문제를 협의한다. NEPAD 사무처(Office)는 AMCOST사무처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포괄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APRM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R&D 예산을 적어도 국민총생산의 1%가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5%에 이르도록 한다.
아프리카 통합계획의 재정지원은 AfDB, ACBF(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WB이다.

2) 모니터링
사회간접시설과 교육제도의 확립을 각각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국가별 유형을 분류한
다. 그리고 2단계 분류로 넘어갈 국가와 하부구조 및 인프라 등이 취약한 국가 간의 통
합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모니터링하게 되는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통합계획,
2006:72). 우선, AU/HRST은 Monitoring and Evaluation을 위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동
안 사업의 추진현황을 아프리카연합의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NEPAD는 사업과 정책의
진척정도에 따라 아프리카연합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에 관한 정도를 실증적
으로 측정하여 보고한다. 동시에 과학기술 네트워크가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
는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보고한다. 집행기관 및 수원국은 APRM(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과정을 확인하고, 과학기술네트워크를 주관하고, 사업수행 기업과
팀에 대한 사적 회계검사와 평가를 시행한다.
한편 국가혁신체제의 발전단계와 관련한 모니터링 지표는 다음 <표 Ⅳ-34>와 같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현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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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4> 국가혁신체제 구성요소에 기반한 교육과학기술 관련지표
국가혁신체제 구성요소

교육과학기술 관련지표(예시)

상부
구조

과학기술수준

∙ SCI/SCOPUS 논문 수, 특허 수, ASTII, h-index, Peer review 등

중점육성분야

∙ 산업부문별 R&D 투자비중, 산업중점육성 플랜 등

하부
구조

사회간접시설

∙ 하드웨어: 도로포장률, 통신시설보급률, 철도 및 항만 수 등
∙ 소프트웨어: Global Peace Index, 사망률, 유아사망률, 인간개발지수(HDI),
HIV/AIDS 발병률 등

교육제도의 확립

∙ 교원 수 부족률, 초등교육 등록률, 정규과정 이수확률, 15세 국민 문해율 등

가) 1단계 지표: 국가혁신체제 하부구조 기준
사회간접시설과 교육제도의 확립을 각각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국가별 유형을 분류하
고 2단계 분류로 넘어갈 국가와 기초 인프라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국가를 분류
한다. 기초 인프라와 관련된 사회간접시설 판단기준은 도로포장률, 통신시설 보급률, 지
역 내 분쟁 여부, Global Peace Index, 사망률, 유아사망률, 인간개발지수(HDI) 등의 양
적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관련 지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교육제도를 정상화하는 판단기준으로는 초등교육 등록률, 정규과정 이수확률, 15세 이
상 국민의 문해율 등 국민의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가 얼마만큼 확립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여 각 국가별 현재 상태를 분류할 수 있다.

나) 2단계 지표: 국가혁신체제 상부구조 기준
국가혁신체제의 기초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하는 분야나 혁신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과학기술수준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해당 분야의 현재 수준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어 각 단계
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과학기술수준의 판단 기준은 앞서 살펴
본 분야별 SCI/ SCOPUS 논문 수, 특허 수, 해당 분야 고등교육 수준, 아프리카 국가별
과학기술지수(ASTII), 과학기술저널의 h-index 등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도 있으며, 질
적으로 분야별 학자들의 peer review 등을 통해서도 이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으로 개별 국가의 중점육성분야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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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제이다. 실제로 중점육성분야의 경우 양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량분석을 통해 이를 구분한다면 산업부
문별 R&D 투자비중 등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1단계 분류에서 두 기준이 모두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의 과학기술협력으로 인식되는 과학기술분야에 치중한 협력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혁신체제를 바탕으로 광의의 과학기술협력으로 간주되
는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교육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야에 보다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국가들이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기초 인프라의 확립이 가
능하게 된다면 2단계의 도입기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이 가능한 성숙기
수준까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한편 1단계 분류에서 두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기술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중점분야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해당 수원국의 과학기술수준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협력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협력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이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로 높아지는 경우 다음 단계의 과학기술협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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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에서는 국별 및 권역별 중장기 협력방안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고, 이어
서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
시한다.

1. 결론
가. 국별 협력방안
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교육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교육개발협
력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청사진과 구체적인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제시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나이지리아 교육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볼 때, 향후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교육
개발협력의 중장기 교육개발협력 목표는, 나이지리아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발전역량 구축, 한국의 교육발전의 경험과 인프라 제공을 통한 중장기적 협력
관계 형성,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상생의 교육발전 도모 , 호혜의 정신을 기반으로 선택
과 집중의 교육협력정책 실현 등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이지리아 교육분야 개발을 위한 중장기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1)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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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교육기회 확대, (2) 교육의 수준과 질 보장, (3) 시설기반 선진화,
(4) 교사발전 동기 및 역량 강화, 5) 재정과 자원의 동원 및 이용, 6) 정보통신기술(ICT)
의 선진화, 그리고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위한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나) 중점 협력사업
(1) 초･중등 교원교육시스템 개선 및 질 제고 사업
본 사업은 나이지리아의 기초교육의 기회 확대에 따른 교사 부족 및 교사의 질 제고
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한국의 교원정책의 노하우와 성공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이다.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교사양성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단기적으로
는 기존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전문적 역량강화 훈련 및 연
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무상의무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단 파견 사업
본 사업은 나이지리아의 기초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UN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기존 기초교육지원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
이다. 한국의 기초교육발전 과정에 정통한 전문연구가 및 정책단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초교육위원회와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변화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표준화 및 교수법 컨설팅
본 사업은 나이지리아의 초중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사들의 교수법
을 컨설팅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모든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표준화와 교수법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수학과 과학, 보건 교과에 대
한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교수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
고, 교수법 모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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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 수월성 센터 설립지원
나이지리아의 대학 중 이바단 대학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하는 곳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수월성을 제고하고, 현장 적합성, 직업능력 개발 등을 목표로 할 수 있
는 정책연구지원 및 산학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수월성 센터의 건립
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한국고등교육의 우수한 시스템과 수월성 노하우의 공유 체계
가 마련될 것이다.

(5) 교육행정 EMIS 시스템 개선
나이지리아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성제고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가 수준의 교육개
혁과 혁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충분하지만, 기존의 관료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교육
행정기관은 특정 혁신안들을 추진하는데 버겁게 움직이고 있다. EMIS는 2005년도에 도
입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보화와 행정효율성을 위한 개선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확성의 부족, 보고체계의 비효율성, 자료 활용의 어려움 등
은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2) 에티오피아
가)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한-에티오피아의 장기적 교육협력의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질 수준의 향상이다. 초등교육 분야와 같은 경우 취학률이 높아졌지만
내실화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교수･학습자료, 교수기법 등 전
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주체적 교육역량 강화이다. 특히 교육 시스템 차원에서의 운영과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ICT를 접목한 EMIS 체제의 확산을 비롯한 개별 학교에서의 교원, 학
생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관리 및 학교 시설을 비롯한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운용에 관
한 재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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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에티오피아 국가개발 차원의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커뮤니티와의 연계협력, 즉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로서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 및 성
인교육은 문해율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
공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빈곤퇴치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중점협력사업

