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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2013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e and Development, co-organiz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and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t is a great pleasure to invite you again to the forum after last year's culture 

and development roundtable.  

 

In addition to being a vibrant source of creative imagination and communication, culture 

directly reflects the values and way of life that define our individual and social identity. For 

many years, UNESCO has stressed the crucial role of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rived to incorporate culture into the post-Millenium Development Goals. As a result, the 

Hangzhou Declaration was adopted last May. In line with UNESCO' s effort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ve been organizing Culture and Development projects since 2012.  

 

Many of you may have heard of the late Catholic priest Lee Tae-seok, who passed away in an 

impoverished village of Tonj, southern Sudan, after years of devoting his life to healing people 

in the war-torn country. Lee's story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culture. Living as a Tonj 

man himself, Lee brought vitality to the town filled with despair. Father Lee also cured the 

hearts of Tonj villagers by creating a brass band comprised of students from the village.  

 

Indeed, true development embraces people's hearts and brings community cultures to life. While 

economic growth is important, true and long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respecting the life 

styles of local people and satisfying their needs. As such, considering various environmental 

and cultural aspects of development facing each country and pursuing development alongside 

cultural development are key components of our discourse. The ultimate goal is to find ways to 

achieve development that is truly sustainable by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thanks to Ms. Beatrice Kaldun, Head of Culture of UNESCO 

Office Beijing, Professor Andy C Pratt from City University London, Dr. Peou Hang, Deputy 

Director-General of APSARA Authority of Cambodia, Mr.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as well as other 

distinguished participants who led the roundtables on culture and development for taking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attend this forum. My special thanks also go to Yoo Jin-ryong,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staff members for sparing no effort in 

preparing this forum.  

 

Hoping that our discussion today serves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Korea's capacity in culture 

and development,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development programs. Thank you.  

 

Min Dong-seok, 

 Secretary General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to join you in celebrating the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e and Development 

on a beautiful day of October, a month of culture in Korea. I would like to give my heartfelt 

thanks to Ms. Beatrice Kaldun, Head of Culture of UNESCO Office Beijing, Professor Andy C 

Pratt from City University London, Dr. Peou Hang, Deputy Director-General of APSARA 

Authority of Cambodia, Mr.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as well as a panel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who led the roundtables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for attending this forum for an in-depth discu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its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an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UNESCO emphasized that 

"culture is a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the "Culture and 

Development” agenda that was adopted as a resolution at the 66th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1 called for increased research, sharing of information, polic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o assess the impact of cultur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it proposed a UN Conference on Culture and Development to be held in the 

near future, around 2015.  

 

Accordingl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have organized together with experts from related fields the 

"Roundtable Series on Culture and Development" since 2012 in order to elaborate a more 

specific agenda to link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help Korea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social development that moves beyond simple economic 

growth and incorporates culture as a core element.  

 

I believe that the 2013 Roundtable and the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e and Development 

will provide a valuable forum for furthering the discu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we had 

in 2012 and sharing the discussion resul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has experienced a number of milestones throughout its history. The "Miracle of Han 

River" marked the rapid transformation of Korea from a struggling, aid-receiving economy to a 

donor. Korea has come a long way since then and is now emerging as a cultural powerhouse. 

The unique and local traditional culture thrives alongside state-of-the-art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making Korea a country abundant in cultural assets. Such a distinct characteristic 

will greatly help Korea in leading discussions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e and Development will give us the strength and 

vision to design a better future and a better world.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Min Dong-seok,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the co-sponsor of this program, and other representatives responsible for 

organizing and preparing this event. Finally,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experts representing various private, public and academic field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forum.  

 

Yoo Jinryong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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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Development 

 

□ Culture and Development Agenda 

 

The Senegalese poet L.S. Senghor once said that “culture is the be-all and end-all of 

development.” Indeed, culture is not only the source of human identity, creativity, and 

innovation; it is also an essential aspec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ulture and 

Development’ agenda has been promoted as a new way to interpre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moves beyond simple economic growth and incorporates culture as a core 

element.  

 

The ‘Culture and Development’ agenda is derived from various discussions to reflect on 

existing models of development, which have led to major problems such as polariz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 disintegration of local communities. The ultimate goal of 

the agenda is to create a new development model that integrates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and respects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Only by embracing values of cultural diversity,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 we hope to achieve development that is environment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When UNESCO originally create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culture was not 

included. Today, however, the ‘Culture and Development’ agenda is receiving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after being adopted as an agenda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0 and 2011, and 

being discussed in the UN Assembly’s thematic debate this June. In line with this trend, this 

September, the UN Assembly adopted ‘Culture and Development’ as one of its main agendas, 

and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that directly involve culture are being widely 

implemented throughout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ly, UNESCO is now emphasizing the crucial role of culture in development issues 

and striving to incorporate culture into the post-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s a result, the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was held in May under the theme of ‘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Hangzhou Declaration was adopted. In line with UNESCO’s 

effort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and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ve been organizing Culture and Development projects since 2012. 

Our hope is that these activities will help to promote the ‘Culture and Development’ agenda,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so that humanity can begin to achieve development that is 

truly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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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ulture and Development Programme  

Culture and development programs scheduled for 2013 consist of "Expert Panel Seminars" and 

"International Forums." This year, we have organized a forum for understanding global trends 

in culture and development and discussing the directions Korea should take. This year's Expert 

Panel is a group of practitioners representing various private, public and academic fields, 

including cultural anthropology, economics, sociology, international relations, culture and arts,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 2013 Expert Panel Seminar on Culture and Development  

- Date: July 4, 2013  

- Venue: UNESCO Hall, UNESCO House, Seoul, Korea  

- Theme: Global Trends in Culture and Development and Korea’s Strategies  

<Session 1: Presentation> 

·Achievements in 2012 Culture and Development Research Programmes  

<Session 2: Presentation & Discussion> 

· Significance of the Hangzhou Declaration and discussion progress  

· Analysis of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genda and Prospects  

<Session 3: Panel Discussion> 

· Korea's Strategies for Culture and Development  

 

 ○ 2013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e and Development 

- Date: October 16, 2013 

- Venue: UNESCO Hall, UNESCO House, Seoul, Korea  

- Theme: Unveiling New Prospects for Development through Culture 

<Session 1: Report and Keynote Speech> 

· Report : UNESCO’s Activities and Future Plans for Culture and Development 

· Keynote Speech :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ulture 

< Session 2: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 Strategies fo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Role of Immigrants and the Private Sector i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 Session 3: Panel Discussion> 

· Culture and Development Expert Panel Discussion 

 



 

 

 

 

 

 

 

 

 

 

 

 

 

 

 



 

 



 

 

Report 

UNESCO's Action and Future Plans 

in Favour of Culture and Development 

Beatrice Kal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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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s Action and Future Plans 

in Favour of Culture and Development 
 

 

Beatrice Kaldun 

Culture Programme Specialist, UNESCO Beijing Office 

 

On behalf of Francesco Bandarin UNESCO’s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I am very 

pleased to be here today at the 2013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e and Development 

“Unveiling New Prospects for Development through Culture” to introduce UNESCO’s action 

and future plans for Culture and Development. 

 

In my presentation today, I will give an overview of UNESCO’s posit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the achievements made thus far as well as future initiatives and actions in this 

area. 

 

Position 

 

Culture is who we are; it defines how we relate to the world. UNESCO is convinced that culture 

both enables and drives development and that to be most effective, development approaches 

should be adapted to local contexts.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should respect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xts; they should respond to local needs. In short, ‘one size does not fit 

all’. 

 

Culture is a source of wealth, of revenues; it creates jobs in the creative industries, through 

cultural tourism, cultural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The creative industries enjoy 

double-digit growth rates in many regions – in Africa, Latin America, and in Asia. Culture is 

also a renewable source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as such represents one of humanity’s 

most precious resources. 

 

Culture contributes to economic benefits and sustainable growth. Culture is a strong and viable 

economic sector, generating income, and contributing to poverty alleviation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a growing portion of GDP in emerging economies. Cultural heritage and creative 

industries are vehicles for job creation, economic growth and the building of sustainable 

livelihoods. In addition, culture is a driver for innovation and creativity. Culture can address 

both the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of poverty and provide innovative and effective 

solutions to complex issues such as health, the environment, gender equalit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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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is a source of wealth that goes beyond monetary value. At a time of unprecedented 

change, as the globalization process is transforming societies and making them more diverse 

and interconnected, the strong linkage between culture and development is all the more relevant. 

Culture is a vital aspect of human development as it provides peoples and communities with a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belonging. As such, through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ulture is a source of cohesion for societies. Culture has a strong role to play 

for quality education and transmission of values, for instance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have a crucial educational function. Culture in all its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is 

an invaluable resource to facilitate learning from the past, adapt and respond creatively in the 

present and anticipate the future. 

 

Achievements 

 

UNESCO has embarked upon a coordinated strategy both at the international and local levels. 

 

International level 

 

Over the years, UNESCO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set of normative instruments in the 

area of culture. 

 

This normative framework is composed of 6 major conventions, 2 protocols, 1 declaration and 

several recommendations. It allows for a better protection of heritage and cultural expressions in 

all forms, from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iving’ intangible 

heritage and the cultural industries. 

 

It includes the 1972 World Heritage and 2003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but also other 

legal instruments that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 Convention), prevent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1970 Convention) and protect heritage during conflicts (1954 or 

Hague Convention and its two protocols), as well as the 2001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 most recen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dopted in 2005, was the first to place sustainable development explicitly at its 

core. It emphasizes the rights of all states to enact their own cultural polici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facilita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cultural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se flagship Conventions and related operational programs, UNESCO helps develop 

cultural institutions at the country level, to establish networks of professionals, and elaborate 

norms, standards and legislation in all cultur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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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ly they serve our larger objective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place culture at the 

service of development. These Conventions foresee a whole range of national obligations and 

cooperation mechanisms that allow countries to address development challenges through 

concrete policies, strategies and activities. 

 

They also, like other UNESCO programmes, provide a uniqu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as well as for fostering dialogue, mutual respect,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 

 

Building on these longstanding efforts, UNESCO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in recent 

years in the global advocacy to integrate culture in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In the Outcome Document of the Millennium Summit adopted in 2010 by the UN General 

Assembly, Member States of the UN solemnly reaffirmed their collective commitment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importance of culture for 

development and its contribution to the achievement of the MDGs. 

 

These messages were further reiterated in two consecutive “Culture and Developme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2010 and 2011, which called for the 

mainstreaming of culture into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underscored culture’s 

intrinsic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vited Member States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and to support 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expressions. 

 

Local level 

 

The success at the global level derives from our action at the country level, where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investing in culture. 

 

A big breakthrough came at the end of 2006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thematic window on 

Culture and Development unde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chievement Fund 

(MDG-F), financed by Spain. The thematic window was led by UNESCO and was the first 

major country-level effort of its kind. 

 

The window brought the debate on linkages between culture and development into a broader 

United Nations forum, as United Nations country teams across the world started developing 

joint programs in the field of culture. 18 inter-agency programmes were selected with 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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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of approximately 100 million dollars. In Asia MDG Fund programme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in China and Cambodia. 

 

These joint programmes, covering areas ranging from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tourism,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o social inclusion were the first initiative on such a scale to 

demonstrate the contribution of culture to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boost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MDGs. 

 

The results have been impressive. The projects have reached out to 1.5 million direct 

beneficiaries and some 8.5 million indirect beneficiaries, targeting in particular marginalized 

groups, women and youth. 

 

As I mentioned, the MDG Fund joint programmes were not a UNESCO stand-alone 

undertaking. Many UN entities worked together in selected countries to implement joint 

activities. This is the operational translation of the recognition by the UN System operating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culture for development and the collective will to invest in 

culture and adopt culture-sensitive approaches in development work. 

 

Initiatives 

 

UNESCO believes we are at a crossroads. At a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fining a set of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beyond the 2015 time frame – the post-

2015 UN Development Agenda – UNESCO is pushing for the explicit integration of culture as 

an enabler and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Much effort is going into demonstrating how culture contributes to the four core dimensions of 

development identified by the UN in the report of the UN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i) Peace and Security (heritage – dialogue); (ii)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cultural and social rights – traditional knowledge – ownership…); (iii)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heritage and creative industries – employment and revenues); and (iv)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protection – resource management – disaster 

risk management – traditional knowledg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Culture is also a powerful tool to empower women and promote gender equality. UNESCO 

intends to bring together its experiences and learning on gender and culture in the first global 

assessment of gender equality in the cultural sector. The UNESCO Report on Gender Equality 

and Culture, which will be published in early 2014, will offer the first in-depth global study of 

the roles of women and men in the cultural sector. It aims to provide decision-makers,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with a global evidence-based resource to better understand the 

gender gap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culture, and to inform future policy-making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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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It represents a new chapter for UNESCO’s work on gender equality, and will help to scale 

up our activities in this critical development area in the future. 

 

2013 initiatives 

 

Building on the momentum generated by the two resolutions of the UN General Assembly on 

Culture and Development adopted in 2010 and 2011, and following on Rio+20 and the UN 

System Task Team Report to the UN Secretary-General, which made explicit references to the 

importance of culture, UNESCO is committed to influencing the decisive debates taking place 

this year that will shape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o that end, this year, UNESCO is spearheading a series of milestones and high-level events on 

culture to rally, incrementally, more political support. Let me present them to you briefly.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 15-17 May 2013 

Last May, China hosted in partnership with UNESCO the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on 

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brought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a world of evidence to showcase culture’s vital role as an enabler of sustainability. 

 

The final Hangzhou Declaration adopted by the congress’ 500 participants urges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to make full use of the potential of culture to address 

development challenges. The Hangzhou Declaration concludes by recommending that a specific 

objective focused on culture should be included as part of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based on heritage, diversity, creativity and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UN General Assembly Thematic Debate on Culture and Development – 12 June 2013 

The UN General Assembly Thematic Debate on “Culture and Development” (12 June 2013, UN 

Headquarters, New York) brought together some 250 participants. It was opened by UNSG Ban 

Ki-moon, together with the President of the UN General Assembly, with the participation of 

UNESCO DG, UNDP Administrator, the President of the AoC, and 14 government ministers, 

who all stressed the role of culture in achieving development goals. During the debate the G-77 

plus China, the EU and the 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alled for culture to be explicitly recognized as an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ost-2015 global development agenda. 

The debate allowed the Ministers,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to share their 

convincing statistics, policy examples and programming experiences that prove that culture 

works for development. 

 

2013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Annual Ministerial Review meeting – 1-4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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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rly July, the 2013 ECOSOC Annual Ministerial Review meeting discusse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the Potential of Culture,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ECOSOC meeting marked another major milestone, at the political level, on the road to the 

Post-2015 objective by building further awareness o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ulture for 

development. 

 

UNESCO’s message is clearly expressed in the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is ECOSOC 

segment, which I would like to quote here: 

“We recognize that culture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presents a 

source of identity, innovation and creativity for the individual and community; and is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social inclusion and eradicating poverty, providing for economic 

growth and ownership of development processes. We therefore commit to pursuing a more 

visible and effective integration and mainstreaming of culture into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at all levels”. 

 

UNESCO/UNDP Creative Economy Report 2013 - third edition November 2013 

Furthermore, the third edition of the Creative Economy Report, to be jointly launched by 

UNESCO and UNDP in November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ulture in attaining the MDGs and more broadly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landmark publication will examine the impact in development terms of the creative 

industries at the local level. This is intended to further build the case for the significance of the 

creative economy in development. 

 

Of particular interest are the conclusions that emerged in the Report on how the creative 

economy at the local level leads to non-marketable benefits as well as driving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nclusiveness and cultural citizenship. 

 

The Report also confirms that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ontinue to grow in developing 

countries as key elements of the innovation system of the entire economy – behind each book, 

film or cultural product are thousands of creators, producers, and venders. Large and small, they 

live by and bring to life the cultural thread that is a source of identity, national pride, and 

economic growth. 

 

World Culture in Development Forum – Bali, 24-27 November 2013 

Finally, but by no means least, in November 2013, Indonesia, in cooperation with UNESCO, 

will organize the first World Culture in Development Forum,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e as a mean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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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our hope that other global initiatives taken by UNESCO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discussions currently taking place at the UN General Assembly, since a third resolut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is expected to be adopted within 2013, based on a report submitted by 

the UN Secretary-General, and drafted by UNESCO, on culture and development. This new 

resolution would further reinforce the case for unleashing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ulture 

by including it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t the same time UNESCO will strive to continue to support regional and local level culture 

programmes depending on the needs and priorities at the country level. 

 

Programmatic level 

 

Concrete actions under the UNESCO programme 2014-2017 (37C/5) for promoting the pivotal 

role of culture, heritage and creativity as a means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feature: 

 

 The UNESCO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 Suite which is the first ever initiativ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imed at providing statistics and clear indicators on culture in 

development processes, in order to demonstrate empirically the role of culture for 

development. Currently it is being implemented in 13 countries through 22 quantitative 

indicators covering the economic, social participation, governance and institutionality, 

communication, heritage,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dimensions of culture and 

development. The first databas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s expected to be made public 

by the end of 2013. 

 

 The 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FPC) is intended to promote arts 

and creativity projects with priority given to youth and developing countries. It is the only 

UNESCO fund in the field of culture that also directly funds individuals, particularly artists 

and creators. Activities eligible for receipt of assistance from this fund include: (a) the 

produc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works; (b) the organiz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of national, regional and/or international scope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and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mes. 

 

 To the same end, arts education will be further promoted in the next quadrennium.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 following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major outcome of UNESCO’s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held in Seoul in 2010 – has been investing massively in ar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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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tands as another example of the potential of the creative sector to foster innovation, 

research and forward thinking. 

 

 The Creative Cities Network connects cities who want to share experiences, ideas and best 

practices for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ities may apply to be endorsed by 

the Network and join the programme to ensure their continued role as centres of excellence 

and to support other cities, particularly those in developing countries, in nurturing their own 

creative economy. The network is structured around seven themes which can be chosen by 

the citie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for a specific creative industry sector to which they 

devote their talent and energy, including: literature, cinema, music, crafts and folk art, 

design, media arts, and gastronomy. 

 

*** 

 

The belief that time has come to fully integrate culture into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through clear targets and indicators, as an overarching principle of all development policies, as 

an enabler of sustainability and as a driver for growth – by action at the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 lies at the heart also of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2013-2022) initiated by Kazakhstan and led by UNESCO. We are convinced that this 

decade will provide a strategic opportunity to reiterate UNESCO’s position on the crucial role 

of culture in developm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Keynote Speech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ulture: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Prospects 

Andy C. Pr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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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ulture: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Prospects 
 

 

Andy C. Pratt 

Professor of Cultural Economy, City University London 

 

1. Introduction: emergent and changing themes 

 

The traditional concerns of UNESCO as they impinge on culture can perhaps be summarized by 

education, communication and heritage. Naturally, in a development context education has 

always had pride of place. Education is of course a basic human right, but in relation to culture 

it is the key that opens up a door to ones own, and community histories as well as those of 

others.  

 

The tools to enable education are both the recording of memories and the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of these understandings. Hence, the important UNESCO concern with 

developing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the relative access of them by citizens: from 

books, to film and TV, telephones and the internet; and, the languages that are used, and the 

literacy attained. These are at once the tools and the expressions of our cultures. Recently these 

have been celebrated and contextualized in our attempts to archive and curate culture, as 

expressed in museums and archives, in tangible and intangible means. The network of world 

heritage sites, and creative cities, are examples of the recognition and the protection which we 

have sought to afford culture. 

 
As an aid to the concrete actions of UNESCO to support such initiatives through programs and 

technical support efforts have been made to document, catalogue and monitor progress, as well 

as highlighting continuing challenges. In recent years we can note a shift, or development, of 

emphasis. I want to point to two developments which I think help to frame the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in this field and illustrate contemporary debat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lture. 

 

First, is the commitment to support cultural diversity
1
. This initiative, and concept, is parallel in 

many sense to the notion of environmental diversity; that it is a resource that we cannot now 

when it will be useful (until it is lost), once los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In cultural terms the 

diversity of culture is an expression of human values and the plurality, and continual 

                                                      
1
 UNESCO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Geneva,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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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ultural values. In cultural terms these are not valued as much for their 

economic utility, but as human utility: they are what it is to be human. This recognition of, and 

support for, cultural diversity marks an important iteration from an inward, self-regarding, 

cultural value, to one that is valued as unique but amongst many. And, that value can be equally 

attributed regardless of whether it has 1 million, or 10 million supporters. 

 
Second, the growth of the cultural economy. This represents another expression of cultural value 

(albeit uneasy companion with the former). One of the defining aspects of the last century has 

been the growth of cultural mass production (film, tv, music). The commercial dimension of 

cultural production has created a new, parallel, and sometimes overlapping forms of cultural 

expression. Moreover, these are - mostly - traded commodities. 

 

Whilst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as been commonly supported and sustained by 

nation states and non-profit bodies, commercial culture is obviously in the private sector and 

driven by market investment; importantly, some forms of it are very profitable, having grown to 

be leading industries. The challenge that we face lies between the economic (value) power of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al (value) of the non-commercial forms of expression. Nation 

states have often sought to mediate between these two fields, however in an international system, 

premised on free trade, such an idea becomes even more challenging, and more timely for 

debate. 

 

Critically, this challenge not one of simply finding a balance point, but how to find an 

accommodation between two different value systems: one linked to economic livelihoods, the 

other to regional and political identity or sense of self. So, when we discuss culture and 

development this is precisely the complex field that we enter. Is one facet corrosive to the other? 

Is it possible to have both? Not easy questions! 

 

I want to divide my comments in this paper into three parts. First, I will review the current 

thinking in UN agencies on this matter. Second, I want to challenge these plans and aspirations 

with a number of potential threats based upon how we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nd 

development. Third, I want to draw out the consequences and possibilities and actions that 

might flow from clearer thinking on this issue through the lens of local capacity building. 

 
2. The current status of culture and development 

 

There have been many statements about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cent years; it 

is clearly an important agenda point for UNESCO, but it is also a larger question of how 

UNESCO can addres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as well as the pos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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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2
. At a strategic level culture and development are linked and interwoven. Two reports 

offer an insight into what I would argue is a changing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and 

potential. 

 

Although it is the more recent document, the Hangzhou Declaration
3
 that reflects a more 

traditional lineage of policy ideas and makes the point that culture has a key part to play in any 

development future, a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re a  

 

“source of meaning and energy, a wellspring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a resource to 

address challenges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The extraordinary power of culture to foster 

and enable truly sustainable development is especially evident  when a people-centered and 

place-based approach is integrated  into development programs and peace-building initiatives.” 

(2013: 2) 

 

This is a very good expression of what we might call the instrumental use of culture to deliver 

development programs whether they be better housing or sanitation. This approach does not 

deny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e to individuals and communities - an even older policy agenda 

- however, culture is very much envisioned as the tool of development. If one then reviews the 

document, it can be seen that it places culture at the cent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sure, 

but one finds that culture should be part of every aspect of initiatives. It is as if culture is the 

infrastructure through which every policy will be delivered. The risk is that culture is 

overburdened, but also it is everywhere, but nowhere; it is an enabler but not the focus, nor 

prime objective. 

 
It is not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to critique this point of view; clearly it has laudable and 

logical aims; and, we know from scientific evaluations that culture ‘works’ in this way, and 

indeed it is very efficient at enabling delivery of such programs. However, my objective is to 

point out that this is but one side of a coin. That other face of culture and development is the 

economic value of culture. The UNESCO (2012) paper ‘Culture: a driver and an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fers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how to progress the MDGs
4
. Here 

the emphasis comes from th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and UN Development Program. 

