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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ly before his untimely death, the distinguished scholar Edward W. Said, author of 
such well known books as his now classic Orientalism, urged his readers and students 
not to give up on what he called “culture work”. By this he meant that while the field 
of development seems to be largely dominated by economists, and perhaps to a lesser 
extent by social policy special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culture remains a vital element 
in determining both what we mean by the controversial term ‘development’, and helping 
us to realize the means to get there once we have decided what it is we want to reach as 
that ideal future stat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wo main reasons, one negative 
and the other positive. The negative one is that, as we reach the end of the two decade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e realize all too clearly that many of those 
goals have not been met, and indeed in some cases there has actually been a regression 
from the situation of the year 2000. Poverty, conflict, child mortality, maternal health 
and other indicators, show us that despite the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advances of 
the past decades, we are, as a global community, still very far from reaching even half 
way respectable results. Conventional, growth driven and purely economically measured 
models of development have simply not delivered the expected satisfactions that they 
promised. They have in fact contributed to the other pressing problems that our planet and 
civilization now faces: global warming, pollution, loss of biodiversity and new forms of 
inequality that have accompanied the spread of globalization. 
The positive reason is more encouraging. If almost any of us were to be asked to define 
what we would want from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empirical studies show this to 
be true) it is by no means only the increase in our material wealth, but rather the expansion 
of satisfactions of a quite different kind: freedom of expression, good quality relationships, 
happiness as understood in our particular society, and participation in a rich cultural life. 
Development, understood in a holistic sense, inevitably involves culture. If one goes back a 
decade or two to the “basic needs” theories which were popular in development discourse 
of the time, it is significant that in every list of such needs known to me, while material 
ones played a part, others such as leisure, aesthetic pursuits, the pursuit of spiritual goals, 
and the freedom to create forms of expressive culture, are always higher on the list. 
Fulfillment in other words can never be purely material: without the riches of culture, 
“development” is an empty concept.
In our present multiple (and humanly induced) global crisis the link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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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and culture need to be understood and strengthened. And here we face 
several challenges: the paths to creating sustainable cultures out of the ruins of our old 
dysfunctional ones (ones indeed that have contributed directly to the creation of the crises 
that now confront us), and how to ensure that those future cultures are ones of justice, 
allowing equality, promoting access to cultural riches, and nurturing creativity in its many 
forms. The goal must be the development of culture, not just the analysis of development 
and culture (that of culture simply as an instrumental means to some other developmental 
goal), and hence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policy as well as social policy.

Reimagining Development

In one of his books, the well known critic of corporate capitalism and its associated 
globalization, David Korten, has written that “The create a just, sustainable, and 
compassionate post-corporate world we must face up to the need to create a new core 
culture, a new political center, and a new economic mainstream” in pursuit of what he 
calls the shift to “a new integral culture that affirms life in all its dimensions”. I think he is 
right. The problem is that he, like many other writers in the field of what might be called 
“alternative development”, while indeed discuss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of a sustainable future, does not in fact elaborate on what this new “core culture” might 
look like. But any discussion of “development” must surely raise this question: not only 
of the political changes desirable (no doubt in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and 
participation), and the economic ones (in the direction of social justice, solida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ut also of the cultural forms that are both important in 
themselves (forming the fabric of our everyday lives), and which accompany and support 
such political and economic initiatives, neither of which exist in a social vacuum and both 
of which are deeply informed by cultural values.
Some would even go further and argue that the roots of our current planetary crisis are to 
be found in our dysfunctional cultures and civilizations, ones that are out of touch with 
nature, have severed themselves from their traditional spiritual roots, and which manage, 
despite their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to create endless new forms of alienation, 
inequalities, and social exclusion, and which seem to be committed to the blind belief that 
endless consumption and growth in quantitative terms can be sustained forever. But if we 
stand back for a moment and ask ourselves what role should actually play in development 
– understood as the best practices that we can devise to bring about human and ecological 
security, meaningful lives and wellbeing for the greatest number – and what a new “core 
culture” compatible with the sustainability of our planet might look like, we can ask fresh 
and interesting questions, and through them suggest new methodologies for approaching 
development.

In the past “culture” has often been seen as a way of delivering “development”, the two seen 
as being quite different things. Cultural knowledge, often derived from anthropology, was 

in this paradigm considered useful in understanding how best to impose a set of policy 
decisions on a target population in such areas as health, agriculture, population planning 
and so forth. This is legitimate up to a point – reasonable policies (if they are such) do 
indeed need to be implemented. But it also has fundamental weaknesses. The purely 
instrumental approach to culture can easily lead to the ignoring of the intrinsic value of 
the particular culture in question, and the failure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feedback 
loop between new policy initiatives and changes in culture. A new health system in a 
village does not just “deliver” new therapeutic and pharmacological goods, it also changes 
conceptions of illness and its appropriate treatment, alters traditional links between religion 
and illness, and profoundly changes what the medical anthropologist Arthur Kleinman has 
called “illness narratives” – the ways in which people make sense of their own illnesses and 
explain them both to physicians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to others in their 
own community. Cultural change, an important part of the total development process, is as 
a consequence not only driven by direct assault of other cultural forms (although of course 
this happens with the advent of TV, foreign movies, new fashions and the spread of alien 
popular culture for example), but by changes in the context of the original culture – its new 
relationships to itself refracted through wider national, governmental or developmental 
policies and which begin to change the subjectivity of its members.

One quite natural response to this is to jump to the defense of “traditional” culture, and 
to try to shield it from the erosive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other social changes. In 
practice this is difficult and overlooks the fact that “traditions” themselves are constructed 
and have a history. By a new “core culture” what I assume Korten is recommending is not a 
new single global culture of uniformity, but the identification of a set of core values. Before 
trying to identify what these might be we should briefly understand the framework in 
which I would like to discuss culture. Culture is not an essence – it is inherently dynamic 
and changing, and is often the site of struggle rather than the acceptance of a single 
body of beliefs, practices and institutions. It is as a result at the same time the depository 
of our historical experiences and as such the main source of our collective and social 
imaginations, and also a tremendous resource for conceiving and mapping humane and 
viable futures for our planet. Culture is not just what is, but also what can be. One piece of 
contemporary evidence for this is that, in the light of our looming world- wide ecological 
crisis, almost all the major religious traditions have now begun to re-examine their own 
scriptures and practices, to begin to both question how those might have contributed to 
causing that very crisis, and how they might re-orient their teachings and practices in a 
more ecologically responsible direction.

To return then to the issue of cultural values as they pertain to development –what might 
these be? Let me suggest the following as the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The search for non-violent means of cultural expression (and development has often been 
very violent in its processes an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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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otion of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the seeking for a 
notion of human identity that transcends anthropomorphism.
The recognition that culture contains and often conceals inequalities, hierarchies of power 
and domination and traditionally justified patterns of gender, age or ethnic discrimination, 
and that these need to be recognized and overcome.
That culture cannot be separated from economics, but must overcome the strange 
contemporary situation in which economics has become the master of culture, rather than 
its servant.
The promotion of a culture of responsibility rather than of rights and entitlements.
The encouragement rather than suppression of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That if development should mean the enhancement and protection of life, and that it is 
through positive cultural values (those that themselves enhance life) that this will primarily 
be achieved.

Development has come to be regarded as a technical and managerial process, and one 
dominated by economics. I would prefer to argue that it is an art, one that involves a 
continuous balancing act between preserving existing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and 
drawing from them in the attempt to conceive of better and more humane and sustainable 
futures on the one hand, and developing culture itself as the actual desired content of our 
everyday life-worlds. We may overcome material poverty (although we are still very far 
from this goal), but without overcoming our cultural poverty through close and critical 
examination of the manifestations of that culture (for example its consumerism and 
addiction to violence in its films, stories, video games and other media), any future state 
of “affluence” may prove to be simply another form of spiritual poverty. As a patient of the 
anthropologist Arthur Kleinman mentioned above so clearly put it in words that are as 
applicable to development as to medicine, “We have powerful techniques, but no wisdom. 
When the techniques fail, we are left shipwrecked”. 

Cultur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We have then hopefully established the general significance of culture in relation 
to development. Let us now turn specifically to the question of its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I am sure you are all aware, next year will be the anniversary 
of the 2015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at document recognized several very significant aspects of cultur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idea that, just as biological diversity 
is essential for the health of our planet, so is cultural diversity, but that that very diversity 
is also under threat, not least from the forces of globalization. As the Convention puts it 
“Noting that while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which have been facilitat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fford unprecedented 
conditions for enhanced interaction between cultures, they also represent a challenge 

for cultural diversity, namely in view of risks of imbalanc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It also notes that while we should celebrate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in promoting human rights and freedoms, it is important locate culture within a larger 
framework. That framework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is that “Cultural diversity, 
flourishing within a framework of democracy, tolerance, social justice and mutual respect 
between peoples and cultures, is indispensable for peace and security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is of course is true in principle, but no always unfortunately in 
practice. It should be our role I believe, as specialists working at the interface of culture and 
development, to understand the UNESCO Convention not as a statement of what is, but 
as an ideal situation that we need to work towards bringing about. For unfortunately those 
conditions of tolerance, social justice and mutual respect still do not obtain across much of 
our troubled planet. 

In this far from ideal situation, we should reflect on the tasks that we might undertake to 
bring it about, and here I will if I may, suggest what some of these might be.

1. The recognition that culture is not only a solution to many of the tensions that 
currently afflict the world, but is the source of them. Racism, sexism, ageism, negative 
forms of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amazing lack of knowledge about each 
other’s cultures, or even where each other’s countries are, is still widespread. Given 
the current concerns about the rise of militant forms of Islam, I have often asked 
my students how many of them have read the Koran. So far, with the exception 
obviously of some Muslim students (but not all!), not one has done so, including 
those interested specifically in the Middle East. This being the case the root of the 
problem is presumably education. We hear a lot these days about “ESD” –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 but in the syllabi and proposals that I have seen few if any include 
the issues of firstly, the ways in which our existing cultures may have contributed to 
non-sustainability, and secondly, means of promoting sustainable cultures or cultures 
of sustainability. This is an issue that I think we must address, and it will be an exciting 
and creative one to think about the ways in which culture (which cannot and should 
not be “planned” or “managed”) might be nurtured and encouraged in ways which are 
both fulfilling and contribute to long term sustainability.
2. Many of the discussions that I am aware of concerning “culture and development” 
utilize a highly abstract concept of culture, and one that in many cases is closer to 
issues of social structure than they are to culture proper. Culture in a concrete sense 
involves multiple levels of our everyday life experiences – foods, clothing, manners, 
language, our customs of gift giving, the layout of our houses and a myriad other 
things, many of them small, but which collectively constitute our daily reality. In 
addition to these mundane but vital practices, there are also what we think of as ‘culture’ 
in some’ higher’ sense – notably the arts in all their manifestations – music, dance, 
theatre, design, decoration, fashion,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 all of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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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form the expressive or performative aspects of our lives, but which also shape 
those lives in ways that we often do not even recognize. If you read the writings of 
architects you will find that they are full of utopian ideas about how space shapes our 
daily lives, interactions, levels of efficiency and happiness. And indeed space does this, 
especially the built environments that architects and planners design, but usually not 
in the ways that they envisage. Yet we rarely reflect on the ways in which buildings – 
cultural artifacts – do shape our happiness, health and social interactions, which they 
most certainly do. When those architectural ideas are translated across cultures, they 
in turn deeply influence the subjectivities of those on whom they are imposed. All 
colonialist cultures know this – think of New Delhi as the capital of British India, with 
its huge scale, massive avenues designed for processions and military parades, not for 
ordinary human movement; or of the old Seoul City Hall and its recent re-building; 
or of the ways in which one of the first acts of the newly independent Indonesian 
government was to set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old Dutch capital of Batavia 
into the new capital of Jakarta through radical re-planning of the city. Culture is not 
abstract at all – it is the fabric of our everyday lives, and in considering the question of 
culture and development it is vital to remember this. Changing people’s culture is in a 
sense changing the “DNA” of their lives – the basis of their world views and patterns of 
living. It cannot be done lightly.
3. This is where the issue of globalization becomes significant. As the UNESCO 
Convention rightly points out, globalization is double-edged – while it in principle 
creates the conditions for more cultural dialogue, in fact in so many cases it takes the 
form of a kind of cultural imperialism. I do not know the situation here in Korea, but 
in my local video rental shop in Tokyo, more than 50% of the movies are Hollywood, 
less than 30% Japanese, and the remaining 20% divided between Korean (I am sure 
you will be pleased to hear!), European and other origins. I have only however been 
able to find three Indian films, no Southeast Asian ones and only three or four of 
Middle Eastern (mainly Iranian) origin. A large number of literary and professional 
works are translated into Japanese from English each year, and some from French, 
German, Chinese, and Spanish, but few from other languages. And as we all know, a 
huge percentage of the data available on the Internet is available only in English and 
very little or almost none in many other languages. The issue here becomes that of the 
management of globalization in such a way that it does actually promote rather than 
retard genuine mutual cultural exchange. To some extent this does happen by way of 
the spread of popular cultures, but even then these tend to favor certain producers 
over others (British pop music, Japanese comics and animated movies, and perhaps 
now K Pop?).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factors in globalization as 
well as economic ones is vital, and also their interrelationship, as it is often economic 
domination that leads to cultural domination: with patterns of trade come the foods, 
music and fashions, a process that one sociologist has termed the “McDonaldization” of 
the world.

4. One means to manage this is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policies as well as social policies. Most states and many international aid and 
development agencies have social policies of course – plans for alleviating poverty, 
promoting maternal health, bringing clean water and so forth. But how many have 
any cultural policies? It is very difficult indeed to name any major agency other 
than UNESCO that has plans for developing art, promoting local theatre or dance, 
supporting writers, subsidizing orchestras, building cultural centers, translating local 
literatures so that they become better known internationally, or creating exchanges 
between artists and performers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Yet all thes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s such to the enriching of lives and the preservation 
of cultures, many of which have long established or represent sustainable links to the 
environment, to health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are forms of self-respect and 
have grown out of the soils and historical experiences of those peoples. When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culture is not a “luxury” to be added when economic growth 
has taken place, but is one of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any holistic development, 
and may indeed be thought of as the goal of development. What else is it really for 
but the enhancement of life, the pursuit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fulfillment,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the cultivation of means of expression and creativity?

Some broad general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is. Cultural diversity is an inherent 
part of the make- up of the social world. When this is ignored major mistakes are made 
in development policies and practices.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kind of approach in 
development. Rather the cultural specificities of particular societies alway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velopment planning, and this can be a controversial area. Very few 
societies have one single, homogeneous culture, but in fact a plurality of cultures depending 
on ethnic, religious, age and gender differences, all of which are equally worthy of respect. 
Cultures as we know are also dynamic, and it is equally necessary to avoid the error of a 
kind of static essentialism – assuming that is that a culture always remains the same and 
can be dealt with on the basis of that assumption. Culture is in fact a set of practices, and 
hence always strategic, shifting, instrumental and oriented to the achievement of certain 
goals on the part of the actors, and anthropologists have long known that what people do 
and what they say they do are often two different things, that should never be mistaken 
for one another. Some societies cannot even answer the question in the abstract of “what 
is your culture?” and may have no specific word for the concept as it exists in English and 
many other languages. What all this means is that in using the concept of “culture” at all,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comparative, critical and reflexive attitude. Cultures after all can 
contain elements that many of us find disturbing. They are also multi-layered and contain 
within themselves links to such ideas as identity, the emotions, local conceptions of nature, 
creativity and futures, possible or desired. They are constantly shifting under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social movements and cultural changes taking place in surrounding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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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in other words is complex and always carries with it the danger of being 
substituted for a critical and analytical history in which the layering of culture is 
understood as emerging not from a purely or indigenous trajectory, but from the 
experience of colonization, slavery, exiles, persecutions and other far from positive 
experiences, all of which have shaped what is now understood to be ‘the culture’ of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who may for the same reasons not actually be a homogeneous 
group at all, but are now considered a ‘nation’ as a result not of natural anthropological 
processes, but of the way in which states as part of their political project have historically 
shaped social subjects. This leaves us with two final thoughts. The first is that, while culture 
is essential to any holistic or humane conception of development, the term itself must be 
fully understood in all its subtlety, and handled with great sensitivity given that the values, 
emotions and world-views of people are involved. The other is to recognize that culture is 
not just ‘discovered’ it is not only ‘out there’ external to us, but is constantly being shaped 
by all of us. The pursuit of a culture of sustainability is a project. Such cultures may not 
yet exist, or exist only in a very small and limited form. It is our task to bring them into 
existence, but to do so drawing on the endless positive riches of our existing cultures.

Let me end with a few brief comments on the role of Korea in this process. Korea has many 
things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such cultures of sustainability. It is a nation with a 
long and rich cultural tradition, not widely enough known globally. It is also a society that 
has experienced what I might call one of the most compressed development experiences 
in history, having risen in half a century from the ruins of war to becoming one of the 
world’s leading and strongest economies. Korea has experienced colonialism, cultural 
negotiation over many centuries with its powerful neighbors, and in particular China, and 
rapid exposure to the forces of globalization and global cultures. Yet my impression is that 
throughout all of these upheavals, Korea has managed to retain its cultural integrity. As 
a society which has never been a colonizer, and which is itself learning internally to cope 
with the effects of rapid and intense development, nowhere is better placed to both show 
how development might be achieved while maintaining and hopefully enhancing not only 
traditional culture, but also its contemporary artistic, performative and literary expression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o be a mentor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at face 
the same dilemmas and themselves struggle with the problems of achieving material 
growth while not sacrificing the very values which for holistic or integral development 
should be the very goal of those sacrifices and struggles.

Introduction

The binomial ‘culture and development’ is understood today in terms that are far less 
ambitious and holistic than they were four decades ago. The term has also lost much of its 
former purchase. In that founding moment of the mid-1970s, when the idea of the role of 
culture ‘in’ and ‘for’ development began to take shape (principally at UNESCO), ‘culture 
and development’ was a grand new idea. It evoked the vision of a world in which non-
Western societies – or ‘developing countries’ – would rethink and redefine development 
in new, non-Western ways,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cultures and worldviews. Today, 
that aspiration appears misguidedly Utopian, ill suited to the realities of a globalized world. 
The binomial itself is no longer central as a master narrative; it has been displaced (largely 
if not wholly) by the discourses of ‘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e economy’, in which the 
value of culture is seen in far more instrumental ways. Culture in and for development 
today refers principally to the market-drive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or to what Fredric Jameson called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This utilitarian perspective on culture and development – the reigning twenty-first 
century version – was distinctively formatted by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language of the Convention is a coded term that refers to the measures by which ‘developed’ 
countries should recognize and act upon a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developing’ ones. Thus the Convention’s Article 14, 
entitled ‘Cooperation for development’, stipulates that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foster the emergence of a dynamic 
cultural sector’. But experience to date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udable 
ambition, deliberately envisaged in the early 2000s by the protagonists of the Convention 
(Canada and Franc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wide measure of support in the global 
South, has been in fact very limited. 

Yet despite this, as the economistic frame of reference has returned to centre stag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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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Western countries themselves have brought the contribution of the ‘creative industries’ 
to the heart of their policy-making agenda and it was in fact in the spirit of the 2005 
Conven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oriented provisions, that the 2013 special edition 
of the United Nations Creative Economy Report, sub-titled Widening Local Development 
Pathways, was prepared by UNESCO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To attain its purposes, the Report innovated, seeking both to broaden the ‘creative 
economy’ paradigm and root it meaningfully at the local level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port thus contained a number of less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These pertained notably to what can be seen as the critical factors 
of success for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and officials would be well advised to take fully into account. A selection of these 
lessons will therefore be presented below. 

Culture and development: a shrunken discourse

But before exploring the critical factors, I shall briefly deconstruct the evolution of the 
culture and development discourse in order to highlight some of the issues this raises. 

The founding version of the discourse was based on the claims put forward on behalf 
of diverse ways of life. The grab-bag definition of culture proffered by the 1982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was the rallying cry.1 A real problem, arises, however, 
with definitions of such great breadth, as Marshall Sahlins warned: ‘when culture in the 
humanistic sense is not distinguished from ‘culture’ in its anthropological senses, notably 
culture as the total and distinctive way of life of a people or society. From the latter point of 
view, it is meaningless to talk of “the relation between culture and the economy”, since the 
economy is part of a people’s cultur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1996: 21). 

This tautology was matched by the largely rhetorical character of these claims. Witness 
UNESCO’s notion of the ‘cultural dimension of development’, which was never specifically 
defined, but evoked in language such as the following: ‘balanced development can only be 
ensured by making cultural factors an integral part of the strategies designed to achieve it; 
consequently, these strategies should always be devised in the light of the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each society’ (UNESCO, 1982). This was an elusive programme, 
much easier to advocate than to accomplish. It was the product of decolonization, as 
newly independent ‘peoples’ began to challenge the frame of reference in which a sole 
(Western) system of values generated rules and goals that were assumed to be universal. 
Hence the search for other kinds of modernization, accompanying the realization that 
economic criteria alone could not provide a programme for human dignity and wellbeing. 
Imperatives of collective identity and recognition were also involved, replicating the 
process by which German bourgeois intellectuals, e.g. Johann Gottfried Herder, affirmed 

1 ‘…culture may now be said 

to be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

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society or social group. It in-

cludes not only the arts and 

letters, but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s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the notion of Kultur against the French Enlightenment concept of civilization. Kultur was 
what truly identified and distinguished a people. Cultures came in kinds, not degrees, in 
the plural not the singular. This late eighteenth-century conflict between Enlightenment 
rationalism and Kultur anticipated the late twentieth-century stand off between 
mainstream development economics and the viewpoints of local peoples. In both cases, 
what was ‘error’ to the first was ‘culture’ to the second (Sahlins, 1994). 

A rather different perspective emerged from the 199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The Commission’s point of departure was to recognize that 
UNESCO’s ‘cultural dimension of development’ was little more than an incantatory slogan. 
As a construct, it had remained abstract, resistant to operational application. As noted some 
years later, ‘complex notions such as culture inhibi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y pack together’ and ‘to understand culture, we must first deconstruct it. If 
its elements are disaggregated, it is usually not difficult to show that the parts are separately 
tied to specific administrative arrangements, economic pressures, biological constraints, 
and so forth’ (Kuper, 1999). 

Our Creative Diversity, the World Commission’s report, performed some of the work 
of disaggregation, by exploring the links between the ‘cultural’ and various economic, 
political and societal phenomena associated with development. The aim was not to 
tinker with a pre-established development model – ‘add two spoonfuls of culture and 
stir’ – as Nederveen Pieterse put it (2010), even less did the Commission seek to rethink 
the development itself. Instead, the stakes were to uncover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beliefs, traditions, ways of living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The World 
Commission also saw that the reifications and assumptions of ‘national’ homogeneity 
linked to the culture and development project were already being superseded by the flows 
and interdependencies of incipient globalization. It was going to be increasing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keep envisioning development as a purely national and/or governmental 
project. 

In addition, the political ideals that inspired the World Commission include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open society, consciousness-raising and community empowerment. 
These perspectives made it essential to capture more precisely the ways in which people 
engage with what they themselves define as ‘culture’ and in terms of their capacities for 
action in a range of contexts – the economic, the social, the environmental, the familial and 
the personal. People’s definitions may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the received, traditional 
and official ones, or for that matter with the nostrums of classic development policy. In the 
wake of the World Commission’s effort, the late Colin Mercer (2002) therefore suggested 
breaking down the great abstraction that is ‘culture’ into four distinct orientations: 

-   A ‘cognitive and expressive orientation’, or its role in forming personal value systems 
and forms of identity, lifestyles, expressions and conduct within tho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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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ocial reproduction orientation’, or both the constitutive and instrumental roles of 
culture in social organisation.

-   A ‘resource orientation’, or the economic role of culture as a significant industry sector 
in its own right (the dominant gloss nowadays) and in everyday life.

-   A ‘political orientation’, or the role of culture in establishing, maintaining and/or 
challenging power relations.

Note, however, that three of the four orientations are instrumental in nature. Indeed it 
has become well nigh impossible to advocate the cultural for its own sake. The claims of 
culture are legitimate only if it can be construed as a means of promoting and sustaining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nd this despite the injunction of the World Commission 
‘both to acknowledge the far-reaching instrumental function of culture in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to recognize that this cannot be all there is to culture in judgements 
of development. Culture has to enter in a more fundamental way – not as a servant of 
ends, but as the social basis of the ends themselves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1996).2

The far-reaching idea of seeing culture ‘as the social basis of the ends’, however, is 
unfortunately more honoured in the breach. For things to be otherwise would be at odds 
with the utilitarian zeitgeist of our time, dominated by the so-called ‘neo-liberal’ agenda of 
global capitalism and the formatting influence of business enterprise in all realms of life. 
There is no sign, alas, of any powerful development model anywhere in the contemporary 
world that constructs truly alternative ideas of the good life based on culturally determined 
values and goals. 

One domain, however, appears to be an exception. This is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a cultural cause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word. But even here, muddle has 
overcome clarity, as the very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bandied about in 
ways that diverge considerably from the fundamental idea formulated in 1987 by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a development process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n the current usages, the central purpose of inter-generational 
responsibility has been either lost altogether or relegated to the background. Instead, the 
word is deployed indiscriminately as a ritual qualifier. Having become a commonplace, 
the term often connotes rather banal purposes. Thus it can refer, inter alia, to whether the 
momentum of any process can be kept alive, or to whether this or that project will have 
the capacity to endure, or to whether this or that expenditure can be afforded over the long 
term, or to the medium- or long-term financial viability of a project or institution, or to 
the ways in which certain practices conduce to a better quality of life. None of the these 
understandings is really about development itself as a cultural project, or about culture as 
the basis of the ends of development.

2 This actually echoes the 

broad early vision of culture 

and development, but in an 

appropriately modified way, 

drawing directly on the ‘human 

development’ formulations of 

Amartya Sen (1999). 

Widening Local Development Pathways

I return now to the lessons that the United Nations Creative Economy Report 2013 holds 
out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community. 

The Report highlighted the cultural creativity both marketable and non-marketable 
that exists in many different places and forms. In the global South, these forms are not 
mirror images of those in the North, nor do they need to be. They are contingent and 
path-dependent, with structures and modes of functioning that vary considerably. The 
Indian film industry, for example, unlike the global film industry, which is oligopolistic, 
informal, highly fragmented and characterized by different forms of proprietorship and 
partnership. Its specificity reflects particular structural, cultural and geographic conditions. 
Similarly, Asia as a whole is marked by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urely Asian 
cultural products, such as those of Bollywood, the Hong Kong and Korean film industries, 
Cantopop and Mandarin pop, Japanese manga and anime productions, and the animation 
and digital media industry.

Across the global South, then, cultural creativity is located in diverse cultural landscapes, 
epistemologies and worldviews, and layered within multiple histories and continua – pre-
colonial, colonial, modern and now emerging post-modern urban. It spans oral, literate 
and neo-digital cultures as well as both informal and formal economies, all situated within 
rural, peri-urban or urban settings. In these locations of layered simultaneity, in addition to 
generic policy measures and mechanisms, other parameters will determine the success or 
otherwise of promotional policies. So how to recast the terms in which the global script of 
the ‘creative economy’ might be more productively engaged with in non-Western settings? 

First, by shifting the frame from the national to the local, since ‘the creative economy is not 
a single superhighway, but a multitude of different local trajectories’ in developing country 
cities and regions. It is imperative, in other words, to appropriate the ‘creative economy’ 
discourse not as a unified logic, to be imported wholesale, but rather as an invitation to 
rethink – creatively – what its flourishing might mean, tangibly, in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in diverse circumstances and settings. Often, in these local places of work, cultural 
value chains have little to do with the post-industrial knowledge economy as such, but 
instead are more arts or crafts-based and play out in pre-industrial settings. 

Second, we need shift the terms of engagement away from purely economistic thinking. 
For this purpose, the Report foregrounds, under the broader notion of ‘cultural economy’, 
three domains in the framework of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human development. 
The first is cultural expression (or artistic practice),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the 
second is cultural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nd the third is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Being able to either generate or access all three – in addi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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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that people are given to produce, distribute and consume cultural goods and 
services – must be counted among the instrumental freedoms that are integral to human 
development. Length limitations prevent me from elaborating on this broadening of the 
paradigm here; those interested may consult the Report itself.3 I shall therefore turn now to 
an exploration of some of the critical factors of success.

Some critical success factors

To be sure, certain essential measures need to be put in place at the national level, e.g. 
greater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sharpened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more funding and better access to financial instruments, reinforc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or improved trade and export strategies. Yet municipal policymaking is 
often more effective in generating results than national strategies. This is due not only to 
the complexity of integrating inter-ministerial and cross-cutting policy actions, but more 
importantly to the ability of local level support mechanisms to better respond to local 
specificities, particularly those based on cultural, artistic, linguistic and natural resources. 
It is precisely for this reason that a different set of lenses apply to the conditions on which 
success at the local scale depends. In these locations of layered simultaneity, in addition to 
generic policy measures and mechanisms, other parameters will determine the success or 
otherwise of creative economy policies.

These include both organic development and deliberate policy initiatives. They also 
consist of a wide range of characteristics, conditions or variables: financing; key agents, 
intermediaries and institutions; an ethic of service to people and their aspirations;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hical decision-making by local actors and communities; 
transnational connections and flows, or the global-local relationship, including access to 
global markets and digital connectivity; specific mechanisms scaled for local, enterprise 
development and the value chain; capacity-building for technical, entrepreneurial, 
leadership and networking skills; community development and welfare; and, last but 
not least, education. Taken together, these factors can be used to make up a specifically 
calibrated road map. They have been chosen on the basis of the broader culture and 
development approach, as well as the on-the-ground realities of cultural creativity across 
the developing world. Since it would be a bit tedious to evoke all of these critical factors 
one by one, I offer a selection to the reader here. 

Agency and ethics

Grounded understandings of causality and agency are always essential. If the economy is 
not an abstraction “out there”, but rather a human construct that is built and rebuilt by key 
actors, then it invites reflection on exactly how things get done, by whom, and whether 
these actions suit the aspirations and capacities of the people concerned. In this view, 

3 Downloadable at: http://

www.unesco.org/culture/pdf/

creative-economy-report-

2013.pdf

economic transactions, exchanges and functions are mediated by ethical considerations, 
quandaries and decisions. Yet we still do not know exactly how ethical decision-making 
emerges in this context and how people in challenging circumstances negotiate constraints 
to put together enterprises that suit local needs. Decision-making and resource allocation 
within the community economy are seldom free from the politics of personal gain and 
a communitarian ethos is not always easy to maintain. Building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s community enterprises upholding ethical and social goals often requires 
lengthy gestation periods, good communication and intricate negotiations of principles 
and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This perspectiv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that is 
situated within a broader set of aspirations of the people concerned. How can creative 
economies be built at the grassroots scale, with whatever materials and resources are 
available? Do these address the latter’s aspirations? These might include productive 
livelihoods or wealth generation to be sure, but also freedom of cultural expression, 
or negotiating new forms of modernity, or maintaining links to language, traditional 
knowledge, and country of origin. This is not to suggest that questions of commercial 
viability are unimportant, but that they only make sense in the context of communities 
and families for whom livelihoods are embedded in more general values and aspirations. 
The aim is for a more nuanced and path to development, with the possibility of blending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deeply felt need for liberation and self-identification. 