(1) 기초교육 접근성의 증대
기초교육에서의 유야교육 분야에서는 아직도 질적 증대, 즉 교육 접근성 증대가 가장
중요한 교육협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MDGs와 EFA의 강조와 에티오피아 빈곤감
소전략 및 국가 교육과 훈련정책의 실천으로 인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양적 증
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유아교육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
며, 유아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식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교육의 질적 확장을 이미
확립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는 질적 향상이 교육협력의 중요한 방향이다. 특히, 교
원역량은 에티오피아 교육부가 제시한 ESDP의 중요 세부 목표이기도 하고, 한국 교육
의 비교우위를 고려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
등교육 분야에서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디스아바
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는 달리 교원 수급 자체가 어려운 지방에서의 중등교육의 최소
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라디오 교육을 넘어선 ICT을 활용한 교
육방법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2) 고등교육 역량 개발
한국의 70, 80년대가 그랬듯, 에티오피아의 대학교는 질적 향상이 매우 시급한 상황
이다. 에티오피아 국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동반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증등 교육기관
졸업자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몇 안 되는 국립대학의 졸업생
들만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양적 확대를 위해 설립한 사립대학들의 질
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을 졸업을 하여도 좋은 직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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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전 세계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산학연
계 협력 모델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력 향상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에 대
한 질적 향상과 보다 거시적인 시점에서의 자국의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을 막기
위하여 고급인력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기술･직업교육의 실효성 제고
기술･직업교육 분야는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에티오피아의 빈곤을 퇴치하고 장기
적으로 경제발전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디스아바바와 같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워레다(Wareda) 단위의 커뮤니티 개념이 강한 에티오피아에서는 커
뮤니티의 생계수단 및 사회적인 요소-언어, 인종, 종교, 주요 산업-에 따른 기술･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직업교육 기관의 졸업이 직업보장과
같은 사회로의 진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직업대학의 산학연
모텔이나 프로그램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성인 및 비형식 교육의 개선
성인 및 비형식 교육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육협력 방향은 기술･직업교육과 마찬
가지로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직업 교육의 가장 기본은 언어
를 익히는 것으로 문해율을 높이는 것은 성인 및 비형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 에티오피아의 빈곤을 퇴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5) 교육 행･재정 혁신
에티오피아는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 수준에서의 협력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
요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교육부는 공공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실정으로서 이는 학교 수준에서의 관리 운영 시스템도 마찬가지
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목표를 선정하고 계획하는 것에 걸맞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 행･재정 측면에서의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협력 방향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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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특히 교육 공무원을 비롯한 학교 수준의 교원 및 학교 행정 스텝에 이르기까
지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3) 콩고 민주공화국
가)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교육협력방안의 목표는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서비
스 분야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원, 고등･평생교육 수준의 인재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지
원전략, 분쟁 지역에 대한 교육재건사업과 인간의 안전･평화 보장, 안정적 거버넌스 확
보를 위한 교육법제･행재정적 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나) 중점 협력사업

(1) 초등교육 이수율 제고를 통한 보편적 의무교육의 달성
콩고민주공화국의 초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등교육 발전경험 및 축적된
선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행･재정적 Know-How를 제공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의 단위학교
중심 초등교육 역량 구축 및 초등의무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

(2) 초･중등학교 교원 역량제고를 통한 기초교육의 역량 구축
콩고민주공화국의 초･중등교원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의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과정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경험 사업을 전수하고, 한국의 교원육성 및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Know-How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원협력을 시행한다.

(3) 동부 분쟁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재건사업으로 국가 발전역량 지원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시범사업을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추진
함으로써 향후 국제기구를 통한 SWAPs 혹은 Flagship Aids 등의 프로그램 중심 지원
협력방안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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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 진흥정책을 통한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콩고민주공화국의 과학기술교육 발전을 위한 노하우 및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대학
교육 역량 개선 및 신진 연구자의 육성 체제 구축에 기여한다.

(5) 직업기술훈련 역량 육성으로 빈곤퇴치 전략과 연계 지원
현재 아프리카 남부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유네스코의 ‘BEAR 프로젝트’ 사
업과 연계하여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의 빈곤퇴치 전략을 통한 실천 효과를 제고한다.

(6) 분쟁 이후 청장년층의 사회 복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전략
분쟁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 거버넌스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문해성인교육의
효과를 제고한다.

(7)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육재정 및 예산지원체제 개선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재정 운영절차 및 성과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제기구 등과
한국정부 등이 연계하는 ‘교육예산지원 중심의 ODA 사업’ 등의 대폭 확충을 통한 기초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4) 탄자니아
가)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 계획은 교육의 각 분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한편 국제기구나 원조국들도 교육의 각 분야에 대한 지원에 광범
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정 분야에 국한됨이 없이 필요하다면 다양하
게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탄자니아 정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한편
으로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 유치원 교육이나 특수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의 지
원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원이 소홀한 분야부터 시작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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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견지에서 한-탄자니아 교육협력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먼저,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취원율 제고 및 민간 참여 확대 지원, 초등
교육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 중등교육을 위한 언어적 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중등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연구의 기법 및 전문성 개발 등 고등교육 역량 제고 지원과 대학원 과정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 및 직업교육에서는 빈곤퇴치에의 기여도 제고 지원 및 훈련장비의 최신화
지원이 우선 과제이다.
넷째, 성인 및 비형식 교육에서는 빈곤퇴치에의 기여도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행정 및 재정에서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체제 개선과 교육경영정보체
제의 발전 지원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점협력사업

(1) 탄자니아 유치원교육 활성화 지원
탄자니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유치원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의 Know-how를 제공하여 탄자니아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원조 시행에 기
여한다.

(2) 탄자니아 초등교원의 교육역량 제고 지원
탄자니아의 초등교육은 높은 등록률, 졸업시험 합격률의 상승, 공립과 사립학교의 네
트워크의 활용 등이 강점이지만, 아동 친화적 교수기법과 수업지도성의 미약 등 교원의
역량개발 필요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 사업은 탄자니아 교원의 교수활동에서의 역량
을 제고하여 높아진 등록률에 따라 필요한 교수학습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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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 및 R&D 체제의 국가정책연구 기법 및 전문성 개발 지원
탄자니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의 필
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해야 하는
데 현재의 탄자니아 고등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
은 탄자니아의 교육 분야 정책 연구의 기법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한국이 지원함으로
써 탄자니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술 및 직업교육의 빈곤퇴치에 대한 기여도 제고 지원
탄자니아 기술 및 직업교육의 문제점은 최신의 기술발달의 반영이 미흡하고 교원들의
부적절한 기술 및 지식수준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기술 및 직업교육이 빈곤퇴치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들의 생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탄
자니아의 기술 및 직업교육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유용한 기술과 직업교육
을 실시하여 여성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술 및 직업교육을 실
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5) 성인교육 및 비형식교육과 빈곤퇴치 사업의 연계 제고 지원
탄자니아 성인교육의 문제점은 이 분야의 교육이 빈곤퇴치 요구와 직접 연계되어 운
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자격 교원의 부족, 통합된 능력개발 청사진의 결여, 학
습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미흡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사업은 탄자니아의 성인교육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실효성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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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역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방안
1) ADEA와의 협력방안
가)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ADEA 교육협력분야의 우선순위는 고등교육의 발전, 직업교육의 발전, 교원양성,
e-MIS의 지원 이다.
첫째, 그동안 선진국의 아프리카와의 교육협력은 MDGs, EFA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초교육과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것은 UN,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국
제적인 차원에서 추구하는 목표이므로 당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선진국들이 이에 중
점을 두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 소홀히 다루어 국가
발전에 지장을 주어 왔다. 기초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중등교육으로의 수용문제, 중등교
육을 마친 학생들의 취업의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급 인재양성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따
라서 ADEA와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는 초등교육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발전을 이룩하
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는 고등교육을 통해 인재양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국민문해교육을 완성하고 60년대에 초등교육, 70년대
에 중등교육을, 80-90년대에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교
육과 중등교육을 강조할 때에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해외교육원조와 교육차관을 통해 중등교육의 확대와 산업
화정책의 연계,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중점육성 등을 도모하였다.
셋째,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상 및 유상원조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교육지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여국간의 조화(Harmony)라는 관점에
서도 그러하다. 기초교육은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선진 공여국 들이 중점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등교
육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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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는 직업기술교육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
들이 취업의 기회를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직업기술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직업기술교육
은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기업체의 부설학교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기업의 부설학교를 세워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한 것은 중등학교 졸업
생에 대한 취업기회의 부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제도였다.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중등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 중등교육 발
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다섯째,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는 교사양성이다. 능력 있는 교사의 양성은 질 높은 교
육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유네스코 IICBA와 같은 국제기구도 오직 유능한 교사의 확보
만이 아프리카 교육의 장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원양성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
다. 유능한 교원의 양성은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사의 처
우와 근무조건을 다른 직종보다 우대함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교원을 지원함으로
써 학교교육의 우수성을 담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교원양성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
나) 중점 협력사업