Its point of entry is very different, it points to the UNCTAD reports on the Creative Economy
5
 

                                                      
2 UNITED NATIONS, 2010, Keeping the promise : united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utcome 

Document of the UN MDG Summit 

UNITED NATIONS, 2011,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Report on Cultur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10, Resolut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3 UNESCO/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2013), 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4 UNESCO (2012)  ‘Culture: a driver and an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5 UNCTAD, UNDP, UNESCO, WIPO, ITC,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The challenge of assessing the 

creative economy towards informed policy-making. Geneva/New York, UNCTAD/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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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oint to the real direct economic impact of cultural jobs and cultural trade; plus the fact that 

the creative econom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ectors of the economy, plus that the 

potential for those in the Global South was as great, if not greater than, the Global North.  

 

Despite the focus on economic outputs, which of course are vital to real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the report refers to the non-monetized benefits such as skills and knowledge, and 

self reliance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capacity to maintain local cultural ecosystems. So, 

this is a newer story, one that we have heard much of in the Global North; but stressing that the 

Global South also has a significant role and opportunity. It is, of course a second form or 

instrumentalism, but at least many would argue that the focus is on cultural production for its 

own sake (which leads to income generation). 

 

So, in summary we have moved on from a traditional protect and support culture because it is 

intrinsically good to variants of instrumentalism. One version that offers culture as a solution to 

every problem as a way of solving problems; and another version that capitalizes on the traded 

opportunities of culture as a commodity. This clearly simplifies the picture too much, but it does 

highlight a space of tension between the positions. Moreover, the danger that the two aspirations 

might be mutually exclusive. The central question is one of power and centralization, or 

monopoly; against diversity and locality. However, as in the case of the environment, we do not 

have the luxury to get the balance wrong as we will have an absolute loss of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is draws the contrast too sharply; the differences are more subtle, as I will explain in 

the next section. 

 
3. Challenges to the culture and development agenda 

 

In this section I will argue that the challenge is to find an accommodation between a culture in 

development model, or a cultures of development model. Both are viable, but the outcomes, 

expectations, evaluations and results are different; they are ‘different horses for different 

courses’. I will argue that thus far we have tended to explore culture in development; and in so 

doing we have left, as relatively neglected, cultures of development. I want to argue that this 

tension presents us with a useful opportunity for creative policy innovation. 

 

Both Northern nation states’ experimentation with cultural and nation building policies, and 

earlier iterations of UNESCO policy making have stressed idealism
6
 - choosing the very best 

culture - and instrumentalism : where culture functions as a social worker, or an exponent of soft 

power. The final aspect is how tourism has been mobilised as both generator of income, and a 

                                                                                                                                                            
UNCTAD (2010). The creative economy report. Creative economy,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 Geneva/New 

York, UNCTAD/ UNDP. 

UNESCO (in press) The creative economy report 
6 There is not space to discuss it here; however idealism tends to favor a singular hierarchy of cultural value; 

something that will inevitably present a challenge to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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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to display local cultural wealth. There is not space here to enumerate the complex 

conflicts, trade-offs and challenges in these approaches. However, I want to suggest that they 

are what might be regarded as normative approaches, and are a generally accepted occupants of 

a pallet that policy makers might use. This is what I would refer to for simplicity as culture in 

development
7
, but there is an alternative. 

 

I want to spend a little more space on the discussion of cultures of development. If we treat the 

creative economy as an economic activity like any other then we might simply apply industrial 

and trade regulation to it. In fact there is a strong tradition concerned with the analysis of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control of media operations and the tendency toward, 

and consequences of, the resultant monopolies. On one hand, the asymmetries of global 

trade can be interpreted as a failure of market logic, or symptom of insufficient market 

control. On the other hand, asymmetries could be a result of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orms that are by their nature locally differentiated. This presents us with many 

challenges as how to counter these patterns of asymmetry, as left unchecked they erode 

cultural diversity and choice which might otherwise lead to concentration and monopoly 

not only of power, but also of cultural expression. 

 

Structural asymmetries are not the only problem; distinct spatial asymmetries exist too. 

There is striking inequality of the concentration of creative industries in a small number 

of global cities (mainly in the Global North). Moreover, other work points to the fact 

that within nations there is also a massive concentration inequality between the capital 

city and the rest. Not all creative producers fit this model, and some industries have 

different patterns; but the salient point is that creative industries are primarily urban, and 

predominantly a global city phenomena (with the higher value added activities located 

there). Global hubs are thus one dimension of what is regarded by many City 

governments as ‘good’ forms of monopoly (although places outside the city region may 

contest this). A further example of ‘good monopolies’ is their mobilization in urban and 

national branding strategies, or tourism and heritage, to compete for nat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manufacturing, financial services; but not in the creative economy). 

There is a real danger of a zero-sum game in the competition for a finite tourist or 

investment dollar. 

 
Another dimension potentially offers more hope. Debates about the process of development 

implicitly refer to modes of organization and governance often simplified as either top-down or 

                                                      
7
 Pratt, A. C. (2013). ‘Creative Industries and Development: culture in development, or the cultures of development?’ 

Handbook of creative industries. C. Jones, M. Lorenzen and J. Sapsed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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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up. If we then turn to culture we can consider its manifestations as economic, social or 

political, or combinations thereof. We can see culture as naturalized, or as constructed, as 

imposed, or opposing. Culture can be conceived of as anthropological practices, or as alienated 

and commoditized activities; and everything in between. Since the 1980s the term ‘cultural 

industries
8
’ has been used to ‘pluralize’ and critique the ‘culture industry’ model popularized by 

the Frankfurt School (in which industry was opposed to, or denigrated, culture). In so doing the 

balance of debate has shifted from an emphasis on aesthetics and consumerism to the varieties 

and specificities of cultural production, as well as the rest of the economy, and the rest of society. 

 

A really important step taken in recent years has been to investigate the organizati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formation of the creative/cultural industries; in short, how they really work. 

A key finding has been that the operation is quite different to ‘normal’ industries, but also 

different to the idealized model of the craft worker or artist. The concern is with understanding 

how this creative ecosystem works, its critical linkages and dependencies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the for profit and not for 

profit that drives the vibrancy of cultural activity. These interdependencies are captured in the 

model of the creative industries shown in Fig 1., which has helped to systematize data collection 

as well as create a common framework for analyses.  

 

 

Fig 1: The cultural production ecosystem; illustrated by music production
9
 

 

The model proposes the ‘cycle’ of cultural production from making, through (re-)producing, 

                                                      
8 In recent years the commonly used term is ‘creative industries’ or ‘creative economy’ 
9 From Pratt, A. C. (2007). “The music industry and its potential role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Senegal”. Creative Indus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Voice, Choice and Economic Growth. D. Barrowclough and 

Z. Kozul-Wright. London, Routledge: 130-145. 

See this model deployed i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Paris, 

UNESCO, and UNCTAD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The challenge of assessing the creative economy 

towards informed policy-making. Geneva/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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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exchange, and archiving. All cultural products travel this path, but have different 

specificities. Critically, these processes are embedded in local and global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infrastructures of skill and training, technologies and machines, and buildings. 

Moreover, the ecosystem - which we can call the whole - is dependent on network 

intermediaries to mobilize it, and to govern it. 

 

In short there is more to production than simply devising and making a product, or pure 

genius. Getting the product to market, and generating a demand is critical: the two must 

be synchronized with logistics and related markets. We know this even from mature 

creative industries markets in the Global North like music: a good product will fail if it 

does not have the right marketing, and is release at the right time and place. How much 

harder the task is for creative products producers from the Global South seeking entry 

into markets in the Global North, as well as within the wider Global South.  We explore 

the consequences of this in the final section. 

 

4. Prospects and actions 

 

The creative economy exists in a complex field of competing demands. Hence it is a key 

challenge to clarify the precise scope of action when one considers the creative economy. It is 

clear that this is but a partial interpretation of the field of culture and development, but the 

economic dimensions of the creative economy are the focus here. In this case it is not the 

contribution to other goals (social or cultural) that is primary - although they will be present - 

but, how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creative economy. In this sense we must look to the 

rest of economy and society and ask what it can do for the creative economy rather than vice 

versa.  

 
What is it that makes the creative economy a viable sector of the economy, and the individual 

creative industries prosper? One answer is that the creative economy is no different to any other 

industry.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generic policy initiatives aimed at small and micro 

enterprises that are relevant to the creative economy (as it is dominated by this size of business 

activity). However, an alternative answer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creative economy specific 

concerns that relate both to the newness of the creative industries (that is there is not any similar 

activity to ‘borrow from’), and the fact that the creative economy is starting from such a low 

base (although its growth rate is significant) such that it does not generally benefit from critical 

scale economies. 

 

We can illustrate this challenge by reference to any number of industrial strategies, even those 

aimed at the creative industries, logically focus on existing trade mechanisms, namely: i) trade 

liberalisation of goods and services; ii) removal of barriers to people’s movement; iii)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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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iv) subject matters related to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v) 

trade facilitation; and vi) development of a physical infrastructure for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energy. It is important to recognise that any producer, especially a cultural producer, needs 

to have grown to a particular scale before most of these strategies come into play. Thus, the 

immediate challenge is to provide a stepping stone to reach such a stage. Generally, this is what 

the strategy of local capacity building is based upon: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and the 

nurturing of the creative economy. 

 

By contrast, local capacity building is about removing a barrier to development through the 

investment in skills, training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such that industries are ‘scalable’, that 

is they can grow and operate in a wider context. Capacity building strategies are familiar in 

most industries, and in that sense generic; once again we can make the case that the creative 

economy is in need of special measures. In this case the argument is on the basis that in most 

places the creative economy is new, there is no pre-existing tradition of extended production to 

build upon, hence the project is almost to begin from scratch. In such cases it is critical to target 

resources where they will impact most, and in the creative economy, this requir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particular organizational forms, and economic and cultural challenges,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Local capacity development is a familiar notion is sustainable development 

debates; but it has not until now been explored in the context of the creative economy. 

 

Broadly, the experimental development of a number of local capacity building initiatives in the 

field of the creative economy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types: skills, networks and 

community. As a field such capacity building is still in its experimental stage.  The best 

developed initiatives that tend to concentrate on human capital development: skills and training. 

The main new focus has been on entrepreneurial skills to enable creative activities to be 

marketed. Development of these support programs for the creative economy has incorporated 

important regional dimensions.  Perhaps the foremost amongst these is the social dimens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y, which often provides a bridge between the formal and the informal.  

 

Additionally, programs have clearly identified that special skills are required.  The agenda is 

not only “front line” creative activities, but the entire range of support skills without which 

many creative events and processes cannot take place. Often access to such training is limited 

by the capacities of local education systems, and the simple but critical concerns of cost and 

distance.  Such training also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limited resources of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benefits of diversity.  Thus the embrace of youth cultural 

forms has been vital. The challenge to trainers is that these new forms generally rely on cutting 

edge digital technologies.  At present the lack of up to date digital training and resources is a 

barrier; it is doubly unfortunate as it is precisely these areas that are most likely to result in 

income earning operations, and have most potential for export earnings. Overall this presents a 

difficult double challenge, not only that of increasing training and skills to a basic level, b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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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mbracing cutting edge skills. 

 

Equally important is cultural leadership in the public sector. If the creative economy is to be 

sustainable it will also need leaders in the public sector who are cognisant of current trends and 

challenges.  Programs for this purpose are extremely rare.   Another area of “under-skilling” is 

the public sector capacity to monitor, evaluate and manage policy initiatives.  

  

By contrast with other industries, little growth of micro-credit and business support is visible in 

the creative economy. The experience from the global North has been that specialised schemes 

are needed for advice and loans due to the unique risk structure of creative businesses, and the 

relative unfamiliarity of general business advisors and banks in assessing creative businesses. 

There is clearly potential for similar schemes to be developed in the global South as well. 

  

Experience has shown that dedicated buildings allow creative business to find a stable place to 

carry on their activities, and to engage in networking and peer-to-peer learning. Such sites also 

perform the function of creating a critical mass of cultural workers and hence create the market 

for provision of other services by for, or not for profit agents. It is critical that this type of 

provision in sharp contrast with the “flagship” development of prestige projects that are based 

upon nat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spirations rather than linked to local creative industry 

needs. It is not simply the provision of space that its critical, but the curation of that space so 

that users can really benefit from the synergies generated. However, it is clear that property 

based solutions are not the only tool to be used.  

  
The final set of issues covered related to community, and it is these that are in many ways the 

least developed, but perhaps have the most potential. Access for the whole population not based 

upon income level will continue to be a challenge here.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learly underpins the creative sector, many of the examples that have been 

quoted have civil society partners, and some are wholly civil society supported.  The critical 

bridging role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s about inclusion and diversity, but it is also vital 

since so much economic activity takes place in the informal sector. Finally, national social, 

welfare and labour policies impinge on the creative sector in sometimes fraught ways. The 

creative sector presents a number of challenges to normative social policies.  For many, the 

creative economy is not a viable career choice unless they already have money.  In effect, 

others ar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Ways still need to be found to ensure that workers in 

the creative economy can achieve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as those in traditional 

employment. 

 

5. Conclusion 

 

The aim of this paper has been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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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sector in rel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we have focused on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fered by the creative economy. We reviewed the UN system’s 

turn to the creative economy as a new dimension of the cultural field; however, also at the 

complex set of relationships that this introduced into the equation. Traditionally the focus had 

been on culture’s role as handmaiden to development, and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These were often in tension; but a new vector has been added with the new and emergent role of 

the creative economy where tensions exists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for profit and not 

for profit, the global and the local, etc. 

 

I discussed the consequential challenge to policy making and successful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I sought to draw a contrast between culture in development and 

cultures of development. I stressed the positive new opportunity of the latter. Finally, I 

considered the ways in which policy might be developed based on current emergent practices. I 

pointed to local capacity building for the creative economy as a new focus (but the challenges 

needed to refine the approach). It is an area that will continue to attract lively discussion and 

experimentation, but I wanted to stress the huge potential gains for development whilst 

maintaining diversity and promoting sustainability (not just economic 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ut including cultur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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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far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concerned, Korea provides the most 

exceptional example among newly-independent countries since World War II. Korea officially 

graduated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s lending list in 1988 and began turning itself from 

an aid recipient into a donor country. As this type of transformation is only found from Korea, 

the country represents a very exceptional case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designated Korea as a 

net contributor country in 1992, Korea established a foothold for the nation's international 

contribution by establish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in 1987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1991. The country successfully completed 

its transition from being a recipient to a donor by joining the OECD in 1996 and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November 2009.  

  Korea may be a success story of ODA if the focus is only placed on the country's 

transition from being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However, when it is compared in terms of 

the contributions Korea has made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it became 

a donor country, it is difficult to just positively evaluate Korea's case. Korea's unique track 

record as a recipient-turned-dono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lso means that the country has 

relatively limited experiences in ODA compared with other dontor countr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s compared with other DAC members in many ways.  

  

 

A Glance at Korea's ODA 

 

 As far as ODA among DAC members is concerned, Korea remains among the lowest 

ranked. As of 2011, Korea ranked 17th among the DAC members by providing a total of 

US$1.3 billion in ODA. This represents a mere 0.12% of the country's gross national income 

(GNI), far below the DAC average of 0.31%. This figure has steadily increased and by the year 

2013 is anticipated to reach KRW2,043.1 billion. This is a 9.8% growth from KRW1,860 billion 

in 2012, but it still accounts for just 0.16% of the country's GNI and is far behind the average 

ODA volume of other DAC members. Korea is recommended by the DAC to continue to 

increase its aid volumes so as to achieve its target ODA/GNI ratio of 0.25% by 2015. I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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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fully implements this recommendation, its ODA volume will double in three years and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effectively manage its ODA programs. 

 Korea's ODA volume remains modest at the moment, but the country plans to continue 

to increase it. When it comes to the quality of ODA, however, Korea shows certain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DAC members in many respects. Among others, Korea's 

portion of untied aid
1
 is very low. The ratio of multilateral aid, which is an indirect way of 

helping recipient countries through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bilateral aid, 

which involves direct flow of aid from a donor to a recipient country, has approached the DAC's 

average of 28% - 83:17 (bilateral/multilateral) in 2006, 75:25 in 2011 and 74.9:25.1 in 2012. 

Korea's ODA is concentrated on 26 priority partner countries
2
. 47% of the country's bilateral 

ODA went to partner countries in 2009 and 55% went to partner countries in 2010. The division 

between grants and loans was 61:39 in 2010, which indicates that Korea attaches more 

importance to loans than other DAC members.    

 Considering Korea's short history of ODA, the ODA gap between Korea and other 

DAC members can be narrowed by improving Korea's ODA policies and systems. In this regar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coordinating 

body chaired by the Korean Prime Minister and joined by ministers and heads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nacted on January 25, 2010, seems a good attempt to tackl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unsystematic ODA approach. 

 What needs to be seriously debated regarding Korea's ODA is not its administrative 

weakness but the philosophy enshrined in its ODA policy. Korea's exceptional transformation 

from a recipient into a donor is a source of pride for many Koreans, but it is time to stop being 

complacent and prepare for the improvement of its ODA scheme. 

 Efforts to improve Korea's ODA system gained momentum with a series of strategies, 

including the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e 7th meeting of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October 25, 2010, the ODA Inter-

Agency Cooperation System in December 2011 and finally the Korean ODA Model 

Development Plan in September 2012. Having its own ODA model may be a good attempt in 

the context of reforming ODA policy, but it may pose several challenges if the country tries to 

reshape the philosophy of its ODA only based on its own successful experiences. The so called 

Korean ODA model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he context of putting in place a systematic 

foreign aid model, but there can be several problems if the ODA's underlying philosophy is 

drawn from Korea's exceptionally successful development experiences. The overestimation of 

                                                      
1 In 2009, Korea announced a timetable to increase the untied portion of its bilateral ODA to 75%. However, Korea has made no 

progress towards this aim. In fact, the untied portion of Korea's total ODA declined to 32% in 2010 from 44% in 2009, a significant 

gap with other DAC members whose average ratio of untied aid to tied aid is 80:20. 
2 26 priority partner countries are Mongolia, Vietnam, Cambodia, Laos, the Philippines, Indonesia, the Solomon Islands, East 

Timor, Bangladesh, Nepal, Sri Lanka, Pakistan, Uzbekistan, Azerbaijan, Ethiopia, Uganda, Mozambique, Rwanda,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ameroon, Nigeria, Ghana, Bolivia, Colombia, Peru and Para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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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economic development also has a big impact on the fundamental philosophy that guides 

ODA programs. The Korean ODA model is based on the country's ambitious goal to bring 

together it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the analysis results of its comparative advantages and 

develop aid contents into programs. The model first selects 159 programs from different sectors 

and makes a list of 40 priority programs based on ODA budget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achievement of Korea's ODA policy vision. However, the pool of 159 programs and 40 

basic programs are mostly concentrated on a handful of sectors such as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industry and energy, education, health, agriculture/fisher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Korea's concentrated aid system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ramework of the ODA 

model used to assess Korea's exceptional development. While the Korean ODA model is 

intended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development assistance, the methodology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The Korean ODA model is 

based on an inductive methodology
3
 whereby conten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is 

identified and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approach to ODA.    

 A model developed from this methodology poses two dangers: First, there is a risk of 

donor centrism by absolutiz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The socio-economic contex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enabled Korea's extraordinary success story are not the 

same as the current socio-economic contexts. During the exceptional period when the cold war 

system was dominant and free trade policies were allowed for developing countries following 

World War II, Korea was able to graduate from aid recipient status by successfully utilizing 

ODA and pursuing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with skilled labor. Korea's success was made 

during an exceptional period and this experience cannot be emulated by the current recipient 

countries in tim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under the WTO system. On top of this, the 

exceptional conditions Korea had were also a decisive factor behind its transition from a 

recipient to a donor. Korea's model of foreign aid could succeed because of its own socio-

economic backgrounds characterized by the Korean people's strong zeal for education, lack of 

religious conflict, use of one language and one culture. These social and cultural traits are not 

shared with most recipient countries. 

 Second, developing the Korean ODA model from the retrospective evalu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may have some limitations, as such an evaluation method 

equates development with economic growth by regarding Korea's development as economic 

development. Another problem is that the Korean ODA model that inductively develops an 

ODA strategy from its past successes will generate ODA benefits at a specific point of time in 

the future, not in the past. The relative insensitivity to future issues and the development of a 

strategy for the future from the retrospect of past experiences also make it difficult to free the 

Korean ODA model from the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alism. As the Korean ODA 

model reflects Korea's desire to gain economic benefits, most aid programs are in the form of 

                                                      
3
 <Development of Korean ODA Model>. 20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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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ssistance, not align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explore new 

development models.     

 These limitations are evid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does not fully take into 

account in its ODA policy the cross-cutting issues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kind of an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strategy that focuses on the economy. Instead, the 

cross-cutting issues represent only one sector in the Korean ODA polic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provided alternative development idea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UN), cultural development (UNESCO) and cultural diversit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conomy-centric development strategy, but these ideas are not 

actively accommodated in the Korean ODA model. The Korean model's lack of incorporation of 

the cross-cutting issues that connect culture and the environment to development results in a 

small portion of ODA in the area of culture. Although the environment is not part of the 

underlying ODA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s been reduced to one sector of aid, 

it is still included in the list of basic programs in the Korean ODA model. By contrast, culture is 

covered quite marginally both in policy and sector dimensions. As a result, Korea currently has 

a very small amount of cultural grant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DA amount in the area of culture is KRW6.8 billion in 2013, which is only a 0.3% of 

total ODA disbursements. 

 In 2012,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arried out seven ODA programs 

in the area of culture. Of these, bilateral programs are two, namely Cultural Partners and 

Overseas Culture and Arts Volunteer Group. The remaining five programs are multilateral ones 

covering UNESCO Cooperation (biennially), WIPO Trust Fund, 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 Tourism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uilding Small Libraries 

Overseas. ODA budget in the area of culture for 2012 declined 6.1% from a year earlier to 

KRW3,564 million, comprised of KRW1,475 million for bilateral programs (41.4%) and 

KRW2,089 million for multilateral programs (58.6%). In addition to the seven on-going 

programs, one new program aimed at supporting sports development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planned. Besides the ODA programs undertake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DA programs
4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imed at transferring expertise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support of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certain programs of the 

KOICA
5
 can be classified as ODA in the area of culture.  

                                                      
4 Digital restoration of Vietnam's Imperial City in Hue (200-2008),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system in Mongolia (2009- 2010), provision of cultural asset preservation equipment to Sri Lanka(2009- 2010), support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Laos, Cambodia, 2011- 2012),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system (Laos, Bhutan, Fiji, Myanmar, 2011- 2012), support for preparation of 

world heritage registration applications (10 Asian countries, 10 African countries, 2011- 2012), provision of cultural asset 

preservation equipment (2011, 2012). 
5 Bypass construction in Siem Reap, Cambodia, pavement extension, digitization of cultural assets of Egypt and Colombia, 

regional development in Ccorao, Peru,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d marketing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cultural 

centers for youth in Ger villages,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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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far as the Korean ODA model is based on the methodology that focuses on the 

aspect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as far as the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y that places significant importance on cultural development is 

not reflected in its underlying principles of ODA policy with lower priority than that for 

economic development, these limitations are inevitable.  