Emotions and human development 

The expressive and emotive dimensions of cultural creativity often involve dissonant or 
contestatory expression. The flourishing of creativity requires, therefore, that such dissident 
voices be heard as well. The risk of making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policy-making 
“safe” for investors or the authorities is of watering down goals to the point where it loses 
cultural meaning, and merely becomes old wine in new bottles, a business-as-usual co-
opting of cultural expression for existing interests, all the while missing opportunities to 
enhance dialogue, debate and ultimately, new forms of development for marginalized 
people (that might initially stem from sub-cultural or oppositional roots). This bears 
keeping in mind in relation to the developing world, where political instabilities are 
common and where matters of popular dissent can be even more sensitive. 

Intercultural dialogue, expression and identity. 

Cultural expressions don’t themselves cause frictions, in fact they often help overcome 
them. Music, literature, film and theatre for examples are a means to empower migrant 
communities in new contexts, enabling them to carve out physical and metaphorical space 
to maintain roots to home communities while exploring the hybridization of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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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ressing struggles and difficulties in new, unfamiliar circumstances. The Senegalese 
star musician Youssou N’Dour, like many others, performs songs reflecting the pressures 
of modernity – the impact of tourism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migration and 
nostalgia for the ancestors and their wisdom. The Beninese singer Angélique Kidjo has 
drawn attention powerfully to social change issues and development problems. As a 
young researcher recently put it, the cultural economy could be seen as a diverse and 
locally defined construct, where the cosmopolitan cultural entrepreneur acts as hybrid 
agent, negotiating terms of modernity,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De Beukelaer 2012). 
Music releases, films, television programmes, books, art, etc. are all capable of expressing 
perspectives from poor contexts, from migrant, indigenous or socially-marginalized 
groups, notably women, and are thus crucial to the broader agendas of pluralism, equity 
and gender. 

Related is the opportunity to promote cultural citizenship and rights. In many settings, 
art and music have become a means to enabling people to remain in their community 
contexts if they so choose – on traditional lands where there are documented mental 
and physical health benefits and improvements in well-being. Moreover, participation in 
creative production can be maximized when residing in traditional country where kin and 
familial ties are strong. Thus Aboriginal sculptors in remote Australia were more engaged 
in production, and thus economic returns were on average higher, when they lived in 
traditional country than in central townships.

Transnational connections and flows

Borders do not bind the creative economy. Instead, it is bound up in complex networks 
and topological flows of people, ideas, resources and products. The digital platforms now 
available to support cultural and creative enterprise are an obvious point of discussion, but 
also still vitally important are the physical links between places,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creative workers and the resultant plural societies that increasingly characterize the 
entire world.

Accessing global markets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is essential. Even if cultural workers in the developing 
world only capture a tiny percentage of the global market, this can return much larger 
sales than even substantial success in their domestic markets. Such logic stands behind the 
promotion of export opportunities in much policy-making and writing about the creative 
industries in the developing world. What matter are the precise ways in which such access 
is built through agents and institutions – and again, historical links, relationships and 
path dependencies are paramount. Bound up with market access as such is the artist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one’s goods and services 

on distant shores. From this in turn come the recently emergent two-way flows through 
which artists and cultural producers in the global North are beginning to work increasingly 
with their developing country counterparts both “here” and “there”. It is through such new 
reciprocal forms of mobility that international markets can actually come into existence 
within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The cultural economy builds itself permanently on the sharing and exchange of cultural 
values, traditions, knowledge and skills among producers and between these producers and 
consumers. As producers in this sector are most often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es, it 
is critical to encourage them to cooperate with other local producers in order to build their 
competitiveness, reduce costs and enhance income-generating opportunities. Moreover, 
enhancing access to international consumers and markets is crucial, given that the greatest 
demand for many creative industry products will come from visiting foreigners and 
from consumers in distant markets where they cannot be provided locally. Globalization 
makes alliances and partnerships essential in order to build efficiencies, productive 
capacities and competiveness for national and export markets. Although all the partnering 
creative industry firms in such alliances retain their autonomy, by working together 
they can extend their reach into input markets and broaden their acces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Partnerships also allow participating firms to agree on schemes for specialization in 
distinct market niches. Firms also cooperate indirectly through industry associations 
that allow them to pool resources for capacity-building and certification programmes; 
present their views to government bodies; be represented in foreign trade fairs and serve 
as neutral platforms for inter-firm communications and transfers of skills, know-how and 
innovations. While inter-firm partnerships generally take place within countries among 
entities operating in the same sector, with the rapid growth of global cultural industry 
supply chains – for example, in the software or tourism sectors – they increasingly occur 
across borders, between firms in the same and different sectors. Many firms with inter-firm 
partnership arrangements experience higher growth rates than those that do not. 

Digital connectivity

Digital means can now approximate the intense social relationships found in highly 
localized markets, wher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an well be less relevant than the 
integrity of the product’s origins (literally, knowing and dealing with who made/composed 
the cultural product or service being purchased). Despite increased penet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to the developing world, the challenge remains of transcending 
the digital divide – connecting the deep cultural knowledge and skills of vernacular 
creative producers with the networks and possibilities of the digital economy worldwide. 
More often than not, connectivity is poor, electricity and other basic household servic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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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liable and low incomes prevent households from investing in computer and Internet 
technologies. Nevertheless, in many settings, community infrastructure with better 
services, notably schools, community organization headquarters and arts centres, or the 
commitment of modest resources to buying community-access computers and connecting 
to Internet services can remedy the situation. By such means, remoteness can be negotiated 
to permit the emergence of a relatively inexpensive, low technology form of e-commerce 
with meaningful impacts for musicians and small arts and crafts organizations. 

Digital platforms have enabled cultural producers to bypass intermediary traders and 
dealers to an increasing extent. Since the advent of the Internet, music production has been 
transformed by cheap audio and video recording technologies and capacities to upload 
film clips to YouTube and the like. New telecommunications and recording technologies 
have helped counteract the handicaps of distance from key creative centres. Music is 
recorded using free software, often on communally provided computer equipment, and 
tracks are uploaded onto MySpace and YouTube for distribution. Tens of thousands of ‘hits’ 
online attest to the success of hip-hop musicians from even the remotest places in finding 
wider audiences. The iterative/feedback functions of social media also make it possible for 
stronger relationships to underpin cultural production, making it less about churning out 
cultural products for a distant, impersonal market and more about building communities 
of audience, including diasporic communities across the world.

Mobility and diversity

Overlaying these local-to-global flows are more fluid trans-border movements of cultural 
workers (as well as tourists). New media technologies and cheap flights have made 
enhanced mobility for cultural and creative workers, within and across national borders. 
To be sure, this potential not always realized, notably because of visa restrictions in the 
global North. For this reason, Article 16 of the 2005 Convention enjoins developed country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who need to travel to developed countries. These prescriptions however, have 
not yet been applied. Yet, despite all obstacles, musicians and musical forms have spread 
rapidly, often far beyond their apparent origins. Already in the 1930s, Hawaiian music 
and the rumba were well established in Japan, and Indonesian gamelan had become an 
object of widespread fascination. The international success of reggae in the 1970s paved 
the way for increasing integration of performers and styles from Africa and the Caribbean 
into global music circuits. In more recent years, diasporic migrant links have grown 
exponentially. Transnational creative industries have matured into established routes 
of work and reciprocal aesthetic influence, linking Paris with Dakar; New York with 
Jamaica and Puerto Rico; Auckland with the Pacific Islands and Darwin with Indonesia, 
East Timor, the Philippines and Papua New Guinea. Such links provide possibilities for a 
distinctive form of ‘multicultural economic development’ characteristic of cities with dense 

global connections and large migrant communities.
Their potential can be hampered of course by the commercial need for exoticism. There 
is also the limiting influence of the aesthetic frames that are frequently established and 
policed by global entertainment interests, within which artists from non-Western contexts 
must present their work in the global marketplace. These limited frames constrain 
creativity, and exclude many nascent expressions. Some artists and musical forms remain 
totally unknown outside their countries of origin, let alone in the West, for this very 
reason. Surinamese music, for example, was never heard outside Suriname, other than 
amongst migrants in The Netherlands. Despite being as contemporary and cosmopolitan 
as any current release aimed at the world music market, it has not been taken up at all 
beyond the country. Frequently, performers have complained of having to sound and look 
predictably ‘exotic’ for the world music market. 

Hence, policy interventions are needed as much (or more) in Western markets to promote 
the appreciation of such forms of cultural diversity as a broader global cultural citizenship 
goal.

In fact, this idea could serve as good a summing up of the challenges as any.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s being about what happens ‘here’ as much 
as about what happen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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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ulture influences what a human being consumes and produces and thus how markets 
function in the everyday reality in a society. Culture influences what he or she favors and 
fears and thus how the power is formed to regulate people’s behavior. Culture influences 
who are included in a group, thus how ‘communities’ are comprised, and finally whom 
he or she helps. Overall, culture is essentially and multi-dimensionally important for 
formulation and existence of the society as a historical construct. Development as human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refore, would not be sustainable without cultural foundation 
and, in some cases, cultural changes (UNESCO 2013). 

In the meantim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not merely a transfer of physical resources. Instea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channel in which knowledge is 
exchanged between different societies and thus different cultures mutually encounter, 
sometimes clash, and hopefully interface.

As a matter of fact,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often utilized as means to render 
recipients assimilate what development partners or donors (hereafter donors) hope them 
to do so. It has often involv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values which donors desire 
to transplant. Needless to say, those values are intertwined with culture in ways varying 
from country to country (UNESCO 2013). It appears that Western ODA donors have 
rather strongly tended to try to disseminate their own values. It is said that by so doing, 
they have ignored differences in cultural contexts and thereby effectively ‘imposed’ their 
own particular understanding of culture-development relations to partner countries or 
recipients (hereafter recipients). The origin of such type of ODA approach could be found 
in historical way of thinking and communication embedded in Western modernity, in 
which they cannot imagine what ‘others’ value, to fail to build interactive relations with 
dialogue. Their way of communication could be regarded as close to monologue which 
Habermas criticized as a fundamental shortcoming of Western intellectual approach 
(Haberma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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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frica and elsewhere, Japan has been recognized as an exceptional ODA donor which 
does not ‘impose’ its own culture and values. In this sense, one may say that Japan was to 
some extent a forerunner of emphases of respects for recipients’ initiative, or ownership. 
It is due to Japan’s unique backgrounds and such reserved attitude of Japan had over time 
changed into more positive one, crystallizing as the idea of “Support for Self-help,” which 
means respect for ODA recipients’ own initiatives based on different culture of each 
society.

Yet, Japanese idea of “Support for Self-help” is not rooted in a deeper understanding of 
cultural aspects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ose cultural aspects 
could lead to occurrence of various contradictions on the one hand and exploitation of 
cultural potentials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Exploration of these possible problems and potentials is required to lay down the basis for 
more insightful idea to guide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culturally more appropriate 
and interactive way.

In this article, we firstly attempt to explore historical and intellectual backgrounds of 
ignorance of cultural differ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from developed countries, 
through critiques of history of modern development. Secondly, we clarify how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development have caused ‘imposition’ of particular values 
and understanding on culture-development relation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practices. Thirdly, backgrounds and main features of Japan’s uniqueness in the approach, 
on the basis of interests rather than valu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symbolized by the 
idea of “Self-help Support,” are clarified, referring to concrete examples in its development 
cooper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indicate challenges to partners of development to 
realize development cooperation as inter-cultural dialogue.

1. Genesis of Development and Culture

One may say that history of development started with that of the humankind. Our 
ancestors invented complex tools, discovered fire, and began agricultural cultivation. 
People soon started to learn how to build social structure partly for the purpose of 
ensuring every member’s survival, resisting mercilessness of the nature. These historical 
processes unfolded with close connection of cultural changes.

Then the human society has come all the way to the present state where complex systems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have become indispensable factors of social 
life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others. Various human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survival,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fundamental for human dignity beyond borders 
though its global guarantee is yet to be effectively achieved. 

The progress mentioned above, however, has never been continuous or steady over the 
whole period of history of the humankind. It is very recent that human beings started to 
attempt to make such a progress consciously and socially. They had not begun making 
deliberate efforts to achieve its holistic development since their birth until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Hegel is well-known as a Western philosopher who presented the idea of the society’s self-
critique as a factor of history. He was also one of the earliest thinkers who formulated 
the idea of conscious social process of development. He and his contemporaries in the 
West observed: dramatic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generate new energy 
sources and materials and thereby apparently to enable the human beings to control the 
nature; abolishment of absolute monarchy seeking equality and freedom through various 
social movements such as French Revolution. They started to believe the humankind’s 
potential capacity to conquer history and nature. Hegel regarded world history as the 
progress of the consciousness of freedom inherent in the nature of humanity, or wider 
manifestation of World Sprit (Weltgeist) in which “plan” of Providence would be realized. 

Hegel heralded ‘the end of history’ in the West, meaning that what the modern West 
achieved in terms of manifestation of Weltgeist was an ultimate goal of the humankind’s 
progress, namely development (Hegel 1985, p.121). Here, he was perhaps liable for 
introducing Western-supremacism or Euro-centrism into the connotation of development. 
It is certain that Hegel argued that all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natural freedom which 
development of the world history would bring about. Nevertheless, regarding Asia as 
lacking people’s freedom, he ranked it lower (or more backward) than the modern West, 
despite recognition of long history of civilization there (ibid., p.33). Furthermore, Hegel 
mentioned that Africa’s “condition is capable of no development or culture,” and Africa “is 
no historical part of the World” (ibid., p.117). In the eye of Hegel, Africa was out of world’s 
history, since Africans were not conscious of existence of God and denied human’s natural 
freedom by slavery. This perception was an example of some Western thinkers’ horrendous 
lack of imagination about ‘others’ with different cultures (cf. Said 1978). Such lack became 
the embryo of modern racism, a derivative of Euro-centrism. Also, more seriously, the said 
lack of imagination over Africa was succeeded over to the late twentieth century by such 
leading intellectuals as Arendt who is known as fundamental critique of modern racism 
(Arendt 1986).2

As the wave of development, due partly to naïve fervor of post-Hegelian Westerners to ‘save,’ 
‘enlighten,’ or ‘civilize’ poor others, spread to all over the world, Western-supremacism 
was likewise extended. Very seriously, it was shared by not only Westerners but also non-
Westerners who were exposed to the so-called “Western Impact.” From the 19th century to 
20th century, Westernization was synonymous as modernization and progress.
During the course to the 21st century, Western-supremacism connected with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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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radically challenged by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West. Inside the West there 
has been sincere self-reflection, partly prompted by cultural relativism. Outside the West, it 
was shaken by rise of nationalism. While the Western-supremacism seems to have become 
a relic of the past, the said lack of imagination of others still has been influencing ODA 
practices causing ‘imposition’ of particular understanding of cultural value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often involves ‘false paradigms’ of development 
invented by experts from developed countries (Todaro and Smith 2011, 124) and in some 
cases supported by their counterpar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ssociated with ODA and thereby to materialize culturally 
more appropriate and enriching development cooperation, we have to clarify why the 
lack of imagination over affairs in developing countries persists even though the Western-
supremacism has been apparently weakened.

2. Development Ownership and Monologue

Present day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a sovereign countr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others was non-existent in the era of Hegel. Yet,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ODA is surely a successor of the post-Hegelian fervor to spread development. 
Targe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re now all poor people who live in comparatively 
low-income countries, and Africa which was excluded by Hegel from world history, 
became a major recipi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vis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now undertaken by citizens from various countries, not limited to the West. 
Associated with respect for nationalist determination for people’s initiatives and cultural 
relativism, those engaged in contemporary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been struggling 
to overcome Hegelian Euro-centrism, not to mention racist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notice that a new problem, aid dependency, has derived 
from contemporary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is to be 
provided to support an infant and thus weak state but that very weakness is now blamed 
to perpetuate. We have been attempting to promote development ownership on the side 
of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Donor’s attempts to strengthen tenuous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ies, however, have sometimes met very feeble response from the latter.3

We herewith have to reconsider the background of increasing calls for ownership of 
aid-recipient countries, as a key. Aid dependency has been a long-standing issue since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cooperation, but it is fairly recent that ownership has 
become a keyword. The rising attention to ownership apparently was evoked by revealed 
ineffectiveness of conditionality-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notably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SAP, initiated in the early 1980s, was a comprehensive policy 
package provided by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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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over development 

discussed above.

return for lending large amounts of money. The SAP consisted of broadly-ranging sets of 
Neo-liberalist policy conditionalities, which were designed to promote a small government 
and free market in debtor countries. Neo-liberalism embodied in SAP has its theoretical 
roots in Neo-classical economics. Neo-liberalism was materialized in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propagated all around the world.

SAP was not fine-tuned to each country and uniformly painful to it. Yet recipients were not 
effectively allowed to refuse conditionalities prescribed by the World Bank and IMF. They 
would have risked suspension of substantial amounts of aid money by the two institutions, 
if they opted for refusal of the conditionalities. Other donors including bilateral ones 
followed suit of the World Bank and IMF, which contributed to more pressurizing 
recipients to accept them. Suspension of aid sometimes had destructive impacts on 
economy of aid-dependent countries, and caused political destabilization which evoked 
regime change. SAPs partially succeeded in economic liberalization and introduction of 
fiscal discipline, but did not bring much tangible effects on recovery of economic growth 
or betterment of people’s welfare. Especially, African countries could not fully recover 
from economic stagnation until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SAPs were 
criticized of its pernicious effects on social development in indebted countries in the 1980s. 

Considering the Western donors’ motivation to solicit supports from low-income countries 
under the Cold-War structure, it would be somehow puzzling that why SAPs were forcibly 
implemented, risking destabilization of friendly governments in recipients. There would 
be certainly managerial necessity that the tw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d to 
handle debt c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by reducing the extent of state intervention. 
However, considering very much strained geopolitical situation around 1980, only reasons 
on the basis of the debt management could not explain the ‘imposition’ of SAP.

The World Bank (1994; 1998) argued that failures of SAP in Africa were due to lack of 
recipient governments’ ownership, rather than contents of the program itself. In their 
review, intellectual concerns about why recipients could not formulate firm commitments 
in SAP and why recipient societies were not whole-heartedly oriented towards market-
based economy. Overall, there was lack of intellectual interests in recipient countries’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and neglect against wisdoms formulated inside 
recipient societies. Their perception of a society was just application of theories constructed 
in one single academic discipline: Neo-classical economics. It is not difficult to infer 
existence of dogmatism behind their intellectual attitude.

In attempt to understand implication and origin of the inferred dogmatism, we reexamine 
a deep-seated problem within social scientific knowledge inherent from the era of Hegel 
which was indicated by Habermas. Habermas, a leading contemporary philosopher, 
explored intellectual origin of ironical failure to respect freedom of Marxists who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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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ght holistic liberation of the humankind. He maintained that history of modern 
intellectual development which started from Hegel was a process of repeated self-
questioning (in other words, accumulation of monologues) of a society which share the 
same spirit. Hegel elaborated development as follows: obstacle against development of sprit 
is spirit itself; sprit has to overcome itself; development of spirit is process of continuous 
and rigorous struggle against itself. This Hegelian monologue sees their own philosophy 
which was built through self-questioning of their own past as absolute as “Providence 
of God.” Hegelian Euro-centrism would have originated from the presumption that 
the agent of absolute self-questioning is the Western world itself. Though Marxism 
tends to be against racism and Western supremacism, Habermas believed that Hegelian 
monologue was also inherited by Marxism. In Marxist theory, the whole humankind or 
the proletariat class continuously question itself and develop the law of development of 
history instead of “Providence of God.” In other words, law of development history is 
continuously self-questioned and can only be overcome by itself. We could find here the 
origin of the horrendous ignorance of others. According to Habermas, in order to avoid 
logic of absolutizing itself, we have to reconsider how we cognize meaning of a matter. 
The meaning is generated in a dialogical process of achieving share of meaning between 
different parties (Habermas 1985). Shared meaning of a matter is foundation of a society 
with particular culture. Therefore, without dialogue, there would be no society or no 
common culture.

Marxism generally neglected dialogue elaborated above and absolutized its own logic. 
This would not be the problem only for Marxism. It might be a widely shared feature of 
Western modernity as a whole. At least, all of Hegel’s successors who attempt to contribute 
to modern development through application of logic formulated through only self-
questioning without dialogue could risk complication of this problem. SAP and Neo-
liberalist development thinking way behind it are no exceptions.

Neo-liberal developmentalists attempted to intervene in domestic economic affairs of 
sovereign recipient nations through SAP conditionalities and drive governments in 
those nations to play paradoxically extensive roles in market-oriented policy reforms. 
This paradox can be explained by their simple belief that efficient economic market 
mechanisms ubiquitously exist all around the world at least potentially. This belief seemed 
to be a typical product of modern monologue in development thinking which ignores 
social and historical differences and cultural premises to make market mechanisms 
function as theoretically expected.

Such monologue in development seems to have been extensively and persistently 
reproduced even after recognition of needs to respect ownership on the side of recipients 
began sprouting in the beginning of the 1990s. ODA donors started to demand predefined 
political conditionalities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party competition. This was 

directly prompt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due to weakening bargaining power of 
recipient countries vis-à-vis donors. One should say such politicization of ODA brought 
about positive influence on socio-political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omewhere 
and sometimes. However, it was associated with escalation of armed conflicts sacrificing 
a number of innocent lives. It is easy to sense tendency of monologue behind politicized 
ODA. That monologue was apparently culminated in arrogance of Neo-conservatism 
which is likely to resort to force in order to promote liberal democracy. Triumph of 
the Cold War, which meant the “End of History” to western hemisphere seem to have 
generated this arrogance. On the other hand, single-minded dogmatism behind Neo-
conservatism seems to share the same tendency of Neo-liberalism that disregards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of developing countries, leading to disastrous outcomes.

3. Japan’s ODA: An Alternative to Aid as Monologue?

In the context of our discussion over 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levant 
characteristics of Japan’s ODA until recently could be summarized to the following 
points interlinking with each other: first, relative concentration on economic sectors; 
second, emphases on technical aspects rather than policies; third, adoption of the project 
approach instead of program; fourth, relatively conservative stance vis-à-vis application 
of predefined policy or political conditionalities. While one should note that there have 
been remarkable changes in thoughts and approaches in Japan’s ODA, until recently they 
had been conventionally major characteristics of ODA resulting from Japan’s historical 
circumstances. 

The history before and after Japan’s disastrous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deprived Japan of possibility to believe in superiority of its culture and value, with its 
ultra-nationalism being politically crushed. Japan started its ODA in tandem with war 
reparations and compensations in the 1950s. Nevertheless, during a few decades after the 
War, antipathy and suspicion to Japan prevailed widely in Asia which led to anti-Japan 
riots in Southeast Asia in 1974. Under these circumstances where Japan owed ethical debts 
to ODA recipients, demanding political conditions through ODA was diplomatically out 
of ques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Asian recipients (Takahashi 2010).

The Japanese government rather opted for seeking to share interests with recipients rather 
than attempting to spread its values through ODA. In 1978, then Prime Minister FUKUDA 
Takeo expressed regret over the past, commitment in pacifist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contribution to industrialization of Asia.4 From then on, receiving approval from Asian 
countries, Japan’s ODA has been aimed at achieving economic betterment of at least a part 
of recipient societies.5

Under these circumstances, Japan logically opted for relative concentration of its OD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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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ectors such as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in either industry or 
agriculture. Also, Japan had emphasized, in its implementation, technical assistance such 
as transfer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de-emphasized its involvement in policy and socio-
cultural dimensions. Japan also adopted the project approach in its implementation of 
ODA rather than programs, to specify scopes and purposes of its aid activities as much as 
possible. These choices could be understood as attempts to avoid being perceived its ODA 
as political intervention. 

As a major member in G7 and an important partner with US and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Japan extensively assisted SAP by filling financial gaps of low-income 
countries. Japan, however, distanced itself from SAP’s simplicity, by making partial 
criticisms of seeking a small government single-mindedly and its ignorance of recipients’ 
nationalist desire for self-reliance (OECF 1993). Japan has never taken the lead in setting 
and demanding political conditionalities (or sanctioning against failures to do so), except a 
very few cases related to pacifist disciplines.6 In other cases, Japan has almost always only 
followed suit of other bilateral donors’ collective actions to use ODA suspension as means 
to induce recipients to observe conditionalities.

Less political features of Japan’s ODA and modest stance have received likewise modest 
appreciation from recipient countries. Combined with other factors such as massive 
successful industrial investment from Japan, Japan’s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were improved from the 1980s and after. Also, aid dependent nations in Africa, 
traumatized by ‘imposition’ emanating from Western donors’ ‘imposition’ of values, 
welcomed Japan’s position. 

Notwithstanding appreciation mentioned above, Japan’s avoidance of involvement in 
political affairs had two major problems: first, economic, technical, project aid could not 
always be apolitical as it could have political implications such as moral supports for 
authoritarian ruler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fringement of rights of ordinary people 
among others; second, by implementing such interest-based aid activities, Japan apparently 
tended to fall in monologue, different from the West but lacking imagination on recipients’ 
culture likewise, to have feeble interests in not only domestic politics but also culture of 
recipient countries.

In the beginning of the 1990s, having observed relatively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betterment of people’s livelihoods in Asia, Japan changed its thinking in ODA towards 
slightly more positive one, symbolized by the term “Support for Self-help” stipulated in 
the ODA charter in 1992. Japanese started to think that respects for recipients’ ownership 
in development, or “Support for Self-help” could bring about better results. Some believed 
such thinking had been a tacit philosophy consistently influencing Japanese thoughts and 
practices in ODA since its start. In the very timing of the early 1990s, it had an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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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riticisms of the Western ‘imposition’ of conditionalities.7

By the 1990s, Japan had tried to extend its ODA coverage to social sector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With having experienced provision of ODA for a half century and 
spreading sectorally extended ODA to diverse developing countries from Asia through 
Africa to Latin America, Japanese aid administration came to develop more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its ODA. Officials and experts have 
become more concerned about development effectiveness as well as prevention of negative 
impacts in human,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partly in response to global 
commitments in poverty reduction. There have been quests for more holistic development 
outcomes adopting more program-oriented approaches, one of latest outcomes of which 
was the new proposal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emphasize policy dialogues 
with recipient countries through comprehensive program-based ODA (MOFA 2010). 

Yet, even after the positive ODA reforms in the 1990s and thereafter, conventional 
ignorance on cultural aspects of development has been apparently still influencing Japan’s 
ODA approach. The followings are among a number of examples. In the 1970s and 80s, 
Japan boasted its large contribution to Asian Green Revolution, through assistance in 
productivity improvement of rice, its staple food. On the basis of that experience, Japan is 
now attempting to replicate Green Revolution in Africa, which is now a very important 
pillar of its ODA to Africa. Japanese at first expected poor farmers would be able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through their own self-help support through newly adopted rice 
technology. Diet, an important factor of culture, matters here. Rice is not a staple food for 
poor farmers in a large part of Africa. Increase in rice productivity, therefore, could not be 
directly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at least nutritious condition of subsistence farmers 
in Africa. How to reconsider and reintegrate the difference in dietary culture into its ODA 
activities, discarding its obsession with rice, is a new challenge to Japan’s ODA for Africa.

Lately, Japanese has made substantial efforts to promote holistic village development 
programs in remote areas in Africa, which is a form of Japanese favored collective Self-
help. Japanese assumption is that African rural communities could be collectively 
mobilized for participatory activities for production improvement. This image of an 
African village was influenced by Japanese own rural culture. In a number of remote areas 
in Africa, however, Japanese-like collective action for productions is not prevalent. African 
households are often engaged in production one by one, while they strongly support each 
other in critical times in terms of feeding themselves. Consequently, Japanese concept 
of collective self-help is often has contradicted with African farmers’ propensity to work 
individually (Shishito 2014). It might be another challenge to Japan to incorporate realistic 
understanding of African rural communities into its activities so that they could be as 
effective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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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while Japan has been trying to get out of its unique monologue as a result of the 
post-War historical circumstances, there would be still a number of challenges for it to 
build relationship with its recipients on the basis of development dialogue.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 of recipient societies to achieve effective development would be one of 
keys.

Conclusion

Development cooperation could be a channel of dialogue where different cultures 
interact and interface to formulate new shared cultures which could enrich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other word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countries 
could be a process of creative inter-cultural dialogue. However,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basis of either Western value-based monologue or Japan’s conventional interest-
based approach has not been able to capitalize on these large potenti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certain that there have been remarkable reform efforts to 
respect ownership of recipients or support “self-help” in a past few decades by traditional 
ODA donors. Also, while advent of emerging donors has gathered worries of traditional 
donors, it can offer alternatives to recipient countries. They do not attach value-based 
conditions to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n may enable recipients to strengthen 
ownership. Yet emerging donors would risk fall in monologue same as the past Japan, if 
they sought to base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on solely on interest-based approach, 
ignoring cultural differences and inter-cultural exchanges. In sum, both traditional 
and emerging donors should engage in creative inter-cultural dialogue, which respect 
importance of culture and pursue exchanges between different cultures on the basis of 
shared concerns about development. 

Last but not the least, the one who knows you best is yourself. Recipients such as low-
income African countries should claim their own cultural dignity and express their 
cultural uniqueness, through development dialogue in which they could convince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uch recipients’ commitments in dialogue beyond 
cultural boundaries, above all, should be an essential facto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s inter-cultural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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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or most actor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it is clear tha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play a major in the post-2015 era, whe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come to an end. In order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International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with a focus 
on how to exp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provide clarit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involved: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ulture’. Next I discuss the intentions and the problems of identifying 
a distinct Korean development approach. Second, although critical of essentialist notions 
of culture, I discuss certain cultural elements in Korean development approaches. Third, 
I discuss the role of expertise. Last, I suggest that Korea has a strength in the related fields 
of promoting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that it rarely brings to the 
table of development. 

Where do we stand?

Sustainable development 
Let us begin by looking a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UN, 1987: 37)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t is clear that such a broad definition is, on 
the one hand, helpful as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when thinking about development, 
of taking the generational dimension into account.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has its 
limitations as various development actors –states, CSOs, MNCs, multilateral institutions, 
et cetera– may interpret the problem and possible solutions in various and possible 
conflicting ways. What is, for example, understood by the term ‘needs’? Are these the 
monetary needs of the wealthy shareholders of the large corporations or are these the 
health and social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in the Global South an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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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ecades that followed it wa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a tru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would need to encompass three dimensions: economic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sustainability (e.g. UN, 2013; Sachs, 2012). 
Simply put, the question then becomes how to combine what is economically sound and 
sustainable with what is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ound and sustainable. In terms 
of an economic activity it follows that a profit can be made that should not be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damaging and/or polluting the land, the forests, 
the water, the air– nor on the exploitation of the people –damaging and/or endangering 
the workers, the surrounding indigenous peoples, the consumers. However, as this 
more concrete description implies: this is highly complex and involves having to marry 
contradicting goals and targets.