(1) 범아프리카대학(Pan-Africa Universities, PAU) 및 고등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아프리카 연합에서 주도하는 범아프리카대학(PAU)설립 사업은 북부, 서부, 남부, 동
부, 중부의 총 5개 권역에서 대표 대학을 선정하여 각기 특성화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의 전체적인 설립 기틀이 다져지는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협
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2) 지역 수월성센터(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COE) 연구 지원 사업 및 교육
정책연구기관 설립지원사업
현재 PAU와 관련하여 협력 시스템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COE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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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는 권역별 특성화 대학을 5개 주제로 나누어 선정했는데 비하여 COE는 각 국의 비
교우위 분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더 구체적이고 넓은 분야를 다루게 된다. 그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지역 경제 협력체(RECs)와 관련이 깊어 향후 아프리카
권역 통합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프리카 전역에서 고등교육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3) 영상대학체제(Virtual University System) 설립 및 확대 지원 사업
VUS는 AVU(African Virtual University)로 이미 그 실행기구가 구체화 되었고, 현재
케냐,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그리고 모잠비크 등의 국가에서 활동 중에
있다. AVU는 기관 목표를 고등교육의 강화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공
학, 경영학, 교사교육의 분야에서 ICT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한국은 ICT분야에서 강세를 보여 왔으며, 국내에서 ‘사이버 대학’ 이나 ‘이
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강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분야에 특화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4) 직업훈련교사 양성 지원 사업: TTISSA지원사업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교육과 직업 시장의 수급 균형이 맞지 않아 큰 사회 문제가 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좋은 직업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교
육 발전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교사양성사업으로 UNESCO에서 추진하고 있는 TTISSA사업에 한국의 제안으로 직업훈
련교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수준 높은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국에서는 직업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KRIVET)이 사업 파트
너로 참여해서 1) TTISSA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수립, 2) TTISSA 권역별 직업훈련센
터 설립 및 시범운영 3) TTISSA 표준국가기술자격제도 정착의 총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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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양성 및 연수 지원 사업
교육의 질적인 발전 요소 중에서 교원양성 부분은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에서 중요한
성장 요소로 작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교육 발전 토대마련을 위해
서라도 시급히 보완되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해당사업은 아프리카의 교육 시스템과
수업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현재 UNESCO의 IICBA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원
양성 및 연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
심으로 교원단체협의회와 전국의 사범대･교대가 참여하며, 1) 교원양성체제 수립 지원
프로그램 2) 교원연수 및 교수 방법 개선 지원 프로그램 3) 교육행정가 양성 및 연수 프
로그램 4) 한국 교사 및 교수방법 전문가 아프리카 파견 프로그램의 총 4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6) 권역별 교육관리정보체제(EMIS) 추구 및 이러닝 역량증진 프로그램
교육정보관리체제(EMIS)는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교육행정체계를 유지하고 효율화
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부는 교육 전체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지 못해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시스템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별 학교 시스템도 부재하는 상태이다.
우선 아프리카 연합(AU) 및 지역 경제 협력체들(RECs)과 협력하여 권역 차원에서 각
국의 교육행정전문가를 한데 모아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이 핵심인력을 활용하여 국가
별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심화･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과의 연계
가)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
ADEA를 이용한 아프리카 지역 대상 교육협력방안과 별도로 유네스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과 연계･제휴하여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 대해 교육
OD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교육협력 방안은 한국과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
간의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선단식 지원방식(Flagship Aids), 혹은 복합적 지
원전략(Multi-Donor Budget Approach)과 같은 프로그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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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은행과 유네스코, 그리고 미국･영국 등이 주도하는 ‘기초교육 속성지원전략
(EFA-FTI)’ 사업이 대표적이며, 후자는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일본, 브라질 등이 연계
하여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고등교육 지원전략을 추진하는 ‘남남북협력(제3자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권역별 교육지원협
력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아프리카 각 권역별 지원협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우수한 성과
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
국이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지원 사업 자체가 수원국의 요구에
일치하고, 공여국 간에 조화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권역별 교류협력
에서 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 특히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전후 재건교육 및 민주화 과정 등에서 추
진한 교육개혁 전략이 권역 협력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협력 방안으로 육성해야 한다.
나) 중점협력사업

(1) 학교교육-보건연계 기초교육 지원 사업
서부 기니아만 연안 국가군 중에서 세계은행과 미국, 영국 등이 주도하는 기초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공여국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건-교육을 연계하는 교육복지를 통해
무상의무교육 달성에 기여한다.

(2)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경영정보체제 개선 사업
세계은행과 유네스코 등이 연계하여 교육재정 지원의 투명성이 분명한 국가에 대해 다
양한 재정 분배 및 보급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자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과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지원 사업에 한국정부도 공동 공여국으로 적극 참여한다.

(3) 학교와 지역사회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새마을운동과 교육 프로그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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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프리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동부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는 원조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한 OECD DAC의 시범 수원국가로서, 개발원조그룹(DAG)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이를 고려하여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주변 권역 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 사업을 추
진한다.

(4) 고등교육 기관의 다양한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은 교육협력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강점을 지닌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동부 아프리카는 사하라이남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양적 성장을
나름대로 달성한 지역으로서, 이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 초등교육뿐 아니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 수를 비롯한 고등교육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의 질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개발경험을 살린 단기 속성과정 등의 다양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
써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분쟁 이후 중부권역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교육 지원 사업
중부 아프리카 권역의 EFA-FTI 대상국가와 분쟁 이후 재건지원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KSP) 보급사업과 교육재건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조치 등을
비교적 적은 교육 ODA 규모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검토한다.

(6) 국가 경제개발 전략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지원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이 주도하는 복구지원사업과 한국 등이 출자하고 있는 유네스
코 ‘BEAR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프랑스, 벨기에, 미국 등의 공동 참여지원국들이 이
지역의 성인문해교육과 직업기술훈련 등 국가 경제발전과 빈곤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한다.

(7)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정착 지원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이 주도하는 복구지원사업과 한국 등이 출자하고 있는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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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BEAR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 미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중심적인 공여국으로 공동 참여하여 성인문해교육과 직업기술훈련 등 국
가 경제발전과 빈곤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한다.

(8)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개혁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육성
현재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인재육성정책과 관련하여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일본,
브라질 등이 공동 출자하고 있는 남남북협력(SSN) 방식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 한국도
공동 출자국으로 참여한다.

3) 과학기술분야 협력
가) 중장기 과학기술협력의 목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권역 및 국가들과의 중장기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전문가 및 전문 인력 양성, 둘째, 우리나
라의 과학기술정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과학기술혁신 추진, 셋째, 지역경제공동체
및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장기 과학기술협력의 전망을 한다면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에서는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가학기술 기반의 교육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의 확대로서 이에는 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기반 확립, 과학기술이전 및 네트워크 확대, 원천/핵심기술 공동개발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과학기술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와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과학기
술협력의 글로벌 추이와도 부합한다. 실제로 1960년대의 전세계적인 과학기술협력은 개
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지향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후 197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의 기본수요를 고려한 후생지향적 협력과 1980년대의 시장지향적 협력
으로 변화하였다가,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자립경제 발전을 우선한 지속가능한 협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김기국, 2008).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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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내생적 발전전략이론 중 하나인 국가혁신체제(NIS)에 기반을
두어서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이 접근법의 장점은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협력대상국의 현재 위치에 따라 차별화 된 협력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중점 협력사업