 

 
Economic 

Infrastructure 

Social 

Infrastructure 

Administrative 

Costs 

Humanitarian 

Aid 
NGO Aid Production Multi-sector Others 

(Hundred 

million won) 
4,827(36%) 4,663(35%) 430(3%) 385(3%) 370(3%) 283(2%) 198(1%) 2,072(17%) 

<Korea's ODA by Sector (2012), Source: www.odakorea.go.kr> 

 

 Basic Programs 

Economic 

(15) 

Economic policy (2: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operation of   economic planning 

organization), Industry and energy (2: Policy consulting in   industrial development, 

construction of power infrastructure), Land   development (6: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urban development, new town development, expansion of national traffic network, 

building intelligent traffic system), Agriculture and fisheries (4: Improvement of food crops 

productivity, integrated development of rural areas,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s,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Social 

(13) 

Health and welfare (2: Mother and child health programs, enhancement of primary health care 

system), Education (4: Universal primary education, establishment of secondary education 

systems, establishment of higher education systems, capacity-building of teachers), Human 

resources (4: Fostering technical resources, employment support and management, 

encouragement of high skills development,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3: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ment of KIST, support for reasonable scientific technologies) 

Governance 

(2) 
Administration   (2: National digitization and e-government, Saemaeul Movement) 

Cross-Cutting 

(10) 

Green environment (3: Supply of safe drinking water, establishment   of waste water treatment 

and management scheme, conservation of cultural   assets), ICT(5: Establishment of national 

ICT infrastructure, advancement of   ICT networks, fostering ICT human resources, 

establishment of fixed/wireless   broadband, establishment of ICT R&D system), Women (2: 

Support for   fatherless families, vocational training for women) 

<40 Basic Programs in the Korean ODA Model> 

 

 Task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Korea's ODA in the area of Culture     

 On one hand, the Korean ODA model is positive in that it takes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ODA. On the other hand,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looks at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mostly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Korea is a best practice model 

as it achieved democratization not only in the economy but also in all areas of politics and 

society. Korea's experience must be something that can be shared in the area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gender equality, universal education, promotion of human righ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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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ivil society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Case studies are meaningful when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s are addressed. In light of this, negative aspects of Korea's ODA 

scheme require correction.  

 In addition, there is too much pride in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certain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the Korean ODA model from being obsessed with another 

donor centrism. In this regard, realigning the Korean ODA model to the new development 

vision set by the UNESCO is urgently needed. The term "development" can make a slight 

difference depending on how it is translated in Korean. This difference in the shade of meaning 

affects our understanding of Korea's past experience as well as debates on where Korea's ODA 

should be headed. In Korea, the term "development" is often understood as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ODA model also tends to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remarkable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of Korea that used to be an aid-receiving country. However, 

development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quality transformation of society as 

suggested by the UNESCO.   

 If we try to look at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new development concept 

proposed by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its Our Creative Diversity, 

rather than in the context of positive economic changes backed by statistics, it will be essential 

to have a cultural perspectiv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DA. In this regard, it is 

encouraging that the major paradig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s shifting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Whereas aid effectiveness focuses on the delivery 

mechanism of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focuses on achieving the ultimate goals of aid, 

such as the growth and capacity-building of recipient countries. In light of this, gaining a 

cultural understanding of recipient countries will be essential to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 Donor countries are increasingly recognizing the ineffectiveness of their one-

sided aid schemes and the nee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encourages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ies for capacity development and continuous progress and as a result are 

changing their aid approaches. Accordingly, a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to development 

beyond the traditional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is gaining importance.    

 To make a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to development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ODA policy, we can refer to the process of how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now 

established itself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concept, has become a universal issue. Four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when environmental issues emerged as global agenda. First, 

environmental issues successfully forced the UN to establish a sustainable institutional 

framework. Second, countries actively adopted the new concept that connects the environment 

to development and as a result "sustainability" has become a universal concept. Third, 

environmental issues contributed to raising shared awareness based on studies and activities by 

scientists and other groups of experts. Fourth, debates on the global environment led to the 

facilitation of communication and governance among various groups of stakeholders.   

 Unlike environmental issues, a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to development has yet to 

earn universal understanding. The idea of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is not explic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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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in the U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either. In this regard, it can be 

understood why a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to development i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Korean ODA model and why the ODA amount in the area of culture is so small. Paradoxically, 

it can also be said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ODA model to adopt the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because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ODA as a donor country and the Korean 

ODA model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highlight culture as an important future cross-cutting issue. 

However, it is unrealistic to point out the lack of attention to culture in development at a time 

when the mainstream development concept still focuses on the economy. Instead, there is a need 

to approach culture in a broader context of cultural development rather than approaching it in a 

narrow context of culture and arts. That is, a strategy is needed to make cultural grants in aid 

programs a critical component of Korea's ODA policy, rather than handling it as a task for the 

ministry of culture. The marginal ODA volume in the area of culture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the understanding of a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to development as a development 

principle. The bottom line is how we understand or interpret the very meaning of development 

pursued by our ODA scheme. As long as we lack th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from the 

cultural perspective, the cultural sector will draw least amount of attention. The lack of the 

understanding of a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to development is also clearly evident in the 

multilateral ODA sectors Korea is involved in. While Korea is increasing its multilateral ODA 

volume, multilateral ODA sectors have a big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as in the Korean 

ODA model. Multilateral ODA accounts for about 30% in total ODA disbursements with big 

yearly fluctuations. The percentage was 27% in 2011 and 25% in 2012. The share of multilateral 

ODA is similar to that of other DAC members, but when it comes to ODA per multilateral aid 

agency, the same problems as those of the Korean ODA model are shown. According to the 

OECD, Korea's multilateral ODA was concentrated on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41%), UN agencies (28%)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24%). For Korea to 

diversify its multilateral contributions, the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 to development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nd Korea also needs to adopt it as an 

important agenda item.  

 Unlike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s new paradigm of culture and 

development is not translated into a policy for two reasons. First, ODA donors are not active in 

turning the rhetorical goals regarding culture and development and cultural diversity into 

practical policy issues. Second, recipient countries do not interpret this issue as an urgent 

agenda. Up until now, only two UN documents -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directly deal with the theme of culture and development and only the latter has 

binding power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fter official ratifi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 stands on unique ground. Although Korea has one 

language and one culture, it is greatly sensitive to the harmful effects of weakening cultural 

diversity threatened by the globalization process considering the size of its population.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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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al and special positioning can be found not only in its miraculous transformation from 

a recipient into a donor but also in its great sensitivity to cultural rights in the context of 

preserving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which is a core element of culturally sensitive 

development. Korea has ODA limitations for two reasons: It is an exceptional case of a 

recipient-turned-donor and it is not sensitively responding to its unique internal situations. 

Korea's ODA model will be completed when the country is able to sensitively respond to the 

special situations it i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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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Jae Sung Kwak 

Professor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Roh Myeong-wu raised a timely question in his presentation on the role and 

positioning of culture i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ll bring a 

cognitive development concept to this discussion and suggest strategies to make the 

convergence between culture and other areas a cross-cutting issu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irst strategy concerns the realization of culture's potential values by 

facilitating its convergence with other areas of development, such as industry and education. 

The second strategy adopts a holistic culture-centered approach that places 'culture' at the center 

of development elements and stages.  

 

1. Culture Converged with Other Areas of Development 

 

A. Stimulation of the culture-tourism industry  

 

Cultural heritage symbolically represents a country's history and culture and is a source 

of national pride. However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where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are fast progressing, tangible and intangible histories and cultural assets suffer damage or 

destruction without any legal protection. Yet most governments cannot even think of repairing, 

renovating or even developing or conserving their cultural assets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secure tourist revenues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mmercializing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creating a value chain. A classic example is the world-renowned 

cultural heritage Angkor Wat whe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SCO, 

APSARA, the Cambodian Auth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Angkor, and donor countries 

work together in a full-scale restoration of the heritage site in order to recover its cultur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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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rrying out these programs, it is important to generate ripple effects and ensure 

sustainability.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and these efforts focus on supporting the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ransferring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operation know-how, establishing holistic development programs connected with related 

industries and building capacities of recipient countries through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In recent years, effor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programs through 

a holistic approach by establishing a value chain for local cultural industrie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These efforts vary from improving marketability through capacity-building of local 

businesses to promoting exports to the global markets. For example, world-famous designer 

Donna Karen discovered that there are spiritual energy and artistic values in nature and 

indigenous products of Haiti, which constantly suffers from natural disasters and is among the 

least developed and poorest countries and in the Americas. She successfully commercialized 

such energy and values by targeting the US and European markets.  

 

B. Culture converged with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education through culture and arts is already widely known. 

The question is whether these culture and arts activities increase educational benefits and 

capability-building of individuals as well as drive social changes. A good example is youth and 

children's orchestras of Venezuela, commonly known as El Sistema: social action through music. 

Founded in 1975 by economist Jose Antonio Abreu, the music education program has now 

grown into an organization with 190 centers and 260,000 members. What differentiates El 

Sistema from other conventional education programs is that it pursues social changes. In short, 

El Sistema helped underserved people realize their potential and overcome social,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obstacles through musical instruments and voluntary change in 

their life. In particular, El Sistema's cultural programs have furthered the opportunity for 

ultimate social cohesion by empowering disadvantaged groups of people to develop the ability 

to overcome social exclusions.  

 

2. Holistic Culture-Center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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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livering programs, taking a culture-centered approach is needed in various 

elements and stages of development. Particularly when developing or delivering programs, it is 

important that alignment should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local cultures 

and characteristics of recipient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the groups in recipient countries that participate in the programs and share the recognition 

that cultural elements are essential to maintain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as well as eradicate poverty.  

Based on this, we need to move beyond the traditional method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ake a holistic culture-centered approach with the goal of creating 

a sustainable ecosystem in the countries served. To this end, donors' in-depth knowledge of 

recipient countries must be preceded. Non-Western countries such as Korea, which has not been 

a traditional donor country nor has colonization or world management experiences, find it 

difficult to perform programs with technical expertise without proper knowledge infrastructure 

about recipient countries. That i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needs to 

broaden it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artner countries and regions. There is no doubt 

that th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must be the fir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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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ODA as a Complement not as a Supplement 

- Current State and Future Challenges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 
 

Jeong-Sook Chung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ccording to Rawls, rational people would regard people's natural talents as a common 

asset and agree to share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made by these talents. This is based on 

the view that benefits earned by one's natural talents do not spring from one's possession but 

rather from one's luck.
1
  

Sen goes further. According to him, poverty is not simply a lack of income or wealth; it is 

a lack of capabilities. Therefore, Sen argues, promotion of democracy and freedom is needed in 

order to tackle poverty.  

More recently, eudemonists concluded that happiness is downplayed in development and 

that most development studies do not touch on psychosocial well-being or happiness. Also in 

social development, a sub-field of development studies, attention is only paid to deprivation, 

suffering or poverty with little regard to better life, prosperity or social values of human beings.
2
  

Quantitative growth of goods and services is clearly required for development, but there is 

also a growing awareness that we must pay for such a growth. The emphasis is gradually 

shifting from economic growth and rate of return, which was preferred by existing neoclassic 

economists as the purpose of development,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r well-

being of humankind,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development.
3
 It is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UN defines human development as the process of expanding people's choices 

(UN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49).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entirely agrees to the speaker's opinion in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due consideration for human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is important. We must be sensitive to the cultural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rely 

on a miracle, and I agree that Korea's ODA programs, in particular, need to be sensitive to 

cultural rights of recipient countries in the context of prot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Reflecting on the cultural life we lost while Korea experienced development and the 

defeatist attitude in our lives while yearning for the US culture, we must indeed help developing 

countries not to lose their cultures.  

                                                      
1Woo Chang-bin, 2013, ‘Eudemonics in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Amartya Sen's 

Capability Theory’, presentation paper at the 2013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Autumn Conference, p.4,   
2 op. cit. pp.6-10 
3 op. ci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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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we need to forecas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absolutizing our 

development experience and imposing our way of support on those countries with lower 

educational fever, religious conflicts and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In short, we must be 

aware of the ineffectiveness of coercion, albeit well-intended. It is fortunate th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s refining its Knowledge Sharing Program module to make it a viable 

development model that applies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tailored to the situa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t present, Korea may be excited about its status as a donor country due to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foreign aid. Some provide a delicate insight into the ambivalent feelings and 

dual situations Korea may be experiencing due to its exposure to the unfamiliar, new and yet 

confusing prospects. This is probably why governments of new donor countries are all rushing 

to ODA programs, collectively lured by populist policies.  

Others point out that Korean ODA model does not reflect a cultural perspective, or values 

of cultural sensitivity, and neglects cultural programs. They don't raise an issue with the 

administrative mistakes or weakness regarding the lack of attention to cultural aspects of ODA 

programs. Instead, they argue that it all boils down to the lack of philosophical foundation 

behind such policies that ignore cultural views, which I think is a remarkable observation. 

Identifying economic growth with development is indeed a logic of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era. I hope that a new era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erges 

where cultural views and benefits of cultural programs are duly recognized. I also hope that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ake pride, enjoy cultural programs and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good friends.  

Lastly, let me confirm one fact that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to become a donor 

country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act is that Korea is among the four 

countries - Spain, Portugal, Greece and Korea - that recently became donor countries and what 

makes Korea a unique example is its transformation from among the aid-receiving countries 

into a donor country.
4
  

 

 

                                                      
4 Chun Yeong-suk, 2013,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education materials for the 2013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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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of immigrants  

to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Concepts: cultural rights

2

According to the UN1, a ‘cohesive society is one where all groups have a 

sense of belonging, participation, recognition and legitimacy’

Fair representation is essential to give minorities an official space within the 

narrative of the nation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speaks of:

- Participation in

- Access to

- Contribution to 

- All aspects of cultural life, without any discrimination

Mrs. Shaheed insists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also implies the right not to 

participate (freedom of conscience) in practices, customs or traditions that 

are harmful to oneself. 

1 UN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Division

http://social.un.org/index/socialintegration/definition.aspx

SOCIAL COHESION = A RECIPROCAL WILL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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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diversity

4

Diversity, a founding principle

 Biology

 Economy

 Democracy

Diversity, to comprehend the world around us

All human beings have the same quest

 Identity

 Wellness

 Adaptation

 Creativity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CULTURAL EXCHANGES : ADAPTING TO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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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5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Recent immigrants are just the latest wave of immigration

Movements of population have shaped each country’s unique history 

-External – non visible and visible minorities

-Internal – urban and rural

-Intercultural marriages - Vietnamese, Filipina and Chinese women

But also : temporary migration (tourists, visitors, returning nationals)

We all participate in the exchange of ideas, values and cultural expressions – we produce 

and exchange messages in bottles

GLOBALIZATION: CONSTANT CROSS-CULTURAL EXCHANGES THROUGH 
TECHNOLOGY, OPEN TRADE, POPULATION MOVEMENT

- Perceive messages in bottles as threats - identitarian closure and extremisms

- Interpret messages according to the receiving social, religious and cultural contexts –

no access to the cultural code of the artist / creator – need for cultural mediation

-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esist the « free trade » approach to globalization, 

advancing at a rapid pace, with no restrictions and no respect

- In Greater Montreal 

30 % of immigrants in cultural isolation

60 % a mix of values between host country and home

10 % completely integrated

35 % of women compared to 22 % of men remain isolated (work)

50,000 new immigrants every year in the Quebec province (8 million pop.)

40 % don’t understand the official French language when they arrive

YRisks

6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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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Virtual communities

7

Youth groups and young adults; a generation seeking to assert itself

Constant innovation and emergence of sub-cultural groups, where the arts and culture 

serves as a starting point of uniquely different lifestyles (in values, attitudes, clothing…)

Social media is a very powerful answer to a quest for social inclusion:

•Connections – virtual and real encounters

•Relations – sustained, instantaneous, effortless, intimate or impersonal

•Self-expression – representation, recognition, the new norm, stardom

•Self-taught literacy – in aesthetics, in technology, in media production

•Universal access – empowers all individuals; with physical and intellectual limitations

MAINTAIN SOCIAL COHESION WHILE GIVING RECOGNITION TO NON-
CONFORMING AND CHALLENING CULTURAL EXPRESSIONS?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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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pportunities

• for foreign artists

• for national artists reaching out – social networks, a taste for…

Business innovation

• they innovate by mixing their ways with the country of adoption 

• entrepreneurship – an urge to express, connect and participate

• new forms of expressions, at the crossroads of culture and multimedia

In Montreal (immigrants 16 % of pop, in 2006), where I come from:

Arab (2,8 %) Arab World Festival and Orientalys (performing arts), Israeli Film Festival 

Africa (2 %) Africa Nights Music Festival, African Views Film Festival 

Caribbean (2,7%) Black Film Festival, Montreal Carifiesta 

Asia (5,6 %) Access Asia (performing arts), Fantasia film festival  

Americas (2,1%) Transamericas festival (performing arts)

World World Film Festival, Art film festival, New Cinema Festival, Multi-music Festival, 

Jazz Festival, New Music Mutek Festival, etc.

Opportunities

9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Creativity is born out of necessity: reinventing ourselves, our economy, capacity to innovate

•Strength from the past

•Energy from the future

Realize the importance of culture for social inclusion (enabler)

•Minority groups

•Disabled and marginalized

•Regions / City

•Emerging and established artists

Reduces the risk of governance mistakes if we all think alike

•Board of directors (lessons learned from the most recent financial crisis)

•Successful design and engineering (IDEO – multidisciplinary teams)

•Workforce diversity – a common goal

CYOpportunities

10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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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Benefits: Cultural diplomacy

11

France is world's most-visited country (2011) with 81.5 million entries (pop. 64 million)

•1 in 5 an immigrant in 2009 (27 % according to UN definitions in 2013)

•Renowned internationally for gastronomy, luxury goods, literature, cinema, “cultural 

exception”

Korea ranked 25th with 9.8 million visitors (pop. 50 million)

•In South Korea, around 1% of population. 

•Most immigrants are not eligible for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cy

•Unless they are married to a South Korean citizen 

•or have invested more than $5 million USD in the local economy

The image we project abroad 

•Canada’s diversity, multiculturalism policy,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 attract 

diversity – 200 languages spoken in Canada

•Arcade Fire - core members migrated to Montreal because of its bilingual, culturally 

diverse, vibrant and independent music scene and public support programs.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ARTICLE 9 -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Benefits: Cultural diplomacy

12

Source: Viavoice for W&Cie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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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3

• Immigration, once it reaches a certain critical point, raises the issue of diversity 

– An occasion to review our attitudes and policies towards all forms of diversity 

– Forces us to go back to our values as a fair society, inclusive to all citizens

– To define our future through policies: how do we want our society to evolve, for ourselves 

and our children

• Immigration brings new labor forces including artists many of whom were 

professionals and highly regarded in their home country

• Consumers that have a different taste 

– Children of mixed marriages much more diverse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 World citizens seeking  mixed forms of expressions (world music, multimedia arts)  

Inclusive economic opportunities and growth – entrepreneurial spirit -
advocates of pluralism - human rights approach - likely to mobilize minorities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Public policy

14

• Mainstreaming culture in public development programs?

• A shared responsibility by all ministries and agencies (Quebec Agenda 21 for Culture)

• Much more than funding of the arts and culture (less than 1 % of the State’s budget)

• Each project, each investment, each development to be considered from a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 well as from a CULTURAL LENS. 

• How do they contribute to :

- Our sense of belonging

- Our sense of identity

- Our sense of community

- Our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happiness

HOW TO UNLEASH AND ASSERT HUMANKIND’S CREATIVE 
DIVERSITY (WITHOUT OPENING THE PANDORA’S BOX)?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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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ng our common future

15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JON HAWKES

[a] society’s values are the basis upon which all else is built. These values and the 

ways they are expressed are a society’s culture. 

The way a society governs itself cannot be fully democratic without there being clear 

avenues for the expression of community values, and unless these expressions directly 

affect the directions society takes. These processes are culture at work.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culture that focuses on its use as a concept to describe 

the community creation of values, meaning and purpose in life. 

The alternate view of culture as simply arts and heritage has marginalized the concept 

of culture and denied theorists and practitioners an extremely effective tool

New paradigms of public planning, in particular those that emphasize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as key goals.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WHO IS AFRAID OF DEVELOPMENT?

WHO IS AFRAID OF CREATIVITY?

WHO IS AFRAID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

WHO IS AFRAID OF CULTURE?

ARTICLE 9 -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Who is afraid of Virginia Wolf?

16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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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O THIS

HOW TO KNOW WE ARE DOING IT RIGHT

HOW TO TELL OTHERS WE ARE DOING IT RIGHT

FOR THEM TO WANT TO TAKE ACTION

FOR SOCIAL COHESION AND NOT AGAINST IT

Fear of the HOW

17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PREAMBLE

18

The Convention on minority and developing 

cultural expressions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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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kind’s creative diversity

19

Uncontacted tribe discovered in Brazilian Amazon, June 2011

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PREAM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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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brings together 

forty-three national coalitions on five continents. It is recognized by the UNESCO 

as an official partner with consultative status and serves on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This presentation is available to members of the IFCCD and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terested in presenting the position of civil societ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21

cvallerand@cdc-c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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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Geon-Soo Han 

Associate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Foreword   

 

International migration sparked by the globalization process is increasing at an 

irreversible speed and scale. Even though international migr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ity, the migration trend we see today is quite unprecedented 

both in terms of the width and depth of change. According to the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will reach over 405 million by the 

year 2050 if international migration increases at the current pace. International migration, the 

IOM emphasizes, has become more diverse than ever not only in terms of scale of migrants and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ities and cultural backgrounds (IOM 2010: 3). 

Debate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are gaining importance along with the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In the past, debates on this topic focused on how migratio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ending countries. Main attention was paid to the fact that 

migration provided job opportunities to the migrant workers who were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how their remittances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ending 

countries. Recently migration and development issues began to include development of host 

countries. Migran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host countries became important issues. 

These debates are, partially, related to the migration politics.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at 

migrants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ost countries in order to promote open-door 

migration policy. 

Some researchers pointed out the need to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receiving countries in the debate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Faist and Fauser 

2009). Unlike in the past, migrants are broadening a new form of transnational space that 

crosses the borders between their home countries and settlement countries (Schiller 2011). They 

argued that as migrants cross borders, home countries and receiving countries of migrants 

should not be separately analyzed; instead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contributions migrants 

make to both home countries and host countries.  

The concept of development has also been broadened. Whereas debates in the past 

were confined to the contribution migrants mak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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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or host countries, debates today accommodate broader concept of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development. As such, social aspects of migration such as social institutions 

and dissemination of values and ideas in addition to economic aspects such as remittances 

began to be viewed and analyzed as part of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assess the migration phenomena observed in Korean society in the 

context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doing so, we attempt to integrate the recent discussion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to the migration phenomena in Korea in order to gain fresh 

insight into the migration prospect and the government's policy in this area.   

 

 

2. Discussion point i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government policy and 

civil society   

 

In Korea, migration and development was seldom at the center of debates. Most of 

discussions led by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cluded references to the positive impact of 

migration on Korean society. However they are not systematic observation but cursory 

comments as part of related agenda or just broad overview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s 

the Korean government's migration policy has not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immigration 

policy, there has been no opportunity to tou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development. Korean government's migration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separately. They 

have different principles for labor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While labor migration 

policy strictly adheres to the principles of rotation and labor market supplementation, marriage 

migration policy aims to facilitat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n people's awarenes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is different depending on labor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made by labor migration are limi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Korean policy limitedly views that labor migration contributes to the Korean 

economy by fulfilling labor shortages in certain sectors of the economy. Civil society also 

emphasizes the economic contributions by labor migration using rhetorical expression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migrant workers. Contributions by migrant workers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of origin are only discussed by civil society activists in the 

course of identifying programs to support return and resettlement of migrant workers.  

On the contrary, discussions on marriage migration directly relate marriage migra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t government policy level,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programs aimed at developing human resources of marriage migrants in order to 

support both marriage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emphasizing the potential of 

marriage migrant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in an effort to justify such 

policy. Korean society's development is also increasingly discussed in the broader context of 

development encompassing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diversity.   

With people increasingly paying attention to migration and development, the foc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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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policy is increasingly placed on enhancing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retention of skilled manpower beyond labor migration or marriage migration. With 

many countries becoming increasingly intent on attracting skilled manpower to increase their 

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migrants, Korea is also working to shift its focus of foreign labor 

policy to attract skilled manpower. Initially, skilled foreign human resources that came to Korea 

were mostly native-speaking instructor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Korean government 

replaced the definition of skilled manpower with global talent and is trying to attract human 

resources that practically fall into this definition.    