In terms of goals and targets, the High-Level Panel (HLP)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roposed new so-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ee Figure 1) that could replace the MDGs. It builds on work by development 
scholars like Sachs (2012) who urged the world to put the issue of sustainability more 
firmly on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Although the HLP (UN, 2013) puts “social 
justice” and “universal human rights” at the core of its vision for a sustainable future, 
encompassed in its slogan “leave no one behind” (p. 7), there is also a major emphasis 
on ‘the economy’, on ‘technologies’, on the Global North –or developed countries– and 
on the inclusion of the private sector –particularly the large global companies (p. viii). 
It is clear that these ambitions for a global agenda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involve 
many contradictory elements, particularly when including a wide array of actors. In this 
regard, although I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bstantially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it is critical to also recognize the potential danger of capital hijacking the sustainability 
agenda with an emphasis on the technological dimension – developing green technologies. 
The emphasis on the private sector is illustrated by the subtitle of the report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In my opinion a 
subtitle referring to the need to transform ‘societies’ rather than ‘economies’ would have 
been more appropriate, in order to prevent any suspicion of business as usual. Terms like 
‘the green economy’ and ‘green growth’, used in the report, also seem to indicate a more 
economistic approach. While certainly recognizing that MNCs like Unilever are making 
an effort to become more environmentally sound, I believe that the HLP appraises the role 
of corporations too positively when stating that “…many of the world’s largest companies 
are already leading this transformation to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viii).

Figure 1: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eed, when critically analysing such ‘green economy’ and ‘green growth’ discourses, also 
found in for example the OECD report on Assessing Green Growth policies (OECD, 2010), 
it is clear that the economic dimension – some would say the neoliberal paradigm – is most 
prominent. For example, it is stated that “…one of the objectives of a green growth strategy 
is to find the policy mix that minimises the economic cost of a transition towards a growth 
path that better internalises environmental externalities. Therefore, one of the primary 
criteria for policy assessment is the cost-effectiveness of specific instruments”1 (2010, p. 
15). In my view, such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they may indeed 
contribute to a somewhat cleaner environment, may in the long run actually hurt the goals 
of a more comprehensiv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s they stay completely within 
the realm of our capitalist, or neoliberal, world order and thereby may prevent us from 
thinking outside the box and asking mor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viability and 
future of human existenc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Keeping the above discussion in mind it is also useful to briefly consider in what manner a 
definition of ‘development’ can influence a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it is wise not to define development narrowly by only focusing on the economic 
or the income dimension. If one takes the report of the HLP (UN, 2013) seriously, it means 
that a definition of development with “social justice” and “universal human rights” at its 
core is most appropriate. Whether one endorses Sen’s (1990) definition of “development as 
freedom”, strongly linked to the ideals of universal human rights, or whether one endorses 
a definition that is roo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1948), it 
is crucial to keep in mind that both paths take the position of the world’s poor at heart. 
This means that we recognize that the wealthy are, as Pogge (2008, p. 26) rightly asserts, 
“…involved in harming – (…) massively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the global poor”. 
Development, including economic opportunities, social opportunities and importantly 
democratic opportunities is, by implication then, not something we can or should ‘give’ to 

1 My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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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or. It is something that the poor have a right to demand. Development based on an 
HR agenda should not focus solely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ut also o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ights. While recognizing that such an HR agenda may also contain certain 
contradictions (e.g. cultural rights and women’s emancipation), it is also clear that OECD 
solution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and green growth, taking cost-effectiveness as a 
point of departure, will not be sufficient if we want to promote a sustainable future that 
benefits the poor and vulnerable by taking social justice and the human rights agenda 
seriously. 

A last dimension of the term ‘development’ that still plays a role in more ‘traditional’ 
aid relationships is the manner in which the term is still embedded in (post-)colonial 
relationships of Western donors (especially the old colonial powers) and their developing 
country recipient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not neutral. Authors like 
Escobar (1995) have emphasized the hegemonic nature of the development architecture 
which tends to reproduce the relationships of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Although 
his warning that development is “bent on destroying” (p. 226) certain worlds and that 
actors in the developing world should resist development in order to preserve their way of 
life and agency, may take the argument a bit too far, it is clear that the term ‘development’ 
neatly locates and situates certain problems in developing countries (Also see: Henderson 
et al., 2013, p. 1236) without acknowledging that we live in a highly globalized world in 
which poverty, inequality and vulnerability is everywhere. Furthermore, these linguistic 
mechanisms and practices fail to concede that the wealth of elites, whether they live in the 
Global North or Global South, is directly linked to poverties in other parts of the globe. 
Development solutions, therefore, tend to focus on the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corruption, poor governance) without taking into account how rich countries and elites 
may be implicated (agricultural subsidies, IPR laws).

In terms of the emergence of new development assistance relationships it is clear that 
the existence of ‘new’ or (re-)emerging donors can be very attractive for developing 
country actors. In our research of Korean Development actors in Rwanda (Nauta & Lee, 
forthcoming), it became apparent that it was very attractive for the Rwandans to work 
and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development partners without the contamination of old 
colonial bonds. Many breathed a sigh of relief. 

Culture
Actors in development, like policy-makers or indigenous activist groups, often adopt 
essentialist notions of culture. For the project manager it is easy to speak of ‘the Zambian 
culture’ or ‘the African way of doing things’, while for the activist group fighting to protect 
the rights of an indigenous tribe like the Kayapo in the Amazon, the preservation of ‘Kayapo 
culture’ may be high on the agenda. According to UNESCO culture is defined as “…the set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of society or a social 

group, and that it encompasses, in addition to art and literature, lifestyles, ways of living 
together,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UNESCO, 2001, p.62). Even this definition 
seems to put more weight on essentialist characteristics by referring to “the set”, which 
seems to suggest an emphasis on a status quo, rather than dynamic change. This impression 
is somewhat reinforced by including the term ‘traditions’, which strongly suggests stasis 
and the unchangeable rather than fluidity and dynamism. In my view, however, our highly 
globalized world –while recognizing that some people, communities and societies are more 
connected than others– calls for a more fluid understanding of culture. 

This may be particularly pertinent in the African context, where African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continent, as diverse as for example the Inuit and Muslim Malaysians, 
are frequently stereotyped and described, for development purposes, as sharing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In the fight against HIV/AIDS this has led to a dominant 
understanding of the epidemic largely conceptualised in biomedical and behavioural 
terms –placing too much emphasis on (highly contested descriptions of) African sexuality 
and culture– while ignoring structural factors like poverty and inequality (Nauta, 2010). 
According to Lowe (1991, cited in Nederveen Pieterse, 2009, p. 77) “hybridity is the 
antidote to essentialist notions of identity and ethnicity”. Amongst others, this leads 
Nederveen Pieters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hybridization is the making of 
global culture as a global mélange” (2009. p. 83). Besides sensitivity for fluidity, exchange 
and sharing, these notions of cultural hybridity and hybridization help us understand and 
stress the dynamic nature of the cultural processes we are part of.

When analysing the Concept Note of Culture and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2014 
(KNCU, 2014), it is striking that a particular aspect of culture is highlighted, namely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industries. When referring to the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UNESCO, 2001) the Concept Note of Culture and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2014, by mainly quoting Article 10, suggests that the declaration stresses to: 

“Reinfo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aimed at enabling all countr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to establish cultural 
industries that are viable and competitive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UNESCO, 
2001, p. 63; UNESCO, 2014, p. 1). 

In my view this may lead us to lose sight of more emancipating understandings and 
discourses in the field of culture.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agenda, work and exchange 
of ideas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with a focus on how to exp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uld greatly benefit from taking Article 
2 –From cultural diversity to cultural pluralism– as star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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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increasingly diverse societies, it is essential to ensure harmonious interaction 
among people and groups with plural, varied and dynamic cultural identities as well 
as their willingness to live together. Policies for th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are guarantees of social cohesion, the vitality of civil society and peace. Thus 
defined, cultural pluralism gives policy expression to the reality of cultural diversity. 
Indissociable from a democratic framework, cultural pluralism is conducive to cultural 
exchange and to the flourishing of creative capacities that sustain public life”. (UNESCO, 
2001, p. 62)

Together with a less static and more dynamic understanding of processes of cultural 
change this may prevent us from giving too much prominence to the market and leaving 
not enough room for potential defenders of the public sphere and democratic principles: 
civil society and the state. It will also help us to place the interests of the poor and the 
vulnerable in the centr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Do ‘new’ donors like 
Korea, not tainted by a past of colonial transgression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having 
experienced and shaped rapid development progress, bring something new to the table?

South Korea in Africa: Rwandan experiences

South Korea has designated Rwanda, aiming to implement an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one of its partnership countries. Relatively new 
to provi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Africa, Korea aims to share its 
experience in Rural Development, ICT and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with Rwanda, eager to overcome the legacy of the 1994 genocide. 
Regarding the first, Korea is piloting Saemaul Undong (New Village Movement), that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Korean rural areas in the 1970s, based upon the three 
slogans,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These resonate well with the development 
ambitions and programmes of the Rwandan government, like Umuganda –the monthly 
community service that all Rwandan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and the Agaciro 
Development Fund –a solidarity fund to promote financial independence of Rwanda.

While there is much to say about the development practices (from quite old-fashioned 
rural development projects to state-of-the-art ICT interventions), the results (mixed) 
and the ambitions (present on both the Rwandan and Korean side) I will focus here on 
cultural issues that may be most relevant to the forum. First, I elucidate that the intentions 
are good but that the whole idea of identifying a Korean cultural approach needs to 
be problematized. Moreover, the fact that Korean development actors come to Africa 
can partly be explained by problems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pressures faced 
by Korean youth. Second, although critical of essentialist notions of culture, I discuss 
discernible ways of approaching development in which certain cultural elements, found 
amongst the Korean actors, play a role. Third, I discuss the role of expertise and youth and 

whether Africa deserves better. Lastly I question why certain other strengths of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and history are not given more prominence in these development 
programmes. 

Good Intentions
When talking to Korean volunteers, diplomats and experts it is clear that all mean well 
and aim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n the African continent. This is illustrated by 
the Ambassador to Rwanda: “My dream is to see the second Korea emerge in Africa. 
Korea will accompany Rwanda on its journey” (South Korean Ambassador, April, 2013). 
It is precisely this element –Korean development progress and experience– that is also 
attractive to African partners as is articulated by the President of Rwanda, Paul Kagame:

“There are things I admire, for example, about South Korea or Singapore. I admire their 
history, their development and how intensively they have invested in their people and 
in technology. It was not so long ago that they were at the same level of development as 
we are. Today, they are far ahead of us.” (Der Spiegel, 2006).

Yet from a point of view of cultural hybridit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volunteers in 
development may be motivated by diverse cultural influences like certain authors, well-
known figures in world history or religion. Furthermore, like people everywhere, they may 
at the same time support an English football club, listen to African music and dance the 
Argentine Tango. Volunteer2 Yeo-Sung explained that he became particularly motivated 
and inspired to change his life by reading several books like, for example To Have or To 
Be? by Erich Fromm and Walden by Henry David Thoreau and having heard about people 
like Che Guevara:

“It is a bit difficult to explain in English. I can explain in Korean, but I’ll try: for example 
the book written by Erich Fromm, To Have or to Be, normally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the people are eager to have more and more, right? By consuming something, 
having too much money. But actually, after reading the book, I was very touched 
because sometimes in our life we can exist in a good way, like a meaningful way (wwn: 
he grins) without much material from the industrialized [society]…”

What is interesting here is the implicit and sometimes explicit critique of what some may 
call the culture of hyper-consumption and the pressures to compete and work hard in 
a wealthy country like Korea. For example, a female Korean volunteer, Ye-Jin Park, also 
drastically changed her life, by quitting her job and eventually becoming a volunteer in 
Rwanda:

“You know, during the time of my work in the company, Samsung electronics, for ten 
years it was so tough and we worked so late, it was exhausting, but those experiences 

2 The names of volunteers in 

this paper are pseudony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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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lead to a narrow idealism, I came to understand many things. Understand... 
Understand so that I can try something that works in real lives”. 

In fact several volunteers and experts were relieved that, through a sojourn to Africa, they 
could escape the pressures of Korean society. In this regard, some volunteers and experts 
struggle also with dilemmas of development. On the one hand Korean development 
projects, meant to contribute to the ‘modernization’ of Rwanda, lead to contemplation 
among some of the volunteers who value aspects of Rwandan society –living close to 
nature, not having been corrupted by hyper-consumption– that may disappear as a 
consequence of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y do acknowledge that this may be an 
overly romantic view and there is an awareness of the challenges and the negative side of 
being close to nature: “…the level of medicine or the basic knowledge for food, or for their 
[problems in] life like hygiene. So some people are suffering from the bad diseases (…)”.

In conclusion one can say that volunteers and experts from Korea –like people anywhere– 
are not as ‘Korean’ as is often assumed. We all shape and are shaped by processes of cultural 
hybridization. Furthermore, they are frequently explicitly or implicitly critical about 
Korean society characterized by hard work, fierce competition, an emphasis on material 
well-being and the accompanying social pressures. This may lead to some dilemmas 
regarding the development interventions they propose.

A Korean way?
When conducting field research as part of a Dutch-Korean team, focusing on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Rwandan development actors, several interesting 
elements came to the fore. First, it is clear that Rwandans appreciate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 with Koreans is not tainted by a colonial past. Especially for Rwandan state 
actors, vigilant in terms of potential unwanted forms of political organization, Koreans are 
not seen as a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state. As a result, Korean NGO actors may have 
some more room for manoeuvre to stimulate local form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precisely because they are not tainted by a colonial past in Africa. Second, 
it is clear that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s and successes play a symbolic and real 
role in the relationship. This is best illustrated by our encounter with a team of Korea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specialists from Korea, who 
were aiding the Integrated Polytechnic Regional Centre (IPRC) Kicukiro in its ambitions 
to improve and expand TVET in Rwanda, as part of a KOICA project. Interestingly three 
of the four Korean team members, were retirees who had been involved, in the early phase 
of their career, in setting up the TVET system in Korea in the 1970s and 1980s, in close 
cooperation with a German Advisory Team (GAT). It was this team of which the World 
Bank wrote: “The GAT’s effective technical advice contributed a great deal toward Korea’s 
vocational education” (World Bank, 1985: 10). So what we witness here is a very short 
development cycle, where the same people who were trained and guided by the German 

experts to set up and rollout the whole TVET infrastructure in Korea, from technical 
secondary schools, to colleges to the National 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and 
an educational framework like curricula,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are now providing 
expertise to their Rwandan counterparts. These retirees form a direct link between Korea’s 
development success and Rwanda’s development ambitions.

Yet, at the same time there may be a few critical remarks to be made about Korean 
interventions in Rwanda. First, we discuss the language barriers and second, we discuss 
some remarkable cultural traits of Korean interventions. Although Korean volunteers 
seemed relatively rooted in the villages and open to Rwandan society, many experienced 
language problems. Not more than 20% were fluent in English and only a few spoke 
Kinyarwanda or French3 at a very basic level. In addition, some of the communication 
materials seemed rather substandard. Like a poster on the wall, illustrating the three 
principles of Saemaul Undong –Diligence, Self-help & Cooperation– that described 
diligence as: “the big rich is from God and the small rich is from diligence”. This 
type of broken English is reminiscent of the language in several offici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like the Saemaul Handbook in English (National Council of Saemaul 
Undong Movement in Korea, 2003). Furthermore, it was remarkable that many of the 
Rwandan children, in several projects with a nursery component, greeted us in Korean and 
started singing Korean songs when we visited the various project sites. It seemed striking 
that Korean volunteers rather taught the Rwandan children Korean songs instead of 
Kinyarwanda or English songs. In addition, as we were received in many offices of Korean 
organizations in Rwanda, it was surprising that the local Rwandan staff immediately stood 
up and subsequently bowed to the guests, as our delegation entered the office. 

Another ‘cultural’ issue that especially young Korean volunteers struggled with was the 
hierarchy in most of the Korean Saemaul Undong teams, consisting of an elderly expert 
and several young volunteers. In the functioning of these teams the volunteers explained 
that decision-making and communication was rather hierarchical, whereby the elderly 
expert generally had a dominant say. This ‘clash of generations’ was not always easy for 
the young staff and one may ask whether this is conducive to the necessary flexibility and 
openness required in locally based development projects

The above seems to indicate a certain ‘promin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traits 
in the Korean development interventions.
Expertise
Another issue, particularly in the Saemaul Undong projects, that deserves attention 
concerns the fact that many volunteers lack the experience in the tasks and responsibilities 
they have been assigned. In one village the volunteer in charge of beekeeping studied 
geography at university, while the volunteer responsible for the pineapple farm studied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another village the volunteer in charge of the livestock 

3 Rwanda switched from 

French-speaking to English 

speaking in 2009 (Guardi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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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has a degree in civil engineering, while the volunteer responsible for the women’s 
project has a degree in Accounting. In one of the rice projects we visited it was clear that 
although progress was achieved, it was really on a trial and error basis. The Koreans were 
learning together with, and frequently from, the Rwandans. Concerning this limited 
experience of young Korean volunteers, a Rwandan local government official, close to one 
of the projects, told us: “my daughters are kind: I love them, but they can’t convince the 
population with skills they don’t have” (IV Local Government Official: 19052013). In our 
view, it is noteworthy that a Rwandan official expresses such concern and refers to these 
young volunteers as ‘daughters’. 

Figure 2: Depicting Africa

Africa, traditionally depicted everywhere on earth as a continent in need, facing huge 
challenges of disease, poverty and conflict, seems an ideal place for the affluent to help 
(See: Figure 2). What holds true for Korea on a macro-level –“becoming an aid donor is 
symbolically pegged to the notion of a shift to a more advanced and dynamic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 (Mawdsley, 2012: 4)– also holds true for Koreans on the ground. 
Africa and Africans help the affluent to play a role in the world and do good. However, 
the history of development interventions by various nations has shown that development 
actors need to take expertise seriously. Quite often aid to Africa, involving volunteers, 
whether from The Netherlands, the USA or from Korea, seems to take as point of 
departure this element of solidarity with a troubled continent where any help is good 
enough as long as it comes from a good heart. However, one may ask whether Africa 
deserves better. As the TVET example has shown, Korea has tremendous expertise that 
matches Rwandan development ambitions. Furthermore, it may be important to mention 
that the opportunities Korea offers for Rwandans to gain experience in Korea, whether 
short TVET training stints or longer ICT or technical courses, is immensely appreciated by 
the Rwandans. Coming back to Korean rural development interventions it would be good 
to select volunteers with more concrete and appropriate expertise. 

Sharing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what development?
It is clear that Korea and other emerging nations like China and Brazil have a lot to offer to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looking for other opportunities and avenu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ources of investment. New sources of finance, like the BRICS New 
Development Bank (Economist, 2014), a fresh outlook, recent development experiences 
and economic successes, or any combination can be hugely attractive to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When contemplating the potential contribu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ignores an immense strength. While certainly not ignoring 
the potential for encouraging cultural industries to play a role in development agendas and 
the potential need to bolster such activities, in my view, it would make sense to stress this 
other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that UNESCO represents: “to contribute to the unity of humankind by upholding 
human dignity, equality, solidarity, the culture of peace, toleranc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 (UNESCO, 2001, p. 15). And it is exactly here, in the 
related fields of promoting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that Korea 
has a strength, a form of cultural capital, which it rarely brings to the table of development 
in an explicit manner. In fact, in our view, South Korean history indeed has so much more 
to offer. What about the struggle for democracy? The protest movements that fought for 
workers’ rights? The Kwanju uprising? The fight for more gender equality? What about the 
blossoming of civil society and in the way in which its development became intertwined 
with ICT and democracy?

Instead, Korea exports a mythical version of the Saemaul Undong development ‘story’ 
that it promotes in Rwanda, in which General Chung-hee Park features as an autocratic 
but generally benevolent leader –compare the Rwandan leadership– who is said to have 
initiated Korean rural development. In my view Korea could, and maybe should, proudly 
export its experiences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The more critical interpretations 
that stress the darker political dimension of Saemaul Undong – cynically formulated as 
buying rural votes and an effort to counter urban protest– and relativize its development 
contribution – was it indeed one of the main drivers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miracle’? – are rarely heard in the campaigns to promote it as a model for development 
in Africa. According to one critical Korean scholar and former volunteer in Rwanda: 
“We need to study our past. If we continue to export our model of development we will 
do wrong”. Whether this commentator takes the argument too far, by also ignoring the 
Rwandan agency here, is up for debate. Based on our research, however, it is evident 
that a sanitized version of Korean development history, with a focus on the successes, 
compassionate authoritarian leadership, harmony between state and its citizens may indeed 
lead to skewed development interventions and may prevent the vulnerable and the poor to 
learn from and be inspired by thei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Ignoring the failures, the 
struggles, the protests and subsequently the hard-fought successes of building a vibrant, 
modern and viable democracy may limit the potentially positive impacts that Korea can 
make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can inspir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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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paper has critically explored concepts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ulture’ that shape our thinking and 
discussions regar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 have argued that the Concept Note puts too much emphasis 
on a market-based understanding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lture by suggesting 
that UNESCO’s position on the role of culture in development is best characterized by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n my view, this is problematic and 
such an approach may, in the long run, actually hurt the goals of a more comprehensiv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prevent us from asking mor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viability and future of human existence. On the contrary, a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rooted in an agenda for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together 
with more dynamic understandings of culture, based on hybridity and processes of 
cultural change, may prevent us from giving too much prominence to the market and will 
enable more room for potential defenders of the public sphere and democratic principles: 
civil society and the state. As a result, we will also be able to place the interests of the poor 
and the vulnerable centre stage. 

In terms of the emergence of new development assistance relationships it is evident that 
the existence of ‘new’ or (re-)emerging donors is very attractive for developing country 
actors. Our research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wanda 
showed that it was indeed attractive for the Rwandans to work and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a development partner without the interference of old colonial bonds. When 
analysing the role of Korean volunteers and experts in Rwanda, several observations are 
relevant to this forum. First, it became clear that volunteers and experts from Korea –like 
people anywhere– are not as ‘Korean’ as is often assumed. We all shape and are shaped by 
processes of cultural hybridization. Furthermore, they are frequently explicitly or implicitly 
critical about Korean society characterized by hard work, fierce competition, an emphasis 
on material well-being. Second, there seems to be an indication of a certain ‘promin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traits in the Korean development interventions. Third, it may 
be wise to devote more attention to the issue of expertise in Korean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selecting volunteers with more concrete and appropriate expertise. Lastly, Korea 
could, and maybe should, proudly export its experiences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By simultaneously avoiding a more sanitized version of Korean development history it 
can contribute more in the related fields of promoting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This can hugely benefit the oppressed and downtrodden. Korea can 
inspir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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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government of Cambodia understands the important role of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es culture into strategic country development. Two strategies are 
“Culture for Tourism industry” and “Cultur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inscription of Angkor in the World Heritage Site List in 1992, the Siem Reap/Angkor 
region has become the greatest tourism site in the country and a powerhouse of tourism 
development. For Cambodia, tourism has become one of the main pillars of economic 
growth and the majority of tourism is cultural. Nowadays the income from tourism is 
more than 16% of GDP for Cambodia.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tourists every year and the rapidly growing population 
of the whole region, the demand for water also increased dramatically. Water management 
for the Siem Reap-Angkor area is the most critical issue for safeguarding the monuments 
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hallenge is to satisfy the needs of water for daily 
use, while assuring the stability of Angkor temples, which have a sand foundation and 
are linked to the groundwater. The government is developing approaches to assur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without spoiling the Culture heritage, and has been supported 
in this endeavor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donor countries. 
To assure this giant task, the government with the assistance of UNESCO has established a 
strategy and vision for Angkor and the country.

II. ICC – Angkor

Upon Cambodia’s peace agreement in Paris in 1991, King Norodom Sihanouk requested 
to inscribe the Angkor in the World Heritage Site List of UNESCO in 1992 to preserve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nd assure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base 
on this heritage. Then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f Tokyo for Angkor (October 
1993)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 (ICC) known as ICC-Angkor to assure th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Angkor on the right way. The ICC-Angkor is 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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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change the experiences between architects, engineers, restorers, archaeologists, 
researchers, anthropologists, technical experts in various fields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ngkor Park.

The ICC-Angkor is chaired by France and Japan with UNESCO as secretariat and 
conducted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APSARA National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Angkor World Heritage Site), contributing to policy making 
related to conservations of monuments, forest, water system and cultural landscape as well 
a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ngkor area.

The ICC-Angkor meetings are held twice a year, one a Plenary Session in December, the 
other Technical Session in June. Before the meetings, the Ad-hoc expert groups visit the 
site working by different team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discuss and provide advice, 
solutions or methodologies for specific issues. The Ad hoc experts also bring the questions, 
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ICC meetings to have approval from Co-Chair of 
meetings. The Plenary Session is used to introduce new projects and budgets from state 
parties. Note that the decision of Ad hoc experts is independent and it has Ad hoc experts 
for conservation and Ad hoc exper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gkor World Heritage Site with the ICC-Angkor mechanism can attract 14 countries 
(Australia, China, France, Germany, Hungar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Korea, New 
Zealand,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 of America) to work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CC strategically assists the APSARA National Authority to 
gain more from this support by coordinating activities and sharing lessons and findings 
across all of the partners.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also supported the capacity 
developm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of many Cambodian staff.

 
Figure.1.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 (ICC-Angkor)

III. Conservation

In the restoration work of temples in Angkor site, many countries come to work through 
the coordination of ICC-Angkor. Although we recognize the significant efforts of our 
international partners, in this section, we provide only two examples of international teams 
who work for conservation of temples since the beginning up today in the Angkor Park:

1. Japan team (21 years)
Japa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 (JSA) was established in 1994 
as a project by UNESCO/Japan Trust Fun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Cultural 
Heritage. JSA is involved not only in the actual work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but in the transfer of techniques to local staff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well. 
Furthermore, by holding symposiums and publishing reports on its work, JSA is making 
the records of its conservation activities and scientific research more readily available 
to experts from the outset of the project, and as such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mong the public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Phase I: 
November 1994 – April 1999 and Phase II: May 1999 – April 2005.

In Phase III, JSA became Japan-APSARA Safeguarding Angkor (JASA). This project (June 
2005 to July 2011) is implemented in cooperation with the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ngkor and the Region of Siem Reap (APSARA), which provides in-kind 
contributions.
The Phase IV of JASA project (2011-2015) is foreseen to ensure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central tower of the Bayon Temple and the restoration of bas-reliefs of the inner gallery 
of the Bayon Temple. Phase IV started in October 2011 with the contribution of 2.5 million 
USD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and 500,000 USD from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his case showed the progress of transfer knowledge and technology between Japanese 
team to APSARA staff in training by doing. Nowadays the majority of specialists on the 
site are Cambodian. This significant investment in the human resources of Cambodia is 
working as the work of the national specialists is appreciated and supported through the 
ongoing activities. With this greater sense of ownership APSARA National Authority has 
been able to effectively participate more and more in human resources and financing for 
projects over time

2. French team (21 year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 started restoration work at Baphoun temple 
(in the complex of Angkor Thom) in 1995 and finished in 2011. Actually, EFEO started 
to work on this temple before civil war in Cambodia (before Khmer Rouge). This temple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Angkorian monuments. The EFEO observation of the 
methods of construction utilized in the 11th and 12th centuries forms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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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project, and is expected that this will yield significant insights into the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the temple mountain and enrich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techniques used by Angkorian builders. This technical and financial came from the French 
government (around 10 million euro). In parallel of the restoration, French team trained 
many young Cambodian staff. 

In 2012, EFEO-APSARA (2,560,000 USD + 745,000 USD) started a new project of 
restoration of Western Mébon temple. The Western Mébon is an architectural complex 
once dedicated to the worship of Vishnu. It is located on an island at the geometrical center 
of the Western Baray at Angkor, a huge water reservoir constructed in the 11th century in 
the western part of the archaeological park. Presently, the site is mostly in ruins despite a 
partial restoration carried out by Maurice Glaize of the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 in the early 1940s. The Western Mébon is one of the three island temples built 
between the 11th and the late 12th century. They are unique for several reasons.

The planned restoration project is a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hallenge, a first for the 
Franco-Cambodian team (EFEO and APSARA National Authority) to the safeguarding 
and restoration of this unique architectural work. This restoration operation is particularly 
challenging due to its technical complexity. A dry buffer zone has to be maintained around 
the island to allow work in dry conditions even when the Baray is flooded. Also, the work 
site is affected by a huge Western Baray rehabilitation operation being carried out by 
APSARA. This stage, APSARA National Authority not only participates in the budget, 
staffs but also the experts from different technical fields that EFEO has. Throughout these 
activities the French government, in parallel to and combined with the restoration of the 
Baphoun temple, many site manager were trained and those peoples now are working as 
local expert in the national restoration team. This project has two chiefs one from each 
institution (APSARA and EFEO), and this combined with the long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s has assisted in ensuring this is more collaboration than a stand-
alone project, and this helps to set a positive example for wider cooperation.
 
IV.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difficult task to achieve, finding ways to balance the 
compromises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so as to promote a more sustainable 
future. With this in mind water has and continues to play a key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ntire Angkor Park.

1. New Zealand (15 years)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as a long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New 
Zealand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ngkor World Heritage site. The initial activities 
commenced in 1998 with support for forestry activities. The first major contribution 

came in 2005 with support for the research and design of the Angkor Management Plan, 
which was published in 2007 with the primary aim to: “bring together information on 
the Park’s resources, with clarification of issues and the opportunities for APSARA and 
the management needs, goals, objectives and action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volving the park community in a partnership role with APSARA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agencies.” 

With links to implementation of the Angkor Management Plan, the Angkor Participatory 
Natural Resource and Livelihoods (APNRM&L) programme started as a 6-month pilot in 
2009 to determine if there was capacity to effectively work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World Heritage site. Positive steps 
made in this pilot led to the design of a larger APNRM&L programme, with a budget of 
US$1 million and was conducted from 2010 to 2013. Independent evaluation considered 
the APNRM&L programme a success and worthy of further support, with major 
accomplishments including; Aerial Mapping, Water Infrastructure, Community Liaison 
Team capacity, Heritage Education, Village Action Plans, Self Help Groups, Business 
Planning and Value Chain Training, Environmental Good Practices, Food Security,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enhanced through strategic training and support 
of heritage livelihood activities, including: agriculture, solar, handicrafts and community 
tourism.
Building on lessons learned from APNRM&L APSARA and the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ve continued their collaboration with the Angkor 
Community Heritage and Economic Advancement (ACHA) project. ACHA has a budget 
of US$3,753,000 and is proposed to be delivered across the entire Angkor Park over 
five years (2014-2018). The goal of the Activity is “sustainable management of Angkor 
Park, protecting heritage while providing economic prosperity and food security for the 
people who live within the Park”. Due to the significant role of water in safeguarding the 
monuments and in promoting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for local people, nearly a third 
of the project budget is allocated in support of water infrastructure.