(1)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과학기술 협력
①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기초적 인프라 구축
우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화물과 물자의 이동에 중요한 도로포장과 항만, 철도,
항공교통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수질개선을 통한 면
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의료 및 면역시스템 정비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정치･사회적 안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교통이나 통신설비, 관
련 기반시설의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분쟁완화, 가난과 기아 문제의 해결 등 소프트한
부문도 혁신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
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쟁완화와 같은 측면들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
이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협력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우나, 가난과 기아의 문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여전히 시급한 문제
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협력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과학기술분야 중등 교원 양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 상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열악한데 그 중
에서도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수준으로서 2009년
1,115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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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가나, 레소토 등 8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
들이 큰 폭의 교원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부족한 교원 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이들
에 대한 교사양성 및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한국에서 기초적인 교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자의 연수나
산업기술생의 연수는 추진되고 있지만 교원양성을 위한 연수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과학기술자나 산업기술생의 연수 및 양성은 단기적인 혜택이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 국가의 교원양성 사업은 그 혜택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교육제도의 확립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협력
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협력을 통한 혁신창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중
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④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 연계
과학기술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교육수준이 점
차 향상될수록 기초적인 인프라나 시설투자보다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
하고 행정능력을 어떻게 개선･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므로 교육제도가 거의 갖추어지
지 않은 국가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수정책과 교육정책
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개발도상 및 성장기 국가들에 대한 과학기술 협력
①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
과학기술의 수준이 하위수준, 즉 도입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체적
으로 과학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슬람회의기구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높은 과학기술 원조사업을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분
야가 ‘과학 및 공학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석희
외, 2009: 130). 분명 초기단계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장비뿐
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 연구를 위한 센터설립 등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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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과학기술 인프라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못
하고 과학기술수준이 낮은 도입기 국가의 경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 마련
하드웨어 측면인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것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기
술이전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아무리 선진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한다 해도 이
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개인의 흡수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기술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혁신창
출을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통한 학습이 중요한데 이는 인지적 근접성(cognitive
proximity), 즉 유사한 분야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호 간의
토론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Boschma, 2005).

③ 주요 분야 관련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지원 확대
과학기술 수준이 성장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과학기술수준을 발전시키
기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해
당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국가의 과학기
술수준이 성장기 단계에 이를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히 육성되어 선진 기술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흡수역량과 혁신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지원 확대에 협력의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④ 민간 부문 과학기술자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과학기술자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국내 과학기술 행사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과학기술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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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학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나 산업계에 종사
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아프리카 과학기술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
프리카 과학기술자와의 공동연구나 공공 R&D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때 민간 기업이 투
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주력분야 공동연구 개발
과학기술이 성숙기 단계에 이른 국가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비교우위 및 격차가 있는 분야에 대한 호
혜적 과학기술협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는 특히 우리나라 강점
을 보이고 있는 IT, BT 분야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력 분야와의 상호협력
을 통한 기술융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국별 과학기술 협력사업
① 나이지리아
첫째 원유･가스 등의 가공기술 분야에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둘째, 우주과학 및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구축･지원한다.
셋째, 한-나이지리아 첨단과학기술(IT/BT/NT) 공동협력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넷째, 한-나이지리아 생산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개발 공동연구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에티오피아와
첫째, 한-에티오피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실
천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원 및 정책집행기관 등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바이오 에탄올 연구센터 설립 및 플랜트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에티오피아 품질관리 및 표준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표준기술 이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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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에티오피아 KIST형 종합연구기관 설립 및 KAIST형 과학기술 특화 대학 설
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섯째, 동부아프리카 거점 바이오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일곱째, 희토류 광물자원 공동연구프로그램 및 인력양성･교류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
해야 한다.

③ 콩고민주공화국
첫째, 콩고민주공화국과의 생물소재･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위한 생물소재 공동연구
센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연구교류협력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콩고민주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킨샤사 공과대학의 현행 교육 커리큘럼 및 연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 및 핵(nuclear), 농업기술, 바이오-의료분야 등의 중점 육성분야에 대
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광물자원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과학기술협력을 위하여 중장기 협정을 체결
하고 이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④ 탄자니아
첫째, 한-탄자니아 과학기술협력 과기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협정읊 체
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연구재단(NRF)-COSTECH간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연구인력 파견교류
사업 등 포괄적인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자니아 과학기술 상용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덕특구
와 탄자니아 Technogloy Development and Transfer Centre(TDTC), Bureau for
Industrial Cooperation(BICO)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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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탄자니아 여성과학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탄자니아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현지 여성인력에 대한 국내초청 석
박사과정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한-탄자니아 중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공동연구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통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통신기술협력센터 설
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앞에서 제시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교육협력의 목표와 방향, 중점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방향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교육･과학기술협력방안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의 방향과 원칙, 규범에 부합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990년 유네스코가 제시한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2000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교육발전 지표와 목표로 삼아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발표한 2005년 OECD/
DAC의 파리선언에 따라, 강조된 선진국의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에 일치
(Alignment)와 공여국과 공여기관들 간의 조화(Harmonization)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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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아크라회의에서는 파리선언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원조의 효과성 증
대를 위한 원조의 비구속화 대상 확대, 원조사업의 프로그램화 지원, 원조의 분업화 논
의 등을 제시하였다.36) 이와 같은 유엔의 개발원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들로는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유네스코 등이고, 개별국
가에서도 이들 목표를 국가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들도
국제기구가 설정한 EFA, MDGs등 개발협력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 국
제기구 및 지역단체, 그리고 기구 간 공동추진기구 등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 사
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수요에 대응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의 유효성(aid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
다. 2003년 2월 OECD DAC는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 선언”을 채택하여 공여국의 원조
는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발표하여 지원국과 수원국의 쌍방적 노력 및 수원국
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가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지향하면서 아프리카의 협력수요에 기반을 두어 수원국의 수요에 일치하는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글로벌 수준에서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
다. 물론 우리의 국가발전은 외국의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외재적 요인에 의한 도움을

36) 이와 같은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OECD DAC는 2011년 우
리나라에서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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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하였으나, 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연자원을 구
비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오로지 인적자원을 발전 동인으로 하여 교육의 발전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단시일 내에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발전을 지향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육개발협력은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가 볼 때, 우리의 발전경험은 서양의 발전경험과 달
리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 내전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지체된 사실, 그리고 권위주
의적인 군사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서 아프리카 정치경제적 상황과 유사한 측
면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개발도상국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이 있다(이찬희 외,
2008:67-184). 한국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초･중
등교육의 보편화, 높은 교육열이 작용한 고등교육 보편화, 직업기술훈련을 통한 산업인
력 양성, 교육정보화 달성,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제 등을 거론하고 있
다. 그 중에서 국가교육발전정책, 초･중등교육의 보편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보편화, 교육정보화 등은 각각 1960년대 산업화정책 추
구, 1980년대 대학입학문호의 확대, 1990년대 정보사회진입 등을 통해 급속히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의 운용과 시기적 연속선상에서
교육확산에 기여한 정책기제들은 교육개혁의 기제로서 개도국에도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공경험을 공유하면서 아프
리카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교육발전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
서 개선과제가 요청된다. 첫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기반
구축과 관련된 제도 등을 정비하고,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조직, 모니터링, 평가체제 등
을 포괄한다. 둘째, 한국적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74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학기술협력 운영상의 개선이다. 실제로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에 인
적요소와 물적 요소, 사업운영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
이다.