The government's policy to secure international students is also being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attracting skilled manpower, rather than carrying out educational cooperation 

programs. This global trend can be easily found from Japan. As part of its effort to secure skilled 

manpower, Japan unveiled a plan in 2008 to attract "300,000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inforced industrial-academic-government partnerships (Kang Dong-kwan et al., 2012).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by opening its education market in 

the 1990s. It was not until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at educational policy began to 

regard international students as potential skilled manpower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s 

industrial development. As of April 2012, approximately 68,000 international students stay in 

Korea. Of these, students barring those for language courses stand at 50,000 (Cho Sae-hyeon 

2012: 87). The problem is that as much as 72% of all international students are from China and 

there is a need to have a more diverse portfolio of students.      

 

    

3.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domestic migrants i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s mentioned earlier, public awarenes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is very low and 

confin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Koreans' perception that migrants a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in the economic areas is used as the basis for 

policy justification and political rhetorics to protect and promote the basic rights of migrants. 

Slogans or declarations designed to raise awareness of migrants often mention that migrants can 

promote cultural diversity in Korea and strengthen ties between people from countries like 

Southeast Asia and Koreans. But they are often suggestions for the future rather than 

suggestions based on actual achievements or facts. In fact, some argue that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must be revised so that marriage migrants can make re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Kim Eee-seon et al., 2011: 18). Others point out that Korea's cultural 

policy lacks a vision and programs that are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stage of multicultural 

society that is on-going with the settlement of marriage migrants (Kim Eee-seon et al., 2008).   

This section reviews examples of early social developments, albeit moderate, that are 

experienced by Korea amid the growing number of migrants and examin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resented by such developments.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on marriage 

migration focuses on capacity-building of migrant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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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e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cross the country, a major channel of 

delivering government policy, carry out programs with a focus on helping marriage migrants 

build capacities and adapt to Korean society while helping their Korean spouses or families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ot funded by the 

government also operate a number of their own events and programs to raise multicultural 

awarenes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Nearly all government ministries are involved in efforts to turn the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stemming from international migration into an engine fo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other social developments. For instan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eads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improv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among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support for each stage of life for marriage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 Ministry of Justice provides educational on Korean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rough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y utilizing instructors 

specializ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thus contributing to raised awareness among local 

communit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operates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aising students'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Some schools provide education to 

parents to raise their understanding of home countries of marriage migrants 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fer job placement education to marriage migrants as well as farming education 

to those living in rural areas. Most ministries are involved in programs directly related to their 

own functions and at the same time carry out publicity activities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few examples showing that these projects and programs 

actually contribute to cultural diversity in Korea. Most programs offer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cus on performances 

showing cultures of home countries of marriage migrants or migrant workers and other culture 

experience programs.  The AIDA Village created by the Incheon Women's Hot Line operates 

capacity-building programs for marriage migrants and other migrant women in the form of 

festivals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migrants and local residents as well as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local communities to ensure that differences do not lead to 

discrimination. The festival initiated by the AIDA Village has been held six times since 2009. In 

2013, the Damayan team, one of the self-help groups comprised of Filipino migrants within the 

AIDA Village, held a festival aimed at fostering the self-esteem of the second generation of 

Damayans. The festival featured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a bamboo dance and experience 

of the Filipino  culture.  The purpose of these events is to make migrants feel proud of their 

home culture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ir cultures to Koreans and gain 

recognition.    

These events are held in various forms by government-sponsor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Yet, contributions made by 

the migrants through these events remain small for several reasons, even if similar ev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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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ly held.    

First, in Korea, migrants are still perceived as people who should be supported and 

protected by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rather than as the subjects (key actors) of our 

society. The claim that Korea's multicultural awareness is based on paternalism (Shim Bo-seon 

2007) hampers the perception that migrants are equal actors of our society and as a result, limits 

cultural contributions that migrants can make in the context of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within Korea.    

Second, the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or efforts by the medi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have created a mistaken impression that 

"multiculture" only relates to migrants. As a result, Korea's failure to establish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new cultural perspective led to the failure to associate migrants with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society currently perceived as meaning inter-cultural 

differences needs to be more broadly perceived as including diversity within a culture in order 

to have the right perspective about cultural diversity (Han Geon-su, Han Gyeong-gu 2011).  

Third, Korean policies and discussions on multicultural society often end up being political 

correctness or enlightening rhetorics and thus fail to draw practical discussions and consensus 

among the majority of Koreans. Accordingly, there have not been proper discussions as to what 

international migration mea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what potential it has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As a result, when Koreans are exposed to the recent news that 

multiculturalism has failed in Europe, some of them do not understand the news in the social 

context of countries concerned and tend to receive the information in a fragmented and 

mechanical manner. This makes them sympathize with anti-emigration and anti-multicultural 

sentiments (Han Geon-su 2012).     

Fourth,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migrant events is very low. This division is a 

phenomenon revealing Korean society's perception that "multiculturalism" only relates to 

marriage migrants or labor migrants. As such, attemp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in Korea 

through cultural events for migrants fail to achieve intende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areas heavily inhabited by migrant work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fforts to facilitate 

cultural exchanges by exposing Koreans to local food and culture of home countries of migrant 

workers often end up with low participation by community residents.     

 

 

4. Policy suggestion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with a focu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Migration and developmen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discussions on culture and 

development. The biggest social change in terms of scale and scope arising from globalization is 

the rapid increase in international migrants. What motivates migration is mostly economic.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people increasingly create new social spaces by constantly 

crossing bor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discussions of new development goals and strategies at the glob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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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iscussed earlier, migrat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widely and diversely 

discussed in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migration where development is not just meant to 

b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contrary, discussion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re still 

in their early stage in Korea, with all ordinary Korean citizens understanding the topic from the 

economic context. A fair assessment of the contribution of migrants to Korea's development 

necessitates a broader definition of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to better 

understand policy directions suggest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OM as 

well as relevant issues.     

The reason why the discussion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takes diverse theoretical 

orientations is because the migration trend around the world is formed in different contexts. 

Therefore, similar migration flows lead to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policies and roles of 

governments (Portes 2011).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e consequences the migration 

phenomenon in Korea will bring about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civil society.  

Considering migration and development, the IOM provides agenda that should be 

considered by sending countries or receiving countries. First, migrant remittances should not be 

limited to personal areas; instead there should a wa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untries through remittances. Second, diasporas dispersed through migration should be 

supported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untries of settlement or origin. 

Thir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knowledge networks of migrants. A concrete 

example of a knowledge network can be found from Argentina, which aims at linking Argentine 

scientists abroad with local groups of researchers. Fourth, return migrants should be supported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heir capital, migration experience and knowledg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home countries (IOM 2010: 49-53). 

The agenda suggested by the IOM are not yet receiving atten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particular, little attention is paid to the development of home 

countries of migrants.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home countries of 

migrants only to the extent to support voluntary return of migrant workers. As for marriage 

migrants,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strong social and economic networks with their home 

countries, but not many Korean spouses or multicultural families actively utilize these networks. 

Researchers who study marriage migrants believe that these networks are highly likely to be 

further strengthened and more utilized in everyday life in the near future. Yet bot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w little interest in this prospect.   

No doubt there is a need to have more systematic discussion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Korean context. Efforts should be made to seek ways to help migrants in 

Korea contribute to development, taking into account the linkages between their home countries 

and Korea, and beyond the impact of migra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 To this end, efforts 

should be made to app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genda and issues related to migration 

and development to Korean society. With regard to the discussion on cultural diversity in Korea, 

we need to begin figuring out how to create social spaces engaged and exchanged by 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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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n society, rather than sticking to the conventional way of running policies or programs.      

Migration to Korea has passed its introduction phase and is developing into a self-

evolving phenomenon. As migrants begin to exercise their rights, they even make changes not 

intended by the government or civil society. The problem is that when these changes become a 

reality and conflicting views are expressed, migration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society, which is another reason why it is time to bring the international agenda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to the discussion foru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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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Vallerand and Han 
 

Sangmee Bak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last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e and Development, we are 

discussing the role of immigrants i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with presentations made by Mr. 

Charles Vallerand and Professor Geon-soo Han. The increase of migration is indeed one of the 

most visible, and regularly observed phenomena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which brings in 

significant changes not only to the cultural landscapes in sending and hosting countries, but also 

at various arenas of the global community. For that reason, it is more than pertinent for us to 

examine the role of immigrants in the many junctures of the interplay of culture and 

development. 

 

 Both Mr. Vallerand and Professor Han have pointed out the rapid increase of migration 

a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also predicted that this trend will be 

even more accelerated as globalization proceeds further in the coming years. Using cases from 

Canada and Korea on the consequences of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he highlighted the 

potentially positive changes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art and cultural 

industry products. According to his observation, when the proportion of immigrants reaches at 

certain level, this opens up the society’s active discussion on the notion of cultural diversity. 

This often serves as an arena in which the society critically examines the whole notions of 

diversity and fairness. Th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ocial discourse on the direction the 

society moves into. Professor Han’s presentation starts with a brief overview of major social and 

academic iss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nts and development. Based on this 

framework, he examines Korean attitudes towards the rapid increase of immigrants, critically 

evaluates relevant government policies, and proposes his ideas on revising the policies for the 

future. In comparison to Mr. Vallerand’s rather positive characterization of the immigrants’ 

contribution to the relevant societies and global community, Professor Han focuses on the 

weaknesses and problems in the society’s attitude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observed in 

Korean society which has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of immigrants in recent years. 

 

 Issues concerning migration are not just for the immigrants, neither are the policies on 

cultural diversity only for protecting the new immigrants in the society. The notions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are relevant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including the 

mainstream groups and new immigrants. However, it is often observed in Korean societ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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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policies related with cultural diversity are only to protect “those immigrants,”
1
 while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marriage migrants” is to help their assimilation to Korean 

culture within the shortest length of time possible. This attitude reflects the belief that the 

culture of new immigrants is a hurdle to overcome for the society’s development. This also 

leads to the government’s strict policy of maintaining a cap on the number of the labor migrants 

at any given time, while not allowing them to become full-fledged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It seems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on immigrants is more focused on preventing 

any significant changes in what is imagined as the “homogeneous Korean culture,” rather tha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In this context, we need to seriously think about what forms of 

social processes are needed for the Korean society to move beyond the often empty, politically 

correct slogan of “cultural diversity is good.” Can we find any concrete and objective standards 

of measurement in this regard for persuading members of the society? Perhaps Mr. Vallerand’s 

point in his presentation is highly relevant: we are all culturally enriched by the new forms of 

production, exchange/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art and cultural industries with increased 

volume of migration.  As professor Han proposed earlier we should not limit the issue of 

migration to some economic concerns of satisfying labor needs of the host countries, nor to the 

benefit of receiving monetary remittances in the sending countries. Rather, Professor Han 

suggests that we need to focuss on the “social space” that was created around the migration 

process,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discussion to the contributions made by the immigrants 

in various dimensions and arenas, construction and represent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Korean society has transformed, in a relatively short time, from a country that mostly 

sent out a large number of emigrants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to become a host 

country that receives many labor and marriage immigrants. It is highly important for the society 

to have an active social discourse on immigrants and cultural diversity, and produce balanced 

policies on these issues. The demand for such policies may become even stronger when the 

society needs to deal with some urgent issues such as the influx of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s into South Korean society, among others. As Mr. Vallerand argued, this, in turn, 

might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society to have a more active social discourse on 

immigrants and cultural diversity, and their potential for development. Ideally, this will 

eventually help Korea develop its capacity to contribute to the globalizing world. 

 

 

 

                                                      
1 It was reported that at a primary school located in the neighborhood with high proportion of new immigrants, a 

student called his classmate “multicultural,”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latter’s mother was a foreign born person 

who came to Korea as a marriage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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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Immigrants and the Private Sector i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Jaeeun Shin 

Director of Volunteer Program and Development Education,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I'd like to thank Charles Vallerand, IFCCD Secretary General, and Professor Han Geon-su 

for making presentations on the roles of the private sector and migrants in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cultual diversity. In response to their presentations, let me provide my opinion 

through several examples drawn from the private sector.    

 

Multicultural situations in Korea, as presented by Professor Han, have been long-standing 

issues facing Western societies.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Korea began to enter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number of people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is projected to 

reach over 2 million by the year 2015. Under these situations, there have been an array of efforts 

to accommodate multiculturalism as Korea prepares to join global civil society. In preparation 

for the country's evolution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ot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been carrying out a number of intervention programs. These efforts reflect 

the Western society's previous attempts and experiences, hence positive outcomes could be 

ensured to a certain extent.     

 

Yet, I think the perception that migrants must be supported and protected by the 

government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oses an obstacle to such hopes. As the initia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mostly considered project beneficiaries as poor 

and weak local residents, programs planned by experts were implemented without doubt and as 

a result failed. Confronted by these failures, the focus shifted to enhancing capacities of local 

people by directly involving them from planning to execution and to evaluation of programs. 

Two examples provide an idea of how local residents should be seen. The book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depicts how old Ladakhi women, who had enjoyed high respect with 

their wisdom in life, became perceived as illiterate and useless people by everyone including old 

women themselves after development set in. An opposite story also exists. Bunker Roy's 

Barefoot Movement shows how illiterate old women became indispensable to their villages 

when they returned to their villages to transfer the knowledge of the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they had learned from schools. These are the same illiterate people, but they show the opposite 

results depending on how they are approached. Statistics on migrants show that quite a lo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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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s have received higher education and people in their 20s to 40s represent a big share in 

the migrant population. No doubt that these people will have more capabilities than illiterate old 

women. Multicultural programs will be effective when the programs are planned and structured 

based on the capabilities and resources of migrants and allow migrants to speak out and make 

what they need.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programs that enable returning workers to contribute their 

capabilities and experiences to their home countries. For instance, an NGO called "with the 

Children in Asia" is making sufficient use of the capabilities of migrants in carrying out 

development programs in their home countries. The organization teams up with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and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al facilities for children, 

run schools, exchange information and operate scholarship programs in order to prevent child 

labor of poor Asian children. Child support programs run by this organization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programs in that migrant workers wh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working 

about 10 years in Korea are directly engaged in the programs from demand surveys to program 

evaluation. When carrying out programs, the NGO also collaborates with regional 

representatives of construction workers' unions, regional representatives of traffic service unions 

under the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or community representatives. The fact 

that returning workers are making contributions to Nepal communities in conjunc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sing the resources they have obtained in Korea is worthy of notice. 

Korea's 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s have presence in about 91 regions to 

suppor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Expenses spent by 

the organizations for overseas projects reach KRW320.5 billion annually (as of 2011 and based 

on responses from 87 organizations). If Korea's development NGOs can increase th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with migrant workers' organizations in helping returning workers 

settle and find jobs in local businesses, they will be able to secure local employees who have the 

understanding of both Korean and local cultures. On the part of returning workers, they will be 

able to effectively resettle in their own countries, thus gaining the opportunity to practically 

contribute to their communities.  

 

We also need to figure out what might be overlooked as we think of migrants as just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Discussion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often place the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us the livelihood and human rights of migrants are often ignored. 

The UN's High-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was held on October 3 through 

4, 2013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t all levels in order to maximize the development benefits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or migrants and countries alike. 

These UN efforts, however, are often criticized by migra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RI) argues that governments regard migration simply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migrants as a means of remittances, inattentive to their 

livelihood and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Migrants Alliance (IMA) also argu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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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development goals - human rights, elimination of poverty and inequality, food 

sovereignty, full employment and quality jobs, universal social welfare, gender definiti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new global economy,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peace and 

security - should be upheld; human rights of migrants should be protected; and increased 

participation by grassroots migrant workers should be encouraged in order to promote the 

transparency and democratic engagement. Therefore, discussion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will need to include discussions on how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r 

multicultural families. We should not be seduced by the illusion that programs that do not pay 

due regard to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can contribute to cultural diversity in Korean society.    

 

Finally, increased provis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essential. At present,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are offered by a variety of organizations. Yet such education is 

known to be confined to raising th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rather than raising the understanding of or mutual respect for different 

cultures. By contrast, Canada and Australia provide consistent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 

stage of kindergartens to that of colleges, offering programs aimed at improv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as well as programs targeted at all people. These programs do not regard migrants as 

people to be protected; instea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migrants are actively 

taken into account and human rights are at the center of education. Currently,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y the UNESCO, education for world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y the member organizations of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are in place in order to help different groups of people 

understand about and adapt to a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these efforts are offered by a 

few and limited number of organizations. Therefore, educational institutions engag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other institutions engaged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eed to sit 

together and further discuss ways to improve the quality,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of 

education. When these efforts are put into practice, they are expect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 while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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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C. Pratt 

Professor of Cultural Economy, 

City University London 

 

Andy is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expert on the topic of the cultural industries. He is a 

Fellow of the Royal Society of Arts, a Fellow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an 

Academician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He has held academic appointments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Bartlett School of Planning) and LSE (Geography, and Urban 

Research Centre), King’s College, London (Culture, Media and Creative Industries). He 

joined City University as Professor of Cultural Economy in 2013. He has published over 100 

items: books, chapters and articles. More info and downloads of papers: 

http://www.andycpratt.info  

 

Andy specializes the analysis of the cultural industries in the US, Europe and Japan. This 

research has two strands. The first focuses on the urban spatial clustering of cultural 

industries; 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social and economic dynamics of clustering. 

The second strand concerns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employment in the cultural, 

or creative, industries. He has developed definitions of the cultural sector that are used as 

standard measures by UNCTAD and UNESCO.  

 

Andy has had major recent research projects funded by UK research councils. He is 

currently co-principal investigator for a major grant of £4.5m to develop a Creative 

Economy Hub in London. Andy has worked as a consultant or advisor for national and 

urban policy makers, and the EU, UNESCO, UNCTAD, and WIPO, and the British Council. 

http://www.andycprat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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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rice Kaldun 

Programme Specialist, 

UNESCO Beijing Office 

 

Joining UNESCO at the Regional Office in Bangkok, Thailand since 1995 as Associate 

Expert in Culture, Ms. Kaldun has a variety of experience in the field even before being  

appointed as Culture Programme Specialist and Head of the Unit at UNESCO Office Beijing 

in October 2004 where she is now responsible for the culture programme for the East Asia 

Cluster, covering China,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Ms. Kaldun directs and guides actions and activities in the cluster countries, with particular 

focus on China, Mongolia and the DPRK.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national 

partners she initiates and develops projects covering the wide range of UNESCO’s culture 

programme. Among other projects and actions she carries out activities pertaining to World 

Heritage, such as a large-scale project in China encompassing six World Heritage si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museum development; as well as creative 

industries and crafts as drivers for heritage preservation and culture development. Ms. 

Kaldun organizes conferences, forums and workshops on these themes and engages in 

partnership building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increasingly also the private sector. 

  

For her engagement in Mongolia, Ms. Kaldun received the medal of excellent cultural 

worker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December 2012. 

  

Ms. Kaldun devotes time to give lectures at universities and training institutions on issues of 

World Heritage, tourism and other culture related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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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Vallerand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Charles VALLERAND i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Canada). 

  

Mr. Vallerand is an expert in the management of corporate affairs for public institutions in 

the cultural sector. He started his career as a policy analyst at the Canad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from 1988 to 1992, after completing his Masters in communications at 

Quebec University (Montreal) and an international MBA at the European University 

(Brussels).  

  

From 1992 to 1994, he was successively Director of Francophonie at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Cultural Attaché at the Canadian Embassy in Paris (1995-1996), 

Director of Planning and Director of Communications at TV5 Québec Canada (1997 to 

2002), Director of Corporate Affairs at Radio-Canada (2002 to 2007) and Director of 

Communications at Canada’s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2008-2010). He is also a visiting professor at the Quebec Public School of 

Administration where he teaches media relations.  

  

Charles VALLERAND was appointed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Canadian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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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u Hang 

Deputy Director General, 

APSARA Authority 

 

Dr. Peou HANG is a Deputy Director General of APSARA Authority (Authority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Angkor and the Region of Siem Reap), in charge of Water 

Management Department. He got his Doctorate Degree in 2002 from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UCL) in Belgium.  

 

Dr. HANG has joined APSARA Authority in August 2004. Starting from that time, he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of Angkor World Heritage 

Sit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extensive hydraulic system network within the 

Angkor Park. During the last nine years, Dr. HANG rehabilitates many Ancient Hydraulic 

Systems to assure stability of templ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whole Siem 

Reap region, those achievements are:  

∙ North Baray (handmade reservoir built in 12th century) that was dried up more than 

500 years ago,  

∙ Restored original feeding system of West Baray (11th century), 

∙ Restored and fulfill water to Angkor Thom, Preah Khan and Angkor Wat moats, Srah 

Srang, Banteay Srei moat and reservoir.  

∙ Beginning 2012, rehabilitates 17 Km of ancient canals and dikes system that were not 

functioned for many centuries in order to optimize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protect Angkor Park and Siem Reap City from flooding. The floods events in 2012 have 

confirmed the result of his research in protecting the Angkor Park and Siem Reap city 

from fl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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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t Panel  

 

Kang, Juhong  

Juhong Kang is the section chief of Bureau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f Korea. He is in charge of establishing, coordinating, 

directing and evalu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He has also served i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A.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He is currently developing a Korean ODA model and 

researching ODA evaluation methods. 

 

Kwak, Jae Sung  

Jae Sung Kwak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at Kyung Hee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nd professional expertise include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tical economics, international relations of Latin 

America and Sharing Knowledge of the Korean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He 

served as a consultant for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has extensive experience 

with other economic institutions, including Asian Development Bank and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Kwak received his B.A. in 

Hispanic studi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M.A. in Latin American studies and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University of Liverpool. 

  

Goo, Moon Mo  

Moon Mo Goo is a professor of media content at Halla University. Goo’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culture industry and cultural economics. He has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juror for the cultural industrial district judges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as also authored numerous policy reports 

concerning cultural contents and creative industries. H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and earned his M.A. in economics from Korea University and Ph.D. in economics 

from Iowa State University.  

 

Ki, Yang  

Yang Ki is the head of the Exhibition Division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exhibitions and housing life, community museums and the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joining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e has 

planned numerous exhibitions, including Reflections on the 20th Century and Visions of the 21st 

Century; Han River: Running Through Korea; and took the control of all the things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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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xhibition Arirang in 2012. Ki majored in architec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completed his Ph.D. coursework  in architecture at Hongik University.  

 

Kim, Si-Bum  

Si-Bum Kim is a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resident of Characterline. Kim’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ultural business 

and culture industry policy. He has held various relevant positions, including as auditor for 

Humanity Contents Academy, president of the Culture Business Academy International, and 

consultant for both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and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He is a co-author of Basics of Culture Contents(2006) and Becoming CEO at Twenties 

with Idea and Guts(1997). He majored in business and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BA in international business from Hofstra University.  

 

Kim, Eun Kyung  

Eun Kyung Kim is currently a research fellow and chief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eam at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Her areas of expertise include 

women’s policy and gender and development. She is also active as a lecturer f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nd KOICA training programme. Her noteworthy papers 

include ‘Analysis on the Governance of Women's Policy: The case study on cooperation project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08)'. Kim studied political science in Inha 

University and received her M.A.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Kim, Chulwon  

Chulwon Kim is a professor of convention management and dean of the College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at Kyung Hee University. His interests include cultural tourism, leisure 

and health tourism and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He has held various positions, including 

editor-in-chief of the UNWTO Asia Pacific Newsletter and consultant for both the OECD 

Tourism Committee and the G-20 summit events. Kim received M.A. in economics from Yonsei 

University; M.B.A. from the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Management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Ph.D. from the Department of Recreation, Park and Tourism Sciences from 

Texas A&M University. 