In previous phases of this Activity a Community Liaison Team (CLT) was established 
within APSARA. The CLT has been successful in engaging with village people, building 
their trust and capacity, and supporting them to initiate income-generating activities, 
food production and farming initiatives, which are complimentary to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values of the site. With trust and communication established, people 
have been supported with activities to protect the park, use resources sustainably and 
directly benefit through livelihoods. 
This collaboration between APSARA and New Zealand has adapted over time and 
succeeded as the relationship has allowed for responsiveness to opportunities and needs. 
The development of enhanced capacity to better communicate with the communities 
living within the World Heritage site and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and soci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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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ite as significant living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has helped to make more 
positive relationships. This has also complimented the capacity of APSARA staff to more 
holistically approach heritage management as more of a collaborative activity that is best-
achieved together,

2. APSARA National Authority
The development of the Siem Reap Angkor region faces many problems associated with 
water. Seasonally, flooding is associated with the wet season and the dry season is getting 
drier. There are key and some times conflicting demands for water supply for the town and 
for irrigation and in regards to the monuments water is critical for their stability. In the 
absence of bedrock, the Khmer temples were constructed on an artificial sand layer that 
needs high groundwater levels to assure it stays wet and as such strong for supporting the 
temples/monuments. The moats around key temples are visual indicators that the sand 
foundation is being kept wet.

Siem Reap city is a modern touristic city located 5 kilometers downstream of Angkor Park 
and the whole region has been reliant on groundwater since 1995. The APSARA Authority 
and Local authorities have adopted a variety of precautions and solutions for effective 
water management. First the water sources for future expansion of water supply in Siem 
Reap is the West Baray (ancient reservoir) and Tonlé Sap Lake. Second is groundwater 
recharge by rehabilitation and refilling of the ancient manmade reservoirs.

The Water Management Department of APSARA Authority has conducted the necessary 
theoretical, preparatory and practical work to rehabilitate the ancient Angkorian hydraulic 
systems in order to permit the restored cultural landscape and general environment to 
recover their essential roles in safeguarding the monuments. While there has been the 
benefit of capacity development of key staff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reality 
is that no training can adequately prepare staff for the restoration of an ancient hydraulic 
system; it takes a very practical ‘learning by doing’ approach and a lot of time in the field.

This long and challenging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of the APSARA Authority, and it has restored the most important ancient 
system for Angkor Wat moat (1.5 million cubic meters), Angkor Thom moat (2 million 
cubic meters), Preah Khan moat, Banteay Srei moat and reservoir, West Baray (56 million 
cubic meters), North Baray (5 million cubic meters) and Srah Srang (Royal Basin) and the 
restoration of 37.87 kilometers of ancient canals and dikes built in 12th century for water 
management and flood control of Angkor Park, international airport and Siem Reap city. 

The rehabilitation of Ancient Hydraulic System proved its capacity of flood prevention 
across the whole region (Angkor temples, airport and Siem Reap city) in 2012 and 2013. 
Such an activity goes beyond heritage management; it becomes disaster mitigation for 

much of the Siem Reap population and a savior for the tourism industry. Strong local 
capacity, with positive and ongoing support highlights Angkor as a world leader in th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ancient hydraulic systems.

 
Figure.2. Ancient Hydraulic System in the Angkor Region

V. Resum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Japanese teams (JASA, JSA) cooperation with APSARA has been very positive, with 
many Cambodian’s (APSARA’s staff ) trained in how to do the restoration and how to 
manipulate the technical (material and the new technology). This has helped to assure that 
Cambodians can become specialists and experts and can assure the work by themselves. It’s 
training on the site, it means learning by doing the restoration on the site. The beginning 
APSARA doesn’t have a possibility to contribute to project just send staff to be trained 
with Japanese team. Then APSARA start to participate in-kind and nowadays APSARA 
participates in the project both budget and technical staff (the specialist/experts that 
trained by Japanese team). On site the restoration has the Cambodian technician and 
expert, the Japanese experts come occasionally to help and discuss the progress of work.

The French Government has had long term involvement in restoring the Baphoun temple. 
They assigned EFEO (École Française d’Extrême Orient) to assure the initial technical 
restoration work, but at the same time they initiated a capacity building programme for 
APSARA’s staff by FSP (Fonde de Solidarité Programme). Many Cambodian staff have 
become specialists and experts for site manager through these trainings. Some of them 
are currently working on the site as local experts for restoration. It’s similar like Japanese 
project, for the second phase of cooperation, the restoration of West Mébon temp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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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from both side have become more balanced with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specialists, this helps to ensure that the capacity development is reinforced with practical 
skill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APSARA contribute budget and human resource. 

Through support from New Zealand the Angkor Management Plan (AMP) project helped 
to build up the theoretical capacity of the APSARA National Authority and helped to 
reorganize and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e continuing support through the 
APNRM&L and ACHA projects have supported more practical implementation linked 
to these theories, including: ongoing training and education for staff and communities, 
land use mapping with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and supports small heritage 
livelihood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income of villagers living in the protected 
zones. Significantly, as the theories are adapted there has been responsiveness to needs and 
opportunities, which has strengthened capacity and local ownership for the activities.

VI. Conclusion

Cambodia started very much as a recipient country and to a large degree relied on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specialists to support heritage 
management, however it is encouraging to see that today we have many Cambodian 
specialists actively engaged in and some leading in heritage management approaches. This 
was part of the vision for local management but it has required a long-term investment. 
We can see the evolu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Cambodian people have 
been trained to become the technician, specialists and experts in field’s temple restoration, 
and heritage management. 

While there have been opportunities for people to study overseas, this has been supported 
by practical on the ground activities ‘learning by doing’. It is the link betwee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that is most effectively building the capacity of the new generation of 
national staf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ors are also empowering this new generation 
of Cambodian heritage managers by respecting their ideas and choices in management 
activities. This is not to say that approaches are not challenged but that there is greater 
mutual respect and international experts are better able to collaborate with higher capacity 
Cambodian staff who better understand the context. 

The same capacity approach has seen a changing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ies. 
Staff start to see local communitie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local living heritage of 
the site and as the communities better understand the issues of heritage management 
and appreciate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support them as part of this, they become 
collaborators, working together toward heritage management. As with technical capacities 
this is a slow process but importantly APSARA has embraced the concepts 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s ongoing collaboration of international partners through the ICC.

Whil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llenges ICC-Angkor with UNESCO and partners 
can show many successes for the management of the Angkor World Heritage Site. ICC-
Angkor is a very good model for Cultural sector not only for conservation but also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the country. A focus on water, by rehabilitating 
the ancient hydraulic systems and promoting benefits to the monuments and the local 
community shows sustainable development in practice. Through this ICC-Angkor system, 
more and more Cambodian people are training to assure the tasks in the future and 
become experts for other sites in Cambodia.

In Cambodia the best way to assure the compromise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Angkor World Heritage Site is by promoting the role of collaborative 
Cultur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such as though cooperative mechanisms like the 
ICC-Angkor. Based on this success the Government of Cambodia requested UNESCO to 
setup the ICC-Preah Vihear for Preah Vihear temple that was inscribed in World Heritage 
Site list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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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conservation is of high priority for Indonesia, since cultural diversity is mandated 
by the state ideology and the basic constitution. Conservation is employed in its dynamic 
meaning, to cover not only preservation, but also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heritage. In so doing, one of the principle addered is “put the local first”, because they 
are the ones directly affected by the conservation program.  Utilization of heritage 
for economic activities is one of the strategy, such as through tourism.  Accordingly, 
international donors are invited to focus not only to the heritage itself, but of equal 
importance is to the community surroundings.  Capacity building for the local people 
is crucial, for which understanding of such communities from their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is important.

1. Introduction

Indonesia is a vast archipelago, comprising more than 17,508 islands, with population 
of more than 247 million people. As a large archipelagic country, Indonesia is home of 
diversed culture, ethnic, religion and language, ranging from the daily Hindu rituals 
practiced on the island of Bali to the prevalence of Islamic sharia law in Aceh (Sumatra) 
or the semi-nomadic hunter-gatherer lifestyles of the Mentawai people. Indonesia has 
over 700 indigenous languages with 6 religions recognized – Islam, Hinduism, Budhhism, 
Protestantism, Catholicism, and Confucianism, aside from numerous local-pre Hindu 
beliefs.

Pluralism,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is a daily fact of life in Indonesia. By adopting 
pluralism approach, the government nurtures and promotes the diversity of Indonesian 
local cultures. Bhinneka Tunggal Ika (Unity in Diversity) is the Indonesia’s national 
motto, enshrined in Pancasila national ideology, articulates the diversity that shapes the 
country.  Maintenance of cultural diversity has been explicit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Indonesia, that the state should develop national and regional cultures.  This position is 
implemented through lower-level regulations, such as National Act on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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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regulation on cultural conservation, etc. 

In managing cultural development, at central level there is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Culture is given priority with a special level Vice Minister for Cultur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established many ‘field units’ or ‘technical units’ in all 
provinces, to take care of special heritages, especially in its preservation.  At provincial level, 
there are also regulations pertaining to cultural development, and this is implemented by 
provincial office for Culture (in some provinces, it is specifically named Provincial Office 
for Culture, while in other provinces Cultural office is combined with other government 
affairs, such as education, creative economy, or tourism). In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of 
Indonesia, where the goverment power is mainly rested in the autonomous regions (regency 
or city level), a number of responsibilities in cultural affairs are under the hand of the 
regency. Hence, a number of regencies have developd their regional regulation on culture 
(regency level).  However, for major heritages, notably tangible heritages, the management 
is still in the hand of central government.

2.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Policy in Indonesia

As stated above, protecting cultural diversity is important and has become a priority in 
cultural development policy. Cultural heritage is not only in the form of tangible culture, 
but also intangible. In cultural conservation, Indonesia works closely with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UNESCO, as well as with donor countries. Since 1991,  10 of Indonesia’s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inscribed as World Heritage. These are: 

1)   The famous Buddhist temple Borobudur, dating from 8th - 9th centuries AD, which 
is located in Central Java (1991),

2) Prambanan Temple Compounds, in Central Java (1991), 
3) The Prehistoric site Sangiran (a site where early man was found) (1996), 
4)   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or 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 Hita Karana Philosophy (2012). 
5)   Keris (a distinctive, asymmetrical dagger often considered to possess magical 

powers),
6) Wayang (a Javanese puppet, and also a particular kinds of theatre),
7) Batik (a patterned typical clothing),
8) Angklung (musical instrument made from bamboo),
9) Saman dance (a traditional dance from Aceh), 
10)   Noken (A knotted net or woven bag handmade from wood fibre or leaves by 

communities in Papua and West Papua Provinces). 

There are actually a lot more Indonesian cultural heritages that deserve to be listed as 
UNESCO World Heritage. Among others, Balinese dances, Kolintang and Sasando musical 
instruments, funeral practice in Toraja, Nias ceremonial stone jump, also dozens of ancient 

sites and temples.
Meanwhile, for natural properties there are a number of sites have been listed by UNESCO, 
i.e 1) Komodo National Park, inhabited by a population of around 5,700 ancient giant 
lizards (1991), 2) Lorentz National Park, the largest protected tropical area in South-East 
Asia located in Papua Province (1999), 3) Tropical Rainforest Heritage of Sumatra (2004), 
and 4) Ujung Kulon National Park, located in the extreme south-western tip of Java, 
includes the natural reserve of Krakatoa with its endangered Rhinoceros (1991). 

When a site or an object has been inscribed on the list, it has to be managed as the World 
Heritage property. The overall purpose of all of the management activities undertaken is to 
ensure that the sites or objects maintain the values for which they were inscribed. 

Indonesia rescues, protects and utilizes cultural heritage for conservation purposes, as 
mandated by Undang-Undang Cagar Budaya or Cultural Heritage Act No.11 of 2010. 
Heritage preservation, initially only focused on material object, later by the change of 
paradigm in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products, it also concerns to protect the values as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Indonesia aims to: a) preserve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and the heritage of mankind, b) enhance the dignity of the nation through 
cultural heritage, c). strengthen national identity, d) improve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and e) promote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n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ervation, according to the act, is a dynamic effort to maintain the existence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value, which is done in 3 ways, i.e 1) preservation (protection), 
2) development, and 3) utilization. Protection is an effort to prevent and cope with 
destruction or annihilation by means of rescue, security, zoning,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includes revitalization, adapta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hile Utilization is the use of cultural heritages for 
people’s welfare, but at the same time must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cultural aspects 
being utiliz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Indonesia must be seen from different 
aspects, which must be in balance. It has been proven that the local community would be 
motivated to protect their heritage if only such heritage has economic values for them. In 
other words, economic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 to ensure that the local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e in cultural conservation. In so doing, utilization of the heritage for 
economic activities is a strategy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 number of example 
can be given, that  monuments are utilized as tourism attractions, which bring about 
significant economic impacts for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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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mplementing principles of cultural conservation as mentioned above, Indonesia 
developed close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worlds, whether international assoc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nor agencies, as well as multilateral or bilateral cooperation. 

In working with international cultural agencies, Indonesia always “put the local first”, in 
the sense that local people are intensively consulted, their local wisdoms are utilized in any 
conservation programs.  Local’s aspiration is also accommodated in the planning process, 
in the view that it is the local people whose life would be affected first and foremost by the 
conservation programs.  To illustrate the principles and mechanism discussed, case studies 
will be put forward.

In the case of Borobudur (a Buddhist temple in Central Java),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nd donor agencies (UNESCO, JICA, UNDP, and others) reached agreement that 
conservation of the monument should accommodate local people’s aspiration, particularly 
in finding answers on (1) how the local people would be motivat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programs; and (2) what benefits can the local people receive from the 
conservation programs.  After a long process, aside from restoration of the monument 
physically, management concepts developed.  It turned out that the conservation 
management of the monument should harmoniously accommodate the needs of physical 
preservation, intangible preserv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Working closely with international donor, this came out with “co-management” 
concept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CRM), for which a zoning system is applied.  
Further, this model is legalized through presidential decree. In accordance to Presidential 
Decree No. 1 of 1992,  January 2, 1992, about the Management of Borobudur and 
Prambanan Tourism Park, Borobudur area is divided into three concentric zones, namely 
Zone 1 (temple preservation zone), Zone 2 (park zone for tourism), and zone 3 (settlement 
zone/rural).  (Note: This spatial zonation is being reviewed, as Borobudur is one of the 
National Strategic Area as stipulated in Government Regulation No. 26/2008.  The zonation 
and management system could change, depends on the result of the review).  

Zone 1, the monument itself, is managed by Borobudur Conservation Unit (Balai 
Konservasi Borobudur), a government unit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in function is preservation of the monument, funding for which comes from 
national budget and international donors.  Zone 2 is designed for ‘cultural tourism park’, 
realizing that tourism is the best way for the local people to earn economic benefits from 
the monument. The park is managed by a business unit of central government (a state 
enterprise, PT Taman), who is responsible for tourism-related activities, such as managing 
accommodation, restaurant, flow of visitors, park development, management of souvenir/
art shops, amenities, public facilities,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As a business entity, 
this enterprise is entitled to earn revenue or make profit for such activities.  The revenue 
earned is used for operational cost, investing in new ammenities or activities, and to 

suport conservation programs as well as to support the local community in many ways, 
notably capacity building.  Meanwhile, Zone 3, the outmost zone, i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regency of Magelang) and the community.  

In the programs of Cultural Conservation in the case of Borobudur,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are invited not cencentrating merely to the monument itself, but think 
“beyond the monument”.  This is so because to protect the monumen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must also be protected, to include physical landscape, socio-cultural, and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s.  Awareness, capacity building/empowerment, economic 
activities program for local people are considered integral parts of the conservation 
program.  Some donor agencies have been involved in developing Village Tourism 
surrounding the monument, to distribute tourism activities from its concentration on the 
monument.  This is also a means to reduce the burden of the monument from phisical 
activities of the visitors right on the monument itself. 

Another case in cultural conservation program to preserve cultural diversity can be seen 
in the case of Subak system in Bali Province.  In the program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irrigation system with its terraced rice-field (subak system), the government intensively 
consulted the local people.  This is even more difficult, because the heritage going to be 
conserved is intangible in nature and is a ‘living heritage’, i.e. cultural heritage that is 
still effectively used by the community. More so, in this case, the rice field is owned by 
individual farmers, and is the main source for their livelihood. Conservation programs 
were discussed in detail by parties involved,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Questions arouse especially from the farmers, on (1) what benefits they would get from the 
conservation programs; (2) whether conservation programs would hinder their freedom in 
cultivating their own land; and (3) how the heritage is going to be used to gain economic 
benefits for the people. 

After a lengthy discussion and consultation to reach agreement, the conservation plan 
clearly states that tourism will be the main source of revenue, to be used for conservation. 
Tourism revenue would come to village level (in terms of entrance fee and taxes), as well 
as to individual farmers (for participating in tourism-related activities).  In 2012, UNESCO 
inscribes the heritage in the list of World Cultural Heritage, and conservation programs 
are now in progress. The main role of international donors in the program is not really to 
preserve the heritage physically, but more on educating the people, to ensure that they are 
willing to preserve their own land, cultivate their land for rice, not to sell their land, and 
not to convert the land use for non-agriculture.  Again, mechanism to bring economic 
benefits for this conservation program is crucial, such as non-farm income, tourism-related 
activities, etc. Capacity building or empowerment program is key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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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ssons Learned from Indonesia as a Recipient Country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works in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can be seen in 
the cases presented above.  In both cases (and also in some other cases elsewhere in 
Indonesia), all parties develop conservation plan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 with the 
local people, to seek their agreement.  This is particularly more problamatic when the 
conservation program is addressed to heritage owned by the people or groups of people.  
Beyond the conservation of the heritage, questions that always come to surface is whether 
the program is beneficial for the local people, especially from their perspectives.  In the 
case of Indonesia, economic benefit is of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  From many 
examples, as shown in the cases above, tourism is considered as a good vehicle to bring 
economic benefit for the local people.  The heritage functions as tourist attraction, and 
the advent of tourism open up employment opportunities or source of income for the 
locals.  This benefit motivates the local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servation 
program, or willing to conserve their own cultural heritages.

The success of this approach can be seen during the eruption of Mount Merapi (November 
2010), whereby the Borobudur temple was covered by vulcanic ash, which also prevented 
tourist from visiting the monument.  UNESCO and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Indonesia carried out an emergency joint operation for the mitigation and recovery 
of Borobudur from this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 A number of in-depth discussions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th full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representatives, were performed to plan the safeguarding operations, offering technical 
cleaning direction and in-situ training by using simple cleaning equipment.  The local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leaning activity, worked hand in hand with 
volunteers, under guidance of experts (conservationists/archaeologists).  They were willing 
to actively participate because they realised that the monument is their “source of living”.

However, this does not occur overnight.  It needs time, efforts, and other resources to 
shift the local people’s behavior.  Hence, cooperations with international donors are badly 
needed.  The conservation program should not only focus on technical aspek of “how 
to preserve the heritage”, but of no less importance is to educate the local people, both in 
conservation program and in tourism-related business, to tap the opportunities in a right 
way.  In short, thinking “beyond the monument”.

In many cases, however, field implementation of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donor often 
finds obstacles, to include the following.

1)   The lack of database. Database on quantity and description of cultural heritage has 
not been well documented in Indonesia, both for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For instance, it is difficult to find reliable data on total number of temples, 
the types of dances, types of traditional clothes, etc. 

2)   The lack of technical knowledge to protect cultural objects from damage, such as 
how to restore a damaged temple, based of a correct method of conservation.

3)   The sacralisation of the heritage. In some communities, certain cultural heritages are 
sacralized, hence it is difficult to make further study on the heritage.  Access to the 
heritage is closed.

4)   The lacks of incentives, also weaken the public awareness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5)   Ignorance of the value of heritage. In some cases, economic betterment also leads to 
the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local people rehabilitate the  old stucture and 
change it with the new ones, without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conservation 
(such as in term of structure, architecture, and materials used).

6)   Technical barrier. Cultural differ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donor agencies, is sometimes also an onstacle.

Again, to cope up with these problems, education in its various ways is of a real need.  In so 
doing, there is a need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eople, to include their social, cultural, religious,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o 
have this understanding, a depth research prior to the planning process is of a significant 
need. 

4. Concluding Remarks 

Cultural conservation, to include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is of high priority 
in Indonesia, as this is mandated by the  national slogan, Bhinneka Tunggal Ika (Unity in 
Diversity), and the country’s Basic Contitution also explicitly articulates the diversity that 
shapes the countr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hould not be done in a static way, but it must be dynamic, 
to include not only preservation but also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is is so, because 
the local community (stakeholders) would be motivated the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programs, should there are benefits, notably economic, they can tap from the conservation 
programs. 

Learning from the cases of Borobudur in Central Java and Subak system in Bali  (and 
other sites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programs as well), tourism is an effective tool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because tourism paves the ways for various economic 
activities open for the local people. 

In so do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strongly needed, to develop tourism in line with 
conservation principles, as indicated by the code of ethics in cultural heritage tourism. 
This is to say that conservation programs should not merely focusing its activities on 



the monument/heritage, but of equal importance is capacity building for the local 
(thinking “beyond the monument”).  For effective conserv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mmunties, to include their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for which in depth research is needed prior to the launching of 
conservation programs. 

As Indonesia is rich in cultural heritage, yet less docummente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ach stakeholder (community), to encou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o preserve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and to conduct intensive research 
to uncover the values contained in the cultural heritage.  Of no less importance, measures 
must be developed to cope with problems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as identified above.  In addition, international donors are 
expected to promote the heritage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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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boys from the Republic of Korea won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this 
August, they chose a remarkable symbol to demonstrate their joy. Unless I am mistaken, 
this was not a typical Korean pose or even a replica of a famous baseball pose or gesture. 
Instead they celebrated with the lightning bolt pose made famous by the Jamaican track 
star Usain Bolt.

Let us take a minute to look at this more closely. According to most, in 1905 an American 
missionary introduces baseball in Korea.1 In 1984, a team from Korea won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for the first time. They do this in small American town named 
Williamsport, Pennsylvania. They repeat as champions in 1985. Fast-forward to 2014 
with the game broadcast throughout the world by ESPN and others, Korea wins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again, this time against an all-African American team from Chicago. 
Those youth from Chicago represent the Jackie Robinson West Little League, named 
for Hall of Fame baseball player Jackie Robinson, the first African-American to pla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Chicago youth made it to the finals by defeating a team from 
Philadelphia that featured Moné Davis, a 13 year-old who was the first girl to ever pitch a 
shutout in Little League World Series history and the first Little Leaguer ever to grace the 
cover of Sports Illustrated.2 Her team is called the Dragons, a name more associated with 
Asia than the Americas. Both on the field and when they returned home to Korea, the 
champions celebrated with a gesture made famous by a Jamaican track star. The spread of 
culture across boundaries, social inclusion, and development are all symbolized by youth 
who meet to play in a grass field. Culture is driving sport and sport is driving culture. Both 
are impacting development. What more can I say about the power of sport and culture to 
transcend boundaries, to bring us together to open doors for opportunities for all? 

I am honored to be here today to talk to you how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sport is changing lives of the youth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 plan 
to focus primarily on the A Ganar, sport-based youth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an internationally formed idea that has taken root in eighteen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ince 2005, As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story demonstrates how 
sport brings us together, I will try to show how sport can be used to tackle some of the 
most pressing development problems of our time and more specifically, how sport-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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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rograms in Latin America use lessons from sport to help youth find jobs, 
avoid violence and make healthier choices in their lives. 

In 2000, the Brazilian and international soccer star Pelé gave a presentation at the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n Washington, DC, encouraging leaders to use sport 
as tool for connecting with youth. This led to research and many discussions on how to 
use sport effectively to address the development issues of Latin America and included my 
colleagues from Partners of the Americas, a non-profit organization started as a result of 
President Kennedy’s Alliance for Progress. That research indicated a strong link between 
sport skills and job skills and an interest by employers and development agencies to 
train youth for job via sport. The research also indicated that employability skills such as 
teamwork, communication, discipline and a focus on can be learned through sport and 
those same skills can be adapted for use in the workplace. 

In 2005, Partners of the Americas and the IDB co-created the A Ganar, youth-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focusing on three South American countries: Brazil, Ecuador, and 
Uruguay. A Ganar is Spanish for: “to win, to earn.” Our goal was to develop a sport-based 
program methodology and train 3,100 youth. In just a little more than three years, we had 
a successful program and had trained over 3,400 youth in high-risk communities including 
the favelas of Rio de Janeiro. 

Today, with additional support from the IDB,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Nike Foundation, the Barbados Ministry of Educatio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and other donors such as PepsiCo, Coca-Cola, FIFA, Microsoft, the 
Clinton Giustra Enterprise Partnership, the Carlos Slim Foundation and others, over 14,000 
at-risk youth, from eightee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A Ganar. A recent evaluation focusing on eight countries found a 69% graduation rate 
and an over 75% rate of job insertion or return to school for program graduates. Hundreds 
more youth who needed to leave the program early for economic reasons also found jobs. 
A Ganar has been implemented in five languages: English, Spanish, Portuguese, French 
Creole, and Surinamese Dutch. Over 50% of our participants are female. 

A Ganar works through three distinct yet integrated training phases plus a follow-on 
phase. Phase 1 is a 100 hour sport-based life skills/employability skills course. We use sport-
based field and classroom activities to help youth how to work in teams, communicate 
effectively, show discipline and respect in life and in the workplace, how to focus on results 
and how to continue improving their skills throughout life. We play adapted soccer and 
other games to demonstrate those skills and lead youth through discussions that take the 
conversation from sport, to life, to the workplace. Because this is Latin America, soccer is 
our most common and most effective sport tool. It is the language of the youth we target. 
In Phase 2, we offer market-driven vocational training courses building on the core skills 

learned in the previous phase. In Phase 3, youth participate in internships so that they 
can put their new skills into practice. Throughout the training phases youth complete 
community service and are mentored by local volunteers, vital program components for 
building leadership, empathy and confidence. Our Phase 4 consists of various follow-on 
activities designed to support youth in their transition to work or return to education. The 
entire program is implemented over a 7 – 9 month period.

Some might question: Why sport? What makes A Ganar successful? 

First, A Ganar is based on need. According to UNICEF: “currently there are 106 million 
young people between 15 and 24 years of age liv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the largest proportion of young people ever in the region’s 
history. Poverty affects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youth disproportionately, with 
an average of 39% of them living in povert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re 
are more than 100 million adolescents between 10 and 18 years-old. The gap between 
high and low income groups within cities is taking more and more of a toll on the lives 
of adolescents. As many as 25 to 32 percent of the 12-to-24-year-old population in the 
region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at least one kind of risky behavior (as defined 
by the World Bank): they dropped out of school, are young parents, are not employed, 
are addicted to drugs, or have been arrested. Youth unemployment, violence, unplanned 
pregnancies,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substance use can reduce a country’s 
output by up to 1.4 percent of GDP, each.”3 

A Ganar targets at-risk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youth, between the ages of 16-24. 
Depending upon the country, A Ganar targets either youth who are in high school who are 
struggling, youth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and are not working, or youth who have 
graduated but have not entered the university or found employment. We work with those 
youth who will make or break the future success of their region. Most importantly, when 
youth come to A Ganar, they come primarily because they are looking for employment, 
not because they want to play. It is that motivation and dedication to addressing their need 
that is central to the program’s success. 

Second, A Ganar works in the communities that need us the most.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is home to nearly 9% of the global 
population but accounts for over 30% of the world’s homicides. Seven of the 10 countries 
with the world’s highest homicide rates are in the region, and of the 50 cities with the 
highest rates in the world, 42 are in Latin America, including the top 16.”4 In 2010, A Ganar 
began working in Cd. Juarez, Mexico when it had the highest homicide rate in the world. 
That unfortunate title now belongs to San Pedro Sula, Honduras where the program has 
been working since 2012. Again, because these communities are stressed, there are people 
there looking for better options. This translates into youth who have the dedication to 

3 UNICEF. Fas t  fac 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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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he program successful.

Third, sport is an amazingly effective development tool. A Ganar experiences confirm 
some commonly held beliefs about sport but also reveal some additional, perhaps hidden, 
benefits. Here are examples:

●   Sport is a powerful tool to convene, motivate and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5 It is 
a connector. We see this when 100,000 people show up for a college football game 
in my home state of Tennessee, when youth are inspired to wear the jersey of their 
favorite player or to practice hour after hour to perfect their favorite “move,” and 
how nations unite-- rich and poor, the political right and left, and different races and 
ethnic groups-- to support a single team. In A Ganar we use sport as a way to attract 
boys and girls to enter and to continue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A job 
program is attractive for many youth. But a job program that asks you to play soccer 
as part of the training is seen by many as dream come true.

●   Sport and physical activity have a positive correlation to academic performance.6 
Studies suggest that increased physical activity not only has health benefits but that 
it also contributes to increased brain activity and concentration, leading to better 
academic performance. In A Ganar we work with youth who may have never had 
access to organized sports activities, or have never had a safe place to play, or were 
never permitted to play by their peers. Most of those youth have struggled to be 
successful in the classroom. Recognizing the link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academic performance, we believe that A Ganar youth learn more effectively using a 
sport-based program verses one that does not use sport.

●   The lessons of sport easily translate into life lessons and workplace lessons. Are words 
such as teamwork, communication and a focus-on-result, sports terms or business 
terms? We use them equally in both fields and more often than not, when we want to 
motivate our colleagues in business, or demonstrate a point, we use examples from 
the world of sport. 

●   Sport is the language of youth. Go to any county. No matter your age, the color of 
your skin or even your ability to speak the local language, if you bring along a soccer 
ball, or whatever is that country’s favorite sports’ ball, you will soon have friends. 
Ask a youth in Honduras a question about math and you might get a blank stare. 
Ask the same youth about how many points in the standings separate two of the 
country’s favorite soccer teams, Olimpia and Motagua, and the same youth becomes 
a math wizard. So we know that when we start our conversations with youth in Latin 
America about something they are passionate about and something they understand 
fully, we have a much better opportunity to engage and to educate. 