1) 교육협력사업의 기반구축
교육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통합적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나)수요기반의 중
장기적 국가지원전략 마련, 다)국가별-권역별 연계협력체제 구축, 라)국가-권역협력전
략 수립 등이 요구된다.
가) 통합적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조정책의 선진화와 원조의 질적 개선
을 목표로 하여 국무총리실에 총괄･조정 전담부서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개발협력 및 원조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사업은 통합적인 공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것은 교육협력을 담
당하는 기관들이 통합적인 체제를 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담당
하는 공공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윤병순･윤종혁, 2010).
현재 국제교육 협력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각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시행주체들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각각의 시행
주체 간 정보공유가 어렵고 상호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원조사업은 한
국국제협력단이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유무상원조의 협력
을 통한 시너지가 나타나야 한다. 일본은 JICA와 JBIC로 나누어 개발협력을 수행하다가
2008년 10월 새로운 통합된 JICA로 재정립하여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교육협력을 위한 연계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우리나라 개발협력
사업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각 연구기관, 대학,
NGOs 등이 별개의 통로와 절차를 통해 상호 연계함이 없이 교육개발 협력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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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개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하
여 교육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각 대학, 연구소, NGOs 등과 개발협
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금년에 교과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별
협력은 물론 권역협력에 있어서도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지원체제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데아와의 연계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기관간의
통합적 개발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나) 수요기반의 중장기적 국가 및 권역 협력전략 마련
OECD DAC는 2005년 3월에 파리선언을 통해 개발협력 전략으로서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것
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종전에 수행한 공적개발원
조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파리선언 채택 이후 국제개발협
력의 주요 이슈는 국별 원조전략(CAS)을 기반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심해 왔다. 수원국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국별 원조전략 수립 및 추진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국별지원전략에 입각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교육 ODA 규모의 양적 확대 및 교육개발협력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교육분야 지원전략을 분석하고 국가별 교육 분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지원전략에서 더 나아가서 권역별 지원전략의 작성도 요구된다. 이 보고서
에서는 제4장에서 권역협력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교육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먼저 ‘국가별 지원전략’(CAS)과 권역별 지원전략
(RAS)을 마련하고 후에 ‘부문별 지원전략’(SWAP)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유무상원
조를 담당하는 KOICA에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개별 국가와의 그리고 권역과의 지원전
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부문의 지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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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중장기적(5-10년) 관점에서 국별협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협
력사업을 총괄하는 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주도하면서 각 분야별 전문기
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중점협력국가를 중심한 국가별-권역별 연계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54개국가중 7개 국가를 중점협력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과 모두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중점지원국가 즉,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와의 중장기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권
역교육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교과부는 먼저 ADEA와 아프리카 국가의 교
육발전을 위한 권역협력에 관한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권역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아프리카에는 유럽 선진국들과의 교육협력이 상당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식민지적 경험으로 인하여 유럽의 교육협력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본으로 부터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협력 및 지원요구
등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이 교육을 통하여 국가발
전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면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
카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협력절차와 방식이 아프리카의 발
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자국의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민을 현지에 고용하는 전략에 치중하
는 등 일방적 수혜 방식의 교육협력이라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도 다른 구미 선
진국처럼 아프리카 개도국이 수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협력체제를 요구함으로써 아프리
카의 경제 발전과 교육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ADEA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교육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년도 2월 ADEA의 Triennale 2012: Korea-Africa Day에 참여
하여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자면 먼저 아데아에 대한 회원가입이 요구된
다. ADEA 한국의 날 행사에는 아프리카의 54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여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WB,
UNESCO, 등)와 선진 공여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개발협력기관들이 회원
자문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아데아의 공식 회원국이 되어 아데아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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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개발협력거점의 설치와 이에 연계한 국가-권역협력전략의 수립
권역 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한국국제협력단 권역협력사무
소를 개설하여 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각 권
역별 경제공동체가 구성되어 권역 내 통합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에 대한 교육･과학기술협력은 국가별 협력만이 아니라 권역별 협력도 동시에 추구하여
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권역별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교육
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는 권역별 협력전략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접
근하였다. 반면 일본은 아프리카 지역에 2개의 권역사무소(동부와 서부)를 두고, 각종
권역별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37)
향후 아프리카에 설치할 권역 협력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 즉 첫째, 권역에 대한
교육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권역 내 교육발전을 위한 권역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파트너십
의 형성하여야 한다. 권역 사무소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보건, 농촌개발 등
의 전문가를 파견･수용하여 파트너십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무소와 달리, 전
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사무소는 ADEA는 물론 권역경제공동체(RECs)와 함께 국제
NGO와 연대를 갖고, 가장 적합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도
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자문관을 파견하여 권역 내 교육이슈를 개발하도록 하고, 구체
적인 교육지원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권역사무소는 권역내의 사업은 물론 국내로의 유학생(inbound)의 수요를 조사
하고 선발하는 것까지 담당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별, 아프리카 교육협의체를 통
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개발경험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
37) 일본은 아프리카에 2개의 권역사무소(동부와 서부)를 두고 아프리카와의 다자적-양자협력사업을 적
극 추구하고 있다. 일본이 아세안과의 권역협력을 위하여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JICA권역사무소를 두고
권역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이것은 코이카가 국별사무소만을 두고 양자협력사업
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프리카의 권역별 경제공동체(대권역 5개 이상)가 권역의 통합과
교육발전 등을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아데아의 9개의 실무그룹(WGs)들을 통해 권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도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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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발전경험과 지식의 공유(KSP)
교육개발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에 보급･공유하는 전략이 기술협력 측면에서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한국의 교
육발전 정책과 행정거버넌스에 관한 컨텐츠 작성, 2)수원국 전문가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3)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파견, 4)정책컨설팅의 적극 추진 등이 요구된다.
가) 한국의 교육발전정책 및 행정거버넌스에 관한 컨텐츠의 작성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의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에 관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짧은 기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교육발전 경험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부족을 교
육 발전을 통해 극복하였다는 점 때문에, 아프리카 개도국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아
프리카의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잘 활용할 만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국가,
혹은 자원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원을 육성하여야할 국가 모두가 우리 교
육개발 경험이 유용할 것이다. 한국 고유의 개발경험은 선진국에 비해 식민지 및 내전
경험, 자원빈국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발전정책도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
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정책과 행정의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게 소개해 줄 충분
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과 정책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교육발전
의 경험이 수원국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 교
과과정, 거버넌스 등에 관한 콘텐츠를 교재로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교육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수원국 전문가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제교육협력 연수 프로그
램의 개발과 전문팀을 구축해야 한다. 연수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수원국에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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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지파견 연수 프로그램과 피교육생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등
이 있다. 전자는 비용 면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저비용으로 연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이나 지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
를 위한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발전경험에 아프리카 개도국의 요구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도국 관계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에 위탁하기 보다는 전문적
인 기관을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성공적 정책연구와 발전경험을 보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협력 분야에서 학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지식
과 경험을 다년간 축적해온 국책교육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문연
수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수원은 우리나라의 국제교육협력 업무를 담
당하는 전문가 연수 및 아프리카 개도국 전문가,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연수원은 국제교육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연수, 개도국의 교육훈련 개발 수요 파악 및 분석, 교육콘텐
츠(매뉴얼, 성공사례 등) 개발 및 구축, 그리고 개도국의 교육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국이 개도국 교육협력 분야의 허브 국가로서 저개발 및 개도국들을 선
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해외 파견
아프리카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먼저 국내 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큰 지역이므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공자와 전문 인력은 매우 많으므로
아프리카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자원자들을 모으는 방식을 활용하면 많은 인적자원
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와 함께 학회나 교육연합회 등이 파트너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국제적으로 경험을 쌓고자 하는 교육 전문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대상자의 선발 혹은 자격의 관리 등은 민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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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개설된 국제대학원의 프로그램을 현장중심으로
개선하고 국제개발 및 국제교육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교육분야 전문가 해외파견은 교사들에 대한 파견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
들은 재직중 개도국에 파견되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격증을 구
비하고 있으나 정식 교원으로 취업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 예비교원들에게 해외파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학과 과학분야의 교원들을 파견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초중등교육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전문가인건비 보전제도의 도입, 퇴직전문
인력의 활용, 파견전문가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의 프로그램화, 민간전문가의 참여활성
화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체계의 개선, 개발협력전문가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협력을 위한 전문 인력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가 인
력풀이 적고 담당자의 활용도 저조하여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풀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등록자격의 검토 및 인증화, 기타 전문가파견 업
무와 시스템의 연계, 기존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수행 전문가의 등록 활성화 등의 방향에
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최민경, 2008-2:107-119).
라) 개도국 교육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컨설팅사업의 추진
아프리카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책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컨설팅은 KSP사업의 일환으로 KDI에서 경제정책운영상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책컨설팅의 방법을 구상하고 현지
에 가서 정책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KDI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00개의 KSP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KSP의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필수
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곤
란하다. 수원국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수원국주도의 교육협력이 이루어져
야 한다. 교육컨설팅은 초등교육보다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컨설팅에 더 효과적이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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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에서는 국가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중등교육,
직업기술교육훈련, 고등교육에의 접근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교과부에서
는 이러한 교육컨설팅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아프리카 중점지원국에 대한 교육개발협력사업 운영개선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운영개선과 관련한 정책제언으로는 가)안정적 재원확보, 나)소프
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점지원, 다)시민사회 민간부문과의 개발협력 강화, 라)남남협력 및
삼자협력의 증대 등이다
가) 안정적 교육개발협력 재원확보 및 운영
우리나라는 2009년에 OECD 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OECD 분담금 비율을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수준으로 높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2010년도 ODA/GNI 비율은 0.12%로서 선진국 수준인 GNI 대비 0.7%에 이르려면 아직
요원하다. 남북협력을 고려하면 개발협력자금을 일시에 증액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
니지만 국제기구와의 약속한 수준에 이르도록 재정지출을 증액하여야 한다. ODA 재원
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각종 조세제도 및 부과금제도를 통하
여 개발협력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에 1달러씩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 규모에 맞는 ODA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
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프리카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면 교육개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기금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성있게 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프로그램사업으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전환하고 이에 대한 중점 지원
교육개발 협력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하드웨어 사업
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점차 소프트웨어 사업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최민경, 2008).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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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어주고 주요 기자재, 부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을
마련하고, 커리큘럼의 개발하여 진단과 처방, 컨설팅을 통해 정책지원을 통해 지식과 경험
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써 투입된 시설, 주요 기자재 등도 프로그램 사업이 수반되
지 않으면 효과성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EDCF와 KOICA 가 Hardware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행하
는데 각 부처 및 대학, 연구기관 및 NGOs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바 양
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균형잇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여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수원국도 교육협력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후속조치를 포함하는 전 과정에서 협력하
여 사업을 완성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사업도 이
제는 선진국과 같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민사회 비정부조직(NGOs)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협력사업 강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선언문에서는 종전 OECD 중심의 개발협력에서
UNDP를 포괄하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제기구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시민사회의 참여,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빌 게이츠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공공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ness Development Cooperationm 2011.11.29-21.1).
우리나라는 취학전 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의 민간 참여가 매우 크며, 사립 유아교육기
관과 대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부문 경험을 아프리카에 전
수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민간부문들이 아프리카 교육협력을 위해서 일하도록
조건을 정비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초･중등교육 전문가들
중에 아프리카 교육의 다양한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NGO 성격의 아프리카 교육 지원 기구를 결성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
산만으로 교육의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차원의 아프리카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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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남협력 및 삼자협력을 통한 글로벌 협력사업의 확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선언문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및 삼각협력(Triangle Cooperation)을 강조하였다. 남남
협력과 삼각 협력은 국가의 상황에 맞는 지역적 해결책을 보유하여 효과적을 가져옴으
로써, 서비스 이전(delivery)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정책과 접근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종전 OECD 중심의 개발협력체제에서 장차
UNDP를 포괄하는 개발협력체제로 전환하였다(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ness
Development Cooperationm 2011.11.29-21.1).
우리가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OD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 공여국과
제휴하는 공동ODA 사업은 물론, 개도국, 개도국 및 선진국과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
된다. 이는 파리선언에서 강조된 원조 공여국과 공여기관들 간의 조화(Harmonization)
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원칙과 부합하는 지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교육ODA 물량이 아주 미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ODA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캐나
다, 프랑스, 스웨덴 등의 사업단과 연계하여 특정 아프리카 국가 및 권역을 집중 지원하
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OECD DAC 선진공여국들이 내전 상황으로 치안이 불안한 서 아프리카 지역 및
중부 아프리카에 이와 같은 다국적 연합 협력체제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아프리카 협력에 참여하는 국제기구 혹은 주요강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포르투갈) 등과 함께 하는 Flagship 전략, Multi-Donor Approach, General Budget
Support(GBS), SABPJ 등이 벤치마킹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SABPJ 다국적 선단
지원체제는 남부 아프리카 중심국가인 남아프리카를 교두보로 하여 모잠비크, 앙골라
등 구 포르투갈 식민지 권역에 대해 포르투갈, 브라질, 일본(일본계 브라질교포를 활용)
등이 연계하여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남협력’ 방식 등을 참
고하여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 서술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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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아프리카와의 중･장기 교육과학기술협력정책 목록
목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