  

Nho , Myung Woo  

Myung Woo Nho is a professor of sociology at Ajou University. He researches and writes 

actively in the field of cultural sociology. He authored or co-authored such books as 

HomoLudens: Dreaming of a Playing Human(2011); Walter Benjamin: Modernity and the 

City(2010); and Ambiguous World(2010). His noteworthy papers include ‘Ethnography and 

Cultural Studies Methodology(2008)’, ‘Cultur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Major OECD 

Countries(2006)’ and ‘Research on Cultural Impact Assessment Legislation(2006)’. He received 

his B.A. and M.A. in sociology from Sogang University, and his Ph.D. from Free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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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Park, Kyung Tae  

Kyung Tae Park is a Sociology professor in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 at Sungkonghoe 

University. He is particularly involved in minority studies and has published several scholarly 

articles and books in related fields. Park has written several books such as Racism(2009), Ethnic 

Minorities in Korea: Migrant Workers, Ethnic Chinese, and Biracial People(2008) and Story of 

Human Rights and Minorities: Race/Nation Conflicts(2007). He received his B.A. in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and both his M.A. and Ph.D.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Bak, Sangmee  

Sangmee Bak is a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and also an expert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ultural heritage, culture and 

globalization, and cultural policy. She has served as a UNESCO International Expert for the 

Living Human Treasure System in Vietnam and a consultant for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She received her B.A. in anthrop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r M.A. and Ph.D. from the Anthropology Department at Harvard University. 

 

Son, Kyungnyun  

Kyungnyun Son is currently the general director of Culture & the Arts Bureau at the Bucheon 

Cultural Foundation. She served as general director of the Cultural City Planning & Managing 

Bureau in the Executive Agency for Culture Cities in the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Her 

noteworthy papers include ‘A Research of Seoul Youth Creative Index(2010)’ and ‘Planning 

the Culture City(2007)’. Son received her B.A. in sociology from Korea University, M.A. in arts 

management from City University and finished her Ph.D. course work in the Department of 

Cultural Policy & Management at City University. 

 

Shin, Jaeeun  

Jaeeun Shin is the director of Volunteer Program and Development Education in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She participated in various research projects 

including 'Designing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apacity of Korean Development 

NGOs(2012)' and 'A Study on Analyzing Current Korean Development NGOs' Capacities and 

Developing their Capacity Building(2011)'. Shin received her M.A. in Social Work from 

Soongsil University an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Graduate School of Pan-

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of Kyung Hee University. 

 

Yang, Hyun 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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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Mee Yang is a professor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at Sangmyung University. She 

held various positions, including director of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director of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and a research fellow at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Yang is also currently serving as a board member for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nd member of the deliberative body fo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She studied aesthetic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er M.A. and Ph.D. in aesthetics from Hongik University. 

 

Oh, Myung-Seok  

Myung-Seok Oh is a professor of anthrop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specialties 

include economic anthropology, historical anthropology and Southeast Asian regional studies. 

He served as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His noteworthy books include Custom and Cultures in the World(2005) and Regionalism 

and Ethnic Conflict in Southeast Asia(2004). Oh received his B.A. and M.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anthropology from Monash University in 

Australia. 

  

Seoung-ho Ryu 

Seoung-ho Ryu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Visual Cultur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an adjunc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KAIST. He 

held various positions, including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and the chief editor for the Journal of Culture and Economy. Ryu has written several 

books, such as “Are You Social?”: Social Media Changing Humanity(2012); Cultural City: 

New Paradigm for Regional Development(2008); and Cultural Content in the Digital Age(2002). 

He has published many papers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 and cultural cities.  

 

Lee, Tae Joo  

Tae Joo Lee is a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at Hansung University. Hi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development, ODA policies, culture and development,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Since 2007, he has been a chairperson 

of ODA Watch, a leading civil advocacy group, and he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ReDI). He is a policy adviso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a member of the high-leve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n Korea. Lee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anthropology, al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and books on cultur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hung, Jeong-Sook  

Jeong-Sook Chung is a research fellow at the Culture and Arts Policy Research Division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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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Chung’s areas of expertise include local culture, cultural 

exchange and culture ODA. She served as a panelist for the East Asia Forum, research fellow 

for the Korea Institute for Future Strategies and expert adviser fo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Her noteworthy papers include ‘Research on 

Developing Culture-related Project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2010)’ and 

‘Preliminary Study on Introducing Asian Culture Capital(2008)’. Chung received her B.A. in 

English literature, and her M.A.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Ewha Womans University. 

 

Choi, Hyuck Jin  

Hyuck Jin Choi is Director of Project Execution Division at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KSEPA). Established in 2010, KSEPA is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support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For 

about 10 years, Choi worked at the Wonju Health and Social Care Cooperative, including 

serving as Deputy Secretary General for the Planning and Executive Director. Later, he became 

a vice-chairman of the board at Wonju Health and Social Care Cooperative,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Wonju Balkum Credit Union and director of Gangwon-Wonju province at 

Social Enterprise Regional Support Agency. He receiv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at Sogang 

University. 

 

Han, Geon-Soo  

Geon-Soo Han is both an associate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chair of the Center 

for Multicultural Studies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Education Development Committee of UNESCO Asia-Pacific Center for Educa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 consultan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r Family Policy Council of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African studies, ethnic ident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society, and anthropology of 

history(social memory). He studied anthropolog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A. and Ph.D. in anthropolog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an, Kyung-Koo 

Kyung-Koo Han is currently the dean of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well as a member of the culture committee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He was formerly a vice president and chief editor of the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and chief editor of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e 

authored such books as Company as Community: An Anthropological Study of a Japanese 

Business Organization(1994) and Korean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1995). He received 

his B.A. and M.A. in anthrop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anthropology from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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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Seung-Mi  

Seung-Mi Han is both a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Comparative Cultures and Societies at Yonsei University. Her areas of 

professional expertise include cultural anthropology and he has published many papers in the 

field of history and culture of East Asia, culture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humanitarian assistance, cultural heritage and museum management. 

She held various positions, including as an advisory member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a member of editing board of Korea Focus. She received her B.A. in 

anthrop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 and Ph. D. in anthropology from 

Harvard University. 

 

Heo, Injung  

Injung Heo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board at the Arts & Community Network and the 

president of A Better Future from Chosun Ilbo. The Arts & Community Network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motes culture sharing by consulting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y sectors of 

various corporations. After 10 years of experience as a journalist at Chosun Ilbo, Heo served as 

the CSR section chief of the CJ group and executive secretary of the CJ Sharing Foundation. 

She received her B.A. and M.A. in journalism and broadcas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lso studied arts and culture management from Hongik University. 

 

Hwang, Won-Gyu  

Won-Gyu Hwang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he dean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t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He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a member of several 

government committees, including the 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has also served as a policy advisor for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Rwanda, Cambodia, Bulgaria and Uzbekistan.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s a Fulbright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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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일정 
 

시간 주 요 내 용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제Ⅰ부. 기조강연 

   ※ 전체진행: 김귀배(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10:30～10:50 
현황보고 : UNESCO 문화와 발전 사업·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문화담당관) 

10:50～11:30 
기조강연 :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흐름 및 도전 과제  

앤디 프랏 (영국 런던시티대학교 문화경제학 교수) 

11:30～12:00 질의응답 

12:00～13:30 오찬 

제Ⅱ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 사회: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3:30～14:50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주제발표 : 퓨 항 (캄보디아 압사라청 부국장) 

발    제 :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4:50～16:10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 이주민의 역할 

주제발표 : 찰스 발레란 (문화다양성연대국제연맹 사무총장) 

발    제 :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토    론 :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업부장) 

16:10～16:30 휴식 

제Ⅲ부. 종합토론 

※ 사회: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6:10～17:00 
종합토론 

전문가패널 종합토론 

17:50～18:00 폐회 

  



 

 

 



 

개회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해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올해 이 자리에도 여러

분을 다시 한 번 모시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삶의 양식이자 가치관이며, 창조적 상상력과 소통

의 터전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 전문기구로서 일찍부터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항저우선언을 채택하는 등 Post-

2015 세계개발목표에 문화를 포함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

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러한 유네스코의 노력에 발맞추어 작년부터 문화와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故)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

지로 꼽히는 수단의 남부 톤즈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이야

기는 우리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 신부가 톤즈 주민들의 삶과 문화

에 직접 들어가 황폐해진 톤즈 주민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학

생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brass band)를 결성하여 주민들의 마음까지 치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발전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지역공동체의 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장기적이고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국가가 처

한 다양한 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고 문화 분야의 발전도 함께 추구하자는 것이 문화

와 발전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진정한 지속가능발

전 방안을 찾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발전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베아트

리스 칼둔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문화팀장님, 앤디 프랏 영국 런던시티대학교 교수님, 퓨 

항 캄보디아 압사라청 앙코르와트 관리 부국장님, 찰스 발레랑 문화다양성연대국제연맹 사

무총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을 이끌어 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

관광부 유진룡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한국의 문화와 발전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문화와 발전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  동  석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입니다.  

단풍과 함께 전국이 문화로 물들어가는 문화의 달 10월,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문화와 발전’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이곳 대한민국 서울을 찾아주신 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문화팀장님, 

앤디 프랏 영국 런던시티대학교 교수님, 퓨 항 캄보디아 압사라청 앙코르와트 관리 부국장

님, 찰스 발레랑 문화다양성연대국제연맹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을 이끌어 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2005)’에서, ‘문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제66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와 발전’ 결의안은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

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정보 공유, 정책 개발, 국가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을 촉

구하면서 2015년경 UN 주도의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대한 선언

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경제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문화를 통한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

별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와 발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2012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2013년의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과 국제포럼은 2012년에 논의된 문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심화·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원

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성장했으며, 나아가 특색 있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는 동시에 과학기술과 IT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나감으로써 전통과 현대 문화

가 공존하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문화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과 경험은 

국제사회에서 ‘문화와 발전’의 논의를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화와 발전 국제

포럼’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세계를 설계할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을 갖게 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제안해주신 공동주최기관인 유

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민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포럼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진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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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발전 사업 소개 

 

□ 문화와 발전 의제 설명  

 

  세네갈의 시인 셍고르가 “문화는 발전의 본질이자 궁극(Culture is the be all and end all of 

development)”이라고 말했듯, 문화는 인간의 정체성과 창조성, 그리고 혁신의 원천이자 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문화와 발전’ 의제는 단순한 경제성장의 차

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문화가 이를 위한 핵심요소라는 인식을 확

산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와 발전’ 의제는 세계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와 환경 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발전 방식을 성찰하고, 문화다양성,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

치를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논의입니다. 특히 문화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획일적인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문화권에 적합한 발전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문화와 발전’ 논의의 목표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문화가 배제되어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논의에서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문화와 발전’ 의제가 주요 결의안으로 연달아 

채택되고, 6월에는 유엔총회 문화와 발전 주제토론이 개최되는 등 ‘문화와 발전’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올해 9월 UN총회에서 ‘문화와 발전’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앞으로 국제사회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합

의하기도 하였습니다.(9월 총회 이후 확정) 

 

  유네스코 또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Post-2015 세계개발목표에 문화를 포함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5월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열

쇠”라는 주제로 항저우 국제회의가 열렸으며, 그 결과로 항저우선언(Hangzhou Declaration)

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문화와 발전’ 논의의 주류화를 위해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모여 ‘문화와 발전’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2 | 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 2013년 사업 소개  

   

  2013년 문화와 발전 사업은 ‘전문가패널 세미나’와 ‘국제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해에는 문화와 발전의 국제적 흐름을 공유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전문가 패널은 문화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

학, 문화예술, 문화정책, 예술경영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 2013 문화와 발전 전문가 패널 세미나   

- 일시: 7월 4일 (목) 

- 장소: 명동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 

- 주제: 문화와 발전의 국제적 흐름 및 한국적 대응전략 

<제 1부: 발표> 

· 2012년 문화와 발전 연구사업의 성과 

<제 2부: 발표·토론> 

· 항저우선언(Hangzhou Declaration)의 의의 및 논의 경과 

· 문화다양성협약 의제 분석과 전망 

<제 3부: 종합토론> 

· 문화와 발전 분야에서의 한국적 대응전략 

 

 ○ 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 일시: 10월 16일 (수) 

- 장소: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 주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발전과 나눔의 첫걸음 

<제 1부: 현황보고 및 기조강연> 

· 현황보고: UNESCO 문화와 발전 사업·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 기조강연: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흐름 및 도전 과제 

<제 2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 이주민의 역할 

<제 3부: 종합토론> 

· 전문가패널 종합토론 

 



 

 

 

 

제1부 

현황보고 및 기조강연 
 

 

 

 

 

 

 

 

 

현황보고

문화와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사업·활동 및 향후 계획

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문화담당관

기조강연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 현황과 과제 및

전망

앤디 프랏 런던시티대학교 문화경제학 교수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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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문화와 발전 사업·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문화담당관 

 

프란체스코 반다린 유네스코 문화 부문 사무총장보를 대신하여 “문화를 통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에서 ‘문화와 발전’을 위한 유

네스코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발표에서는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네스코의 입장, 현재까지의 성과 및 이 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활동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유네스코의 입장 

문화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나타내기 때문이다. 유네스

코는 문화가 발전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발전을 이끌며, 발전에 대한 접근방식에 지역적 

맥락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발전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개발 정책과 프로

그램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다양성을 존중하여 해당 지역의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 즉, 

“한가지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문화는 문화관광과 유•무형 문화유산을 통해 창의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와 수익의 원

천이다. 창의산업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는 창의성과 혁신의 재생가능자원이며 따라서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

원 중 하나이다.  

 

문화는 경제적 혜택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문화는 소득을 창출하는 강하고 자립적

인 경제분야이며, 많은 나라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문화유산과 창의산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의 

구현수단이다. 또한 문화는 혁신과 창의성의 동인이기도 하다. 문화는 빈곤의 경제적•사회적 

측면 모두 다룰 수 있으며 건강, 환경, 양성 평등, 교육 등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혁신적이

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는 금전적 가치를 초월한 부의 원천이다. 오늘날과 같이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세계화

가 사회 변화와 다양성, 상호연결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문화와 발전간의 연관

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화는 사람과 지역사회 간 강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기 때

문에 인류발전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문화는 문화유산과 문화 및 창의산업을 통



8 | 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해 사회적 결속력을 형성시킨다. 문화는 양질의 교육과 가치의 전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 예로 박물관 등의 문화기관은 중대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어떠한 형식

으로 표현되든 문화는 과거로부터의 학습을 촉진하고 현재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유네스코 활동의 성과  

유네스코는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전략에 착수했다.   

 

국제적 차원 

지난 수년간 유네스코는 문화 분야에서 포괄적인 일련의 규범적 장치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규범의 틀은 6개의 주요 협약과 2개의 의정서, 1개의 선언문 및 여러 개의 권고안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부터 수중문화유산, “살아있는” 무형 유

산 및 문화산업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유산과 문화적 표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과 2003년 무형유산협약뿐만 아니라 2001년 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 1970년 문화재 불법거래방지 협약,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 협약(헤이그 

협약) 및 두 개의 의정서,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과 관련 법적 장치들이 포함된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사안으로 명백하게 반영한 최초의 협약이다. 이 협약은 모든 국가들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제정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의 문화산업 증진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대표협약 및 관련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차원의 문화기관 육성, 전

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모든 문화적 분야에서의 규범, 기준, 법안 등의 수립을 돕고 

있다.  

 

이들 협약은 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문화를 발전에 연계시키고자 하는 유네스

코의 더 큰 목표달성에 기여한다. 또한 각국이 구체적인 정책, 전략, 활동을 통해 발전에 대

한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무와 협력 장치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 협약은 유네스코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국제협력, 기술 및 재

정 지원, 대화의 기반을 제공하며 상호 존중, 공감, 이해를 촉진한다.  

 

*** 

 



제1부 현황보고 | 9 

 

이렇게 오랜 기간의 노력을 통해 최근 유네스코는 글로벌 의제에 문화를 포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2010년 UN총회가 채택한 새천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UN회원국들은 새천년 개발목표 

(MDGs)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과 새천년개발목

표 달성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후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UN총회의 “문화와 발전” 결의안 에도 포

함되어 발전 정책과 전략에 문화를 주류화하도록 촉구하고 문화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회원국들이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법적 장치와 정책 마련을 지원하도록 장려하였

다.  

 

지역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성공은 문화 분야에 대한 강력한 투자 요구가 있는 국가적 차원의 행동으로

부터 도출된다.  

 

중요한 기점은 2006년 말 유네스코가 스페인의 재정적 기여에 힘입어 새천년개발목표달성

기금(MDG-F) 하에서 문화와 발전을 위한 창을 열면서 마련되었다. 이 과정은 유네스코가 

주도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첫 번째 주요 사례이기

도 하다.  

 

이는 또한 보다 넓은 UN 포럼에서 문화와 발전 간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세계 UN 국가팀들이 문화 분야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약 1억 달러의 총 예산으로 18개의 기관간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아

시아에서는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MDG기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공동 프로그램은 문화산업, 문화관광, 유•무형 유산, 사회통합 분야를 포괄하며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첫 대규모 이니셔티브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150만 명에 달하고, 간접적 수혜자

도 약 850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소외계층이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 

 

MDG기금의 공동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의 단독 과제가 아니었다. 프로그램 대상 국가에서 

다수의 UN기구들이 함께 공동 과제를 이행하였다. 이는 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에 

대한 투자와 문화인지적인 발전 개념에 대한 공동의지를 토대로 하여 UN체계가 운영된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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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Initiatives)   

유네스코는 우리 인류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목표를 도출하는 이 시점에서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동인

으로서의 문화를 Post-2015 의제에 명백히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post-2015 UN 발전 의제에 관한 UN 태스크 팀의 보고서에 명시된 발전

의 네 가지 핵심에 문화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각각 (1) 평화와 안전 (유산 – 대화), (2) 포용적 사회 발전 (문화적, 사회적 권리 – 전통 지

식 – 주인의식 등), (3) 포용적 경제 발전 (유산 및 창의산업 – 고용과 수입), (4)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 자원 관리 – 재난 위험 관리 – 전통 지식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문화는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는 첫 번째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평가에서 유네스코의 문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취합하고자 한다. 2014년 초에 발간될 유네스코 양성평등과 문화에 관한 보고서는 

문화 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최초의 심도 있는 글로벌 연구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성별격차, 문화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정부, 시민사

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근거중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이 분야의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유네스코 업무의 새로

운 장을 열게 될 것이며 향후 이 중요한 발전 분야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확대하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 

 

2013년의 이니셔티브 (Initiative) 

2010년과 2011년 UN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와 발전에 관한 두 개의 결의안으로부터 형성된 

모멘텀을 기반으로,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을 분명히 명시한 리우+20 정상회의와 UN 시스템 

태스크 팀의 사무총장 보고서를 따라 유네스코는 post-2015 발전 의제를 구성하게 될 올해

의 결정적인 논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올해 일련의 문화관련 주요 일정과 고위급 행사를 주도하면서 점차 

정치적 지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항저우 국제회의 – 2013년 5월 15~17일  

지난 5월 중국은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 하에  “항저우 국제회의: 문화, 지속가능 발전의 열

쇠”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15년 만에 최초로 문화가 지속가능성의 동인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거가 많이 제시되었다. 

 

500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항저우 선언(Hangzhou Declaration)은 각국 정부와 민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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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문화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발전의 도전과제를 다루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선

언문에서는 post-2015 UN 발전 의제에 유산, 다양성, 창의성, 지식의 전파 등을 바탕으로 문

화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화와 발전에 관한 UN 총회 주제토론 – 2013년 6월 12일  

“문화와 발전”에 관한 UN총회 주제토론 (2013년 6월 12일, 뉴욕 UN본부)에 250여명의 참

석자들이 모였다. 반기문 UN사무총장과 UN총회 의장이 공동으로 소집한 이 회의에는 유네

스코 사무총장,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 문화 간 연대(Alliance of Civilians, AoC) 회장, 14

개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모두 발전 목표의 달성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

했다. 또한 토론 중 G-77과 중국, EU,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는 문화가 

post-2015 발전 의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인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이 주제토론을 통해 각국 장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들은 문화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통계와 정책 사례, 프로그램 경험 등을 공유했다.  

 

2013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연례 각료급 회의 – 2013년 7월 1~4일 

올해 6월 초 “지속가능발전의 촉진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 문화의 

잠재력”을 주제로 2013 ECOSOC 연례 각료급 회의가 열렸다. 

 

ECOSOC 회의는 발전을 위한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힘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제고함으로

써, post-2015 목표 설정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행사로 기록되었다.  

 

유네스코의 메시지는 ECOSOC 각료 선언문 초안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우리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정체성, 혁신, 창

의성의 원천이자 사회통합과 빈곤퇴치의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발전 

과정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제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를 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사회, 환경, 경제 발전 정책과 전략에 통합하고 주류화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UNESCO/유엔개발계획(UNDP) 창의경제보고서 2013년판 – 2013년 11월  

유네스코와 UNDP가 공동 발간한 세 번째 창의경제보고서(11월)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보다 광범위하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가 가지는 변화의 힘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  

 

창의경제보고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창의산업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발전에 

있어 창의경제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의 결말 부분으로, 지역적 차원의 창의경제가 어떻게 비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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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으로 연결되며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포괄성, 문화적 시민성을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문화산업과 창의산업이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전반 혁신체계의 핵

심 요소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도서나 영화, 여러 문화상품 뒤에는 수많

은 창조자, 생산자, 판매자가 존재하고 있다. 크든 작든 이들은 정체성, 국가적 자긍심,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러한 맥락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한다. 

 

세계 문화와 발전 포럼 – 발리, 2013년 11월 24~27일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인도네시아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제1회 세계 문화와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의 

보존과 증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유네스코가 초안을 작성한 UN사무총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3년 내에 문화와 발전에 관

한 세 번째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다른 글

로벌 과제들이 현재 UN총회에서 진행중인 논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바라고 있다. 이 

새로운 결의안은 문화를 post-2015 발전 의제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의 변화적 힘을 더욱 

크게 발휘할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는 이와 동시에 국가적 차원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프로그램 차원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달성 수단으로서 문화, 유산, 창의성의 중추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2014-2017년 유네스코 사업계획 (37C/5) 하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의 발전을 위한 문화 지표는 발전 과정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문화에 관한 통계와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최초의 국제적 계획이

다. 현재 13개국에서 문화와 발전의 경제, 사회참여, 거버넌스 및 제도성, 소통, 유

산, 교육과 양성평등 측면을 다루는 22개 정량적 지표가 적용되고 있다. 문화와 발

전에 관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2013년 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문화진흥기금(IFPC)은 청소년과 개도국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술 및 창의성 프

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유네스코의 유일한 문화 분야 기금으

로, 특히 예술가와 창작자 등 개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활동은 (1) 

문화 예술 작품의 제작, (2) 문화와 발전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에 기여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문화 예술 행사의 개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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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동일한 목표 하에 예술 교육이 향후 4년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

에서 한국은 2010년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주요 성과인 “서울 

어젠다: 예술 교육 발전의 목표”에 따라 예술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는 혁신, 연구, 진취적 사고 증진을 위한 창의 분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크워크(Creative Cities Network)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

전에 관한 경험과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도시들을 연결한다. 도시

의 우수성과 다른 도시들,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창의경제 육성을 지지할 의지

가 있는 도시들은 이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 예술, 음식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도시는 그 재능과 열정을 쏟는 특정 창의산업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통해 문화가 모든 발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속가능성의 동인으

로서, 또한 성장의 동인으로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발전 의

제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카자흐스탄이 착수하고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세계 

문화 간 화해의 10년(2013-2022)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10년이 문화가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유네스코의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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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 현황과 과제 및 전망 
 

 

앤디 프랏 

런던시티대학교 문화경제학 교수 

 

1. 서론: 새로운 테마의 등장과 변화   

 

유네스코가 문화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교육, 소통, 유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연히 교육이 발전의 맥락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왔다. 물론 교

육은 기본적인 인권인 동시에,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개인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의 역사로의 문을 여는 핵심요인이다.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는 기억의 기록과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표현 및 소통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발달하는 통신 기술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 접근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범위는 책에서부터 영화, TV, 전화, 인터넷, 언어, 나아가 습득되는 정보에 이른다. 

이들은 우리 인류의 도구이자 문화의 표현이며 최근 들어 박물관, 기록보관소 등에서 유•무

형의 형태로 표현되며 기념되고 맥락화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과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바

로 문화를 인식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사례들이다.   