But there are also things that we have learned in A Ganar about the values or benefits of 
sport as a tool for development that are not so obvious, but are equally or even of greater 
importance. For example:

5  h t t p : / / w w w . u n . o r g /

wcm/webdav/s i te/spor t /

shared/sport/SDP%20IWG/

Chapter2_SportandHealth.pdf 

6 ht tp://archpedi.jamanet 

work.com/ar ticle.aspx?ar ti 

cleid=1107683 

●   Sport is more than a convening tool; it is a powerful teaching and learning tool. 
Too often people in development only think of sport as a tool for convening or 
motivating youth. In many cases, coaches may feel that sport participation alone 
and the hard lessons that sometimes come from it, are sufficient for youth to learn 
leadership, teamwork, commitment and other important skills. But in A Ganar we 
have learned that by digging deep into a sport-based activity we encounter a rich 
learning environment. Sport becomes the catalyst for learning. We play a game called 
“mano-a-mano” or hand-to-hand, where youth play soccer while holding the hand 
of teammate. We designed it as a way to learn about teamwork. But the more we play 
the game, the more we learn that teamwork is only the beginning. Our discussions 
take us into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so that two people can work 
together successfully. When one member of the pair does not share opportunities 
with his/her partner, we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respect and inclusion. 
When a partner sweats profusely, we can learn about how to deal with situations of 
personal hygiene in the workplace. When a young boy and a young girl must hold 
hands in order to play, or two boys hold hands, the activity may provoke jealously or 
ridicule. With that we learn about respect and have the basis for a discussion of how 
two people can work closely together without implications beyond the workplace. 
Furthermore, sport gives us new lessons each day. When the Japanese women’s team 
wins the World Cup only months after the devastating tsunami, we have a lesson 
in resilience. When a player bites his opponent, we have a lesson in discipline and 
respect. When a group wins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we have a lesson about 
teamwork.

●   Sport accelerates learning. Our program facilitators constantly remind us of how 
much quicker youth learn and begin to practice new skills and attitudes when their 
training is based in sport versus tradition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 
believe that concepts that may take weeks in some non-sport-based programs make 
take days in a sport-based program. By combining physical and mental learning in 
one setting, youth seem to internalize lessons more quickly and learn how to apply 
them to their lives. By making sport the language and the context for learning, even 
those youth who may have performed poorly in the classroom setting have a chance 
to perform better in A Ganar.

●   Sport builds positive identity beyond the playing field. A Ganar youth are given 
t-shirts and asked to wear them to most, if not all sessions. We try to relate wearing 
those shirts to the same responsibilities that an athlete has when he/she wears a 
national team or club uniform. We use cheers and affirmation statements similar to 
those that a team might use to remind youth that they are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themselves and to help them believe that they will be successful. Youth tell us 
that when they wear the A Ganar shirt in public they feel pride and that the people 
in their communities see them differently because they recognize that A Ganar youth 
are trying to make a positiv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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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hap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values is that sport facilitates positive 
connections between peers and between youth and their teachers. When A Ganar 
youth start the program, many have never learned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others. They come from violent communities where issues are resolved in angry 
threats, they lack trust in others and naturally, they are skeptical to communicate 
openly with adults. We have learned that by using sport in field and classroom 
activities, youth begin to understand how to communicate and trust others and 
they form connections more quickly. We believe that this relates to the same strong 
connections that happen between teammates and coaches who practice and play 
together. Developing trust on the field is one step towards developing trust in more 
sensitive matters.

We conclude that we should use all of the benefits of sport, not just the obvious ones. Dig 
deep into the lessons, be deliberate in discussions with youth, strengthen the relationships 
that sport enables, and take advantage of all the good things that sport has to offer. 
 
Fourth, we train and work with dedicated teams of implementers from the same 
communities they serve. While A Ganar is a youth centered program, there is no member 
of our team more important than the day-to-day field and classroom facilitator. 

Our facilitators are trained through a five-day training of trainers session where they learn 
to implement the program according to our A Ganar participant and facilitator manuals 
and learn to make adaptations based on the needs of the group while still following the 
core ideals and methodologies of A Ganar. They make our A Ganar manuals come to life. 
They listen and adjust their sessions to the specific moods and needs of the group. They 
become mentors to youth and guide them towards growth and better decision making. 

Our local coordinators, also locally trained staff, visit sessions frequently to observe and 
provide guidance to the facilitators. We believe that coaching our coaches and facilitators is 
vital to strong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Equally as important as the training we provide facilitators is to select facilitators and 
coaches who are from the communities we serve, who understand and can identify with 
the issues the youth face, and who have a high level of dedication to those same youth. 
In short, they understand the culture of youth. In Latin America, especially in Central 
America and Mexico, the youth we target often live in neighborhoods controlled by gangs 
or organized crime. Just to go school, visit family or even attend our program sessions, 
many have to walk from an area controlled by one gang to a different area controlled by 
a rival gang. They may have parents, siblings, cousins or other family members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And they themselves may be dangerously close to gang activities 
or may be victims of violence and abuse within their own homes. Our youth bring these 

issues with them to A Ganar each day. We need local facilitators who understand the 
issues within a community, or within a family, and who know how to successfully engage 
a young person at-risk. Like the best coaches in the world of sport, our facilitators need to 
know when to be tough and when to be gentle in offering support and guidance to youth. 

In summary, we recognize that there are lots of qualified staff members throughout the 
world. They may not have a degree in education but if they have empathy, if they can 
connect with youth, if they can lead a session successfully, with good training they can be 
great facilitators. 

Bringing this back to the general them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port in 
Latin America, I wanted to share some experiences from other international sport-for-
development programs working in Latin America. Some of their lessons learned, along 
with our own, might be helpful for organizations wishing to start or support a sport-for-
development program in Latin America.

Grassroot Soccer’s mission is to use “the power of soccer to educate, inspire, and mobilize 
communities to stop the spread of HIV.”7 They started in Africa and are now are active 
in the Dominican Republic. Luta pela Paz (Fight for Peace) uses boxing and martial arts 
combined with education and personal development to realize the potential of young 
people in communities that suffer from crime and violence.8 Luta began in Brazil but is 
now active in London and New York City. 

Like A Ganar, both programs place a strong emphasis on training local staff so that the 
locals feel ownership of their activities. Grassroot Soccer founder Kirk Friedrich says that 
“one of the big things is being able to trust and really hand off the work to the local partner. 
You can provide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right up to a point, but then you have to 
let them go and get on with the work.” Gabriela Pinheiro, Institutional Relations Manager 
for Luta pela Paz in Rio de Janeiro, says that “we really believe in a strong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Both the connection between our academies and the community and 
between the organizations that we train (CBOs) and their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Our methodology itself includes how to adapt into different local context.” For A Ganar, 
we provide training manuals but we choose local partners based on what they also can 
bring to the relationship. We want a program that is consistent across countries but that is 
adapted based on the needs and opportunities for each. 

International programs must also strike a balance between being seen as international 
versus local. The above mentioned “local ownership” issue is important, but for youth, 
being a part of an international effort is important and even “cool.” Friedrich says that “kids 
love the idea that they are part of a massive Grassroot Soccer team that is global. You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literally ‘sign a contract’ to fight HIV/AIDS.” A Ganar youth 

7 http://www.grassrootsoccer. 

org/what-we-do/mission-

and-vision/ 

8 http://www.fightforpeace.net/

his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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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reminded that when they wear a program shirt they are representing youth from 
throughout the Americas. They als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via Facebook and other 
social media pages dedicated to their programs. Luta’s Pinheiro says: “our methodology 
itself includes how to adapt into different local contexts. Also, the young people supported 
in Rio are proud to know that other young people in London are benefiting at Fight for 
Peace (UK) from a methodology that was founded and developed in the favelas. This 
promotes a sense of belonging between all groups. It is possible for a programme to be 
both international and local (“glocal”), as both sides can be explored to ensure maximum 
retention of the beneficiaries.” 

Gender is one area where cultural adaptations are especially important. “We are constantly 
working to increase gender awareness in our projects - both those delivered directly or via 
the organisations trained by the Global Alumni Programme. However, each context poses 
a different challenge to promote gender equality, as masculinity values are entrenched in a 
different way in each society. If the project/programme is expected to face such challenges 
during its implementation (i.e. not investing in such initiatives could pose a threat to the 
proposed outcomes), then gender becomes a core component of the delivery” says Luta’s 
Pinheiro. Friedrich from Grassroot Soccer says that they have not had to make major 
adaptations from their African based programs to those in the Dominican Republic but 
that “we’ve had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ensure that our general Skillz programs are 
50/50” (equal gender split). They hope to start an adolescent-girl-only program there soon. 
With A Ganar the program adjustments related to gender are more often based seen in 
rural programs verses urban programs. For all of these, the importance of local staff who 
know the context is extremely important. 

Finally, what do these programs want others to know about starting or supporting 
international sport-for-development programs?

Luta’s Pinheiro says that “what we have learned is that, regardless of the geographical 
circumscription, it is mandatory for any organisation willing to establish itself in a new 
area to actually engage and understand the local context. Investing in a really intense pre-
deployment analysis of local context (which includes mapp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and networks) is a mandatory step. Also, in order to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the community has to be involved in all project stages (prior to the establishment and 
during the delivery) - if possible, being hired to be part of the staff.” Grassroot’s Friedrich 
states that “there are many well established local organizations with high capacity. It is 
challenging, but essential, to find a way to work with them.” The A Ganar experience has 
shown us that without well placed and knowledgeable local organizations, we cannot be 
successful – especially so in high crime/high violence corridors. 
In conclusion, if you are looking to develop or support a sport-for-develop program or 
initiative in Latin America, I suggest you follow the simple lessons learned from A Ganar 

and others. 
1. Base your program on the needs of the region. 
2. Make sport the tool, not the goal of the program. 
3. Take your programs into the communities where they are needed most. 
4.   Utilize all of the gifts that sport provides us, motivator, convener, connector, and 

teacher. Do not assume that youth will absorb lessons but instead be deliberate and 
ensure that youth understand the lessons you want to share.

5.   Train, develop and trust local staff. There are amazing people out there who want 
and need our support to make their communities better. They provide local context 
and can make the needed adjustments so that your program can be successful. 

Once agai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be a part of this important event and discussion. 
I look forward to any opportunity that we may have in the future to work together using 
sport to improve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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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 am going to cover a number of key areas under four main headings: Creativity, 
Education, Policy Making, and Pedagogy, sharing some of our methods with you. I want 
to bring alive the reality of young people and their enormous creativity. They are our 
legacy for a more creative and fulfilled future. We must not fail them. We have great 
responsibility.

I will begin with the voice of today’s younger generation. These are the words of a young 
man who describes the impact of the MASK programme and how he has developed in 
terms of creativity. 

“Creativity helped me to become an entrepreneur and to think outside the box”, says Joel 
Gatua, 22. “Before I started with MASK I didn’t know I was creative. Since finishing school, 
I developed a couple of businesses. The elders in my village come to me for ‘good ideas’ that 
can improve our community. I have started teaching creativity at my local primary school 
and get paid by the school. I gather parents and talk to them about ‘goodness’ of creativity. 
In 2012 I went to UNESCO in Paris to present MASK. I feel I am making a difference! I 
love that creative thinking!” 

1. CULTURE: The Important Role of Culture in Achieving Successful Development 
Cooperation. 

Culture in a wider context. Culture is the key to progress and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need to define what culture is. Cicero described culture as cultivation of the soul. 
For me, culture is cultivation of one’s thinking, refining of one’s thinking, one’s ideas. The 
quality of our life depends on the quality of our thinking.

One example comes to mind. I once met a senior politician in charge of implementing 
the new constitution in Kenya. Encouraged by a fact that the constitution included 
the statement that ‘culture is a foundation of society’, I asked him how this will be 
implemented. He said that they have not thought of it yet. They will first imple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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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of Rights and some other similar bills, and only then ‘culture’. I told him that this is a 
somewhat wrong order of things as people adhere to the idea of human rights not because 
of the Bill, but because of the heightened quality of their thinking. I dont think he believed 
me. 

But where does culture comes from? Culture is the product of human creativity. It is 
creativity that enables culture. Culture is creativity. 

What is creativity? In brief, creativity is a skill to generate ideas that bring 
transformational change. When we ask ‘what is creativity’ what we are really asking is how 
creative people think. They think in ways that are different. They think ‘what can be’, rather 
than ‘what is’. They actively connect information and make meaning. 

Creativity is often mistaken for artistic creativity. It is more than this, it includes all aspects 
of human life. In the context of everyday creativity it can be referred as resourcefulness 
or innovation. Novelty of ideas can vary from something that is ‘new’ to a person to a 
breakthrough with global implications. 

Creativity began to be formally studied only 60 or so years ago. It is still largely unknown 
that creativity can be taught like a skill. Neuroscientists now believe that creativity can be 
‘built up’ just as our muscular strength. 

Everyone is born creative. However, if creativity is not fostered it withers. Researchers Land 
and Jarman monitored a group of 20 children. At the age of 5, 98% of children displayed 
strong creativity; by the age of 25 only 2% of the group were creative. 

Ken Robinson, a world authority on creativity, says that schools educate children out of 
creativity, destroying 75% of their inborn creativity. And universities - he adds - get rid of 
the other 25%. Knowledge in schools is favoured, while creativity is sidelined. 

As a result, the majority of us can’t really think. Instead, we recognise! Information enters 
our mind and flows along established pathways. We repeat past choices, our imagination is 
based on existing concepts and stereotypes. We generate the same old ideas. 

How does creativity work? 

SLIDE 1

If you look at the cross section of our brain, the neocortex is responsible for all our rational 
and analytical thinking such as logic and language. Our limbic brain is responsible for our 
creativ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our visual processing. Thanks to visual processing - our 
observation and visualization skills (imagination) we can select and connect information. 

Furthermore, when someone makes creative connections, he makes connections between 
images, not analytical or rational thoughts. Images exert a powerful influence on our 
brain’s circuitry. 85% of our thinking is mediated through vision. In children, this is even 
higher. 99% of discoveries made by Nobel Prize scientists began as images. Albert Einstein 
said that numbers and words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his thinking. 

According to the Center for Mind and Brai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changes in 
visual processing significantly affect how we perceive and respond to the world. This is the 
reason why art education in schools is critical.

2. EDUCATION: Practical Measures, Policies and Strategies, and Sustainable 
Business Models

If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help individuals to make meaning, then creativity 
should be central to education. Without education for creativity there is no culture and 
development. 

Education for creativity is particularly important now. In the 21st century the rate of 
progress will be 1000 times that in the 20th century; growth will be driven by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put creativity amongst key skills 
that young people need to succeed in a 21st century economy. Major economists such as 
Romer, List, Marshall and Schumpeter thought that a nation’s wealth is created by people 
with ideas, and placed creativity and innovation centrally in their theory of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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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However, repeating how creativity is important will not automatically make us more 
creative. It is time to focus on developing practical models for training young peopl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Leaving it to ‘default’ is not an option. 

Eight years ago, when MASK began teaching creativity to young people in Kenya, due to 
mainly misunderstanding of what creativity is and does, people said ‘this is not Africa’s 
reality’. I always believed that creativity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developing economies 
as a way of addressing challenges such as poverty and social inequality, and of finding 
effective solutions. ‘Creativity for development’ was MASK’s new approach to sustainability 
in Africa. Increasingly young people in Africa tell us that they do not want ‘aid’, they want 
to learn to be more effective in whatever they do. In effect, they ask us to teach them how 
to be more creative. This was Joel Gatua’s story at the start of my presentation. 

Creativity and Poverty Reduction. There are many ways how education for creativity 
can bring development and reduce poverty. Employability is one of them. Employers now 
want young people who can contribute to the organisation in terms of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hat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build profits and cut costs; academic 
qualifications are no longer enough. 

Helen’s story from the MASK programme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is: 

SLIDE “Creativity helped me to develop the habit for innovating”, says Helen Gichuki, 23. 
“Studying chemistry in College I designed a new drug. My college is patenting it, intending 
to sell it to the manufacturers.” 

Young people want to generate their own jobs, to be more entrepreneurial. It is not the 
lack of resources but the lack of resourcefulness that exacerbates poverty, powerlessness 
and ineffectiveness. A creative (resourceful) person sees opportunities and invents effective 
solutions. A person lacking creativity develops fears, stagnates and looses advantages. 

Creativity enhances our survival and our agency - the capacity to act in and on the world. 
Neuroscientists now know that culture and creativity exert a more powerful effect than 
biological factors in shaping our brain development. For example, our IQ climbed 24 
points since 1918. This is not due to natural-selection-driven changes in our brain: the time 
frame is too short for that. This is due to the greater amount of information our brains 
must now process. Culture - and its enabler, creativity - is what now drives evolutionary 
development. 

Creativity in Africa - and other parts of the globe - is very limited and thus under serious 

threat and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lthough the role of culture and creativity for 
development is powerfully identified in UNESCO’s reports, education for culture and 
creativity is not emphasised strongly en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aimed first and foremost at establishing meaningful education for creativity 
in schools. Failure to do so constitutes a major threat to growth. In Africa, according to 
an Ernst & Young report, the demand for ‘talent’ (this is how creative people are called 
sometimes) is already outstripping supply. Foreign investments are projected to reach $150 
billion by 2015 creating 350,000 jobs a year. 75% of CEOs say that a lack of ‘talent’ is a 
threat to companies’ growth. 

Creativity and Tradition. In the context of som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s on culture, I feel there is an over-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radition’. 
Tradition - as the notion of holding on to a previous time – can contrast with development, 
if not contradict it. Such thinking as ‘this is right because we’ve always done it this way’ can 
block new ideas. In art, for example, diversity of creative expression exists only because 
someone broke away from tradition. 

Creativity and Policy-makers. Although the 2013 Hangzhou Congress says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place culture at the heart of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 think most governments do not see it this way. There is a well-known story. German 
Nazi leaders used to say ‘when I hear the word culture, I reach for the gun’. Why? Because, 
culture is central to democracy, and creative people for their ability to see alternatives can 
be perceived as potentially ‘dangerous’ to regimes. Art, for example, is a powerful vehicle 
for activism. In Africa, five out of the six fastest growing economies are ‘authoritarian’ 
according to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 and continue to threaten 
freedom of cultural expression even when guaranteed in their constitutions. 

If policy-makers want to achieve socio-economic change, they should understand that 
creativity does not ‘create problems’, it solves them. 

3. PEDAGOGY. MASK: Case Study of “Cultural Application”

There is considerable potential for an alternative way of providing education for creativity 
in schools. 

SLIDE MASK, a creativity school, is an excellent example. It has developed successful 
models for nurturing and maintaining creativity in schools that can be replicated in public 
and business sectors. Since it was established eight years ago, thousands of young people 
have been exposed to MASK’s programmes. Some went on to become entrepreneurs, 
artists, social leaders and even a patent-registering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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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small mobile unit, carrying our learning materials on donkeys, we progressed 
sufficiently to present our programmes at UNESCO, UNICEF, leading universities and 
galleries. In 2013 we presented our work to the American president’s advisor on Africa 
at the White House. MASK is affiliated to UNESCO InSEA and Centre for Education 
Innovations. Its work covered in press and media. 

SLIDE It is only right that I give further voice to another student: “Creativity helped me 
to realise my talents”, said Jane Enyen, 17. “I make money as an artist, and started my own 
creativity club at my new school”. 

Pedagogy. So, how does MASK teach creativity? Based on research and practice, MASK 
developed effective methods amongst which are:

SLIDE Process of making art and objects. This is the best method for children to 
start making connections between knowledge, techniques and materials and explore 
ideas. However, one needs to be aware that art practices do not automatically encourage 
creativity and can even stifle creativity, for example, if they emphasise imitation. 

SLIDE Art integration. As we were working in conflict prone areas, we began theming our 
workshops around peace, and discovered that art can be successfully integrated with other 
subjects, such as history and science, or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SLIDE Direct Creative Thinking Learning. As our understanding of creativity developed, 
we introduced various creative thinking learning techniques, such as vision reconditioning, 
visual thinking, divergent thinking, making new combinations, connecting unconnected, 
revers and opposites, and other techniques. 

Programmes. We run various programmes. They are age-related, and non-formal (outside 
school curriculum and school hours):

SLIDE Creativity for Entrepreneurship. The students learn how entrepreneurs think of 
‘value’. For example, a student from Bishop Ndingi School said he wants to set up a mobile-
phone-selling enterprise. The facilitator asked him why would people buy his phones? The 
student replied that his phones will be different, they will have a time machine button. 
Elaborating on this idea, he decided that his phones will have an automatic function for 
recording events that can be accessed by the owner 50 years later. A ‘time travel’ function! 

SLIDE Creativity for Leadership. Students learn to identify problems in their schools 
and neighbourhoods, brainstorm and evaluate effective solutions, and implement them. 
For example, in Githirwa Secondary School, in order to improve their diet, students began 
building green houses to grow vegetables on the school grounds, and approached local 

flower farmers to their recycled green houses plastic sheets. 

SLIDE Collective Mind. Students learn how to work in groups and unlock collective 
imagination (a pool of common ideas).

SLIDE Peacebuilding Through Art. Students express ideas on peace through art, and 
learn empathy, the basis for greater social cohesion and a well-rounded education for 
peace.

SLIDE We also put on Exhibitions of Learning Outcomes that help students to evaluate 
and communicate their ideas. 

SLIDE We train facilitators: a skilled facilitator is essential to creativity education.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creative thinking, he creates an uninhibiting environment, 
eliminates criticism and judgement, and keeps students focused. 

SLIDE We run Art Camps for artistically interested youth. 

SLIDE We set up a national creativity competition in East Africa, the MASK PRIZE. 
Now in the second year, it has been a tremendous success. Our Media Partner, a leading 
national newspaper, advertises the programme to millions. The Nairobi National Museum 
and Nairobi University exhibit its artworks. Children and schools from all parts of Kenya 
participate. It has proved to be a successful model for inspiring a creativity movement on a 
national scale. 

SLIDE Assessment. The most urgent task of creativity researchers is to establish how to 
measure creativity. Using Dialogue Assessment MASK measures the process of creativity, 
not its final results, which does not frustrates objectives of creativity. We assess such 
indicators as visual thinking, character of information that is being connected, novelty and 
ethics of ideas, and ability to evaluate and implement those ideas. 

SLIDE Our Advocacy work aims to raise awareness of education for creativity. We have 
worked with policy-makers at Kenyan ministries of culture, education and youth and 
other organisations in Kenya such as KEPSA, DIFID and USAID. The Kenyan Institute 
of Education incorporated our Art Integration method in their Peace Education policy. 
UNICEF in Kenya signed MASK to run the visual programme at the National Youth Talent 
Academies. With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London 
MASK organised a conference ‘Art Education in Kenya’. Together with the Woodrow 
Wilson Center, MASK organised an exhibition ‘Education for Creativity in Africa’. 

The Future. What is next? MASK would like to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order: 1) to understand better what 
motivates us to pursue creativity other than the need to solve problems or compete over 
resources, and 2) to develop training modules that can be replicated in educational and 
business context.

4. CONCLUSION

At the end, I wish to leave you with this mental image that had a great impact on me. 
Imagine. Second World War. Bitter Russian winter. Nazi Germany kept the Russian city of 
St Petersburg under the most brutal conditions in human history in a blockade that caused 
death to 1.5 million people. Composer Dmitry Shostakovich was conducting his new 7th 
symphony at the Conservatory. Sitting in their coats, weakened by deprivation, musicians 
tried to play with their frozen fingers. The concert was broadcast through loudspeakers 
to Theatre Square in front of the Conservatory. This is what happened. The sick, starved 
and exhausted people slowly walked to the square: some by themselves, those who could 
not walk were pulled by others on sledges. They all stood there. In the cold, under the 
bombardment, listening to the music.... Ever since I learned that story I knew that what 
really sustains life i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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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문화와 발전: 상호관계에 대한 재고찰
존 클래머 

유엔대학 고등학술연구소 교수

개발협력에서의 문화: 쟁점과 전망
유디슈티르 라즈 이사르 

파리 아메리칸 대학교 문화정책학 교수

기조발제 및 발표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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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고전이 된 “오리엔탈리즘”을 비롯한 유명한 책들의 저자인 에드워드 W. 사이

드는 (Edward W. Said) 예기치 않게 사망하기 얼마 전 독자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문화 

사업 (culture work)”이라고 부른 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 의미는 발전이라는 

분야가 대부분 경제학자들, 그 다음으로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도되

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발전 (development)’이라는 용어

를 통해 나타내는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면서 우리가 바라고 결정하는 이상적

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

은 두 가지 이유, 즉 하나는 부정적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부정적인 이유는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 기한인 2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많은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2000년

도 이전보다 상황이 퇴보했다는 사실이다. 빈곤, 갈등, 아동 사망률, 모성 보건 및 기타 지

표들은 지난 몇 십 년간의 과학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성과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종래의 성장 중심적, 순수하게 경제적 수치에 기반한 발전 모델들은 그것

들이 약속했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우리 지구와 문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른 급박한 문제들, 즉 지구 온난화, 공해, 생물다양성 파괴, 그리고 세계화의 확산

에 동반된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을 사실상 더욱 가속화시켰다. 

긍정적인 이유는 좀 더 희망적이다. 만약 우리에게 발전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

의해보라고 한다면 (경험적 연구에서 실제로 밝혀진 내용이다) 대부분은 물질적인 부의 

증가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관계의 증진, 우리가 속한 특정 사회가 규정하는 행복, 그리

고 풍부한 문화적 향유 등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란다고 답할 것이

다. 전체론적 의미에서 발전을 이해하면 반드시 문화가 연관된다. 10년이나 20년 전 발전

에 대한 논의에서 인기 있었던 기본욕구이론을 살펴보면, 물질적 욕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레저, 미학적 추구, 영적인 목표의 추구, 표현적 문화 양식 창작의 자유 등의 욕구

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욕구의 충족이

란 결코 순수하게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문화의 풍부함이 없다면 “발전”은 공허한 개

념에 불과하다.

존 클래머(John Clammer)

유엔대학 고등학술연구소 교수

문화와 발전: 상호관계에 대한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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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에게 닥친 다수의 (그리고 인간이 유발시킨) 세계적 위기와 관련하여 지속가

능성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양자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는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공

헌한)낡은 역기능적 문화들로부터 지속 가능한 문화들을 새로 탄생시키기 위한 길을 찾

는 것과 이런 미래의 문화들이 정의와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적 부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형태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 목

표는 단지 발전“과” (어떤 다른 발전 목표의 수단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분석 이 아닌 문

화“의” 발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 정책만이 아니라 “문화”정책도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한다.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기업 자본주의와 그에 관련된 세계화에 대한 저명한 비평가인 데이비드 코튼 (David 

Korten)은 그의 저서에서 “모든 차원에서 삶을 인정하는 새로운 통합적 문화”로의 변화를 

목표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인정 넘치는 후기기업 세계 (post-corporate world)를 창

조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핵심 문화, 새로운 정치적 중심,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주류를 

만들어낼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썼다. 필자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안

적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에 속하는 다른 많은 저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논의하면서도 실제로 이 새로운 “핵심 문화”

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민주화와 참여를 지향하는) 정치적 변화 

와 (사회 정의, 연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경제적 변화 뿐 아니라, (우리의 일

상생활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자체로 중요하고 동시에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존재

할 수 없고 문화적 가치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조치들을 동반하

고 지원하는 문화적 양식들의 변화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더 나아가 현재 지구가 처한 위기의 뿌리는 우리의 문화가 자연과의 연

결고리를 잃고, 전통적인 영적 뿌리에서 단절되었으며,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

로운 형태의 소외, 불평등, 사회적 소외를 양산하고, 끝없는 소비와 양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역기능적이기 때문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 최대 다수의 

의미 있는 삶과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례인 그런 발전에서 어

떤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새로운 “핵심 문화”가 어

떤 것일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문화”는 종종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겨졌고 이 두 가지는 서

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주로 인류학에 기반을 둔 문화적 지식은 이런 패러

다임에 따라 의료, 농업, 인구계획 등의 분야에서 대상 인구 층에 대해 일련의 정책 결정을 

내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는 타

당하다. 합리적 정책들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

인 한계도 있다. 문화를 전적으로 수단으로 파악하는 이런 접근법은 해당 특정 문화의 내

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또한 새로운 정책적 이내셔티브와 문화의 변화 사이에 피드백 고리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어떤 마을에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

은 단지 새로운 치료제와 약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질병과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개념

을 바꾸고 종교와 질병 간의 전통적 연관성에 변화를 가져오며 의료인류학자인 아서 클

라인먼(Arthur Kleinman)이 말한 “질병체험 서사 (illness narratives),” 즉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설명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버린다. 따라서 전반적인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문화적 

변화는 (TV 외국 영화, 새로운 패션, 이질적인 대중 문화의 도래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

만) 다른 문화적 양식들의 직접적 공격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원래 문화의 “맥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즉, 더 폭넓은 국가적, 정부적 또는 발전적 정책에 의해 되는 스스로와의 

새로운 관계와 그에 따른 공동체 일원들의 주관성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의 대응은 “전통” 문화를 옹호하고 세계화와 기타 사

회 변화의 침식 효과로부터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통” 자체가 점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사를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필자

가 추측할 때 코튼은 새로운 “핵심 문화”라는 말을 통해 새로운 하나의 단일한 세계 문

화가 아니라 일련의 핵심 “가치들”의 정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치들이 무엇

인지 확인하기 전에 필자가 문화를 논의하고자 하는 사고의 틀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한

다. 문화는 본질이 아니다. 문화는 내재적으로 역동적이고 변화하며 단일한 신념체계, 관

습, 제도를 수용하기 보다는 갈등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의 

보고이자 집단적, 사회적 상상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이고 실현 가능

한 미래를 구상하고 설계하기 위한 엄청난 자원이기도 하다. 문화는 단지 “현재의 모습”

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이기도 하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세계적 생

태 위기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종교 전통들이 자체적으로 경전과 관행을 재검토하기 시작

했고 현재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며 어떻게 해당 종교의 가르침과 관행을 

생태학적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한 데서 찾

을 수 있다. 

이제 발전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가치들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다음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적 표현의 비폭력적 수단에 대한 탐색 (발전은 흔히 매우 폭력적인 과정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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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했다) 

인류와 자연의 긍정적 관계의 증진과 신인동형론 (anthropomorphism)을 초월하는 인

간 정체성에 대한 탐구 

문화가 불평등, 권력과 지배의 위계질서, 전통적으로 정당화된 성별의 패턴, 나이 또는 

인종 차별 양식을 내포하고 종종 이를 은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

는 인식

문화가 경제에서 분리될 수는 없지만 경제가 문화의 하인이 아닌, 주인이 된 기이한 현

재의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

권리와 자격의 문화가 아닌 책임감의 문화 증진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의 억압이 아닌 장려

발전이 삶의 향상과 보호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삶을 향상시키는)긍정적인 

문화적 가치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발전은 경제에 의해 주도되는 기술적이고 경영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하

지만 필자는 발전을 현존하는 문화적, 생물적 다양성의 보존과 이로부터 더 나은 인간

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구상을 도출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일상세계의 현실

인 문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끊임 없는 균형 찾기의 예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우리는 

(달성하려면 먼 목표이기는 하지만)물질적 빈곤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화, 이

야기, 비디오 게임, 기타 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소비주의와 폭력에 대한 중독 등) 다양한 

문화의 양상 에 대한 밀접하고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문화적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풍요로운” 미래의 모습은 또 다른 영적 빈곤의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위에 언급한 

아서 클라인먼의 환자가 의학에 대해 한 말은 발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에게

는 강력한 기술이 있지만 지혜가 없다. 기술이 실패하면 우리는 조난당하게 된다.” 