기본
방향

첫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의 방향과 원칙, 규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글로벌차원)
둘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수요에 대응하여 추진 되어
야 한다.(수요자입장)
세째, 교육･과학기술협력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공급자입장)

분야별 개발협력사업 기반구축

교육협
력분야

발전경험과 지식의 공유

개발협력사업 운영 개선

가) 통합적 교육협력 추진체
계 구축

가) 한국의 교육발전 정책과 행
정거버넌스에 관한 컨텐츠 가) 안정적 개발협력 재원확보
작성

나) 수요기반의 중장기적
국가/권역협력전략 마련

나) 수원국 전문가 맞춤형 연수 나)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점지원

다) 국가별-권역별 연계협력 다)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다) 시민사회 민간부문과의
체제 구축
및 파견
개발협력 강화
라) 개발협력거점 연계 국가라) 차별화된 정책컨설팅
권역협력전략 수립

라) 남남협력 및 삼자협력을 통
한 글로벌협력사업 확대

가) 현지 과학기술장관협의회
가) 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권역 가)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
(AMCOST)와 연계협력
협력사업 추진
의 연계
체제 구축
과학기 나) 지역수월성센터(Center 나) 산업기술이전체제
(Technology Licencing
of Excellence)를 통한
술협력
권역협력기반 구축
Office) 구축
분야
다) 중점지원분야를 특화한
부문협력체제 구축

다) 기관형성 지원
(KIST, KAIST 등)

나) 과학기술수준에 부합되는
개발협력전략 마련
(단계별 협력전략)
다) 빈곤-의료-교육연계시스
템 구축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본 연구 보고서의 제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점 협력국가 선정에 따른 연구 수행에서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2010년 10
월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DA 실천전략”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중점지원 국가가 나이지리아, 르완다, 가나,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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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룬, 모잠비크, 우간다로 조정됨에 따라 2010년에는 국가차원의 중점 지원 국가이면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 국가였던 이집트와 탄자니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집트는 북부 아프리카 국가이므로 사하라이남 국가에만 집중하기로 한 금년도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제외하였고, 탄자니아는 한국의 국가 차원의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
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국가 현지 국가 및 공관관계자들의 협조가 원만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둘째, 포커스그룹면담,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의 제한이 있었다. 아프리카의 국가는 지
역 및 사회문화적 여건상 전문가 네트워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장기 체류를 통
해 친분을 두텁게 하지 않는 한 조직적인 면접대상자 발굴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 및 친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탄력 있는 포커스그룹면담 및 심층면담, 자료수집활동 등을 적
극 추진하였다.
셋째,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연계한 개발협력방안 도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당초
교육과 과학기술협력을 연계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교육･과학기술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협력 분야의 협력연구기관 및
대상국가 및 권역단체와의 파트너십이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완전하게 제안하기는 어려웠
다. 또한 아프리카의 과학기술은 기초 발전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자료
조사, 전문가 접촉 등의 기본적인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는 대상 국가와의 중장기 협력 방안 수립은 교육 분야에만
국한시켰고, 권역 단위의 중장기 협력 방안 수립에는 교육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를 포괄하여 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에 본 연구의 제3차연도 연구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사업중 연구대상 국가 및 특정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어떻게 하면 교육
과학기술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때
연구는 실용적 연구와 방법론적 연구를 병행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발협력과 함께 직업기
술교육훈련, 과학기술까지도 포괄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에 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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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s a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It is
the second year of research as part of a three year research program conducted
from 2010 to 2012 under the title, 'Research 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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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In the initial year of research, 2010, we had divided the Africa into five
target regions which consist of Northern, Western, Eastern, Central and
Southern African Region. Based on the regional sorting, one partner country
from each region was selected. The second year of research in 2011 sought and
provided mid-long term cooperative strategies with the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ADEA) as well as four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e third year of research, 2012, will suggest the module f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Based on the issues collected from the first year of research and needs
analysis of Africa countries, the study is aimed to provide regional and
mid-long term cooperative strategies for ADEA and each country including
Nigeria, Ethiop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Tanzania. Also, it is
intended to suggest a policy for our government to effectively pursue.