 

프로그램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유네스코의 구체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과 관련 도전과제들을 기록, 분류,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바의 전환과 발전을 목격할 수 있는데, 필자는 이 분야의 현재와 향후 과

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발전 사항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의 관

계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다양성 증진에 대한 약속이다1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여러 면에서 환경적 다양

성의 개념과 유사하다. 즉, 문화는 언제 유용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단 사라지면 다시 복

구할 수 없는 자원인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가치와 복수성(plurality)

의 표현이며 문화적 가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용성 

보다는 인간적 효용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문화야 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지원은 내재적, 자존적, 문화적 가치로부터 형

성되며, 많은 가치들 사이에서도 독특하게 평가되는 가치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는 그 옹호

자의 수가 백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무관하게 동일하게 귀속될 수 있다.   

                                                      
1 UNESCO (2001). 문화다양성선언. 제네바,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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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화경제의 성장이다. 문화경제는 문화다양성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도 하지만 문화

적 가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지난 세기를 특징짓는 측면 중 하나는 영화, TV, 음악 등 문화

의 대량생산이었다. 문화 생산의 상업적 측면은 새롭고 유사하며 때로는 중복되는 형태의 

문화적 표현을 만들어냈다. 더욱이 이들은 주로 거래되는 재화이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주로 민족국가와 비영리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되는 반면, 상

업적 문화는 명백히 민간부문의 영역이며 시장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일부 형태의 상업문화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창의경제의 

경제적 힘(가치)과 비상업적 형태로 표현되는 문화적 힘(가치) 사이에 존재한다. 민족국가들

은 종종 이 두 분야를 중재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이는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국제체제 하

에서 보다 어려워진 바,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시의 적절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경제적 생활에 연결된 가치 체계와 지역적, 정치적 정체성 또는 자아의

식과 연결된 가치 체계 사이에서 단순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것이 문화와 발전에 대해 논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분야

이다. 하나가 다른 것을 갉아먹는가?  두 가지 모두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다.     

 

본 발표에서는 세 부문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먼저 이 사안에 대한 유엔 기구들의 현재 

생각을 검토하고, 두 번째로 문화와 발전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엔 기구

들의 계획과 목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결과와 가능성, 조치 등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문화와 발전의 현황   

 

최근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자주 논의가 되고 있다. 확실히 문화와 발전은 유네스

코에게 중요한 의제인 동시에, 유네스코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Post-2015 의제2를 어떻

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한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와 발전은 서로 연

계되어 있다. 문화와 발전의 도전과제 및 잠재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통찰력을 제시하는 

두 보고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UNITED NATIONS, 2010,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약속의 이행, UN MDG 정상회의 결과문서 

UNITED NATIONS, 2011, 문화와 발전 UN 사무총장 보고서,  

UNITED NATIONS, 2010, UN 총회가 채택한 문화와 발전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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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선언(Hangzhou Declaration)3은 매우 최근의 문서이지만 보다 전통적인 정책 이념의 

계보를 반영하고, 문화가 미래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문화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화는] 의미와 에너지의 원천이자 창의성과 혁신의 근원이며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원이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문화의 놀

라운 힘은 사람중심, 장소중심적 접근방식이 발전 프로그램과 평화구축 이니셔티브에 통합

될 때 특히 두드러진다.” (2013: 2) 

   

이러한 설명은 주거나 위생시설 개선 등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문화의 유용성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접근방식은 매우 오래된 정책의제인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

한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문화를 주로 발전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항

저우 선언은 확실히 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에 두고 있으나, 동시에 문화가 이니셔

티브의 모든 측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문화가 모든 정책수행을 위한 인프

라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문화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위험성이 존재하나, 문화는 모든 곳

에 존재하는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문화는 동인인 것이지 핵심이나 주요 

목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나, 이것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논리적 취

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문화가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

의 목적은 이것이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함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문화와 발전의 또 다른 면

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이다. 유네스코의 보고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인으로서

의 문화”(2012)는 새천년개발목표4 달성 방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해석

은 문화 분야 일자리와 교역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함께 창의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이며 남반구 국가들의 잠재력이 북반구 국가들만큼은 크다

는 점을 지적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의경제보고서5에 주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실질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경제적 산출량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3 UNESCO/항저우 국제회의 (2013),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중심에 문화 반영 

4  UNESCO (2012)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인으로서의 문화’ (Post-2015 UN 발전 의제에 관

한 UN 시스템 태스크 팀) 

5
  UNCTAD, UNDP, UNESCO, WIPO, ITC, (2008), 창의경제 보고서: 정책입안 시 창의경제의 평가 

과제. 제네바/뉴욕, UNCTAD/ UNDP. 

UNCTAD (2010). 창의경제보고서. 창의경제, 타당성 있는 발전 옵션. 제네바/뉴욕, UNCTAD/ UNDP. 

UNESCO (in press) 창의경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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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지식, 자립성과 책임감, 현지 문화생태계 유지 역량과 같은 비화폐적 이익 또한 언급

하고 있다. 이는 주로 북반구와 관련한 이야기이지만 남반구에도 상당한 역할과 기회가 있

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주장이다. 물론 이를 2차적 형태 또는 도구주의로 볼 수 있으나, 적어

도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문화생산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전통적인 문화보호와 지원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도구주의의 변종에 좋기 때문이다. 문화를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시각과 문

화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무역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는 지나친 단순화이지

만 두 시각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시각이 상호배타적일 위험성

도 존재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다양성과 지역성에 반하는 권력과 중앙집권화 또는 독점의 

문제이다. 그러나 환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잃는 경우 문화다양성이 완전히 상실되

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두 시각을 지나치게 대조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보다 미묘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문화와 발전 의제의 도전과제   

 

여기에서는 발전 모델 ‘안’에서 ‘문화’와 발전 모델’의’ ‘문화’ 사이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도전과제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두 개념 모두 실행가능하긴 하지만 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 기대치, 평가, 결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전 안에서의 문화를 

조망해 온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발전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왔다. 그러

나 이러한 갈등이 창의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할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반구 민족국가들의 문화 및 국가건립 정책에 대한 실험과 최고의 문화를 선택하는 이상주

의6와 도구주의를 강조한 유네스코의 과거 정책에서 모두 문화는 사회복지사 또는 소프트파

워 주창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광이 어떻게 소득창출과 지역 문화자산의 표출 수단이 되

었는지는 최종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복잡한 갈등, 상반관계, 도전과제 등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은 규범적 접근방식이자 정책입안자들간에 일반

적으로 용인된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를 간단하게 발전 ‘안’에서의 문

화7라고 부르지만 이 개념은 대체 가능하다.   

 

이제는 발전’의’ 문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가 창의경제를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

로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취급하는 경우 창의경제에도 산업적 규제나 무역규제를 간단히 적

                                                      
6 여기에 논의할 공간은 없으나 이상주의는 문화적 가치의 단수형 계층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7 Pratt, A. C. (2013). ‘창의산업과 발전: 발전 속의 문화, 또는 발전의 문화?’ 창의산업 편람. C. Jones, M. 

Lorenzen and J. Sapsed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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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사실 권력의 집중과 언론통제나 그러한 경향 및 그 결과로서의 독점에 관한 

분석에 관한 강한 전통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국제무역의 불균형을 시장 논리의 실패 또

는 불충분한 시장 통제의 증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적으로 본질

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와 제도적 형태의 결과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불균형 패턴에 어떻

게 대응할지에 대한 다수의 도전과제를 초래하고, 불균형을 간과한다면 문화다양성과 선택

권을 침해하여 권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집중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적 불균형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간적 불균형 역시 뚜렷이 존재한다. 창의경제의 집중 

정도는 세계에서 주로 북반구 몇몇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게다가 각 국가 내에서도 수도와 

기타 도시들 간 불균형이 상당히 존재한다. 창의생산자 모두가 이 모델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니며, 일부 산업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은 창의산업이 주로 도시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배적으로 고부가가치 활동이 존재하는 글로벌 도시의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지역정부들은 글로벌 거점을 “좋은” 형태의 독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물론 비도시 지역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좋은 독점”의 또 다른 예는 도시나 국

가브랜드 전략에서 관광, 유산 등을 동원하여 창의경제가 아닌 제조업 또는 금융서비스 분

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한정된 관광객이나 투

자유치 경쟁의 경우 제로섬 게임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   

 

또 다른 측면은 잠재적으로 보다 희망적이다. 발전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암암리의 하향

식 또는 상향식으로 단순화된 조직 및 거버넌스 양식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문화로 눈을 

돌리면 문화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이러한 요소들이 조합하여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문화를 토착화되거나 건설되거나 강요되거나 대립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

다. 문화는 인류학적 관행, 또는 소원하거나 상품화된 활동, 또는 그 중간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문화산업8”이라는 용어는 문화에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프랑크푸르

트 학파에 의해 대중화된 “문화산업” 모델을 “복수화”하고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를 통해 논의의 균형은 미학과 소비주의로부터 문화생산의 다양성과 특수성, 그리고 경제, 

사회의 나머지 분야로 옮겨졌다.   

 

최근 창의/문화산업의 조직, 경제학, 사회/문화적 구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즉, 창의/문화 산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결론은 창의/문화산업의 운영은 “일반” 산업과 상당히 다르며, 공예가나 예술가 등의 

이상화된 모델과도 다르다는 점이다. 창의분야 생태계의 작동방식과 중요한 연계성, 의존성

을 이해하는 것이 활발한 문화활동을 견인하는 공식과 비공식,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미묘

한 균형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그림1의 창의산업 모델에서 볼 수 있듯

이 데이터 집계를 체계화하고 공통 분석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8최근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창의산업’ 또는 ‘창의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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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 생산 생태계: 음악 제작 체계9 

 

 

위 그림은 제작부터 (재)생산, 배포, 교류, 아카이빙 단계로 구성된 문화생산의 “사이클”을 

보여준다. 모든 문화 상품이 이 경로를 거치지만 구체적으로는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들 단

계는 스킬과 훈련, 기술과 기계, 건물의 지역적, 국제적 사회, 경제, 물리적 인프라 안에 내

재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전체라고 부르는 생태계는 그 생태계를 동원하고 지배하는 네트

워크 중개요소들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하면 단순히 제품을 고안하고 만드는 것이 생산의 전부가 아니다. 상품을 시장에 출하

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자는 물류 및 관련 시장과 연계하여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음악시장 등 성숙한 북반구 창의산업 시장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제대로 된 마케팅과 적재적소의 출하 없이는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물며 남반구의 

창의상품 생산자에게 있어 북반구 시장이나 남반구 내 더 큰 시장에 진출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마지막 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4. 전망과 행동  

 

                                                      
9
 From Pratt, A. C. (2007). “음악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서의 음악산업의 잠재적 역할: 세네갈 사례”. 

창의산업과 개도국: 목소리, 선택, 그리고 경제성장. D. Barrowclough and Z. Kozul-Wright. 런던, 

Routledge: 130-145.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2009)에 구현된 모델 참조. 문화 통계틀. 파리, UNESCO, and UNCTAD (2008), 

창의경제 보고서: 정책입안 시 창의경제의 평가 과제. 제네바/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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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경제는 여러 요구가 상충하는 복잡한 분야이다. 따라서 창의경제를 고려할 때 행동 범

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는 명확히 문화와 발전 분야에 대한 부분적 

해석이지만 이 글에서는 창의경제의 경제적 측면을 조명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따

라서 다른 사회적 또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더라도 그 달성에 대한 기여가 아닌 창의경제 

발전의 촉진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의경제가 경제, 사회의 나머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이 창의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별 창의산업을 번창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한 답변 중 

하나는 창의경제도 여타 다른 산업부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창의경제 주체의 대다수가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 이니셔티브가 많은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창의경제가 출현이 최근이라는 점과 창의경제의 생성기반이 너무 미약

해 “빌려올”만한 유사 활동이 없다는 점은 창의경제가 아직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

한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우려사항 또한 존재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많은 산업전략, 심지어 창의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존 

무역 매커니즘에 의거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매커니즘에는 1) 상

품과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 2) 인구이동 장벽의 제거, 3) 관광 증진, 4) 지적재산의 증진과 

보호에 관련된 사안, 5) 무역 강화, 6) 운송, 통신, 에너지 인프라의 물리적 발전 등이 있다. 

이러한 전략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특히 문화 생산자의 규모가 어느 수준

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도전과제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역적 역량강화 전략의 토대이다. 즉, 

창의경제 기반의 설립과 육성이 그 기반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역적 역량강화의 경우, 스킬, 훈련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발전 장애물을 제거하여 “확장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투자를 

통해 산업이 더 넓은 맥락에서 성장,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산업에서 역량강화 전

략은 유사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창의경제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창의경제가 새로운 분야이

며 기존 산업들처럼 확대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창의경제의 경우 특정 조직형태, 경제적, 문화적 도전과제와 기회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에서 지역 역량 개발은 익숙한 주제이나 창의경제의 맥락에

서는 연구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대략적으로 창의경제 분야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적 역량강화 이니셔티

브들은 크게 스킬, 네트워크, 지역사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역량강화 분야

는 아직 실험적 단계에 있는데, 이 중 인적 자본 개발(스킬 및 훈련)에 중점을 둔 과제가 가

장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창의경제의 시장성 강화를 위한 사업수완이 새로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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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창의경제 지원 프로그램들은 중요한 지역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

다. 아마도 이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식과 비공식 영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측면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특별한 스킬이 요구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 프

로그램들은 “최전선” 창의활동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창의행사들과 그 과정을 가능케 하는 스

킬의 전체 범주를 포함한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의 교육체계의 역

량이나, 비용, 거리 등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요소들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러한 훈련 프로그램은 다양성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 인구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젊은이들의 문화형태를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 

제공자들에게는 새로운 문화형태가 대개 최신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다는 점이 도전과제이다. 

현재 이에 맞는 최신 디지털 교육과 자원의 부족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 분야가 

소득창출과 수출로 인한 수익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배가 된다. 전반

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기초적인 교육과 스킬 확대의 어려움과 더불어 최첨단 스킬 수용이라

는 어려움을 동시에 발생시켜 도전과제를 배가한다. 

 

공공분야의 문화 리더십 또한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 창의경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세와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이를 목적으로 하

는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정책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공공분야

의 역량 부족 역시 “스킬의 부재”가 발견되는 또 다른 영역이다.    

  

다른 산업부문과 달리 창의경제 분야에 소액대출과 기업지원은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다. 

북반구의 경험을 통해 창의기업들만이 겪는 독특한 위험구조와 일반 사업 자문가 및 은행이 

창의기업 평가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창의기업을 위한 전문화된 상담, 대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반구 역시 유사한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창의기업들의 활동과 네트워킹, 동료간 학습(peer-to-peer 

learning)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용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전용 공간은 충분한 문화 근로자들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면서 영리 또는 비영리 주체에 의

해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시장을 창출한다. 전용 공간의 제공은 지역의 창의산업 요구에 연

계되지 않고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과시용” 사업들과 극명하게 대조된

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 사용자들이 창출된 시너지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조정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건물 중심의 해결책만이 유일한 

도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마지막 쟁점은 지역사회와 연관된다. 지역사회 분야는 여러 면에서 가장 발전이 되지 않은 

분야이지만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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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창의산업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사례가 시민사회를 파

트너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전히 시민사회의 지원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

민단체는 포용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활동이 비

공식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사회, 복지, 노동 정책이 때로는 창의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의 분야는 규범적 

사회정책에 여러 난관을 제공한다. 이미 재원이 확보된 경우가 아니라면, 창의경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직업 선택의 길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창의경제에 참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창의경제 종사자들이 전통적 고용 분야 종사자들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결론  

 

이 발표문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문화 분야의 현황, 전망, 과제를 살펴보고 

창의경제가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또한 유엔 시스템이 문화 

분야의 새로운 측면으로 창의경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함에 따라 고려해야 할 여러 복잡한 

관계를 검토했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발전의 부수적 요소로서의 문화의 역할과 문화유산 

보호를 다루었으나 공식, 비공식 영역 간, 영리와 비영리 영역 간, 국제적, 지역적 영역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창의경제의 역할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변수가 추가되었다.   

 

필자는 이에 따라 정책입안 측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 달성에 대한 도전과제를 논의

하였다. 특히 발전 ‘안’에서의 ‘문화’와 발전’의’ ‘문화’를 대조하면서, 후자가 가진 긍정적인 

새로운 기회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관행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 방안을 논의하였

으며, 창의경제를 위한 지역적 역량강화 측면을 조명하였다. 물론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조정

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논의와 실험은 계속될 것이지만, 다양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문화의 지속가능성 또한 증진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

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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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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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퓨 항 

캄보디아 압사라청 앙코르와트 관리 부국장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문화를 통한 발전과 나눔의 지평을 열다”

퓨 항 (HANG Peou)
수리/수문 공학박사

압사라 관리청

2013년 10월 1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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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와 앙코르크메르 제국
서기 12 – 13세기

 

 

꿀렌산

똔레삽 호수

앙코르 공원

27 km

13 km

5 km

4 km

6 km

5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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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관련주요일지

• 1992년 12월 14일 : 유네스코세계위험유산
잠재목록에등재

• 1993년 10월 12-13일: 도쿄에서최초의앙코르정부간
회의개최

- 도쿄선언채택: 국제행동의정신, 체계, 방법을
정의한기본문서

- 앙코르유적지보호와개발을위한 국제조정위원회
(ICC-Angkor) 설립

  

 

• 1994년 5월 8일: 씨엠립앙코르지역내
문화재보호구역설립및관리지침에 관한
칙령발표

• 1995년 2월 19일: 압사라관리청 (APSARA 
National Authority) 설립

• 2004년 7월: 세계위험유산 목록에서 제외된
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정식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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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기본체계 (앙코르 유적지 보호와 개발을 위한 국제조정위원회)

ICC-Angkor

프랑스와 일본이 공동 의장. 유네스코는
사무국을 맡아 압사라관리청 (앙코르
세계문화유산 관리)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적지, 삼림, 수계, 문화경관 뿐만 아니라
앙코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앙코르는 1993년 이후 20년간의 ICC 경험을 통해 문화 분야의 국제협력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음.

 

• 총회(참가자?) • 기술회의 (참가자?)

프랑스
공동의장

일본
공동의장

UNESCO

사무국 업무

캄보디아 왕립정부와 협력

ICC-An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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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의사결정

특별 보존전문가
M. Bouchenaki 교수

P.A. Lablaude 교수

H. Suzuki 교수

G. Croci 교수
  

 

독립적 의사결정

특별 개발 전문가
B. Hubert 교수

S. Tsukawaki 교수

J.M. Fur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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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회의 체계

참가자 현장 방문
회의

권고안

이행보
고

서

즉석 현장 방문

ICC-Angkor

  

 

국제 협력 - 앙코르

앙코르 세계문화유산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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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 앙코르

 

 

앙코르세계문화유산보호참여국가와국제기구

1. 호주
2. 중국
3. 프랑스
4. 독일
5. 헝가리
6. 인도
7. 인도네시아
8. 이탈리아
9. 일본
10. 싱가포르
11. 스위스
12. 미국

1. 한국

2. 프랑스

3. 뉴질랜드

4. 일본

보존 지속가능한 발전

• 12개국이 협력 국가로 참여
• 2014년 한국도 협력국가로 참여 예정
• 3개의 주요 개발 국제기구 역시 앙코르 프로젝트.프로그램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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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 와트 이탈리아
신탁 기금

- 복원 작업
- 구조 안정성
- 캄보디아 전문가 교육

 

 

바욘 사원 일본 신탁 기금

- 복원 작업
- 고고학 연구
- 캄보디아 전문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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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 천연자원 관리 및 생계
참여형 프로그램 (APNRM&L)APSARA  - 뉴질랜드

공원 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여
빈곤수준을 완화

 

 

한국 순환 도로

• 교통 혼잡과 대형 선로로부터 사원 보호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빈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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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라 관리청/캄보디아 정부
성과

  

 

지하수위

사원

수자원과
유적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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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과 유적지

앙코르 공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과 방문객
뿐만 아니라 사원을 위해 물이 필요!

앙코르 공원안의 모든 사원이 모래층 위에 세워졌고 모래의 저항성이 물포화도에
달려있으며 모래층이 지하수와 해자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물, 특히 지하수는
사원의 안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관개
• 식물
• 경관
• …. 지하수위

사원

 

 

씨엠립 상수 체계
• 1995년 이전: 

– 소도시
– 씨엠립 강을 급수원으로 활용

• 1995년 이후:
– 물 수요 증가
– 건기에는 씨엠립 강의 급수

능력이 제한적
– 수원을 지하수로 변경
– 일일 1,440 m3

• 2005년 현재:  지하수
– SRWSA  신규 정수처리장

(일일 실처리용량 14,000 m3)
– 개인 소유 우물

• 앙코르: 130,000 (2013년 추정치)
• 씨엠립: 

• 인구: 2009년 203,483명
• 관광 : 2012년 2백만 명

• 예상 (JICA 2009)
•2015 : 27,900 m3/j
•2030 : 83,300 m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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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과 유적지

지하수위

지하수위

펌핑장치

사원사원

Before After

• 앙코르 공원 하류 5km에
달하는 씨엠립시의 지하수
추출은 사원의 안정성에
위험.

•수원
 지하수 (기존)
 서 바라이 (2015년 확장)
 톤레삽 호수 (2018년 확장)

• 바라이 (저수지), 운하, 각 사원
해자 등 앙코르 수리시설의
재건

 

 

북 바라이 프로젝트의 4대 목표

 전체 관개체계를 이해하고 자야타타카에 물을 채워넣기 위해 12세기 지어진 후
16세기 말라버린 고대 관개시설을 연구 (3600 m X 930 m 규모, 최초 용량 5 /10
Mm3)

 역사적 문화경관을 복원하고 순환도로 건립을 지원하여 앙코르 공원 유치
관광객을 확대

 앙코르 공원 현지 주민을 위한 추가 상수 확보 및 지역사회와 지역 내 사원 간 물
공유 모델 확립

 억제가 되지 않는 씨엠립시 지하수 추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하수 충전

해자:앙코르와트 해자

• 앙코르톰 해자

• 반띠아이 스레이
해자

• 프레아칸 해자

바라이 (저수지):

• 스라스랑 (왕족 목욕탕)

• 서 바라이 (11세기)

• 북 바라이 (자야타타카 – 12세기)

앙코르 수리시설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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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타타카 재건 (북 바라이)
(Jayatataka) • 북 바라이

– 규모 : 3600m X 930m
– 저장용량 : 5/10 Mm3

• 분수령
– 표면: 105.27 Km2

– 유출량 : 36.84 Mm3

– 기저유량: 0
• 저장용량

• 2008 :    700 000 m3

• 2009 : 3 000 000 m3

• 2010 : 3 786 000 m3

• 2011 : 5 000 000 m3

• 2012 : 5 000 000 m3

• 지하수 충전
• 프레아칸 해자
• 바라이 하류

• 홍수 조절
• 마을
• 앙코르톰

 

 

고대 수리시설 복원 전:

• 2009, 

• 2010, 

• 2011.

앙코르 수리시설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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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수리시설
복원 전:

• 2009, 

• 2010, 

• 2011.

2012년 홍수:

9월 3-6일, 

9월 15-18일, 

9월 21-24일

9월 29일- 10월 2일

2013년 홍수:

8월 1-2일, 

9월 20-28일, 

10월 2-7일

고대 수리시설을 복원하여 2012년부터 씨엠립 사원, 공항, 
도심부의 홍수방지가 가능해짐

 

 

향후 전망

제1차 앙코르 정부간 회의 (1993년 10월 도쿄)와
제2차 회의 (2003년 11월 파리) 이후 2013년 12월
5일 앙코르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

제3차 회의는 앙코르 보존과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10년(2013-2023)동안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앙코르의 국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방법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발제 

한국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노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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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적개발원조라는 이슈에 관한 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독립국 중

에서 가장 특별하며 예외적인 사례이다. 한국은 1988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차관 공여대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수원

국(Recipient)으로부터 공여국(Contributor)으로 이행했다. 이러한 이행의 사례는 유일하게 한

국에서만 발견되기에 한국이라는 사례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

한다. 1992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이 한국을 순공

여국으로 지정한 이래,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설치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설립으로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의 공여국으로의 이행의 초석을 다진 후,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와 2009년 11월 경제개

발협력기구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

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한국의 이행은 마무리 되었다.  