문화와 개발협력

이제 우리는 발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나름대로 정립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화와 국제협력의 관계에 눈을 돌려 보자. 주지하다시피 내년은 2015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 체결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협약은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화의 몇 가지 측면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생

물다양성이 지구의 건강에 필수적인 만큼 문화다양성도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

계화로 인해 이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협약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다양한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

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

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우리가 인류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는데 있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지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넓은 

틀 안에서 문화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약이 정의하는 이 틀은 “민주주

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

성이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말로 설명된다. 

이는 물론 원칙적으로 사실이지만 불행히도 현실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필자는 

문화와 발전의 접점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의 우리 역할은 유네스코 협약을 현재에 대한 

설명이 아닌 우리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위기에 처한 우리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관용, 사회정의 및 상호 존중의 

여건이 아직 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상과는 먼 상황에서 필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는 오늘날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그 원인

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 인종 차별, 성차별, 연령 차별, 종교적 근본주의의 부정적 양상들, 

그리고 심지어 서로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다른 문화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무지함이 널리 퍼져있다. 최근 늘어나는 호전적 형태의 이슬람 세력들에 대한 우려와 관련

하여 필자는 학생들에게 몇 명이나 코란을 읽어보았는지 질문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전

체도 아니고) 일부 이슬람교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중동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학

생들 중에서 조차 아무도 읽은 학생이 없었다. 이런 문제는 아마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

일 것이다. 우리는 요즘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에 대한 이야

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필자는 강의계획서나 제안서에 이런 문제들, 첫째로 우리의 현재 

문화가 어떻게 지속 불가능성에 기여했을 지의 문제와 둘째, 지속가능한 문화 (sustainable 

cultures) 또는 지속가능성 문화 (cultures of sustainability)를 증진시키는 방법 등이 포함되

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필자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것은(“계획”되거나 “관리”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문화가 만족스러우면서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육성되고 장려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와 발전”에 관해 필자가 아는 많은 논의들은 매우 추상적인 문화의 개념을 사용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 더 가깝다. 구

체적인 의미의 문화는 우리의 일상 경험, 즉 음식, 옷, 예절, 언어, 선물 풍습, 주택 구조를 

비롯한 우리 일상의 다양한 차원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일상적이지만 필수적인 부분

들 외에도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는 특히 음

악, 무용, 연극, 디자인, 장식, 패션, 회화, 조각, 건축과 같은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에서 

두드러지며 이런 요소들은 모두 우리 삶의 표현적 또는 수행적 (performative) 측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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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건축가의 글에는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상호작용, 효율성과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간, 특히 건축가와 

설계자들이 디자인하는 건축환경 (built environment)은 그들이 상상하는 방식대로는 아

니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 산물인 건물이 우리의 행복, 건강

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분명히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건축학적 발상들이 여러 문화에 걸쳐 반영되면 반영

된 대상들의 주관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모든 제국주의 문화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영

국 통치하의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생각해보라. 거대한 규모의 대로는 일반 대중의 이

동이 아닌 행렬과 군대 퍼레이드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들이다. 또한 구 서울 시청과 최근 

재건축된 시청 건물,, 또는 인도네시아 독립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구 네덜란드 통치하의 

수도인 바타비아를 철저한 도시 재계획을 통해 새로운 수도인 자카르타로 탈바꿈시킨 일

을 상기하라. 문화는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문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 구조이며 

문화와 발전의 문제를 함에 있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DNA”, 즉 그들의 세계관과 생활 패턴의 기본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세계화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유네스코 협약이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세계화

는 양면적인 성경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원칙적으로 문화적 대화의 여건들을 더 많이 조

성하는 반면, 사실상 너무나 많은 경우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다. 필자는 한국의 상황은 모르지만 필자가 사는 도쿄의 비디오 대여점의 경우 50% 이상

의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것이고 일본 작품은 30% 미만, 나머지 20%는 한국(이 소

식을 듣고 여러분이 기뻐하리라 믿는다)과 유럽, 기타 지역의 영화들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인도 영화는 단 세 편 밖에 없었고 동남아 영화는 찾을 수 없었으며 (주로 이란이 제작

한) 중동 영화도 서너 편뿐이었다. 수많은 문학과 전문 서적들이 매년 영어에서, 그리고 일

부 불어, 독어, 중국어, 스페인어 서적들도 일본어로 번역되지만 그 외의 언어로 된 책들은 

거의 번역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인터넷상 정보의 상당 부분이 

영어로만 제공되며 많은 다른 언어로 된 정보의 양은 매우 적다. 이 문제는 곧 순수한 상

호 문화교류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진시킬 수 있는 세계화의 관리 방안 문

제로 이어진다. 세계화는 일정 부분 대중문화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런 경우에도 

(영국 팝 음악,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아마도 K팝 등) 특정 생산자들이 남

들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의 경제적 요소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며, 흔히 경제적 지배가 문화적 지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요소 간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무역 패턴과 함께 음식, 음악, 패션이 따라 들어오는

데 한 사회학자는 이를 세계의 “맥도널드화 (McDonalid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 정책”만큼 “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과 많은 국제 지원·개발 단체들은 빈곤 개선, 모성보건 증

진, 수질 향상 등과 관련된 사회 정책을 운영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유네스코 이외에 예술의 발전, 지역 연극 또는 무용 활성

화, 작가 지원, 오케스트라 재정 보조, 문화센터 건립, 지역 문학의 세계적 홍보를 위한 번

역, 국경을 넘는 예술가 및 공연자 간 교류 등에 대한 계획을 가진 기관을 찾기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삶을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는데, 이 중 많은 경우가 오랜 세월에 걸쳐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 및 

물리적·정신적·정서적 건강과 지속가능한 연관성을 의미하고 자긍심의 형태를 띄며 관

련된 사람들의 토양과 역사적 경험에서부터 자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는 경

제 성장이 이루어진 후 더해지는 “사치”가 아니라 전체론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

나이며 발전의 사실상의 목표로 간주될 수 있다. 삶의 향상, 개인과 집단의 만족, 정체성

의 확립과 표현 및 창의성의 배양 수단 이외에 무엇이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몇 가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화다양성은 사회적 세

계에 내재적으로 구성된 일부이다. 이를 무시하면 발전 정책과 관련 활동에서 큰 실수가 

나타난다. 발전은 하나의 단일한 방식(“one size fits all”)이 통하지 않는다. 발전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여기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동질문화를 가진 사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이 민족, 종교, 나이, 성 

차이에 따라 다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각 문화는 모두 동등하게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문화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문화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정체적 본질주의 (static essentialism)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 문화는 사실상 관

습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략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수단적이며 행위자들의 특정 

목표의 달성을 지향한다.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말은 서로 다

르며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일

부 사회에서는 “당신의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략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

기도 하고, 영어나 기타 많은 언어에 존재하는 문화 개념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

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교, 

비평, 반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각 문화는 많은 이들이 불편해 할만

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문화는 다층적이며 집단의 정체성과 감정, 그리고 그들

이 바라거나 실현가능한 자연·창의성·미래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는 

주변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 사회 운동, 문화변동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복잡하고 문화의 여러 층들이 순수하거나 고유한 궤도에서가 아

니라 식민지화, 노예제도, 망명, 박해, 기타 부정적인 경험들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는 비

판적이고 분석적인 역사에 의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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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경험들은 모두 특정한 민족 집단의 ‘문화’로 이해되는 것을 형성하는 일부분이 되

었고 이런 이유로 해당 민족 집단은 전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연적인 인

류학적 과정이 아닌, 국가들이 정치적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 주체들을 역사적으로 형성

한 결과로 이제 한 ‘국가 (nation)’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최종적인 생

각에 이르게 된다. 첫째는 문화가 발전의 전체론적이거나 인간적인 개념에 필수적이긴 하

지만 그 용어 자체와 관련해서는 모든 미묘한 요소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

련된 사람들의 가치관과 감정, 세계관을 고려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가 단지 ‘발견’되거나 우리 외부에 ‘따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문화에 

대한 추구는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이런 문화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작고 제

한된 형태로만 존재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과제는 이런 문화를 현실화 하는 것, 현존하는 

우리 문화들의 긍정적이고 끝이 없는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

다. 한국은 지속가능성 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풍부하고 오랜 문화전통의 나라이지만 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또

한 한국은 역사상 가장 압축적인 발전 경험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반 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수세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이웃 국가들과의 문화협상(cultural negotiation)을 경험했고, 세계

화와 세계 문화의 힘에 급격히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가 받은 인상은 이런 모든 격

변 속에서도 한국이 문화적 자주성(social integrity)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제

국주의 경험이 없는 사회로서, 빠르고 치열한 발전 경험의 결과에 대처하는 방안을 스스

로 배워나가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은 어떻게 전통문화뿐 아니라 현대의 예술적, 수행적

(performative), 문학적 표현 양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성장의 진정한 목표인 전체론적 또는 통합적 발전의 가치를 희생

시키지 않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수 

있겠다. 

서론

오늘날 ‘문화와 발전’이라는 용어는 40년 전에 비해 훨씬 덜 야심적이고 전체론적인 

성격이 줄어든 의미로 이해된다. 이 용어는 과거의 위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1970년대 중

반, 발전 ‘에서의’, 발전 ‘을 위한’ 문화의 역할이라는 개념이 (주로 유네스코에 의해) 형성

되기 시작했을 때 ‘문화와 발전’은 새롭고 야심 찬 아이디어였다. 이는 비서구 사회 – 또

는 ‘개발도상국들’ – 이 각각의 상이한 문화와 세계관에 따라 발전의 개념을 새롭고 비

서구적 방식으로 재고하고 재정립할 것이라는 비전을 떠오르게 했다. 그러나 이런 포부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비춰진다. 이 용어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주류 서사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 개념은 문화의 가치가 훨씬 더 수단적

으로 이해되는 ‘문화다양성’과 ‘창의경제’ 같은 담론에 의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대체되었다. 이제 발전에서의, 발전을 위한 문화는 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시

장주도적 생산, 유통과 소비 또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말한 ‘후기 자본주

의의 문화 논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문화와 발전에 대한 21세기의 지배적인 견해인 이러한 실용적인 관점은 2005년의 문화

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의해 그 체계가 확실하게 갖추어졌다. 이 협약에서

의 ‘국제협력’은 ‘발전된’ 국가들이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문화 및 창조적 산업들의 

증진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협약의 14조 ‘발전을 위한 협력’에서는 ‘각 당사자들은 역동적인 문화 부문의 출현

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도국들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축을 위

한 협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2000

년대 초반에 개도국들(global South)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협약의 주역들(캐나다와 

프랑스)이 신중하게 구상했던 이 칭찬받을 만한 야심의 실행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 준거의 틀이 중앙 무대로 돌아오면서 많은 비 서구 국

가들은 ‘창조산업’의 공헌을 정책 의제의 중심에 올려놓았고 유네스코와 유엔개발계획

(UNDP)는 사실상 2005년 협약의 ‘개발협력’ 관련 규정의 정신에 근거하여 ‘지역적 발전 

유디슈티르 라즈 이사르 (Yudhishthir Raj Isar)

파리 아메리칸 대학교 문화정책학 교수

개발협력에서의 문화: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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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확장 (Widening Local Development Pathways)’이라는 부제가 붙은 2013년 유엔 창

의경제 보고서 특별판을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경

제’ 패러다임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지역 차원에서 의미 있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획기

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문화 개발협력’을 위한 여러 교훈들이 포함하

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문화 및 창조산업과 성공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발협력 기관들과 관계자들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몇 가지를 이하 소개한다. 

문화와 발전: 축소된 담론

필수요소들을 검토하기 전에, 필자는 여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화와 발전 담론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이 담론의 최초의 버전은 다양한 생활방식에 따라 제시된 주장들에 기반을 두었다. 

1982년의 세계문화정책회의(1982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에서 제안된 문화

에 대한 잡동사니식 정의가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1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한 정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진짜 문제는 마샬 살린스(Marshall Sahlins)가 경고했듯이 ‘인문학적 의미

의 문화가 인류학적 의미의 ‘문화’, 특히 사람들 또는 사회의 전체적이고 특징적인 생활방

식으로서의 문화와 구별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후자의 관점에 따르면 경제는 문화의 일

부이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세계문화발전

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1996:21). 

이와 같은 동어 반복은 이런 주장들의 수사적인 특징과 부합된다. 유네스코의 ‘발전

의 문화적 차원’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 개념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정의된 적이 없지만 다

음과 같은 글에서 환기되고 있다. ‘균형적 발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전략에 문화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만 보장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항상 각 사회

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고안되어야 한다.’(UNESCO, 1982) 이는 주장

은 쉽지만 달성은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다. 새롭게 독립한 ‘민족들’이 단일한 (서구적) 가

치체계가 보편적이라고 간주되는 규칙과 목표를 만들어내는 준거 틀에 도전하기 시작

하면서 등장한 비식민지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기준 만으로는 인간

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다른 종류의 현대화

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같은 독일

의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프랑스 계몽주의의 문명 개념에 대항하여 문화(Kultur)의 개념을 

주장한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집단적 정체성과 인식에 대한 책무도 여기에 끼어들었다. 하

나의 문화가 그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상이한 문화들이 다수 등장

했다. 18세기 말의 계몽적 합리주의와 문화 사이의 갈등은 20세기 말 주류 발전경제학과 

각 지역 민족들의 관점 사이의 대치상태를 예견했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전자에게 ‘오류 

1 ‘…이제 문화는 하나의 사회 또

는 사회집단을 특징 짓는 독특

한 영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특성의 전체적인 복합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문학

뿐 아니라 생활양식, 인간의 기

본권, 가치체계, 전통, 신념 등을 

포함한다…’ 

(error)’였던 것이 후자에게는 ‘문화’가 되었다(Sahlins, 1994). 

그런데 1996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다소 다른 관점이 등장했다. 이 위원

회의 출발점은 유네스코의 ‘발전의 문화적 차원’이 수사적인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인정이었다. 이 말은 운영상의 적용이 어려운 추상적인 구상으로 남아있었다. 몇 

년 후에 언급된 것처럼 ‘문화와 같이 복잡한 개념은 다양한 구성 요소 간 관계에 대한 분

석을 방해’하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그것을 해체해야 한다. 문화의 구

성요소들이 분해되면 각 부분들이 특정한 행정관리방식, 경제적 압력, 생물학적 제약 등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Kuper, 1999) 

세계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은 발전과 관

련된 ‘문화적’ 현상과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현상들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이

런 분해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 보고서의 목적은 니더벤 피터세(Nederveen Pieterse)

의 표현을 빌리면 ‘두 스푼의 문화를 넣고 젓는 것’(2010), 즉 과거에 정립된 발전 모델을 

변경하는 것 – 은 아니었고 위원회가 발전 그 자체를 재고하려 한 것은 더욱 더 아니었다. 

그보다는 신념, 전통, 생활방식과 사회경제적 변화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드러내는데 목

적이 있었다. 또한 세계위원회는 문화와 발전 계획에 연관된 ‘국가적’ 동질성에 대한 구체

화와 추정이 이미 초기 세계화의 흐름과 상호의존성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했다. 이제는 발전을 순수하게 국가 또는 정부의 계획으로만 구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

워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위원회에 영감을 불어넣은 정치적 이상에는 참여 민주주의와 개방사

회, 의식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관점들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족 및 개인적 차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능력에 따라 스스로 

 ‘문화’로 정의하는 것에 참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정의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적, 공식적인 정의와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고전적인 발전 정책의 낡은 처방들과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세

계위원회의 노력에 뒤이어서 고 콜린 머서(Colin Mercer, 2002)는 ‘문화’라는 아주 추상적

인 개념을 네 가지의 뚜렷이 구별되는 지향성 (orientations)으로 구분했다. 

-   ‘인지적·표현적 지향성’, 즉 개인적 가치체계와 동 체계 내에서의 정체성, 생활방식, 

표현 및 행동 양식 형성에서의 문화의 역할 

-   ‘사회적 재생산 지향성’, 즉 사회 조직 내 문화의 구성적, 수단적 역할 

-   ‘자원 지향성’, 즉 일상에서 그 자체가 주요 산업으로 여겨지는 문화의 경제적 역할 

-   ‘정치적 지향성’, 즉 권력관계를 확립, 유지할 뿐 아니라 그에 도전하기도 하는 문화

의 역할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지향성 중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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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경을 지닌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를 그 자체로 옹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문화에 관한 주장은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고 지속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이는 ‘발전에서의 문화의 광범위한 수단적 기능을 인정

하고, 동시에 발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

식해야 한다. 문화는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목적의 하인이 아니라 목

적 그 자체의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위원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세

계문화발전위원회, 1996)2

그러나 불행히도 문화를 ‘목적의 사회적 기반’으로 보는 원대한 생각은 따르지 않는 

편이 낫다. 이른바 ‘신 자유주의적’ 의제로 불리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와 모든 생활 영

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우리 시대의 실용주의적 정신과 어긋

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와 목표에 기반

을 둔 훌륭한 삶을 위한 진정한 대안적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강력한 발전 모델이 존재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로 보이는 한 영역이 있다. 이는 바로 가장 넓은 의미의 문화적 이상인 ‘지

속가능한 발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조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의미의 명확성

을 잃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안한 근본적인 아이디어, 즉 ‘미래 세대가 그

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

는’ 발전 과정의 개념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세대간 책임에 

중점을 두었던 이 용어의 주요 목적은 완전히 사라졌거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대신 일

종의 의례적 자격 요건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상투어로 전락하여 진부한 목적

들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어떤 과정의 

추진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저런 프로젝트가 지속될 힘이 있는지, 이런 저

런 비용의 지출이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나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능력이 있는지, 또는 어떤 관행들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공헌할만한 방법 등을 의미

하게 되었다. 이 중 진정으로 발전 자체를 문화 프로젝트로 보거나 문화를 발전의 목적의 

기반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없다.

지역적 발전경로의 확장

필자는 이제 2013년 유엔 창의경제 보고서(이하 2013 보고서)가 ‘발전을 위한 국제협

력’ 공동체에 제시하는 시사점에 눈을 돌리고자 한다. 

2013 보고서는 문화적 창의력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장성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개도국의 문화적 창의력의 형태는 선진국의 창의력 형

태와 같지 않으며 같을 필요도 없다. 그 형태들은 각각 매우 상이한 구조와 기능의 양상

을 띠며 불확정적이고 경로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영화산업은 국제 영화산업과 달

리 과점적, 비공식적이며 극도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과 파트너십이 존재한

다. 이러한 특수성은 특정 구조적, 문화적, 지리적 조건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

체 또한 발리우드 영화, 홍콩과 한국 영화산업, 광동 팝과 만다린 팝, 일본 만화와 애니메

이션, 그리고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미디어 산업 등 순수하게 아시아적인 문화상

품의 생산과 소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렇게 개도국의 문화적 창의력은 다양한 문화 경관과 인식론 및 세계관에 따라 결정

되고, 식민지 시대 이전, 식민지 시대, 현대 및 최근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도시 시대 

등 복합적인 역사와 연속체에 걸쳐있으며, 구전, 문학, 신 디지털 문화들뿐 아니라 공식, 

비공식 경제에 모두 연관되어 있고 지방, 도시 근교, 도시 지역 전체에 존재한다. 이와 같

은 여러 층의 동시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책 수단과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창의경제’ 개념이 보다 생산적으로 비

서구적 환경에 결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견을 재구성해야 하는가? 

첫째, ‘창의경제’는 단일한 초고속도로가 아니고 개도국의 여러 도시와 지역 간 수많

은 궤도의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고의 틀을 국가에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다시 말

해서 ‘창의경제’ 담론은 단일한 논리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융성이 

다양한 상황과 배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지 창

의적으로 재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지 작업현장에서는 문화의 가치사슬이 후기 산

업사회적 지식경제와는 거의 무관하게 예술이나 공예에 기반을 둔 산업화 이전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참여(engagement)의 조건을 순수 경제학적인 사고로부터 멀리 떼어놓아

야 한다. 이를 위해 2013 보고서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 경제’ 의 개념 하 인류 발전에 대

한 가능성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의 테두리에 속하는 세 가지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개인적·집단적 문화적 표현 (또는 예술적 실천), 두 번째는 유·무형의 문

화유산, 세 번째는 도시계획과 건축이다. 사람들이 문화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

비하는 기회에 더하여 이 세 영역에 대한 접근 및 생산능력 또한 인류 발전에 필수적인 수

단적 자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분량상 패러다임의 확대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13 보고서를 읽어보길 권한다.3 그러면 이제 성공을 위한 주

요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성공의 주요요소

분명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 법과 규제체계의 강화, 자금 지원 확대와 금융 수

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제도적 토대의 확충, 무역 및 수출 전략 향상 등 특정한 필수 조

치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정책결정이 국가 전략보다 

결과 창출에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부처간, 분야간 정책 과제를 통합시

2 이것은 사실 문화와 발전에 대

한 초기의 폭넓은 비전을 그대

로 따른 것이지만 아마르티아 센 

(Amartya Sen, 1999)의 ‘인류 

발전’ 공식에서 직접 도출된, 적

절하게 수정된 방식의 설명이다. 

3 ht tp://www.unesco.org/

c u l t u r e / p d f / c r e a t i v e -

economy-repor t-2013.pdf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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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매우 복잡할 분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특히 문화, 언어, 천연 자원 등에 기반

을 둔 특성에는 지역 차원의 메커니즘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로 지역적 차원의 성공은 각각에 적합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여러 층의 동시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책 수단과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창의경제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유기적 발전(organic development)과 의도적인 정책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또한 자금조달, 주요 행위자·중재자·기관, 사람들과 그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서비스 윤

리,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지역 행위자들과 지역사회의 윤리적 의사결정, 초국가적 연락망

과 이동 또는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디지털 연결성을 포함한 국제사회-지역의 관계, 

현지 기업발전 및 가치사슬에 적합하게 조정된 구체적 메커니즘, 전문기술·사업·지도· 

네트워킹 기술을 위한 능력 배양, 공동체 발전 및 복지, 그리고 끝으로 교육 등 다양한 특

성, 조건 또는 변수를 구성한다. 이 요소들을 종합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된 로드맵을 구

성할 수 있다. 이들은 보다 포괄적인 문화와 발전에 대한 접근법과 개도국 전반에 걸친 

문화적 창의력의 현실을 기반으로 선택되었다. 이 중요 요소들을 하나씩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일부만 설명하고자 한다. 

행위능력과 윤리

현실에 기반을 둔 인과관계와 행위능력 (agency)에 대한 이해가 항상 필수적이다. 경

제가 “따로 떨어져 (out there)”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주요 행위자들에 의해 건설되고 

재건되는 인간적 구성체라면, 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에 의해 처리되며 관계자

들의 열망과 능력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거래와 교

환 및 여러 기능은 윤리적 고려와 고민, 결정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서 어떻게 윤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려에 직면한 사람들이 지역의 필요성에 적합한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제약을 극복하는지 여전히 정확히 모른다. 지역 경제 내에서

의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은 개인적 이득의 정치학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공동체 정신

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문화 및 창의산업을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목표

들을 지키는 지역 사업들로 육성하는 것은 흔히 오랜 준비 기간과 원활한 의사소통, 원칙

과 이익 분배에 대한 세심한 협상을 필요로 한다. 

이 관점은 관계자들의 폭넓은 열망 속에 놓여진 문화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떻게 창의경제는 이용가능한 재료나 자원이 무엇이 되었든 풀뿌리 단계에서 성립될 수 

있을까? 이것은 후자의 열망에 부합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물론 생산적 생활이나 부의 

창출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자유 또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성에 대한 논의, 언어· 전통

지식· 출신국가와의 연관성 유지 등도 포함된다. 이는 상업적 성공 가능성의 문제가 중

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 가치와 열망 속에 뿌리내린 공동체와 

가족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목표는 좀 더 미묘한 의미를 가

진 발전의 경로, 경제 발전을 자유와 자아 일체의식에 대한 깊은 필요성 인식과 조화시키

는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다. 

감정과 인류 발전

문화적 창의력의 표현적, 감정적 측면은 흔히 불협화음이나 경쟁적 표현들과 관련된

다. 따라서 창의력이 꽃피기 위해서는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

다. 투자자 또는 정책당국을 위해 문화 및 창의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안전”하게 하는 

것의 위험성은 목표를 희석하여 문화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고 헌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이며 현 이익을 위해 진부한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것인 한편, 대화, 토론,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하위문화나 반대 입장에 뿌리를 두고 있을 지도 모르는)소외된 사람들을 위

한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증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특히 개도국과 관

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도국이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흔

하고 다수의 반대가 훨씬 더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간 대화와 표현 및 정체성

문화적 표현은 그 자체로 마찰을 유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로는 마찰의 극복을 

돕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악과 문학, 영화, 연극은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주민 새롭

고 낯선 환경에서 정체성의 혼재(hybridization)을 경험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동

시에 고국 사회에 대한 뿌리를 유지하는 물리적, 은유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이

주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세네갈의 유명한 음악가인 유수 은두르

(Youssou N’Dour)는 많은 이들처럼 현대의 압박을 표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노래

는 관광과 환경파괴의 영향, 이주와 조상들 및 그들의 지혜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다. 베

냉의 가수인 안젤리크 키드조(Angélique Kidjo)는 사회변동과 발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한 젊은 학자가 말한 것처럼 문화 경제는 다양하고 지역적으로 결정

되는 구성체이며 세계적인 문화 기업가는 여기에서 공간적, 시간적인 현대성의 여건들을 

논의하는 혼성 행위자(hybrid agent)의 역할을 한다(De Beukelaer 2012). 음악 발매, 영화, 

TV 프로그램, 책, 미술 등은 모두 이주자, 원주민 또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회 집단이 

처한 열악한 상황의 관점들을 표현 있으며 따라서 다원주의, 평등, 성별 같은 보다 넓은 

의제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문화적 시민권과 권리의 증진 기회가 관련되어 있다. 많은 경우 미술과 음악

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경우 공식적인 정신적, 신체적 의료 혜택과 복지 향상이 보장

되는 기존 지역에서 공동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창의적 생산에 대

한 참여는 가족 및 친족 간 결속이 강한 전통 국가에 거주할 때 최대화될 수 있다. 따라

서 호주 오지에 사는 원주민 조각가들은 중심 도시에 살 때보다 전통지방에 살 때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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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이 참여하고 평균적으로 경제적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국가적 연락망과 유동성

국경은 창의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반대로 창의경제는 사람들, 아이디어, 자원과 생

산품의 복잡한 네트워크와 위상학적 흐름에 묶여있다. 현재 문화 및 창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분명한 논의의 대상이지만 서로 다른 장소 간의 물리적 연결

성과 창의적 노동자들의 국제적 이동성 및 이에 따라 점차 전 세계의 특징이 되고 있는 다

원적 사회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문화 노동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지만 세계시장은 그들이 자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훨

씬 높은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개도국의 창의산업에 관한 많은 정책 결정과 관련 문

서에서 볼 수 있는 수출 기회 증진 뒤에는 이런 논리가 놓여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과 

기관을 통해 수립되는 이런 접근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

서도 역사적 연관성과 관계 및 경로 의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 접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것은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 유통 및 소비에 따른 예술적 인정

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선진국의 예술가들과 문화 생산자들이 여러 개도국의 예술가, 

문화 생산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쌍방향적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호이동성의 양상을 통해 국제시장이 개도국 내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 경제는 생산자들 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 지식 및 

기술의 공유와 교환을 통해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린다. 이 부문의 생산자들은 주로 개인

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쟁력 증진, 비용 절감과 기회 창출을 위해 다른 지역 생

산자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소비자 및 국제시장에 대한 접

근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창의산업 생산품에 대한 대부분의 수요가 해외

관광객과 현지에서 상품을 조달할 수 없는 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세

계화는 연합과 파트너 관계를 국내 및 수출 시장과 관련된 효율성, 생산능력과 경쟁력의 

증진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연합관계에서는 모든 창의 산업계의 파트너 

회사들이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함께 일함으로써 요소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국

내 및 해외 시장에까지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은 모든 참여 기업들이 시장의 서로 다른 틈새 분야에서 전문화를 꾀는 

전략에 합의하도록 한다. 회사는 능력 배양과 자격증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을 모으고, 정

부 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며, 해외 무역전람회에 참여 기회를 얻고 회사간 의사소

통과 기술·노하우·혁신의 이전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산업 연합을 통

해 간접적으로 협력한다. 회사간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부문의 회

사들 간에 이루어지지만, 소프트웨어나 관광부문 등 세계적인 문화산업 공급망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동종 또는 이종 부문의 해외 협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회사간 파트너관계

를 맺은 많은 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다.

디지털 연결성

오늘날 디지털 수단은 매우 현지화된 시장에 기반하여 성립된 강한 사회적 관계에 접

근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구매된 문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

는지 또는 구성되었는지를 알고 거래하는 상품기원의 완전성이 지적재산권 보다 더 중요

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정보기술의 유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를 뛰어

넘어야 하는 과제, 즉 현지의 창의생산자들의 깊이 있는 문화지식과 기술을 전세계의 디

지털 경제의 네트워크와 가능성에 연결시키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흔히 연결성은 열악

하고 전기와 기타 기본적인 주거 서비스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낮은 소득으로 인해 각 가

구가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에 투자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로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 예술센터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컴퓨터 구입과 인터넷 연결에 약간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리적 고립을 극복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기초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도입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음악가, 소규모 공예단체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

이 가능하다. 

디지털 플랫폼은 문화 생산자들이 점점 더 중간 거래상과 중개인을 건너 뛸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음악 제작은 저렴한 녹음·녹화 기술과 영상 클립을 쉽

게 업로드할 수 있는 유튜브 등의 매체 덕분에 완전히 변모했다. 새로운 통신과 녹화 기

술은 창작의 주요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음악은 주로 컴퓨터에 공용으로 제공되는 무료 소프트웨어로 녹음되고 마이스페이스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배포된다. 온라인 상의 수만 개의 히트곡들은 가장 외딴 지역의 힙

합 가수들도 폭넓은 청중을 얻을 수 있다는 성공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반복과 피드백 기능은 문화 생산을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관계들을 가능하게 해줌으로

써 단지 멀리 떨어진, 비인격적인 시장을 위한 문화 상품을 대량생산하기 보다 전세계적 

이주민 공동체와 유사한 청중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동성과 다양성

지역-세계로의 유동성보다 위에 있는 것이 보다 유연한 문화 노동자(와 관광객들)의 

초국경적 이동이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저렴한 항공료로 인해 문화 및 창의노동자의 

국내외 이동성이 증가되었다. 물론 선진국의 비자 제한 때문에 이런 이동이 항상 현실화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2005년 협약 16조는 선진국 정부를 대상으로 개도국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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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화 노동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장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들과 음악 상품이 출신 지역을 크게 벗

어나 급속하게 퍼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와이 음악과 룸바는1930년대에 이미 일본

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고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음악도 널리 사랑 받았다. 또한 1970년대 

레게 음악의 국제적 성공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공연자들과 음악 스타일을 세계 

음악계에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이주민 연결고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고 있다. 초국가적 창의 산업들이 성장하여 관련 업무와 상호 심미적 영향의 기존 경

로에 합류했고, 이에 따라 파리와 다카르, 뉴욕과 자메이카 및 푸에르토리코, 오클랜드와 

태평양 섬들, 다윈과 인도네시아, 동 티모르,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

졌다. 이런 연결점들은 다양한 세계적 연결망과 대규모 이주민 공동체가 존재하는 도시들

에 의 독특한 ‘다문화 경제발전’ 형태가 가능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이국 정서에 대한 상업적 필요성에 의해 저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엔터테인먼트계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립되고 통제되는 심미적 틀 하의 제한

된 영향력도 존재하는데, 비서구권 예술가들은 이 내에서 국제시장에 작품을 내놓아야 한

다. 이런 제한된 체계는 창의성을 제한하고 다수의 새로운 표현을 배제한다. 바로 이런 이

유로 어떤 예술가들과 음악 형태들은 서구는커녕 그들의 출신국가 밖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수리남 음악은 세계 음악시장을 겨냥하여 발매된 최근의 어느 음악

들만큼이나 현대적이고 국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남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여 네덜란

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경우에만 감상한다. 연주자들은 종종 세계 음악시장에서 예견 

가능하도록 ‘이국적’으로 들리고 보이도록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불평한다. 