2.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information was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field study,
focus group interview, expert meetings, and policy debates. For the literature
review, information and documents collecte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g. WB, AfDB, ADEA), governments (e.g. Nigeria, Ethiop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anzania), African regional communities (e.g. EAS),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NRCS, and universities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methods, meetings and interviews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ountries'
experts, field study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also conducted to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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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or data analysis, SWOT analysis model and 'Country Specific Support
Strategy Model' were used.

3. Core Cooperation Projects
A. Country Specific Core Cooperation Projects
1) Nigeria
A) Improve a training syste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Nigeria
B) Send advisory board to reform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C) Standardiz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nd consult
teaching methods
D) Build the higher education center for excellence
E) Improve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 Ethiopia
A) Expand the accessibi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 Capacity building for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C) Effectiveness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o combat poverty
D) Contribution of adult and non-formal education to anti-poverty and to
economic development
E) Improvement and innov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fi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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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 Achieve universal compulsory education taking completion rate into account
B) Build the capacity of basic educ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competencies
C) Reconstruct basic education in the Eastern disputed area to increase the
capacity for country development
D) Strengthe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and research competence
through a policy promoting higher education
E) Support the capacity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in conjunctions
with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F) Provide adult literacy education for younger adults' rehabilitation after
dispute
G) Improve the educational finance and budgetary support system in
conjunc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Tanzania
A) Enhance and vitalize the enrollment r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 Increase elementary teachers' teaching competence
C) Develop national policy research techniques as well as expertise in
higher education R&D system
D)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o
poverty alleviation
E) Connect adult and informal educ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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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gional Core Cooperation Projects
1)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 with ADEA
A)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Pan-African University(PAU) and higher
education capacity building projects
B) Assist the regional Center of Excellence(COE) research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C) Ai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virtual University System
D) Promote the project, Teacher Training Initiative for Sub-Saharan
Africa(TTISSA)
E) Support a promotion program of teachers' competences
F) Pursue regional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and
assist promotion program of e-learning capabilities

2)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s
A) Participate in school education-health linkage basic education support
project
B) Improve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educational
finance
C) Develop and run a packaged program which links school, community and
economic activities
D) Support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higher
education teacher training programs
E) Involve in basic education support projects to stabilize the central region
afte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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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id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G) Assist the settlement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long with
anti-poverty programs
H) Fost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rough the higher education reform
support at the global level

3)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 First Step : Cooperation Projects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1) Build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social overhead capital (SOC)
(2) Establish a base to invigorate private investment for health and
immune system maintenance
(3) Train science and technology secondary school teachers
(4) Link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 education policy
B) Second Step : Cooperation Projects for Expanding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1) Establish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of a country in
introduction stage
(2) Set up a mid-long term cooperation strategy for increasing human
resourc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3) Expand technology transfer as well as technical assistance related to
main areas
(4) Strengthen intersectoral collaboration network among technologists
(African Ministerial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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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vide the support for joint research in focus areas

4. Policy Recommendation
A. Basic Directions
First,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hould be in accord with
direction, principle and n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In order to do so, education co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Education For All' (EFA) suggested by UNESCO in 1990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y UN in 2000 as major indicators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aris Declaration by OECD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05, donor countries' development aid should
be aligned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a project needs to be carried based on harmonization between donor countries
and partner countries.
At Accra meeting in 2008, the support for aid projects and expansion of aid
to maximize the aid effectiveness was presented, along with the steady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Furthermor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DA was stressed in 2011 Busan Declaration. It is necessary for public agenc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to

pursue

continuous

and

effective

cooperation

international, regional and cross-joint promotio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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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hould respond to
demand of African countries'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aid
effectiveness of ODA has been highlighted. OECD / DAC announced "Rome
Declaration on aid harmonization" in February 2003 and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March 2005 to emphasize the cooperation between donor
and partner countries, and the importance of partner countries' lead. On top of
that,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partner countries was also suggested in
2011 Busan Decla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lso aims to increase the aid
effectiveness and to carry out demand-oriented cooperation with Africa
countries.

Third, Korea's experience on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hould be shared at the global level. Since World War II, Korea has experienced
economic growth with the support of developed countries. Our national
development was achieved not only through extrinsic factors such as foreig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ut also intrinsic factors. Even with the lack of
natural resources, our country achieved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Korea has similar aspects of Africa'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we
experienced colonial rule and civil war, causing the dela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had an authoritarian military. In that sense, promotion
of education policies for national development, universalization of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human resource through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achievement of ICT in education, and efficient operating
system through securing educational finance must be introduced. Vocational
education, the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ICT in education has
achieved sequ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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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ssues
1) Build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order to build the foundation for educational co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 establish an integrated educational
cooperation promoting system, b)develop demand-based mid-long term national
support strategies, c)build country specific and regional cooperation system,
d)devise country and region cooperation strateg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 the establishment of linked cooperation system with the local
African Ministerial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b) construction of
regional cooperation foundation through 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c) sector
cooperation system to specialize the focus area should be made.

2) The Sharing of Experience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sharing of experience, first in the field of education, a)development
of

content

in

terms

of

Korea's

educ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administrative governance, b)operation of customized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or partner countries, c)training and dispatching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d)differentiated
policy consulting is required.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carrying
out a differentiated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B)building Technology
Licensing Office system, c)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KIST,
KAIST, etc.) should be made.
3) Improve the manage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There are four requirement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educ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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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s the following: a)securing st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unding, b)providing intensive support on a program,
c)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d)intensifying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iangle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link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ducation policy, b) prepar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matched
to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step by step strategy), c) construction of
poverty - health - education linkage system, are required.

The list of mid-long term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olicy with Afric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oal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Basic
Direction

First,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hould be in accord with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s directions, principles and goal in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needs to respond to
demand for science and technology of African countries.
Third,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hould be the sharing of
our country's experience and knowledge on development

Sector

Education
cooperation

Build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Sharing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n
development

A)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ducation
cooperation
promotion system

A) Creation of content
on Korea's education
development policy
and governance

B) Demand-based
strategies provide
mid-long term
national support
strategy

B) partners customized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operations

Improvement of
manage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 Securing st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unding

B) providing intensive
support on 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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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C) Build country
specific and
regional cooperation
system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 training and
dispatching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D) Devise country and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D) Differentiated policy
consulting

A) The establishment
of linked
cooperation system
with the local
AMCOST

A) Carrying out
differentiated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from other
donor countries

C)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D) Intensifying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iangle cooperation
A) Link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ducation policy

B) Construction of
regional cooperation
foundation through
Regional COEs

B) Build Technology
Licensing Office
building

B) Prepar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matched to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step by step strategy)

C) Build sectoral
cooperation system
to specialize the
focused area

C) Support the
formation of
organizations
(KIST, KAIST, etc.)