 

공적개발원조 수원국가에서 공여국으로의 이행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

은 공적개발원조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수원국

에서 공여국으로의 이행한 이후 공여국으로써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기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예외적인 성공적 이행과 비교해볼 때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만은 없

다. 짧은 시간 내에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라는 한국의 

경험은, 동시에 한국은 다른 공여국에서 비해 공여국으로서의 공적개발원조 경험이 매우 부

족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는 여타 개발

원조위원회 국가와 여러가지 비교 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한 한국은 지표상으로 국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

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2011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총 

13억불로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7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 0.12%로 회원국 평균 

0.3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총 2조 431억원

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규모 1조 8,600억원에 비해 9.8% 증가한 것이지만,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예산 비율은 여전히 0.16% 에 불과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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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2015년까지 국민총소

득의 0.25%를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하는 목표에 달성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 권고를 충실해 이행한다면 향후 3년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두 배 이상 급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공적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

욱더 커지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규모는 현재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간다는 점에서는 그 나마 긍정적이지만, 공적개발원조의 질적 특징에서는 아직 까지도 

많은 점에서 국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비구속성(untied aid) 원조  비율1 이 매우 낮다. 공여국과 수원국간

의 직접 거래인 양자(Bilateral)원조 대비 공여국이 국제 지구 출연 및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인 다자(Multiateral)원조의 비중은 2006년 83:17(양자:다자)에서 

2011년 75: 25, 2012년 74.9: 25.1로 변화함으로써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 28%에 근접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26개 중점 협력국 2 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전체 양자원조의 47%가 중점 협력국에, 2010년에는 55%가 배분 되어 있다. 양

자 공적개발원조의 무상 대 유상의 배분은 2010년 61:39(유상: 무상)으로 한국은 다른 개발

원조위원회 회원국에 비해 유상 차관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짧은 공적개발원조의 역사를 감안 할 때,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보여주고 있

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과의 차이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체계화

를 통해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2010년 1월 25일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장관 및 관계기관장인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개

발협력위원회의 설립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보여주었던 비체계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

복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이슈는 공적개발원조의 행정적인 

측면의 취약성이 아니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기조에 담겨 있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예외적인 이행 경험은 한국인에게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예외적인 이행이라는 한국의 또 다른 기적에 도취되기 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공적개발원조

의 정책 기조를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1 한국은 2009년 양자 공적개발원조 의 75%를 비구속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한국의 전체 공적개발원

조 에서 비구속성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4% 대비 2010년에는 오히려 더 하락하여 32%에 달하

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와 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80:20으로 한국은 다른 회원국의 패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26개 중점협력국은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솔로몬,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 바이잔, 이디오피아, 우간다, 모잠비크, 르완다, DR콩고, 카메룬, 나

이지리아, 가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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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5일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이 발표되고,  2011년 12월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마침내 2012년 9월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이 발표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체계성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른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공적개발원조의 체계 정비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공적개발원조의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철학을 한국의 예외적인 성공적 

경험으로부터만 도출해낼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개발 성과에 

대한 과대 평가는 공적개발원조의 프로그램을 뒷받침 하는 기본 이념적 기조에도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 콘

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지닌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에 의하면 159개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적개발원조의 재원 규모와 한국형 공

적개발원조 정책 비전 달성 측면에서 우선적인 기본 프로그램 40개를 선정하였으나 159개

의 영역별 프로그램 풀과 40개의 기본 프로그램은 인프라(교통),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농

림/수산업,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편중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의 토대인 한국적 발전(development)

이라는 예외적 사례를 평가하는 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를 체계화한다는 선의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 개발에 사용된 방법론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요소를 지

니고 있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콘텐츠들을 먼저 찾아

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ODA의 실체를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방

법”3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이른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두 가지 위험성

을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절대화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공여국 중심

주의로 인한 위험이다. 한국이 예외적인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국제사회의 사회경

제적 맥락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동일하지 않다. 한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와 개도국에 대한 자유 무역 정책이 허용되었던 예외적 시기 동안 우수한 노동력에 기

반을 둔 수출중심의 성장주의에 의해 공적개발원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원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 속의 성공

이기에, 한국적 발전 경험은 WTO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현재

의 수원국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국이 지닌 내부적인 예외적인 

조건 또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요소였다. 한국적 개발 

모델은 높은 교육열 종교간 갈등의 부재,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지닌 지극히 예외적인 내

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원국은 한국과 같은 높은 

교육열, 종교갈등의 부재, 단일 언어와 단일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지 못하

                                                      
3 <한국형 ODA 모델 수립>. 20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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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부터 한국형 모델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한국의 발전을 경제적 발전으로 환원시켜 발전이라는 목표 자체를 경제성장과 동일

시 하는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 과거의 성공적 경험으로부터 추진방안을 귀납적으로 도출

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시점

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부적절하기도 하다. 미래의 이슈에 대한 

상대적 둔감함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회고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한국형 공적

개발원조 모델이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발전에 대한 경제주의적 이해와 결합하면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경제적 지원이

라는 형태에 집중되어 있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발굴이라는 

미래 지향과 결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경제중심적 발전전략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국제 사회에 제시되고 

있는 범분야 이슈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에서는 중요한 정책의 기조가 아니라 하나의 영역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UN)이나 문화적 발전(cultural development, UNESCO)과 문화다양

성 보존처럼 경제중심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뛰어 넘는 대안적 발전 개념을 제시했지만, 한

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와 환경을 대안적 

발전 개념과 결합되어 있는 범분야 이슈(cross cutting issue)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는 공적

개발원조에서 문화 분야의 미약한 비중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은 비록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적개발원조를 관통하는 정책기조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축소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에 따른 기본 프로그램이 범분야 이슈의 한 항목

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문화는 문화적 발전이라는 정책기조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역

의 측면에서도 부차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공적 개발원조에서 문화 분

야의 미약한 비중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문화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문화분야 공

적개발원조의 규모는 68억원으로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불과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2년의 경우 총 7개 사

업이 시행되었다. 7개 사업 중 양자 관계에 의한 사업은 2건으로 문화동반자, 해외문화예술

봉사단 사업이며, 다자간 사업은 5개로 유네스코협력(격년), WIPO신탁기금, 유네스코세종문

해상, 개도국관광발전,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등이다. 문화분야 ODA 예산은 3,564백만원

(2012년)으로 2011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양자간 사업의 예산 비중은 1,475백만원(41.4%)

이고 다자간 사업은 2,089백만원(58.6%)이다. 7개 지속사업 이외에 2013년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관련 전문 기술을 전파하는 문화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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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4와 KOICA의 사업 중 일부5가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이 경제적 발전 경험으로 환원되고 이로부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발굴하는 방법론에서 문화적 발전이라는 대안적 발전 개념은 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원리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역의 측면에서도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도 경제

적 발전 중심주의에 의해 낮게 취급되는 한 이러한 한계는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분야별 분포(2012) 자료: www.odakorea.go.kr> 

 

 

 

구분 기본 프로그램 

경제 

(15개) 

경제정책(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 운영), 산업에너

지(2: 산업개발 정책자문, 전력 인프라 구축), 국토개발(6: 국토종합개발, 수

자원 종합개발, 산단 개발, 도시개발, 신도시 개발, 국토간선교통망 확충, 지

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농어업(4: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촌 종합개발, 

관개 배수 시스템 개발 관리,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회 

(13개) 

보건복지(2: 모자보건 사업,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 교육(4: 초등교육 보편

화, 중등교육체계 구축, 고등 교육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인적자원(4: 

기능인력 양성, 고영지원 관리, 숙련기술 장려 형성,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

학기술(3: 과학기술 진흥 행정체계 구축, KIST설립, 적정 과학기술지원) 

거버넌스 

(2개) 
행정(2: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새마을 운동 운영) 

미래 범분야 

(10개) 

녹색 환경(3: 안전한 식수공급, 하수처리 관리체계 구축, 문화경 보전), 

ICT(5: 국가기간망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 ICT인력양성, 유무선 브로드 밴

드 구축,  ICTR&D체계 구축), 여성(2: 모자가정 지원, 여성직업훈련)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에 따른 40개 기본 프로그램> 

                                                      
4 베트남 후에시 황성 디지털 복원사업(2007년 2008년), 몽골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2009년 2010년), 스

리랑카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지원(2009년 2010년),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라오스 캄보디아, 2011

년 2012년),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라오스, 부탄, 피지, 미안마, 2011년 2012년),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서 작성지원(아시아 10개국, 아프리카 10개국, 2011년 2012년),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지원(2011년, 2012년) 

5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사업, 이집트 콜롬비아 문화자산 전산화 사업, 페루 꼬라고 지역개발사업, 카

자흐스탄 우즈벡 관광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몽골 게르촌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 

http://www.oda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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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증진과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과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은 한편으로 공적개발원조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긍

정적이지만, 한국의 개발경험을 경제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한계를 노출하

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민주화를 이루면서 발전한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 한국의 경험은 정치적 민주화, 양성 평

등, 보편교육, 인권 신장, 시민사회의 성장, 환경개선 등의 분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경험이어야 한다. 사례연구는 사례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적

으로 다룰 때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이런 점에서 사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교정책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이 또 다른 공여국 중심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맥

락에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유네스코적 관점과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의 접합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 Development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개발이라고 번역되

는가 혹은 발전이라고 번역되는가에 따라서 독특한 뉘앙스를 지닌다. 동시에 이 뉘앙스 차

이가 한국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이른바 한국의 경험으로부

터 도출된 바람직한 공적개발원조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Development는 경제적 개발과 동일한 뜻으로 흔히 사용된다. 한

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에서도 원조 수원국이었던 한국의 눈부신 양적인 경제 성장의 경험

에 주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제안처럼 우리는 발전이라는 

문제를 양적인 경제성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긍정적인 사회변화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개발이라는 의미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라는 의

미로 소극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계문화발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에서 제시한 발전 개념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공적 개발원조의 개발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문화적 파악은 필수 불가

결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패러다임이 과거의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

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대한 주목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원조 효과성이 원조의 전

달 메카니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개발 효과성은 수원국의 성장과 역량의 배양 등 

원조의 궁극적 목표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수원국에 대한 문

화적 이해는 개발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공급자인 공여국들이 자신

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제공하던 자기중심적인 일방적 원조방식의 비효율성을 자각하고 수

원국 주민들의 역량 개발과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개

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결과 국제개발협력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제2-1부 발제 | 53 

 

발전에 대한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문화 인지적인(culturally sensitive) 발전 개념의 중요성

이 대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인지적인 발전 개념이 공적 개발 원조를 관통하는 중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

기 위해서는 이미 대안적 발전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슈의 보편화 

과정을 참조할 만 하다. 환경이슈가 국제사회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은 매우 시사적이다. 첫째, 환경 이슈는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고, 둘째, 환경과 발전의 관계를 드러내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세번째, 과학자 등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활동을 바탕으로 인식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했

고, 네번째로 지구 환경 논의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과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으

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반면 문화 인지적인 발전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보여준 것과 같은 범분야 

이슈화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UN의 새천년 개발목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에서도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은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에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이 흡수되어 

있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 영역의 공적개발원조 비중이 지극히 낮은 것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공여국으로서의 공적개발원조 경험이 짧고 한국형 공적개

발원조 모델은 완성된 모델이라기 보다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모델이기에 한국의 공적개

발원조 에서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분야를 미래와 범분야 이슈 영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경제 중심적인 발전 개념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문화 분야 공적개

발원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논리는 현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오히려 문화 분야 공적

개발원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논의보다는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영역

에서의 공적개발원조가 아니라 문화적 발전이라는 대안적 발전 개념에서 접근하고 이를 이

슈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문화부의 전문 영역의 과제가 아니

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관통하는 정책 기조의 이슈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

이다. 영역으로서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취약성은 바로 원리로서의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

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공적개발원조가 꾀하는 발전이라는 원

조의 목표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원리로서의 문화적 관점의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재

하는 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분야 공적 개발원조의 취약성은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의 부재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원조 분야에서도 극

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다자간 원조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다자간 원조의 영역은 한

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처럼 경제적 개발이라는 관점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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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다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7%이며, 2012년 25%를 차지하

고 있으나 대략 30%를 전후한 수준에서 연도별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다자원조의 비중은 

다른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에 상응하고 있지만 다자원조 기구별 지원은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 개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OECD 자료에 의하

면 2010년 한국의 다자원조 기구별 지원은 세계은행에 41%, 그리고 유엔(28%)과 지역개발

은행(24%)에 배분 되어 있다. 물론 한국의 다자가 원조가 지금처럼 경제 기구 중심이 아니

라 다변화 되기 위해서는 문화 인지적 발전이 Post-MDGs에서 중요 의제로 설정이 되고, 이

를 한국 정부가 중요한 의제로 수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달리 유네스코에 제시했던 문화와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은 두 가지 이유로 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은 문화와 발전, 그

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유네스코의 제안이 수사적 목표에서 실제 정책상의 이슈로 전환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니고 있다. 두번째로 공여 대상국은 이 이슈를 긴급한 어

젠다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문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

고 있는 유엔 문서는 세계문화다양성선언과 문화다양성 협약 등 두 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

서도 비준 등의 공식 절차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은 문화다양성 협약

이 유일하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

는 문화적 다양성의 약화로 인한 폐해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이

다. 한국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지위는 단순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의 기적적인 전환에

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써 문화인지적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보존과 인권으로써의 문화권(cultural rights)에 매우 민감한(sensitive)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하고 예외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한국은 자신의 수원국에

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적 이외의 또 다른 한국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기적 이외에 또 다른 한국의 특별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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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노명우 교수의 발제는 발전 및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문화의 역할 및 포지셔닝에 대

한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이다. 이 토론을 통해 인지적인 발전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를 

제 분야와 융합(convergence)하는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의 크로스 커팅(범 분야) 이슈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발의 제 분야와 문화가 결합하여 잠재적 가치가 

구현되는 것으로, 문화가 산업, 교육 등 개별 분야와 융합하는 것이다. 둘째,   

 

1. 개발의 제 분야와 결합한 문화 

 

가.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     

 

  문화유산은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국민적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러나 근대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많은 개도국에서는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역사, 문화적 자산들이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훼손·소멸되고 있다. 그러나 정

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체계적인 수리나 보수, 나아가 개발이나 보존은 꿈도 꾸지 못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문화유산 개발, 복원, 보존 프로젝트 등 국제개발 사업을 통해 관

광수입을 확보하고 아울러 유·무형 문화적 자산의 상업화를 통한 가치사슬의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캄보디아의 세

계적인 유산인 앙코르와트에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 캄보디아 정부(APSARA)와 공여국

이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면적인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문

화유산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작업 지원, 문화유산 관리 운영 노하우 전수, 주변 산업과의 연계

성 확보를 통한 통합적 개발 프로그램 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한 수원

국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의 문화산업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을 

도모하여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시도가 최근 주목 받고 있다. 그 노력은 현지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에서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 진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디자이너 도나 카렌(Donna Karen)은 자연재해와 저개발에 신음하

고 있는 미주 최대 빈국인 아이티(Haiti)의 자연과 토산품에 영적인 기운과 예술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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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파하여 미국과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나. 교육과 융합한 문화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효과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개인적 교육효과 및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혁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는가이다. 음악을 통한 사회행동이라고도 불리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 유소년 오케스트라가 대표적이다. 1  1975년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e Antonio Abreu)가 설립하였으며, 현재 190여 개 센터,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

직으로 성장하였다. 엘 시스테마가 기존의 음악교육과 다른 점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악기를 통해 사회적, 환경전, 개인적 제약을 극복하고 주체적

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개발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프로그램을 통

해 취약계층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2. 통합적 문화중심적 접근 (Holistic Culture-Centered Approach)  

 

 사업수행의 영역에 있어 개발의 제반 요소 및 단계에 있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접

근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발굴이나 시행에 있어 원조일치(alignment)를 구현할 때 상대지역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수원국 참여 집단과의 교감을 통해 문화적 요소가 정치, 사회, 경제, 생태

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중요 변수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분야별로 지원되던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방식에서 나아가 

대상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문화중심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수원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공여자 측에서 선행되어야 한

다. 특히 전통적 공여국이 아닌 한국과 같은 비서구 국가의 경우 식민 또는 세계경영의 경

험이 없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대한 지식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전문성만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즉,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협력국 및 해당 지

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1
 정식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Fundación del Estado para el 

Sistema Nacional de las Orquestas Juveniles e Infantiles de Venezuela, FESNOJI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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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supplement)가 아닌 보완재(complement)로서의 문화 ODA  

- 한국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자산(common asset)으로 여기

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롤즈(Rawls)였다.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하

기보다는 운(luck)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1  

  

 센(Sen)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빈곤은 단순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인 역량(capabilities)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유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최근의 행복론자들은 개발분야에 있어서 행복이 경시되어, 심리사회

적인 안녕(well-being)이나 행복에 대한 논의 없이 대부분의 개발학의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

다고 보았다. 개발학의 하위 분야인 사회개발에 있어서도 박탈, 고통, 빈곤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의 좋은 삶이나 번영, 이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약했다고 본

다.2  

  

 개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의 양적 증가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들의 증가나 성장

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라는 인식 또한 함께 늘었다. 기존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개

발의 목표로 선호하였던 경제성장, 수익률 대신에 본래 개발의 목적이었던 인간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이나 복리(well-being)를 개선하는 비전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3 UN이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사람들의 선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 정의(UN 인간개발보고

서, 1996:49)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본 토론문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인간개발, 삶의 질을 고려하는 개발협력이 

                                                      
1 우창빈, 2013,‘글로벌 개발협력의 행복론: 센의 역량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

회 자료집, p.4,  

2 앞의 글, pp.6-10 

3 앞의 글,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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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적보다는 개도국의 

문화권에 민감해야 하며, 특히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보

존과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발전경험을 하는 시기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문화적 삶, 미국의 문화를 동경하며 우리 자신을 비하했던 패배주

의적 삶 등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개도국의 문화가 상실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경험을 절대화함으로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낮은 교육열, 종교적으로 심

화되고 있는 갈등적 요소, 단일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가 있는 개도국을 우리 방식으로 지원

하는 것의 폐해를 예측해야 할 것이다. 선의로 무장한 강제의 비효율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원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모듈은 우리의 발전경험이 

들어있는 정책들을 개도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도국 상황과 연관하여 재검토하고 

현실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공여국의 지위에 대한 흥분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며 새롭고 혼란스러울 가능성에 노출되는 양가 감정 혹은 이중 상황에 처

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참으로 섬세한 통찰에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 신흥 공여국의 정

부 부처들이 모두 ODA 사업에 몰려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기정책에 휩쓸리는 집단주의적 

흥분상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형 ODA 모델에서 누락되고 있는 문화적 관점, 즉 문화인지적(culturally 

sensitive) 가치의 누락, 문화 사업에 대한 간과에 대한 지적도 단순히 누락시켜버린 행정 착

오나 실수를 문제 삼고 그 행정적 취약성에 대한 교정 혹은 개선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러한 관점이 무시되고 있는 정책의 기조와 철학적 기반에 대해 고찰해보는 사고방식의 전개

도 대단한 발견이다. 경제성장을 발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발행정 시대의 논리라

는 인식이다. 문화적 관점을 인정하는 국제개발협력, 문화적 사업의 효과를 인정하는 국제개

발협력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개도국 주민들의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 사업

들을 향유하고, 당당한 인류의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사실자료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으로 공여국을 달성한 유일한 사례는 아니라

는 점, 즉,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 한국의 4개국이 공여국이 되었으며, 다만, 한국은 최

빈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라는 점에서 유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4  

  

  

 

                                                      
4 전영숙, 2013, '국제개발협력과 ODA', 2013 국제개발협력 교육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동반자사업 주최,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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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발전의 맥락에서 본  

한국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이주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전지구화로 증폭된 국제이주의 증가 속도와 규모는 이제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국제이주가 인류 역사의 전 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현재의 

국제이주 추세를 강조하는 것은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국제이주가 증가한다면 2050년에는 이주민의 규

모가 4억 5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주민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과

거 어떤 시기에 비해 민족이나 문화 집단 면에서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IOM 2010: 3).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국제이주의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과거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주가 송출국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일자리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이 이주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본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의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후 송출국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체류하는 국가의 발전도 이주와 발전의 

논의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출신국 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체류국의 이민정

책의 모색과도 관련이 있다. 개방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체류국의 발

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후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음도 지적되었다(Faist and Fauser 2009). 과거와 달리 이주민들이 출신국과 체류국의 경계

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공간(transnational space)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

이다(Schiller 2011). 송출국이나 수용국이 별도의 범주로 분석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국

경을 넘나들며 본국과 체류국에 함께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발전의 개념 또한 확장되어 논의되었다. 이주가 송출국이나 수용국의 경제적 발전

에 기여하는 부분에 국한되었던 논의가 사회발전이라는 광의의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렇게 되자 이주민의 송금과 같은 경제영역이 아닌 사회적 제도나 관념 가치의 확산과 같은 

영역도 발전의 개념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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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주 현상을 이주와 발전의 맥락에서 검

토하고자 한다. 이주와 발전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한국 사회의 이주 현상에 접목시켜 분석

함으로써 이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망과 정부 정책을 새롭게 분석할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이주와 발전 논점: 정부 정책과 시민사회의 논의 

 

한국 사회에서 이주와 발전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정부와 시민사

회가 개별적인 몇몇 의제를 논의하면서 연관 의제로 이주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을 언급하거나 이주와 발전에 관한 개괄적 논의를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이 종합적인 이민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의 자체

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주정책은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를 중심으로 각각 

분리되어 정비되어 왔다. 노동이주는 철저하게 교체순환의 원칙과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으

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결혼이주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정책이 운

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와 발전에 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에 대해 

상이하게 형성되었다. 이주와 발전의 맥락에서 한국의 노동이주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기여

에 국한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특정 영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관심의 한계이다. 시민사회 역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이주가 송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제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주노동

자의 귀환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발굴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결혼이주는 한국사회의 발전 문제와 직접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정책

차원에서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

램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혼이주가 기여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발전도 단순한 경

제영역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비롯한 광의의 발전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주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외국인 정책도 노동이주와 결혼이

주를 넘어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 수용국들

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경쟁력 경쟁을 강화하면서 한국도 외국인력 정책을 전문 인

력 확보 위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책 초기 단계에 확보된 전문 인력 대부분이 

원어민 강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 인력 개념을 ‘글로벌 탤런트(global 

talent)’로 대체하며 실질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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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 역시 교육협력 사업을 넘어서서 전문 인력 확보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전문 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2008년 ‘유학생 30만인 계획’을 책정하고 산학관

(産 學官) 연계체제를 강화한 것이 국제적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강동관 외 2012). 한

국 정부도 1990년대 교육 개방화 정책으로 시작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유학생을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잠재적 전문 인력으로 간주하는 정책의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의 규모는 2012년 4월 기준으로 총 68,000 여명이며 이

중 어학연수생을 제외한 유학생은 5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조세현 2012: 87). 문제는 전

체 유학생 중 72%가 중국 출신이라는 것으로 유학생이 좀 더 다변화될 필요가 지적되고 있

다. 

 

 

3.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 이주민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 대로 한국사회에서 이주와 발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초보적이며 

그나마 경제영역에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정책의 정당성 확보,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치

적 수사로 확산되고 있을 뿐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계몽적 표어

나 선언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출신국

과 한국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지만, 이 역시 구체적 실적이나 진

행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제안인 경우가 많다. 실제 정책 평가에서

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주체로서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김이선 외 2011: 18). 이주민과 관

련된 문화정책 분석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정착이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에 다문화 사회의 전

개 단계가 변화하는데 그에 맞는 문화정책의 비전과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문제점(김이선 

외 2008)도 지적되었다. 