그러므로 서구시장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화다양성이 보다 넓은 국제 문화시민권이라

는 목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개입이 동일하게 (또는 더욱) 필요하다. 

사실 이로써 모든 도전과제를 하나로 요약 할 수 있다. 국제 문화협력은 ‘여기’뿐 아

니라 ‘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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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화는 사람이 소비하고 생산하는데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시장이 기

능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고 두려워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권력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친

다. 문화는 한 집단에 누가 소속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체’가 구성

되는 지에도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사람이 누구를 돕는 지에도 영향을 준다. 전반적

으로 문화는 역사적 구성체로서의 사회의 형성과 존재에 필수적, 다차원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회의 변화로서의 발전은 문화적 기반 또는 문화적 변화 없이는 지속

될 수 없다(UNESCO 2013).

한편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하는 개발협력은 단순히 물리적 자원의 이동이 아니

다. 오히려 개발협력은 서로 다른 사회들의 지식교환 통로이자 상이한 문화들이 서로 대

면하고 때로는 충돌하며 바라건대 접점을 찾기도 하는 통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실 개발협력은 흔히 수혜자들에게 개발 파트너 또는 공여국들(donors)이 원하는 대

로 동화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보통 공여국들이 이식하기 원하

는 경제, 정치, 사회적 가치들이 포함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가치들은 각 나라마다 다

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얽혀있다(UNESCO 2013). 서구의 공여국들은 그들의 가치를 다소 

강하게 전파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문화적 맥락을 무시했고 그에 따라 효과적

으로 문화-발전의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방식을 파트너 국가들 또는 수원국에게 효

과적으로 ‘강요했다’고 여겨진다. 이런 형태의 ODA 접근방식의 유래는 서구 근대성에 뿌

리내린 역사적인 사고와 소통 방식에서 발견되는데, 이 방식에 의하면 그들은 ‘타자’가 무

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상상하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 관계를 수립하지 못

한다. 그들의 소통방식은 하버마스가 서구 지식인 접근의 근본적인 결점으로 비판한 ‘독

백’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Habermas 1985).

일본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일본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공

여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원국의 주도권 또는 

 ‘개발주권’ 존중을 강조하는 선구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독특한 배경 때

 다카하시 모토키(Motoki Takahashi)

고베대학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문화 간 대화로서의 개발협력을 향하여: 
ODA와 일본의 “Self-help” 프로그램1

1 이 논문의 철학적 개념은 나

의 이전 논문인 “독백에서 대화

로: 공공 영역의 구축” (일본어 

논문) 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나는 여기에서 이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준 이리타니 사토코 씨에

게 깊은 감사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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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며 일본의 이와 같은 과묵한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각 사회의 상이한 문화에 기반을 둔 수원국들의 자체적 주도권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자립을 위한 지원(Support for Self-help)”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자립을 위한 지원” 개념은 발전과 개발협력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깊

이 있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문화적 측면들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모

순들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과 개발협력의 문화 잠재성에 대한 오용

(exploi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 문제점들과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하

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더 적절하고 상호적인 방식의 개발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보다 

통찰력 있는 사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근대적 발전의 역사에 대한 비평을 통해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게 된 역사적, 지적 배경을 탐구하려 한다. 두 번째로는 발전의 역

사적 배경이 개발협력을 통해 어떻게 문화-발전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가치와 이해를 ‘강

요’했는지 규명하겠다. 셋째로, “자립 지원” 개념으로 상징되는, 가치보다는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일본의 독특한 개발협력에 대한 접근법의 배경과 주요 특징들을 몇 가지 구체

적인 사례를 통해 규명하려 한다. 끝으로 문화간 대화로서의 개발협력을 성취하기 위해 

개발 파트너들이 대응해야 할 도전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1. 발전과 문화의 기원 

발전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

은 복잡한 도구들을 발명하고 불을 발견했으며 재배농법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부분적

으로는 각 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연의 냉혹성에 저항하기 위해 곧바로 사회구조

를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역사과정은 문화적 변화와의 긴밀한 관계 속

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 인간 사회는 계속 변화하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복잡한 체제들이 선진 산업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회생활에서 불가결한 요소가 된 현 상황에 이르렀다. 다양한 

인간의 권리들, 특히 생존권은 점차 국경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생존권의 보장은 아직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진보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연속적이거나 꾸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아주 최근에야 이러한 진보를 ‘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인류출현 후 우리가 전체론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의도적

인 노력을 시작한 것은 근대가 시작된 이후의 일이다. 

헤겔은 역사 요소로서 사회의 자기비판(self-critique) 개념을 제시한 서구 철학자로 널

리 알려져 있다. 그는 또 발전의 의식적인 사회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

상가들 중 하나이다. 헤겔과 그의 동시대적 서구 사상가들은 과학과 기술의 극적인 진보

로 새로운 에너지원과 원료들이 만들어져 사람들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절

대왕정의 폐지가 프랑스 혁명 등의 다양한 사회 운동을 통해 평등과 자유를 가져올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역사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인류의 잠재적 능력을 믿기 시작

했다. 헤겔은 세계의 역사를 인간 본성에 내재한 자유의식의 진보 또는 신의 계획과 섭리

(Providence)가 이루어지는 세계정신(Weltgeist)의 폭넓은 발현으로 간주했다. 

헤겔은 서구에서 ‘역사의 종말’을 예고했는데 그 의미는 근대 서구가 세계정신의 발

현과 관련해서 성취한 것이 인류 진보의 궁극적 목표인 발전이라는 것이었다(Hegel 1985, 

p.121). 여기서 그는 아마도 서구 우월주의 또는 유럽 중심주의를 발전 개념에 함축적으로 

포함시킨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헤겔이 모든 사람들은 세계 역사의 발전이 가

져올 자연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동양 문명의 

오랜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동양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근대 

서구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또는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했다(같은 책, p.33). 게다가 그

는 아프리카가 “어떤 발전이나 문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세계 역사의 부분

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같은 책, p.117). 헤겔의 눈에 아프리카는 세계 역사의 밖에 있

었는데, 이는 아프리카 인들이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노예상태에 의해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인식은 일부 서구 사상가들이 다른 문화

를 가진 ‘타자들’에 대해 끔찍하도록 상상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고 할 수 있다(참고: Said 1978).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의 결여가 유럽중심주의에서 파생된 

현대 인종주의(racism)의 출발점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상상력의 

결여가 20세기 후반에 현대 인종주의에 대한 비평가로 알려진 아렌트 등 유력한 지식인들

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점이다(Arendt 1986).2

발전의 물결이 부분적으로 불쌍한 타자들을 ‘구원’하거나 ‘계몽’ 또는 ‘문명화’시키

겠다는 헤겔의 영향을 받은 서구인들의 순진한 열정에 의해 전세계로 퍼지면서 서구 우월

주의도 그만큼 확장되었다. 심각하게도 그 생각은 서구인들뿐 아니라 이른바 “서구의 영

향”에 노출된 비서구인들에 의해 공유되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서구화가 근대화나 

진보와 동일시되었다.

21세기에 들어 발전과 결부된 서구 우월주의는 서구 내외에서 강력한 도전을 맞이했

다. 내부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에 의해 촉발된 진지한 자기성찰이 일어났고, 

외부적으로는 민족주의의 대두에 의해 타격을 입은 것이다. 서구 우월주의는 과거의 유물

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타자들에 대한 상상력 결여는 여전히 개도국에 특정

한 문화가치의 이해를 ‘강요’하는 ODA 관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발협력에는 종종 선

진국 출신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패러다임’이 포함되며(Todaro and Smith 

2011, 124) 경우에 따라서는 개도국 내 전문가들에 의해 지지되기도 한다. 

2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현

재의 삶으로부터 고통 받은 사람

들은 자신들의 이상세계를 죽음 

뒤에 신앙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찾는다. 구원은 

사람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

신적인 순종의 대가로 절대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들을 

둘러싼 비참한 현실의 정점에서 

그들은 세상의 파멸적 종말을 쉽

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

식은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오랜 

침체를 겪은 중세 유럽에서도 흔

한 것이었다. 구세주나 천년왕국

에 대한 중세 유럽인들의 믿음이 

그 증거다. 이것은 의식적인 사회

발전이 그 자체적으로 유럽 전통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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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문화적으로 더 적절하고 성공적인 개발협력

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서구 우월주의가 명백히 약화되었는데도 왜 개도국의 문제에 대

한 상상력 결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1. 개발주권과 독백

헤겔의 시대에는 현재의 주권국가 또는 국제 기관들로부터의 개발협력이 존재하지 않

았다. 그러나 ODA를 포함한 개발협력은 발전을 확산시키려는 헤겔 이후의 열정을 이어받

은 것이 분명하다. 개발협력의 대상들은 이제 비교적 저소득 국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이며, 헤겔에 의해 세계 역사에서 배제된 아프리카는 개발협력의 주요 수원국이 되었다. 개

발협력의 제공은 서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주

도권을 위한 민족주의적 결의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현재의 개발협력

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헤겔식 유럽 중심주의와 싸워왔다. 

한편 우리는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현재의 개발협력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개발협력은 신생아와 같은 약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지만 이제는 이런 약한 상태가 영속화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우리는 특히 개도국 

쪽의 개발주권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수원국의 미약한 개발주권을 강화하

려는 공여국의 시도는 때로는 수원국으로부터 매우 빈약한 반응을 얻기도 한다.3

여기에서 우리는 수원국들의 개발주권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의 배경을 중점적으로 재

고해야 한다. 원조 의존성은 개발협력 초기부터 오래 이어져온 문제이지만 개발주권이 핵

심어로 떠오른 것은 꽤 최근의 일이다. 개발주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명백히 조건 중심

의 개발협력, 특히 구조조정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의 비효율성이 밝

혀진 데서 기인한다. 1980년대 초에 도입된 SAP는 큰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세계은행

과 국제통화기금 (IMF)이 마련한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이다. 이 계획은 채무국들을 대상

으로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조건

(conditionalities)을 포함한다. 이 계획에 구현된 신자유주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이론

적 뿌리를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의해 구체화되

고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SAP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고통을 부여한다. 

그러나 수원국들은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규정된 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만약 수원

국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기관으로부터의 원조가 상당 부분 중지되는 위험

을 감수해야 했다. 양자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다른 원조기관이나 공여국들도 세

계은행과 IMF의 뒤를 따랐고 그에 따라 수원국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졌다. 원조의 중

지는 때로는 원조 의존적인 나라들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정치 불안정과 정권 교

체를 초래하기도 했다. SAP는 부분적으로 경제 자유화와 재정 규율의 도입에 성공했지

3 이런 불균형과 잘못된 패러다

임의 적용은 앞에 언급한 발전에 

대한 헤겔식 사고의 여전히 강력

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인다. 

만, 경제성장의 회복이나 국민을 위한 복지 향상에는 그다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21세기 초반까지 경제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

다. 더욱이 SAP는 1980년대 채무국들의 사회발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것으로 비판 받

았다. 

냉전 체제에서 저소득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던 서구 공여국들의 의도를 고려

할 때 왜 SAP가 수원국의 우호적인 정부들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까지 강압

적으로 실시되었는지는 다소 의아하다. 분명히 두 국제 금융기관들이 관리 차원에서 국

가 개입을 줄임으로써 개도국의 부채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1980

년 무렵에 고조되었던 지정학적 긴장상태를 고려하면 부채관리라는 명목만으로는 SAP의 

 ‘강요’를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은행(1994; 1998)은 아프리카에서 SAP의 실패가 계획 자체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수원국 정부의 개발주권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평가에는 수원국들이 SAP에 

확고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수원국 사회가 진심으로 시장기반 경제를 지향하지 못한 이유

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수원국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적 관심이 없었고 수원국 사회에서 형성된 지혜를 도외시했다.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는 단일한 학문의 이론을 단편적으로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지적 태도 뒤에 숨어있는 독단주의의 존재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유추된 독단주의의 시사점과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헤

겔 시대에서 유래한 사회과학 지식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 당대 유수

한 철학자였던 하버마스는 인류의 전체론적 해방을 추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역설적

으로 자유존중에 실패한 것의 지적 기원을 탐색했다. 그는 헤겔에서 시작된 근대 지적 발

전의 역사가 동일한 정신을 공유하는 사회의 반복적 자문 과정(즉, 독백의 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헤겔은 발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신의 발전에 대한 장애는 정신 그 자체

이고 정신은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 정신의 발전은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투쟁의 과정이다. 이 헤겔식 독백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자문을 통해 구축된 그들 자신

의 철학을 “신의 섭리”만큼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헤겔식 유럽 중심주의는 절대적인 

자문의 행위자가 서구세계 그 자체라는 가정에서 나왔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인종차

별과 서구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하버마스는 헤겔식 독백이 마르크

스주의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인류 전체나 프롤레타리

아 계급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신의 섭리” 대신 역사의 발전 법칙을 개

발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발전 법칙은 지속적으로 자문되고 스스로에 의해 극복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타자들에 대한 끔찍한 무지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그 자체를 절대화하는 논리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상(matter)의 의미를 인

식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이 의미는 서로 다른 당사자들 간 의미의 공유를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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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과정에서 생성된다(Habermas 1985). 한 대상에 대해 공유된 의미는 특정 문화를 가

진 사회의 기반이다. 따라서 대화 없이는 사회나 공동의 문화도 존재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대화를 대부분 무시했고 그 자체의 논리를 절대화시켰다. 이

것은 비단 마르크스주의만의 문제는 아니며 서구 근대성 전체의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있

다. 적어도 대화가 아닌 자문만으로 구성한 논리를 적용시켜 근대적 발전에 공헌하려 한 

모든 헤겔의 후계자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SAP와 그 뒤에 깔려있는 신

자유주의 발전 사고방식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발전론자들은 SAP의 조건을 통해 수원국의 국내 경제문제에 개입하고 역

설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가 시장지향적 정책 개혁에서 폭넓은 역할을 하도록 시도했다. 

이 역설은 효율적인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전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는 그들의 단순한 믿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믿음은 사회적, 역사적 차이와 시장 메

커니즘이 이론적인 기대에 따라 기능하게 하는 문화적 전제를 무시하는 발전에 대한 사

고에서의 근대적 독백의 전형적인 산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수원국 측의 개발주권을 존중할 필요성의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후에도 

발전에 관한 이와 같은 독백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재생산되었다. 공여국들은 다자

간 경쟁의 제도화와 같이 이미 정해진 정치적 조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냉전

의 종식으로 공여국들과의 관계에서 수원국들의 협상력이 저하된 직접적인 결과였다. 때

로는 일부 지역에서 이와 같은 ODA의 정치화가 사회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죄 없는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킨 무장투쟁의 증가

와 연관되어 있다. 정치화된 ODA 뒤에 숨어있는 독백의 경향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

다. 이 독백은 자유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신보수주의의 

오만 속에서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 있어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 냉전에서

의 승리가 이런 오만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보수주의 뒤에 숨은 외골수적 독단

주의는 개도국의 사회, 정치, 문화 요소들을 간과하여 참담한 결과로 이끄는 신자유주의

와 동일한 성향을 지닌다. 

2. 일본의 ODA: 독백으로서의 원조에 대한 대안?

문화와 개발협력에 대한 우리의 논의의 맥락에서 일본의 ODA 관련 특징들은 최근까

지 다음과 같이 상호연관 된 요점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집중, 둘째, 정책보다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강조, 셋째, 프로그램 보다는 프로젝트적 접

근, 넷째, 미리 정해진 정책이나 정치적 조건의 적용에 관해 다소 보수적인 태도. 일본의 

ODA에 대한 생각과 접근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최근까지는 이런 점들이 일

본의 역사적 상황에서 도래된 종래 ODA의 주요 특징들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 후의 역사로 인해 일본은 극우주의의 정치적 파탄을 겪었으

며 자국 문화와 가치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일본은 전쟁 배상 및 보상과 연계

하여 1950년대에 ODA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후 수십 년간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과 의혹이 만연했고 이는 1974년 동남아시아에 반일 폭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

서 일본은 ODA 수원국들에게 윤리적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수원국들의 경

우 ODA를 통한 정치적 조건의 요구는 외교적으로 불가능했다(Takahashi 2010).

일본 정부는 ODA를 통해 일본의 가치를 전파하려 하기보다는 수원국들과 이해관계

를 공유하는 편을 택했다. 1978년 후쿠다 다케오 총리는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평화 헌법

의 원칙을 수호할 것과 아시아 산업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4 이때부터 아시아 국가들

의 인정을 받은 일본의 ODA는 적어도 수원국 사회 일부의 경제적 향상을 목표로 했다.5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논리적으로 ODA를 산업 기반시설과 산업 또는 농업 생산 등

의 경제부문에 집중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일본이 ODA를 실행하는 측면에서 과학기

술 이전 등의 기술지원을 강조하고 정책과 사회문화 차원의 참여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

다. 그리고 일본은 가능한 한 원조 활동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프로

그램 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법을 선택했다. 이는 ODA가 정치적 간섭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G7의 주요 회원국이자 미국 및 브레턴우즈 체제의 주요 파트너로서 일본은 저소득 국

가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면서 폭넓게 SAP를 지원했다. 그러나 일본은 작은 정부 추구

에 대해 비판하고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민족주의적 열망에 대해 무지하여SAP의 단순성

과 거리를 두었다(OECF 1993). 일본은 평화주의 원칙들과 관련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도적으로 정치적 조건들을 제시, 요구하거나 실패에 대한 제재한 적이 없다.6 또한 일

본은 다른 양자관계의 공여국들의 집단행동을 할 때에 이를 따르기도 했는데, 그것도 수

원국들이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ODA를 중지하는 경우에 한했다.

수원국들도 일본 ODA의 덜 정치적인 특징과 절제된 태도에 대해 답례했다. 성공적인 

대규모 산업 투자 등 다른 요소들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관계

는 개선되었다. 또한 서구 공여국들의 가치 ‘강요’에 의해 상처받은 아프리카의 원조 의존

국들도 일본의 태도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태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

었다. 첫째, 경제·기술·프로젝트 지원은 독재자에 대한 도덕적 지원, 환경파괴, 일반 국민

들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의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정치적일 수는 없었

다. 둘째,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ODA를 수행하면서 일본은 수원국의 국내 정치뿐 

아니라 문화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서구와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수원국의 

문화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된 독백에 빠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4 후쿠다 총리는 그 해 몇 차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여 

새로운 아시아 외교에 대한 연설

을 했고 마닐라에서는 후쿠다 독

트린을 발표했다. 그 후 동남아시

아와의 관계는 향상되었다. 

5 앞에 언급된 대로 일본이 전후

에 가치보다 이해관계의 공유를 

선택한 것은 보편적 이상주의에 

대한 서구의 지향과 구별되는 전

통적 실용주의 문화와 관련되었

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는 학문적으로 흥미롭

지만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6 ODA 헌장의 반전 원칙에 기

반을 둔 제재, 예를 들어 1995년 

중국의 핵실험에 반대하기 위한 

ODA 중단은 이런 예외적 조치의 

주목할만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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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비교적 산업화에 성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초 

ODA에 대한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었는데 이는1992년 ODA 헌장에 규정된 “자립

을 위한 지원”이라는 문구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은 발전에 있어 수원국들

의 개발주권에 대한 존중, 즉 “자립을 위한 지원”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

각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일보노 ODA의 암묵적인 철학이며 처음부

터 ODA수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서구의 조건 

 ‘강요’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7

1990년대까지 일본은 자국의 ODA를 교육과 보건 등의 사회부문까지 넓히려고 시도

했다. 반세기 동안의 ODA 공여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는 다양한 

개도국에 대한 각 부문의 ODA확산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원관리기관은 ODA 계획

수립과 업무수행에서 더 높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관료 및 개발 효과성 뿐 아니

라 인간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

데, 이는 부분적으로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보다 프로그램 지

향적인 접근을 채택하여 더 전체론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고 그 최근의 

결과 중 하나는 포괄적 프로그램에 기반한 ODA를 통해 수원국들과의 정책적 대화를 강

조하자는 외무부의 새로운 제안이었다(MOFA 2010).

그러나 1990년대의 긍정적인 ODA 개혁 후에도 발전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종래의 무

지는 여전히 일본의 ODA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은 아

시아의 주식인 쌀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 녹색혁명에 큰 공헌을 

했다고 자부했다. 이 경험에 기반하여 현재 일본은 아프리카에서의 녹색혁명 재현을 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대 아프리카 ODA의 매우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처음에 일본

은 새로 도입된 쌀 기술을 통해 빈곤한 농업 종사자들이 생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서 문화의 중요 요소인 식단 문제가 대두되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

에서 쌀은 빈곤한 농업 종사자들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 생산성의 증가는 

아프리카의 최저생활 수준의 농업 종사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

지는 못했다. 식생활 문화의 차이를 재고하고 어떻게 ODA 활동에 재통합 시킬 지와 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문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일본의 ODA의 새로운 도전과제이다. 

끝으로 일본인들은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에서 전체론적인 마을개발 프로그램을 촉진

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는 일본이 선호하는 집단적 자립의 한 형태이다. 

일본인들은 아프리카의 농촌 지역사회들이 생산 증가를 위한 참여활동에 집단적으로 동

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마을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일본의 농촌문화

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많은 외딴 지역에서는 일본식 집단행동이 일반

적이지 않다. 아프리카인들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열심히 돕지만 평상시에는 독립적

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립 개념은 아프리카 농

7 서구 공여국들의 SAP에 대

한 생각과 소유권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강조

는 서로 합의를 이루어 냉전 종

식 후의 새로운 국제상황에 대응

하기 위해 마련된 OECD-DAC

의 획기적인 정책문서에 반영되

었다 (OECD-DAC 1996).

업 종사자들의 성향과 종종 어긋난다(Shishito 2014). 가능한 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

해 아프리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일본이 당면한 또 하나

의 과제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전후 역사상황의 결과로 자국의 독특한 독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본이 수원국들과 발전담론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

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 효과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원국 사회의 상이한 문화를 이

해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 중 하나일 것이다. 

결론

개발협력은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작용을 하고 접점을 찾아 발전과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유문화를 형성하는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개발협력은 창의적인 문화간 대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 가치에 기반

한 독백이나 종래 일본의 이해관계 기반 접근법으로 인해 개발협력의 이러한 큰 잠재력은 

실현이 어려웠다. 지난 수십 년간 전통적인 ODA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개발주권을 존중

하거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전통 공

여국들에게는 우려사항이지만 신흥 공여국의 등장은 수원국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들은 개발협력에 가치에 기반한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수원국들의 개발주권 강화를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신흥 공여국들 또한 문화 차이와 문화간 교류를 무시하고 

이해관계에만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추구한다면 이들도 과거의 일본처럼 독백에 빠질 위

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 공여국들과 신흥 공여국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개

발에 대한 공동 관심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 교류를 추구하는 문화간 대화에 나

서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을 포함한 수원국은 자신의 문화적 존엄성을 주장하고 상이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발전담론을 통해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표현해

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경계를 넘는 수원국들의 대화 노력이 문화간 대화로서의 개

발협력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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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대부분의 발전 분야 활동가들에게 새천년 개발 목표

(MDGs)가 종료되는2015년 이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

화 분야의 개발협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문화 개발협력 국제포럼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들, 즉 ‘지속 가능한 발전’, ‘발전’, ‘개발협력’, ‘문화’에 대

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는 한국적인 특수한 발전 접근법 규명의 의도와 문제점

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의 본질주의적인 개념에 대하여 비판적이나 한국 

발전 접근법의 몇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논의할 것이고, 세 번째로 전문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끝으로 필자는 한국이 가진 강점, 즉 발전 논의에서 흔히 거론되지 않는 

‘사회 정의’, ‘인권’, 그리고 민주화의 증진에 관련된 강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발전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도록 하자. 브룬트란드 보고

서로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UN, 1987:37)에 따르면 “지속 가

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정의는 한 편으로는 발전에 대

해 생각하고 세대적 차원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개발 행위자들 - 국가, CSO (시민사회 조직), MNC (다국적 기업), 다

자협력기관 등 - 이 각양각색의 상충되기도 하는 방식으로 문제와 해결책을 해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필요’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

은 대기업 부유한 주주들의 금전적 필요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개도국과 선진국의 취약

한 계층이 가지는 사회적 필요를 의미하는가? 

이후 수십 년간,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세 가지 관점, 즉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

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 UN, 2013; Sachs, 2012).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것과 환경

뷔에베 나우타(Wiebe Nauta)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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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을 어떻게 결합 시킬 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

제 활동의 경우에는 토지·산림·물·대기의 파괴 및 오염 등의 환경 착취나 노동자·주변 

원주민·소비자에게 손해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인력 착취가 아닌 한, 수익 활동이 허용된

다. 그러나 이 명확한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목적과 목표들을 

결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목적 및 목표와 관련하여, 2015년 이후 개발의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은 새천년 개발목표를 

대신할,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그림 1)를 제안했다. 이것은 지속가능성 문제

를 국제 개발의제에 더 확실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삭스 (Sachs, 2012) 같은 개발

학자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고위급 패널(UN, 2013)은 자신들의 “아무도 남겨

두지 말라”(p.7)라는 슬로건에 내포된 “사회 정의”와 “보편적 인권”을 지속 가능한 미래

를 위한 비전의 중심에 놓지만, ‘경제’, ‘기술’, 선진국 또는 개도국 및 민간부문, 특히 세계

적인 대기업들에 대한 강조도 포함되어 있다(p.viii). 이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 

의제에 대한 야심에 모순적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 특히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시킬 때 더

욱 그러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면에서는 나 역시 민간부문을 충분히 포함하는 것

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자본이 녹색기술개발과 같은 기술적 차원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지속가능성 의제를 장악할 잠재적 위험성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부문에 대

한 강조는 보고서의 부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빈곤의 근절과 경제 변신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에 의해 설명된다. 필자

의 생각에는 기존의 입장을 답습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아닌, ‘사회’ 변

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제가 더 적절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보고서에서 이용된 ‘녹

색 경제’와 ‘녹색 성장’ 같은 용어들 또한 보다 경제학적인 접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

다. 유니레버 (Unilever) 등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더 건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필자는 HLP가 “… 세계의 대기업들 중 다수가 이미 지속가능

한 발전과 빈곤 근절의 맥락에서 녹색 경제로의 변신을 이끌고 있다 (viii)”라는 설명에서 

기업의 역할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제로 OECD 녹색성장 정책평가(OECD, 2010) 등에 ‘녹색 경제’와 ‘녹색 성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포함되었고, 일부에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경제적 차원이 

뚜렷하게 나타남은 명백하다. 예를 들면 “… 녹색성장 전략 목표 중 하나는, 경제적 외부

성을 더욱 잘 내부화시킬 수 있는 성장 경로로 이전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평가의 일차적 기준 중 하나는 특정 수단들의 비용

효율성”1 (2010, p. 15) 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런 접근법들이 실

제 환경개선에 다소 기여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자본주의적 또는 신자유주

의적 세계질서 안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려 하거나 인류 생존의 

가능성 및 미래에 대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

인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 역시 저해될 우려가 있다. 

발전과 개발협력

위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발전’의 정의가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문화 개발협력 국제포럼의 맥락에서 발전을 

경제 또는 소득 차원에만 중점을 두고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사

회 정의”와 “보편적 인권”에 중점을 둔, HLP보고서(UN, 203)의 발전에 대한 정의는 매우 

적절한 것이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상과 강력하게 연결된, 센(Sen, 1990)의 “자유로서의 

발전” 정의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세계인권선언(UN, 1948)을 지지하든지 두 가지 길 모두 

세계 빈곤층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포기

(Pogge, 2008, p.26)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부자들이 “… 세계 빈민들의… 인권을 크게 침

해하고… 해를 끼치는데 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1 나의 강조점



264

265

기회, 사회적 기회, 민주적 기회를 포함하는 발전은 우리가 빈민들에게 줄 수 있거나 주어

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빈민들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HR) 의제에 

기반을 둔 발전은 시민권과 참정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한다. 이러한 인적자원 의제가 일부 모순점(예를 들면, 문화적 권리와 여성 해방)을 가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비용 - 효율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녹색 경제와 녹색 성

장을 지원하는 OECD의 해결책은 우리가 사회 정의와 인권 의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빈곤층과 취약층에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증진시키는 데 불충분하다. 