C) Construction of
poverty - health education linkage
system

Key Word: Africa education, education development in Africa, educational
cooperation with Africa,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education ODA for Africa, science and technology of Africa,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frica, cooperation with
Africa in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ODA for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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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2011년 현지조사
국가

튀니지
(ADEA)

면담자

피면담자/내용

날짜

장소

이석희,
김철희,
공예진

Guedegbe Corbin MICHEL/Massissou Nadab
HATHOURA/Frank BOAHENE (AfDB)

6.13(월)

AfDB 회의실

6.14(화)

ADEA 회의실

6.15(수)

ADEA 회의실

6.16(목)

AfDB 회의실

6.17(금)

ADEA 회의실

7.20(수)

UBEC

7.21(목)
7.22(금)

연방교육부

7.21(목)
7.23(토)

The Golden
Gate Hotel
로비

7.25(월)

연방교육부
장관 집무실

7.25(월)

NDA 장관
집무실

6.26(일)

나리타
일본비교교육
학회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역할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이석희
김철희
공예진

Boukary Hamidou(ADEA)

이석희
김철희
공예진

Beedeeanun CONHYE(ADEA)

이석희
김철희

Frank BOAHENE, Joao Duarte M. Sarment
CUNHA

이석희
김철희
공예진

Khadija KHOUDARI(ADEA)

유성상

ADEA 워킹그룹의 역할 및 타국가와의 협력현황,
협력우선순위

한국과 ADEA간의 협력 방안

한국과 ADEA간의 중장기 협력방안
Mr. Bello Kagari, Mr. Jibo, Ms. Zippora
Panguru(이상 UBEC)
UBEC의 역할 및 기초교육 확대를 위한 한국의 협
력방안
Mr. Adewale Fabowale(교육부)

유성상

나이지리아

연방교육부 방문 및 나이지리아 교육 수요 우선순
위 진단
Ms. Nkoyo Toyo(국회의원)

유성상

유성상

유성상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교육개발협력 우선순위 및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
교육부 장관, Mr. Fabowale
한국과의 협력 우선순위
NDA(Niger Delta Affairs) 장관,
Mr. Ntete Awan(DG of Development Projects)
Niger Delta 지역의 개발현황 및 한국과의 협력
가능방안

일본

윤종혁

사와무라 노부히데(오사카대학 국제협력연구관),
오가와 게이이치(고베 대학 교수), 구로다 가즈오
(와세다 대학 교수)
일본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교육ODA 현황 정보
수집 및 토론: 콩고민주공화국의 교육현황과 한국
의 교육협력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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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1년 포커스그룹 면담
면담자

피면담자/내용

날짜

장소

박재윤

Rauhiya gharib, Osmund Lupindu(이상 KDI 정책대학원),
Emmanuel lupilya(고려대학교, 탄자니아 국무총리실 소속)

6.18(토)

한국교육개발원

7.15(금)

웨스턴
코업레지던스

8.5(금)

양재 토즈
세미나실

날짜

장소

4.26(화)

KOICA 연수원

10.26(수)

서울대학교

10.28(금)

KRIVET 회의실

탄자니아 교육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협력 방안 논의
박재윤,
이찬희,
이수민

장혜승,
이수민

Honest John KIPASIKA, Asya Iddi ISSA
(탄자니아 평생교육부)
탄자니아 교육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 논의
Goitom Abera, Ataklti Gebreyesus, Haftu Haile, Seifu
Gebrehiwet, Yared Haftay
(이상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
에티오피아 교육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
논의

[부록 3] 2011년 심층면담
면담자

이석희,
윤종혁,
이찬희,
장혜승,
홍문숙

피면담자/내용
DIALLO DIALLO Horetou(부르키나파소 Ministry of Basic
Education and Literacy),
PRISO Regine(UNESCO 카메룬 국가위원회),
MUKANKERIMANA Claudine(르완다 Kigali Institute of
Education),
Ndiaye Amadou Lamine(세네갈 Ministry of Pre-school,
Elementary and Intermediate Education and National
languages),
ARACH Agnes(우간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한국과 서부, 동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의 교육개발협력 사
업 진단

이석희

Byll Cataria(ADEA 사무총장), Hamidou Boukary(ADEA
선임연구위원)
한국과 ADEA의 중장기 협력 방안 논의

이석희,
이수민,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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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dou Boukary(ADEA 선임연구위원), 홍문숙(글로벌발
전연구원)
아프리카 권역협력 현황 및 한국의 협력 가능 분야 제안, 중
장기 협력 프로그램 검토

부록

[부록 4] 2011년 전문가 협의회
면담자
이석희,
홍문숙

참석자/내용
Kidinda Shandungo(콩고민주공화국 국립교원대학교교수),
Lynn Illon (서울대 사범대학교 교수)

날짜

장소

1.24(월)

서울대학교

1.26(수)

한국교육개발원

2.11(금)

한국교육개발원

2.16(목)

한국교육개발원

9.9(금)

한국교육개발원

10.26(수)

한국교육개발원

아프리카와의 교육개발협력
이석희,
윤종혁,
박재윤,
장혜승,
홍문숙,
이수민
이석희,
박재윤,
윤종혁,
장혜승,
홍문숙

이석희,
박재윤,
윤종혁,
장혜승,
홍문숙,
이수민

이석희,
윤종혁,
이수민

윤종혁,
이수민,
조경원

이태희(KDI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장)

2011년도 아프리카연구를 위한 지식공유(KSP)프로그램의
과정, 방법 소개 및 아프리카연구와의 적실성 논의

Mark B. Ginsberg(미국 AED Senior Advisor for
Research, Evaluation & Teacher Development), Kidinda
Shandungo (콩고민주공화국 국립교원대학교교수)
해외 전문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경험과 시사점 도출로 아프
리카 연구 및 사업 추진에 활용
Kidinda Shandungo (콩고민주공화국 국립교원대학교교수),
최재홍(KOICA), 이경구(한국개발전략연구원)

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 및 중부 아프리카와의 중장기 협렵
프로그램 제안 및 검토
최선영(KOICA 귀국 봉사단원), 황원규(강릉원주대), 정봉근
(서울대학교)
아프리카 현지의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점
제안
이진상(고려대학교 교수)
각 연구 대상국가의 중장기 협력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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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포커스그룹인터뷰 설문항목

1. 인구학적 특징 및 사업 소개
1.1. 응답자의 성별, 나이, 소속, 전공, 경력, 개발협력 경력 기입
구분

세부 내용

성별
나이
소속
전공
경력
개발협력 경력

1.2. 아프리카 연구내용 및 한국의 교육협력사업 전반을 소개
- KEDI 연구내용 소개
- KOICA 등 아프리카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소개
2. 진단
2.1. 대상국가(권역) 사회 전반적인 맥락에서 교육개발에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2.2. 대상국가(권역) 사회 전반적인 맥락에서 교육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
인가?
2.3.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별(한국포함) 교육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4.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5.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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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및 목적
(다음의 질문에 앞서 수원국과 한국의 대상국가에서의 교육개발협력 비전 및 목표에
대해 소개한다.)
3.1.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은 무엇인가?
3.2. 앞에서 가정한 비전에 맞는 교육개발 목표는 무엇인가?

4. 협력과제
(다음의 질문에 앞서 현재 진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프로그램을 소개. 더불
어 2010년 연구결과로 도출된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4.1. 한국과 대상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개발협력 과제는 무엇인가? (3개 정도)
- 기초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직업교육훈련
- 기타

4.2. 각각의 과제에 맞는 실행계획안은 어떤 모습인가?
구분

세부 내용

과제명
분야
기간
목적
예산
내용
기대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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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체제 및 전략
(다음의 질문에 앞서 현재 진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프로그램의 추진체제와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더불어 2010년 연구결과로 도출된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소개
한다.)
5.1. 앞에서 가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제는 어떤 모습인가?
5.1.1. 수원국과 한국은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
5.1.2. 교육 분야 간, 교육 외의 다른 분야와의 연계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5.1.2. 한국과 대상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연계협력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6. 모니터링 및 리스크 분석
6.1. 앞서 언급된 과제 수행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6.1.1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방법은 무엇인가?
6.1.2.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방법은 무엇인가?
6.2. 과제 수행에서 예상되는 리스크(risk)는 무엇인가?
6.2.1. 예상되는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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