 

이 절에서는 미약하지만 한국사회가 이주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사회발전의 초기적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

책은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전달의 주요 기관인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들은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적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나 친족의 문화 

간 이해 감성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인 사업으로 지역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행사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이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문화다양성 증진과 같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거의 범부처가 망라되었다

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부처들이 관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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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토대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전문 강사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 참여

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주관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결혼

이민자 출신국이나 다문화가족 이해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나 농림축

산식품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교육과 농촌 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교육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부처는 부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문

화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정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실질적 사례를 발견하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지방자치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

자들이 본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보여주는 공연과 참가자들의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천여성의 전화에서 설립한 ‘아이다 마을’은 결혼이민자 등 이주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이주민과 

주민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축제 형식으로 열어왔다. 아이다 마을이 시작한 축제는 2009년 

이후 6차례 진행되었는데, 2013년에는 아이다 마을 내 자조모임 중 하나인 필리핀 출신 이

주민들의 자조모임인 다마얀 팀에서 2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위해 필리핀 대나무 춤, 문화

행사, 그리고 필리핀 문화 체험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열었다.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는 이유는 

이주민들이 본국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한

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문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러한 행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유사한 행사가 중복적으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이주

민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여전히 미약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국사회의 이주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정부나 

시민사회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혜적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인식이 온정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지적(심보선 2007)은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주체로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에 이주민의 

문화적 공헌을 제한시키고 있다. 

 

둘째, 정부의 다문화정책이나 언론과 시민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가 ‘다문화’

는 이주민에 해당되는 개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전

체가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적 전망으로서 다문화사회를 정립하지 못한 현실이 문화다양성 

증진에  이주민을 연계시키지 못한 것이다. 문화 간 다양성으로만 인식되는 다문화사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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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문화 내 다양성으로 화장시켜야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할 수 있다(한

건수·한경구 2011). 

 

셋째,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과 담론이 정치적 올바름과 계몽적 수사에 그침으로

써 국민 다수의 실질적 토론과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에, 국제이주가 한국 사회의 발전

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한국 사회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가 제

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 결과 최근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론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이

러한 내용을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이며 기계적인 보도를 통해 받아

들이는 국민 중 일부는 반이민, 반다문화주의 정서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건수 2012). 

 

넷째, 대부분의 이주민 관련 행사들에 지역사회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매주 저조하

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리는 ‘다문화’는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라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 주는 현상이다. 이주민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이

루고자 하는 의도는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에서 

매달 다양한 이주노동자 출신국의 음식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교류를 모색하

려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주민 참여라는 장벽을 넘지 못한 바 있다. 

 

 

4.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이주와 발전을 중심으로 

 

이주와 발전은 문화와 발전의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전지구화가 초래

한 사회변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제이주의 급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주의 목적이 대부분 경제적 원인이고, 단순히 국경을 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지속적으로 넘나들며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 목표와 전략을 논의할 때, 이주의 발전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앞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이주와 발전 논의는 이주의 역사가 깊은 국가들에서 다양

하게 발전해 왔고, 발전의 개념이 단순한 경제영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와 발전 논의는 매우 초보적이며 정책담당자나 일반 시민 모두 경제적 영역

에만 국한해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 이주민들의 공헌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발전의 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이주기구(IOM)와 같은 국제기구

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현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와 발전 논의가 다양한 이론적 정향을 보여주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진행

되고 있는 이주의 흐름이 상이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국 정부의 

정책과 역할이 유사한 이주의 흐름에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Portes 2011).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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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의 이주 현상이 한국과 관련 송출국의 발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민사회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는 이주와 발전을 고려할 때 송출국이나 수용국에서 고려해야 할 의제

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주민의 송금을 이주민의 사적 영역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를 해당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이주를 통해 흩어져 있는 이산공동체(diaspora)가 체류국과 출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이주민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

나 정부가 자국출신 해외 체류 과학자와 자국 연구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례도 있다. 넷째, 

귀환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자본, 이주 경험과 지식을 본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순환이주를 촉진시킴으로 관련국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IOM 2010: 49-53). 

 

국제이주기구가 제안한 내용들은 아직 한국의 이주정책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 송출국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사회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송출

국의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두는 수준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본국과의 사회

적 경제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인 배우자나 다문화가족이 이러한 네

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혼이민자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가

까운 미래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주와 발전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단순히 한국의 발전에 이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넘어서서, 한국의 이주민들이 자

신들의 본국과 한국의 연계 속에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우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이주와 발전의 의제나 쟁점 현상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문화다양성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

은 관행적 정책 집행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서로 교류하

는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주 현상은 이제 계몽적 도입 단계를 벗어나 그 자체로 변화해 나가는 동

력이 형성되고 있다. 이주민 출신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정부나 시민사회가 

의도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 될 때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표출된다면 이주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부터 이주와 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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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논의하는 본 포럼의 마지막 세션에서 우리는 

Charles Vallerand사무총장의 주제 발표와 한건수교수의 발제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있어서 이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지구화의 과정에서 가장 쉽게,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상중의 하나가 이주민의 증가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이주민 송출국과 수용

국, 그리고 이주현상과 관계된 모든 영역의 문화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므

로,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조명하는 본 포럼에서 이주민의 역할과 문화다양성 증진에 관한 

논의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allerand총장과 한건수교수 모두 전지구화 과정에서 이주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확인하고, 미래에는 그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Vallerand총장은 캐

나다와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증가의 여러 특징들을 설명한 후, 이주민이 그 송출

국, 수용국,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예술·문화 생산과 소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주민들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회 

내에 문화다양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사회가 문

화 영역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성, 공정성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점검하는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또한 해당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활발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건수교수는 이주에 관한 사회

적, 학문적 담론들에 비추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관

한 한국 사회의 태도, 정책의 점검,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차례로 제시한 후, 그와 관련

된 정책적 차원의 제언을 하였다. Vallerand총장의 발표에서 이주민의 증가가 해당 사회들과 

전지구적으로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강조된 데 비해 한건수교수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세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담론들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 정책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

다. 

 

 이주는 이주민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문화 정책도 이주민 출신의 사회 구성

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다문화는 사회의 주류 집단과 신이주민 모두를 포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부의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다문화 관련 정책은 이주민 “그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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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1 특히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이들이 하루 빨리 한국의 사회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여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이주민들의 문화는 

발전을 위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 이주자의 

경우 교체순환의 원칙하에 철저하게 그들이 사회의 영구한 구성원이 되는 길을 막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문화 다양성 보다는 한국적인 것이라고 상상되는 문화적 동질성에 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의 노력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문

화다양성은 좋은 것이라는 정치적 올바름의 공허한 외침을 넘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과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되어 설득과 공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하여 Vallerand총장은 예술과 문화 산업의 예를 들어 

이의 생산, 유통 소비의 다원화가 가져오는 풍요를 강조하였다. 한건수교수의 주장대로 이주

를 초기의 이주 논의에서처럼 단순히 수용국 사회 내의 노동시장의 문제나 송출국에의 경제

적 기여의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이주 현상과 과정을 둘러싼 하나의 새로운 사회공간 

(social space)차원에서 논의한다면 이주민이 이렇게 여러 장과 차원에서 수행하는 역할, 문

화다양성의 여러 가지 방식의 생성과 표출, 그리고 이를 통한 발전으로까지의 논의가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19세기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서구의 기술적 진보에 대한 효과적 대

응의 부재 등에서 기인한 어려움으로 이주민의 송출국의 역할을 했던 위치에서 출발하여 노

동 시장의 필요에 의해 수용국의 성격을 가지게 된 오늘날 사회 내에서 이주와 이주민에 대

한 활발한 담론의 형성이 절실하며, 사회 내와 밖의 관련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 등의 현상

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균형과 깊이를 가진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Vallerand총장의 주장대로 이러한 변화의 고비들이 한국 사회에 이주민에 관한 담론을 활성

화 시키고 한국 사회 내의 다양성과 공정성, 민주적 과정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계기

를 제공한다면 한국사회가 전지구화 과정 속에서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축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실제로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급우를 비하하는 의미로 그 

학생의 별명을 “다문화”라고 불러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토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 이주민의 역할  

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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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 이주민의 역할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업부장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이주민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발제

를 해주신 IFCCD의 Charles Vallerand 사무총장님과 한건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

간 사례를 통해 두 분의 발제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건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한국의 다문화 상황은 서구 사회가 이미 오랜 시간

에 걸쳐 겪어왔던 문제들입니다. 한국에 다문화사회가 시작된 지 이제 20여년 정도가 흘렀

고, 2015년에는 다문화인구가 약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문화를 포용하고 

글로벌시민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및 시민단체들은 다

문화사회 진입에 대비해 다양한 개입방법을 모색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노력들은 서구사회의 시도와 경험을 반영한 것이기에 그 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희망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을 정부나 시민사회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혜적 대상으로

만 접근하는 관점은 그러한 희망을 가로막는 일차적인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제개

발협력의 초기에는 현지주민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수혜자로만 접근하였기에 전문가가 기획

한 프로그램을 의심없이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주민들이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역

량이 강화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현지주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는 다음의 두 예를 통해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오래된 미래」의 라다크 마을 개발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삶의 지혜를 보유하여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할머니가 개발이후 글

을 모르는 문맹인으로 전락되고 할머니 본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

식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 벙커로인의 맨발의 운

동(barefoot movement)에서는 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할머니들에게 태양열 기구 설치법을 

교육시키고 그 할머니들이 다시 각 마을로 돌아가 교육을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문맹인 할머

니들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문맹자인

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주민에 대한 통계자료

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고, 20~40대의 젊은 층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들은 분명 문맹 할머니들보다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가진 역량 및 자원에 근거한 사업 기획과 그들

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 및 구조를 조성할 



96 | 2013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때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귀국노동자들의 역량과 경험이 이주민의 본국에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아시아어린이와함께'라는 단체가 귀국한 이주노동자들과 연계해 

해당국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주민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

니다. 이 단체는 아시아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아동노동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해당 

사회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며,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제공, 학교운영, 정보교환, 장

학사업 등을 실시하는 NGO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10여년간 

일을 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수요조사부터 사업평가까지 직접 주관하고 참여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활동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또한 사업 실행시 네팔노동조합총연

맹(GEFONT) 산하 건설노조연맹 소속의 지역위원장이나 운수노조의 지역위원장 혹은 지역대

표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환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얻은 자원을 가지고 

현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네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였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합니다. 

한국 개발NGO(Non 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s)는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약 9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비로 지출되는 비용도 연

간 3,205억원(2011년, 87개단체 응답 기준)에 달합니다. 한국 개발NGO와 이주노동자 단체들

이 연계하여 귀국노동자들의 정착을 돕고 현지사업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면 한국 개발NGO들은 한국문화와 현지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현지직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는 본국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민들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의가 경제적 가치로만 고려되면서 이

주민의 생존과 인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3~4일에 열린 ‘이주와 개

발에 관한 UN 고위급회담’은 ‘국제이주의 이익을 이주민과 국가들에 확대하기 위해 모든 수

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키며 개발과 연계’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UN의 노력에 대한 이주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이주

민권리(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RI) 네트워크는 정부들이 이주를 단순히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생각하여 이주민을 송금수단으로 여기며 이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 지적합니다. 또한 국제이주민연대(International Migrants Alliance, IMA)도 사람들의 개발

목표 (인권, 빈곤과 불평등 타파, 식량주권,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보편적 사회복지, 젠

더 정의, 환경 지속가능성, 새로운 국제적 경제,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 평화와 안보)를 지

키고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부간 정책결정과정에 풀뿌리 이주노동자들의 참가를 증

가시켜서 투명성과 민주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주와 발전의 논의 

속에는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인권이 어떻게 신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의 인권이 배제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

여할 수 있다는 환상은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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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의 확대입니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육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상호 존중 보다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의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등으로 제

한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나 호주의 교육을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이 유

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속성 있게 연결되며 다문화 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모두

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

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적극반영하여 인권의 관점으로 교육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의 국제이해교육,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회원단체들의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몇몇 관심 있는 단체들로 한정되어 

있고 그 수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기관과 세계시민 교육기관들이 연계

하여 교육의 질적인 측면과 교육의 내용 및 교수법에 대해서도 더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반영될 때 향후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주와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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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제자 소개 

 

  

 

앤디 프랏 

런던시티대학교 문화경제학 교수 

 

앤디 프랏 교수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전문가이다. 영국 왕립예

술협회와 왕립지리학회의 연구위원, 사회과학원의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런던대

학교 (Bartlett School of Planning)와 런던정경대 (지리학, 도시연구소),  킹스 칼리지 런던 

(문화, 미디어, 창조산업)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런던시티대학교에는 2013년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00여건의 저서, 챕터, 기사 등을 집필했다. 프랏 교수의 논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andycpratt.info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문화산업 분석 전문가인 프랏 교수의 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한다. 첫째, 문화산업의 도시 공간 군집으로, 프랏 교수는 특히 도시군집의 사회, 경제적 

역학에 관심이 많다.  둘째, 문화 또는 창조산업 고용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로, 이

와 관련하여 프락 교수가 확립한 정의는 UNCTAD와 UNESCO가 표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 위원회들이 지원하는 연구사업들을 최근까지 주도해왔으며, 현재 4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런던 창조경제허브 수립 사업의 공동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다. 국가, 도시 정책

입안자, EU, UNESCO, UNCTAD, WIPO, 영국문화원에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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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문화담당관 

 

1995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문화 분야 준전문가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04년 중

국, 북한, 일본, 한국,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 문화사업을 총괄하는 프로그램 전문가 겸 

문화팀장으로 임명되기까지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특히 중국, 몽골, 북한에 중점을 둔 활동을 관장하고 있으며, 각국

의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유네스코의 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업을 수

립,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6개 세계문화유산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 무형 문화유산, 지

속가능한 관광, 박물관 개발과 더불어 유산 보존과 문화 개발 동인으로서의 창조산업과 

수공예 등 세계유산과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 주제에 관한 학회, 포럼, 

워크숍을 조직하며 민간분야를 비롯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체 구축에 참여

하고 있다.      

  

2012년 12월 몽골 사업의 공을 인정받아 우수 문화근로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

상했다.   

  

현재 대학과 교육기관 등에서 세계유산, 관광, 기타 관광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 역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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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발레란 

문화다양성연대국제연맹 사무총장 

 

찰스 발레랑은 문화다양성연대국제연맹 (캐나다)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다.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기업경영 전문가이며 퀘백대학교 (몬트리올)에서 통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유러피안대학교 (브뤼셀)에서 국제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캐나다 통신부에서 정책분석관으로 근무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캐나다 문화유산부 프랑스어권 이사직을 수행한 후, 파리 캐나

다 대사관 문화담당관 (1995 - 1996), TV5 퀘백 캐나다 기획이사와 커뮤니케이션 이사 

(1997 - 2002), 라디오 캐나다 법인담당 이사 (2002 - 2007), 캐나다 국제 인권민주주의 

발전센터장 (2008-2010)을 잇따라 역임했다. 퀘백행정공립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언론관계

학을 가르치고 있다.           

  

2010년 문화다양성연대국제연맹 사무총장과 캐나다 문화다양성연대 사무국장으로 임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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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 항 

캄보디아 압사라청 앙코르와트 관리 부국장 

 

퓨 항 박사는 캄보디아 압사라청 앙코르와트 관리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질관리부를 

책임지고 있다. 2002년 벨기에 루뱅 카톨릭대학교 (UC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8월 압사라청 근무를 시작한 이래 앙코르 와트 세계문화유산의 천연자원과 환경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앙코르 공원 내의 광대한 관개수로망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사원의 안정성과 씨엠립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고대 관개계

통을 복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 500년 전 말라버린 북 바라이 호수 (12세기에 만들어진 인공호수)    

  • 서 바라이 호수의 본래의 급수계통 복원 (11세기)   

  • 앙코르 톰, 프레아칸, 앙코르와트 해자, 스라스랑, 반띠아이 스레이 해자와 호수 복원 

후 물 채워넣기      

  • 최적의 수자원 관리와 앙코르 공원과 씨엠립 지역의 범람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과거 수백년 간 사용되지 않았던 17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대 운하와 수로를 복원. 

2012년 홍수가 발생하여 퓨 항 박사의 범람 방지 연구 결과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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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와 발전 전문가패널 

 

강주홍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며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기획·평가 수

행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국무

조정실 산업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연세대학교 행정대

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현재 한국형 ODA 모델 개발, ODA 통합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과 연구를 펼치고 있다.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동대학원 학과장 및 국제학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중남미 정치경제, 개도국 지식전수 

등이 있다.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등에서 

컨설턴트를 지냈다. 저서로는 한국의 대중남미투자와 진출전략연구(공저, 2007), 라틴아메리

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공저, 2005)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어서문학을 

전공했고, 영국 리버풀대학교에서 중남미지역학 석사 및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구문모 

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이고 관심 분야는 문화산업과 문화경제론이다. 한국문화

경제학회 회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지구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문화콘텐츠나 창조산업에 

관한 다수의 정책 보고서를 집필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동대학원에서 경

제학 석사를,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관심 분야는 주생활과 전시기획으로서 최근

에는 무형유산의 활용과 공동체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92년 국립민속박물관 근무를 

시작한 이래 기획전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전)’, ‘한민족의 젖줄, 한강’ 등

을 기획했으며, 2012년 ‘아리랑’ 특별전을 총괄 지휘했다.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건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시범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이자 캐릭터라인 대표로 관심 

분야는 문화 경영 및 문화산업정책이다. 인문콘텐츠학회 산학이사/감사, (주)세계문화경영연

구원 대표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정책 자문위원, kotra 경영 자문위원 등을 역

임했다. 저서로는 문화콘텐츠 입문(공동집필, 2006), 아이디어와 배짱으로 20대에 사장되기

(공저, 1997)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미국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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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 팀장 겸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젠더

와 개발, 여성정책, 제3세계 여성정책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및 KOICA 연수 프로그램 강

사로도 활동 중이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공저, 2008), 패러다임의 변

화와 여성․청소년의 도전(공저, 2006)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

형에 대한 분석 :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2008)’ 등이 있다. 인하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

했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철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장(컨벤션경영학과 교수)으로 재직 중이다. UNWTO(세계관광기

구) Asia Pacific Newsletter 편집위원장, OECD Tourism Committee 한국대표 및 컨설턴트, 한

국관광공사 남북관광협력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연구로는 ‘관광현상규

명을 위한 질적연구방법의 고찰과 적용(공저, 2009)’,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 관광협력

에 관한 연구(공저, 2007)’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미국 조지워싱

턴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 A&M 대학원에서 여가 및 관광학 박사학위

를 취득했다.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문화사회학에 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

서로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2011),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공저, 

2010), 불확실한 세상(공저, 2010) 등이 있고, 주요 논문 및 보고서로는 ‘몸의 지배양식과 개

인화의 역설(2009)’, ‘에쓰노그래피와 문화연구방법론(2008)’,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2006)’,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연구(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

적 지원방안연구(2006)’ 등이 있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의 사회학전공 교수이며, 소수자 연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

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종주의(2009),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2008),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2007) 등이 있으며, ‘다문화

사회와 소수자: 인종·민족 갈등(2006)’, ‘한국에서의 소수자 차별의 사회적 원인(2000)’ 등 다

문화사회 및 소수자에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오스틴)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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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문화인류학이며 주요 연구분야

는 문화유산, 세계화, 음식과 정체성의 인류학, 소비문화 등이다. 현재 문화재위원회 세계유

산분과 및 민속분과 문화재위원을 역임 중이다. 프랑스 파리 UNESCO 본부 임명 외부전문

가로 베트남에 파견된 바 있으며, 강릉단오제 유네스코등재 추진 자문위원, 아태무형유산센

터 설립추진기획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했고 미국 하버

드대학교에서 인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학과 강

사와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고,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조사연구팀장·도시조성실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저성장시대의 도시정

책(공저, 2011) 등이 있으며, ‘서울 청소년 창의지수 연구(공동집필, 2010)’, ‘문화도시 만들기

(2007)’ 등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

에서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업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아대책에서 국제부 팀장을 역임했으

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진행해왔다. 주요 연구활동

에는 '한국 개발NGO 역량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과 경험적 분석(공동연구, 2012)', ‘한

국 개발NGO 역량현황 기초조사 및 역량강화 방안(공동연구, 2011)’ 등이 있다. 그 외 연구

로는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한국국제개발협력 NGO 편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

국 개발NGO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조사(공동연구, 2009)’ 등이 있다. 서울과학기술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사회사업 석사를,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

개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이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사,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공공성-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공저, 2008), 미학과 그 외면(공저, 2010)

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했으며 홍익대학교에서 미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오명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경제인류학, 역사인류학 및 동남아시

아 지역연구이며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 한국동남아학회 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원장,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우리 안의 외국문화(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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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편저, 2004)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호주 모나쉬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승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및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문화경제학회 부회장, '문화경제연구' 편집위원장, 창의도시포럼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당신은 소셜한가?(2012), 디지털시대와 문화콘텐츠(2002),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

로운 패러다임(2008), 코펜하겐에서 일주일을(2013), 작은 파리에서 일주일을(2012) 등이 있

으며 문화산업과 창의도시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사회

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태주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ODA Watch와 글로벌발전연구소 ReDI 대표로 활

동하고 있다. 국제개발과 ODA정책, 문화와 발전, 국제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 외교통

상부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UNESCO APCEIU (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 문화읽기(2004), 

‘한국 ODA의 효과성과 개선과제(2011)’, ‘Korea joins the big league, but with a highly donor-

centric approach(2010)’,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공저, 2006) 등의 연

구와 저서가 있다.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 연구위원이다. 관심 분야는 지역문화, 문화교류, 문화 

ODA 등이며, 동아시아포럼 위원, 미래전략연구원 사회문화분과 연구위원,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 및 보고서로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

조(ODA) 사업개발 연구(2010)’,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9)’,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문화예술정책 개발 연구(2009)’, ‘아시아문화수도의 도입에 대

한 기초연구(2008)’ 등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설립된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도록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10여 년 동안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법

인사무국에서 기획실장, 전무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했으며,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회 부

이사장,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이사회 이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권역지원기관 강원도원주권

역 총괄팀장 등을 역임했다.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프로필 | 109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이며 동 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네스

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교육발전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교육정책위

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이민학회 편집 이사, 총무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아프리카 지역 연구, 민족 정체성, 국제 이주, 문화다양성, 역사인류학 등이

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분과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제 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 북미담당관실에 근무한 바 있으며, 한국

문화인류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집위원장, 한국국제이해교육

학회 회장, 한국이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공동체로서의 회사: 일본 기업의 인

류학적 연구(1994), 세계의 한민족: 아시아․태평양(1995)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 미국 하버드 대학 인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한승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동 대학 동서문제연구원 비교문화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고 전공분야는 문화인류학이다.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문화와 발전, 국제이주와 다문

화거버넌스, 인도지원(Humanitarian Assistance)과 시민사회운동, 문화유산과 박물관운영, 식

민시대의 민속연구 등에 대한 논문이 있다. 외교부 자문위원, Korea Focus 편집위원, 한국문

화인류학 편집위원, 재외한인연구 편집위원, 국제개발협력연구 편집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

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Edwin O. 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및 하바드-옌칭연구소에서 

연구했다. 

 

허인정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이사장 및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문화예

술사회공헌네트워크는 기업의 문화 나눔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컨설팅과 캠페인, 문화예

술교육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0여 년간 조선일보에서 기자

로 일한 뒤, CJ그룹 CSR팀장과 CJ나눔재단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와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을 공부했다.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현재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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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국무총리실 국제

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대통령 실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또한 르완다 대통령 실 

정책자문관을 필두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험대학교 개발재정학 

석사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

제경제학, 개발협력론, 국제지역경제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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