보다 ‘전통적인’ 원조 관계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마지막 논의 차원은 서구 공여국(특히 구 식민국 세력)과 그들의 개발도상 수원국 간 식

민관계 또는 독립 이후의 관계에 여전히 내제되어 있는 방식들이다. 개발협력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에스코바르 (Escobar, 1995) 같은 저술가들은 식민 지배자들과 식민지 사람

들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이는 개발 구조의 헤게모니적 본질을 강조했다. 발전

이 특정 세계의 “파괴에 몰두” (p. 226)하기 때문에 개도국 행위자들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단체들(agency)을 보존하기 위해 발전을 거부해야 한다는 그의 경고는 좀 지나친 것일지

도 모르지만, ‘발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빈곤, 불평등, 취약성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고도로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특정 문제들을 개도국에

서 찾으려고 한다(참고: Henderson et al., 2013, p. 1236). 더욱이 이러한 언어적인 메커니즘

과 관행들은 선진국 또는 개도국에 사는 엘리트층의 부(Wealth)가 다른 지역의 빈곤과 직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전 방안들은 (농업 보조금, 지적재

산권 법률과 같이) 부유한 국가와 엘리트 계층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패, 형편 

없는 통치방식 등) 개도국의 문제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개발지원 관계의 출현에 관하여서는, 신흥 또는 (재)등장하는 공여국들의 존재

가 개도국 주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개발 주체들에 대

한 르완다 연구(Nauta & Lee, 발표 예정)에서 과거 식민지 굴레와 무관하게 개발 파트너

들과 협력하고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르완다인들에게 매우 멋지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명

확히 드러났다.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화

개발주체들은 정책결정자 또는 토착민 활동가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흔히 문화의 본

질주의적 개념을 사용한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경우에는 ‘잠비아 문화’나 ‘아프리카식 

업무 방식’을 쉽게 이야기하는 반면, 아마존 카야포족 등 토착민 부족의 권리를 위해 싸

우는 활동가 그룹의 경우에는 ‘카야포 문화’의 보존을 우선순위 의제로 놓는다. 유네

스코에 따르면 문화는 “… 사회 또는 사회 집단의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특

징의 집합체이며 예술과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괄한다” 

(UNESCO, 2001, p. 62). 문화가 ‘집합체’로 지칭된 이러한 정의는 본질주의적 특징을 강조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역동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인다. 유동성과 역동성보다는 정체와 불변성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전통’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상은 좀 더 강화된다. 필자는 일부 개인, 지역, 

사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고도로 세계화된 세상이 문화에 대한 보다 

유동적인 이해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 아프리카의 맥락에서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대륙 각지에서 온 

아프리카인들, 예를 들어 이누이트족이나 무슬림 말레이시아인들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종종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정형화되고 똑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AIDS) 퇴치에 있어서, 이는 생체의학 및 행동과학 

용어로 개념화된 이 전염병의 일반적인 이해 ─ (극도로 맹렬하게 논의되었던) 아프리카인

의 성생활 및 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이어졌고, 반면에 빈곤이나 불평등 같은 구조

적 요소들은 무시되었다 (Nauta, 2010). 로우 (Lowe, 1991, 니더벤 피터세, 2009, p.77 인용)

에 따르면 “혼성성 (hybridity)은 정체성과 민족성의 본질주의적 개념에 대한 해독제다.” 다

른 이유 중에서도 이 점이 니더벤 피터세(Nederveen Pieterse)로 하여금 이 과정의 중요성

을 강조하도록 이끌었다. “혼성성은 세계적 혼합물 (global mélange)로서 세계문화의 탄생

이다(2009. p. 83).” 유동성, 교류, 공유를 위한 세심함 외에 이러한 문화적 혼성성 (cultural 

hybridity)과 혼성(hybridization)의 개념들은 우리 자신이 문화적 과정들의 역동적 본질을 

이해하고 강조할 수 있게 해준다. 

2014 유네스코 문화 개발협력 국제포럼 사업계획서 (KNCU, 2014)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문화 산업의 확립이라는, 문화의 특정 측면이 강조된 것은 매우 놀랍다. 이 제안서는 

2001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ESCO, 2001)을 언급하고, 특히 10조를 주로 인용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모든 국가들, 특히 개도국이나 과도기에 처한 국가들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생

존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결속을 강화한다.” 

(UNESCO, 2001, p. 63; KNCU, 2014, p. 1)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 분야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해와 담론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것 같다. 따라서 필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 분야의 개발협력

에 중점을 둔, 문화 개발협력 국제포럼의 의제, 작업, 아이디어 교환이 이 선언의 2조─“문

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를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과 

더불어, 공동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나 집단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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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정책들은 사회 통합, 시민 사회의 활

력, 그리고 평화를 보장한다. 이런 정의에 따라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의 현실에 

대한 정책 표현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의 틀에서 분리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

류, 그리고 공공 생활을 유지하는 창의적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UNESCO, 

2001, p. 62)

덜 정체되고 보다 역동적인 문화변동 과정의 이해와 함께, 이것은 시장에 과도한 중요

성을 부여하며 공공 부문 및 민주주의 원칙의 잠재적 수호자들, 즉 시민 사회와 국가에 

충분한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우리의 행동을 방지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빈곤층과 

취약층의 이해관계를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중심에 놓도록 도와줄 것이다. 과거에 식민지 

지배의 죄를 짓지 않고 동시에 개도국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들이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아프리카의 한국: 르완다의 경험

한국인들은 경제와 사회발전의 ‘동아시아적 모델’을 실험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로 르

완다를 선택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아프리카에 제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은, 

1994년 대학살의 상처를 극복하길 열망하는 르완다와 함께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직업교육 (TVET)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한

국은 1970년대에 근면, 자조, 협동의 세 가지 슬로건에 기반하여 농촌지역의 근대화를 이

룬 새마을 운동을 실험하고 있다. 이 운동은 르완다 정부의 개발 야심, 그리고 모든 르완

다인들이 매달 참여해야 하는 지역봉사 프로그램인 우무간다(Umuganda) 및 르완다의 재

정 자립 증진을 위한 아가치로 발전기금 (Agaciro Development Fund) 등의 프로그램들과 

잘 조화를 이룬다. 

구식 농촌개발 사업에서부터 최첨단 ICT 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개발사례, 성공과 실패

가 뒤섞인 결과들, 그리고 르완다와 한국 양측의 야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필자는 

여기서 이 포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문화적 문제들에 집중하려 한다. 첫째, 필자는 한국의 

문화 접근방식이 의도는 좋으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한국의 개발자들이 아

프리카에 가는 것은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한국 사회의 압력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둘째로, 필자는 문화의 본질주의적 개념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한국 개발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어떤 문화적 요소가 특정 역할을 하는 발전 접근법을 지적하고자 한

다. 셋째로, 필자는 전문가와 청년들의 역할, 그리고 아프리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끝으로 한국의 개발경험과 역사의 일부 다른 

장점들이 왜 이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더 강조되지 않는지 질문하고 싶다. 

좋은 의도

한국의 자원봉사자, 외교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의 발

전에 공헌하려는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주 르

완다 대사의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내 꿈은 아프리카에 제2의 한국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은 르완다가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할 것이다. (한국 대사, 2013년 4월). 바로 이런 요

소, 즉 한국의 개발 경험이 아프리카의 파트너국에게는 매력으로 느껴지며 그 사실은 르

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에 의해 설명된다. 

“내가 경탄하는 것들은 예로 들면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예다. 나는 그들의 역사, 그들

의 발전, 그리고 얼마나 집약적으로 그들이 국민과 기술에 투자했는지 감탄한다. 그리 오

래되지 않은 과거에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발전단계에 있었다. 오늘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다.” (Der Spiegel, 2006) 

그러나 문화 혼성성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개발 봉사자들이 세계사 또는 종교의 

저명한 인물 및 특정 작가들의 다양한 문화적 영향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았을지도 모른

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동시에 영국 축구클럽을 

응원하고 아프리카 음악을 듣고 아르헨티나 탱고를 출지도 모른다. 자원봉사자인2 여승

은 그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같은 책들을 읽

고 체 게바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의 삶을 바꿀 동기와 영감을 얻었다

고 말했다.  

“영어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한국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설명해보겠다. 

예를 들어 에리히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를 보면 산업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나? 뭔가를 소비하고 너무 많은 돈을 갖고. 그러나 실제

로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산업 

사회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지 않고도 좋은 방식,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

다 (미소).”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과소비 문화에 대한 암시적 또는 명백한 비판 및 한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의 경쟁과 노력에 대한 압박이다. 예를 들어 여성 자원봉사자인 박예진씨

도 완전히 그녀의 삶을 바꿔 직장을 그만두고 결국 르완다에서 봉사하는 일을 택했다. 

“알다시피 삼성전자에서 일한 10년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었고, 우리는 항상 야근을 해

야 했기에 피곤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나를 편협한 이상주의로 이끌지 않

았고 나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나는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

는 뭔가를 시도하게 되었다.” 

사실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 체류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압력에

2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은 가명

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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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면에서 일부 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발

전의 딜레마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한편에서는 르완다의 ‘근대화’에 공헌하기 위한 

한국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개발 때문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르완다 사회의 -자연을 가까

이 하고 과소비에 물들지 않은 것 등의 - 측면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몇몇 자원봉사자들

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그들은 이것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인식하고 자

연에 가까운 것의 문제점과 부정적 측면도 알고 있다. “의학 수준이나 음식에 대한 기본지

식, 또는 위생 같은 삶의 문제들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나쁜 질병에 시달린

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다른 어느 곳의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문

화혼성 과정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과정들로부터 영향 받는다. 그들은 힘든 노동, 극심한 

경쟁,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에 수반된 사회적 압력으로 특징 지어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종종 명확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비판한다. 이것은 그들이 제안하는 개발 개

입에 관련된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식 방법? 

필자가 네덜란드와 한국인 팀의 일원으로서 한국과 르완다 개발자 간 개발협력에 중

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르완

다인들은 한국인들이 식민주의 과거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특히 원치 

않는 잠재적 정치조직을 경계하는 르완다 정부 주체들에게 한국인들은 국가의 안정을 위

협하지 않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지배를 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한국의 비정부기관 주체들은 현지의 지역 참여 및 조직 활성화를 위

한 노력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발전 경험과 성공이 이 관계에서 상징적

이고 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온 기술직업교육 

(TVET) 전문가 팀을 만났을 때 잘 드러났는데, 그들은 KOICA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르완

다에서 이 교육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키추키로 통합 과학기술 지역센터 (IPRC)를 지

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네 명의 한국 팀 멤버들 중 세 명은 은퇴자들로

서, 그들의 경력 초기였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독일 자문팀 (GAT)과 협력하여 한국에 

기술직업교육 제도를 확립시키는데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이 팀에 대해 세계은행은 이렇

게 기록했다. “독일 자문팀의 효과적인 기술 자문은 한국의 직업교육에 상당한 공헌을 했

다” (World Bank, 1985: 10).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직업교육 기반 - 기술고등학교, 대

학, 국립중앙직업훈련원, 교과목·자격요건·자격증 같은 교육 체계 등 - 을 조성하고 시

행하기 위해 독일 전문가들로부터 훈련과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전의 그들과 같은 입

장에 있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음을 발견

했다. 이 은퇴자들은 한국의 개발 성공과 르완다의 개발 야심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동시에 르완다에서의 한국의 개입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다. 첫째로 

언어 장벽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한국식 개입의 문화적 특징 문제가 있다. 한국 자원

봉사자들은 각 마을에 비교적 잘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르완다 사회에 대해 열린 태

도를 갖고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언어적 문제를 경험했다. 20% 정도만 영어에 능숙하고 

기초적인 키냐르완다어나 프랑스어3를 말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 의사소통을 

위한 교재들은 수준 미달이었다.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의 세 원칙인 근면, 자조, 협동을 

나타내는, 벽에 걸린 포스터는 근면을 “큰 부는 하늘에게서 오고 작은 부는 근면에서 온

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식의 엉터리 영어는 영어로 된 새마을운동 핸드북(새마을운동중

앙회, 2003)의 영어를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관련 업무가 포함된 몇몇 프로젝

트 수행지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놀라웠던 사실은 많은 르완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한국

어로 인사를 하고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불러준 것이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르완다 아이

들에게 키냐르완다어나 영어 노래가 아닌 한국어 노래들을 가르친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

다. 또한 우리가 르완다에 있는 많은 한국 기관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현지 직원들은 

즉시 일어서서 손님들에게 머리를 굽혀 인사해서 우리는 놀라기도 했다. 

젊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힘들어 했던 또 다른 ‘문화’ 문제는 한국 새마을운동 

팀들 대부분의 위계문제였다. 이 팀들은 나이 든 전문가와 몇 명의 젊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있다.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팀에서 의사결정과 소통은 위계질서에 따라 이루

어지고 나이 든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세대 충돌’은 젊

은 봉사자들에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지역기반 개발 프로젝트에서 요구되

는 유연성과 개방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한 내용들은 한국의 개발 개입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특징들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

새마을 운동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맡은 

과제와 책임에 적합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마을에서 양봉을 담당한 봉사

자는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했고, 파인애플 농장 일을 맡은 봉사자는 환경공학을 공부

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가축 프로젝트를 맡은 봉사자는 토목공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었고, 여성 프로젝트를 맡은 봉사자는 회계학 학위 보유자였다. 우리가 방문한 벼농사 프

로젝트 수행지 중 한 곳에서는 이전보다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것은 시행착오를 거

쳤기에 가능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한국인들은 르완다인들과 같이 배우거나 종종 르완

다인들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젊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제한된 경험에 대해 한 르완다 

지방정부 관리는 우리에게 말했다. “내 딸들은 착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3 르완다는 2009년에 공용어를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전환했다 

(Guardi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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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갖지 않은 기술로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없다”(IV 지방정부 관리: 19052013). 르완

다 관리가 이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딸들’로 비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그림 2: 아프리카에 대한 묘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한 질병·빈곤·분쟁을 겪고 있는 대륙으로 오랜 기간 묘사되

어 온 아프리카는 부자들이 돕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보인다 (그림 2 참고). 거시적 차원에

서 한국은 ‘공여국이 되는 것을 보다 발전되고 역동적인 경제적, 정치적 지위로 이전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생각’ (Mawdsley, 2012: 4)하며, 이는 현장의 한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들은 부자들이 세계에서 역할을 하고 선행하도록 돕는

다. 그렇지만 다양한 나라들이 가지는, 개발개입의 역사는 개발자들이 전문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에서든,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아프리카를 위

한 원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고통 받는 대륙을 위한 연대감에서 시작하여 착한 마음과 

의도라면 어떤 식으로 돕든지 모두 괜찮다는 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그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 기술직업교육제도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 한국은 르완다의 개발 야심에 부합하는 엄청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르완

다인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한 연수 기회에 대해 - 단기 기술직업교육제도 훈련이든 장

기 정보통신기술이나 기술과정 연수든 - 깊이 감사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다시 한국의 농촌개발 개입으로 돌아와서, 자원봉사자 선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

고 적절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발전 경험의 공유: 발전은 무엇인가? 

한국과 중국, 브라질 등의 다른 신흥국들이 개발협력 기회 및 투자재원을 모색하고 

있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 (Economist, 2014) 같은 새로운 재원들, 참신한 관점, 최근의 개발경험 및 경제

적 성공, 또는 이런 조건들의 조합은 앞으로의 도전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잠재적 공헌을 생각할 때 한국은 엄청난 강점을 간과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개발의제 수행 시 문화산업이 갖는 잠재력 및 이런 활동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유네스코가 다음과 같이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른 측면과 더

불어 ‘문화’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 존엄성, 평등, 

연대, 평화의 문화, 관용,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들을 존중함으로써 인류의 통합에 기여한

다. (UNESCO, 2001, p. 15). 그리고 한국이 좀처럼 명확하게 개발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 부분, 즉 ‘사회 정의’, ‘인권’, 민주화 증진 분야에 한국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

도 문화자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역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다. 민주화 투쟁은 어땠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시위운동은?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양성평등을 위한 싸움은? 시민 사회의 융성과 발전과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

의 결합은 어떤가? 

그 대신에 한국은 신화적인 형태의 새마을운동 개발 ‘이야기’를 수출하여 르완다에서 

홍보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자애로운 지도

자로 그려지고 - 르완다 지도자와 비교해보라 - 한국의 농촌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설명

된다. 필자는 한국이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충분히 자랑스럽게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

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서 발전 모델로 성장시키

려는 캠페인에서는 (냉소적으로 농촌 투표의 매수와 도시의 저항에 맞서려는 노력으로 설

명된) 어두운 정치적 측면 및 개발 공헌을 상대화시키는 비판적 해석은 거의 들리지 않는

다 (그것이 정말로 한국의 ‘발전 기적’의 주요 요인이었을까?). 전에 르완다에서 자원봉사

자로 일한 한국의 한 비판적인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발전 모델을 수출하면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이 르완다의 능력을 무시하는 지나친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러나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 인정 많은 독재자, 국가와 시민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

국개발역사의 미화된 설명은 왜곡된 개발개입을 이끌 수 있으며. 취약층과 빈곤층이 그들

의 한국인 형제자매들로부터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 자명하다. 실패, 투쟁, 시위의 결과로 생존 가능하고 활기찬 현대적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어렵게 성공한 점을 간과한다면, 한국이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잠재적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다.

결론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분야의 개발협력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논의

를 구성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 ‘개발협력’과 ‘문화’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필자는 2014 유네스코 문화 개발협력 국제포럼의 사업계획서가 발전에 대한 문

화의 역할이 문화산업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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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시장중심적 이해에 과도하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런 입

장이 문제가 있고, 이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들

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인류 생존의 실현가능성 및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사회 정의와 인권, 그리고 문화변동의 혼성 및 과정에 기반을 

둔, 역동적인 문화에 뿌리를 둔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우리가 시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을 막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시민사회 및 국가, 그리고 공공 부문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빈곤층과 취약층의 이해관계를 논의의 중심

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개발지원 관계의 출현과 관련하여 ‘신흥’ 또는 (재)등장하는 공여국들이 개도

국 행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국과 르완다의 개

발협력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르완다인들에게 과거 식민지 굴레의 개입이 없었던 개발 파

트너와 같이 일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르완다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가 관

찰되는데, 이는 이번 포럼과 관련이 있다. 첫째,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흔히 예상되는 것만큼 ‘한국적’이지는 않다. 우리

는 모두 문화혼성 과정에 영향을 주고 또 거기에서 영향 받는다. 또한 그들은 자주 암시

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극심한 노동, 치열한 경쟁, 물질적 풍요로 특징 지어지는 한국 사회

를 비판한다. 둘째, 한국의 개발 개입에는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셋째,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선

발함으로써 한국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전문성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끝으로 한국은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충분히 자랑스럽게 수출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한국개발역사의 미화된 설명을 피함으로써 한국은 ‘사회정의’, ‘인권’, 그리고 민주

화의 증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억압받고 혹사

당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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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캄보디아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국가 개발에 문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은 “관광산업을 위한 문화”와 

“문화와 국제 개발협력”이다. 앙코르가 1992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시엠립-앙코르 

지역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되었고 관광 발전의 강력한 중심

지가 되었다. 캄보디아에 있어서 관광은 경제성장의 주축 중 하나가 되었고 문화가 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관광수입은 캄보디아 GDP의 16% 이상을 차지한다.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수와 이 지역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물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시엠립-앙코르 지역의 물 관리는 유적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생활용수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모래기반 위에 지어지고 지하수에 연결된 

앙코르 사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큰 과제이다. 정부는 문화유산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공여국들(donor 

countries)로부터의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이 막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앙코르와 국가를 위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했다. 

II. ICC – 앙코르

캄보디아가 1991년 프랑스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노로돔 시아누크 왕은 앙코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보전하고 이 유산에 기반을 둔 국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1992년 앙코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요청했다. 그 후 앙코

르 유적을 위한 도쿄 정부간 회의(1993. 10)에서 앙코르 유적의 올바른 보존과 개발을 위

해 ICC-앙코르로 알려진 앙코르 역사유적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국제조정위원회 (ICC)가 

설립되었다. ICC-앙코르는 앙코르 유적 공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건축가, 엔지니어, 복

원전문가, 고고학자, 연구자, 인류학자,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조직이다. 

ICC-앙코르는 유네스코를 사무국으로 하고 프랑스와 일본을 의장국으로 하여 앙코

르와트 시엠립 보존 및 관리청(앙코르 세계유산의 관리 책임기관: 이하 압사라청)과 긴밀

퓨 항 (HANG Peou) 

압사라청 앙코르와트 관리 부국장

시엠립 앙코르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 개발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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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C-앙코르는 유적과 숲의 보존, 급수시설, 문화 경

관, 기타 앙코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공헌하고 있다. 

ICC-앙코르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되며 그 중 총회는 12월에, 기술회의는 6월에 열린

다. 회의가 열리기 전 서로 다른 팀들(국내, 해외)로 구성된 특별 전문가 그룹이 앙코르를 

방문하여 구체적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조언, 해결책, 방법론 등을 제시한다. 특별 전문

가들은 또한 회의 공동의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질문, 해결책, 제안들을 가지고 ICC 회의

에 참여한다. 총회는 국가 당사자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참고로, 특별 전문가들은 보존을 위한 전문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 나뉘

며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독립성이 보장된다. 

ICC-앙코르 메커니즘에 따라 앙코르 세계유산 지역은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해 일하도록14개국(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

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을 불러모을 수 있다. ICC는 모든 파트너들 간의 활

동을 조정하고 교훈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압사라청이 이러한 지원을 적절히 이용하도

록 전략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은 많은 캄보디아 인력의 역량강화(이론

적, 실무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1. 앙코르 역사유적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국제조정위원회 (ICC-앙코르)

III. 보존

앙코르 유적의 사원 복원작업에는 많은 국가들이 ICC-앙코르의 업무조정을 통해 참

여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 파트너들의 노력과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앙코

르 유적 공원에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원 보존에 참여하고 있는 두 해외 팀의 사례만을 

언급하려 한다. 

1. 일본 팀 (21년)

일본정부 앙코르 보호팀(JSA, Japa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은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일본 신탁기금의 프로젝트로 1994년 설립되었다. JSA는 

실제 보존과 복원작업뿐 아니라 현지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과 인력개발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함으로써 프로젝트 초기부터 

자체적인 보존활동과 과학연구의 기록을 전문가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국제교

류 증진과 정보 보급에 공헌하고 있다. 1기: 1994년 11월~1999년 4월, 2기 1999년 5월~2005

년 4월

3기에 JSA는 일본-압사라 앙코르 보호팀(JSAS, Japan-APSARA Safeguarding Angkor)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프로젝트(2005년 6월~2011년 6월)는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

는 압사라청과의 협조 하에 시행되었다. 

JSAS의 4기 프로젝트(2011-2015)에서는 바욘 사원 중앙탑에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하

고 바욘 사원 내부회랑의 저부조 장식(bas-reliefs)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4

기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미화 250만 달러와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50만 달

러를 가지고 2011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이 사례는 일본 팀과 훈련 중인 압사라청 인력 사이에 지식과 기술 이전이 어떻게 이루

어져왔는지 보여준다. 현재 이 지역 전문가의 대부분은 캄보디아 인들이다. 캄보디아 인

적자원에 대한 이와 같은 큰 투자는 캄보디아 국내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인

정을 받고 지원을 얻음에 따라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인의식의 함양과 함께 

압사라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효과적으로 인적자원과 재정투자에 참여를 넓혀가

고 있다. 

2. 프랑스 팀 (21년)

프랑스 극동학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은 1995년에 바푸온 사

원(앙코르톰 유적지에 위치)의 복원작업을 시작했고 그 작업은 2011년에 끝났다. 사실 

EFEO는 캄보디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크메르루즈의 등장 이전)에 이 사원의 복원작업을 

시작했다. 바푸온 사원은 앙코르 유적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조형물 중 하나이다. 11세

기와 12세기에 이용된 건축방식에 대한 EFEO의 관측보고는 이를 통해 중앙신전(temple 

mountain)의 발전단계에 대한 중요한 식견을 얻고 앙코르 건축가들이 이용한 기술에 대

한 기존의 문헌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제공되었다(약 1000만 유로). 복원작업과 동시에 프랑스 팀은 많은 젊은 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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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 인력을 훈련시켰다. 

2012년에 EFEO-압사라(미화 256만 달러 + 74만 5000달러)는 서 메본 사원의 복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 메본 사원은 한때 비쉬누 신을 숭배하기 위해 헌

정되었던 복합건축물로 11세기에 앙코르 공원 서부에 지어진 거대한 저수지인 서 바라이

의 기하학적 중심에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다. 1940년대 초반에 EFEO의 모리스 글레즈

(Maurice Glaize)가 부분적 복원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원은 대부분 폐허상

태이다. 서 메본 사원은 11세기에서 12세기 말 사이에 건립된 섬에 지어진 세 사원들 중 하

나이다. 이 사원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독창적이다.

계획된 복원 프로젝트는 기술적, 과학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며 이 독특한 조형물의 보

호와 복원은 프랑스와 캄보디아 합동 팀(EFEO와 압사라청)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이

다. 이 복원작업은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어려움이 많다. 바라이가 범람했을 때에도 현장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섬 주변에 마른 상태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현장은 압사라청에 의해 진행 중인 서 바라이 대규모 재건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이 단계에서 압사라청은 예산과 인력 부분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EFEO에 소속

된 다양한 기술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많은 현장 관리인들이 프랑스 

정부가 지원한 바푸온 사원 복원작업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들은 현재 국내 복원 팀의 현

지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압사라청과 EFEO 측을 각각 대표하는 두 명

의 팀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두 기관의 오랜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독립 프로젝트라

기보다는 합동 작업으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폭넓은 협력을 이끌

기 위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IV.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증진하기 위해서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 잡힌 절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물은 

앙코르 공원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1. 뉴질랜드 (15년)

캄보디아 왕립정부는 앙코르 세계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와 오랜 협

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초의 활동은 임업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1998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앙코르 관리계획(AMP)을 위한 연구와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큰 공헌

을 했으며 이 계획은 “공원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으고 공원 지역사회와 압사라

청, 지방정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앙코르와트의 보존 및 관리 관련 문제들과 기회들, 

공원 지역사회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의 요구사항, 목표, 실행방안들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2007년 발표되었다. 

앙코르 관리계획의 실행과 관련, 앙코르와트 관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앙코르 자

연자원 생계 참여프로그램 (APNRM&L, the Angkor Participatory Natural Resource and 

Livelihoods)이 2009년 6개월동안 세계유산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과 자연자원관리활동

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시험 운영되었다. 이 시험운영의 결과

는 긍정적이었고, 이는 APNRM&L 프로그램은 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

은 미화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다. 외부 독립기관에서는 

APNRM&L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지원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

다. 특히 항공지도제작, 수자원 기반시설, 지역사회 연계 팀 역량, 유산관련 교육, 마을활

동계획, 자조집단, 사업계획과 가치사슬 훈련, 환경모범사례, 식품안전, 그리고 전략훈련

과 농업· 태양광· 공예· 지역사회관광 등을 포함한 유산관련 생계활동 지원을 통한 지

역사회 경제개발 촉진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APNRM&L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압사라청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앙코르 

지역사회 유산 및 경제발전(ACHA)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ACHA는 미

화 375만 3000달러의 예산규모로 5년간(2014-2018) 앙코르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원 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경제

적 번영과 식량 안전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앙코르 공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유적들의 보호와 현지 주민들의 식품 안전에 있어 물이 큰 중요성을 갖기 때문

에 이 프로젝트 예산의 약 3분의 1이 수자원 기반시설에 할당되어 있다. 

이 사업의 전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팀(CLT)이 압사라청 내부에 세워졌다. CLT는 

마을 주민들과 유대를 쌓아 그들의 신뢰를 얻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그들이 이 지역

의 유형, 무형적 가치에 합당한 수익활동, 식품생산, 농사를 시작하도록 지원하는데 성공

을 거두었다. 이렇게 쌓인 신뢰와 소통의 기반 위에서 주민들은 공원을 보호하고,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며 생활을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압사라청과 뉴질랜드의 협업은 시간이 지나며 차츰 안정이 되었고, 기회와 

필요에 대한 대응력이 개선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세계유산 지역 내에 사는 

지역사회와의 소통능력 증진과 이 지역의 자연, 사회적 특징도 중요한 살아있는 유산 (무

형유산)이라는 인식은 이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압사라청

의 직원들이 유산관리를 다 같이 함께 이뤄야 하는 공동 활동으로 인식하는, 보다 전체론

적 접근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2. 압사라청 (APSARA National Authority)

시엠립 앙코르 지역의 개발은 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우기에는 홍수의 우려가 있고 건기는 점차 더 건조한 상태가 심해지고 있다. 마을과 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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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상수도 수요는 때로는 서로 상충되고 유적들의 안전에도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기반암이 없는 크메르의 사원들은 인공적인 모래층에 건설되었고 이 모래층은 사원이

나 유적들을 지지하기 위해 축축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수위

가 높아야 한다. 주요 사원들 주변의 해자(moats)는 모래 기반이 젖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

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시엠립 시는 앙코르 공원에서 하류로 5 킬로미터 떨어진 현대적 관광도시이며 1995년

부터 이 지역 전체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압사라청과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물 관리

를 위해 다양한 주의조치와 해결책들을 도입했다. 시엠립의 물 공급을 장차 확대할 수 있

는 첫 번째 수자원은 서 바라이(고대 저수지)와 톤레삽 호수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고대의 

인공 저수지들을 재건하고 다시 물을 채움으로써 지하수를 충전하는 것이다. 

압사라청의 수자원관리국은 고대 앙코르의 관개시설을 재건하여 문화경관과 전반적

인 환경을 복원하고 이것이 유적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되찾게 하기 위해 이론적, 

실무적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 주요 인력의 능력개발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훈련도 고대 관개시설의 복원에 관해 적절한 준비를 제공해주

지는 못한다. 매우 실제적인 ‘실행을 통한 학습 (learning by doing)’ 접근법과 현장에서의 

오랜 작업이 필요할 뿐이다. 

이 길고 어려운 프로그램은 압사라청의 기술 및 재정 자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앙코르와트 해자(150만 제곱미터), 앙코르톰 해자(200만 제곱미터), 프레아칸 해자, 

반티아이스레이 해자와 저수지, 서 바라이(5600만 제곱미터), 북 바라이(500만 제곱미터), 

스라스랑(왕궁 목욕탕)의 가장 중요한 고대 시설이 복원되었고 12세기에 앙코르 공원의 

물관리와 홍수통제를 위해 건설된37.87 킬로미터의 고대 운하와 수로의 복원, 국제공항

과 시엠립 시의 확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대 관개시설의 재건은 2012년과 2013년에 전 지역(앙코르 사원들, 공항, 시엠립 시)에 

홍수 방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작업은 유산관리를 넘어서 시엠립의 

대부분의 인구를 위한 재난완화책이자 관광산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극적,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은 강력한 현지역량은 앙코르를 세계 고대 관개시설의 복원과 관리

의 선두에 올려놓고 있다. 

그림 2. 앙코르 지역의 고대 관개시스템

V. 국제협력의 재개

일본 팀 (JASA, JSA)의 압사라청과의 협력은 매우 바람직했고 많은 캄보디아 인력 (압

사라청 직원들)이 복원을 하는 방법과 기술측면 (재료와 신기술)의 활용방식에 대한 훈련

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캄보디아 인들이 전문가가 되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현장에서의 훈련, 즉 실행을 통한 학습으로 현장 복원을 배운 

것이다. 처음에 압사라청은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단지 직원들을 보내 일

본 팀의 도움으로 훈련을 받도록 했을 뿐이었다. 그 후 압사라청 측에서도 복원작업에 참

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산과 기술인력 (일본 팀에 의해 훈련 받은 전문가들) 양쪽에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현장 복원작업은 주로 캄보디아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맡고, 

일본 전문가들은 가끔 와서 작업을 돕고 작업 진척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프랑스 정부는 바푸온 사원의 복원에 장기간 참여했다. 그들은 EFEO(프랑스 극동학

원)에 최초로 복원기술협력을 의뢰했고 FSP(Fonde de Solidarité Programme: 결속기반 프

로그램) 에서는 압사라청 직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많은 캄보디아 직원

들은 이 훈련을 통해 현장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현재 복원을 위한 현지 전문가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본 프로젝트처럼, 서 메본 사원

의 복원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2단계에서는 해외와 국내의 전문가들이 보다 균형을 이루

게 되었으며 이로써 실용적 기술습득에 의한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해 을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압사라청은 이 프로젝트에 예산지원과 인력투입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지원으로 진행된 앙코르 관리계획(AMP) 프로젝트는 압사라청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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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제도적 측면의 개편과 강화를 가능하게 했다. APNRM&L과 

ACHA 프로젝트는 이러한 이론을 연계한 실제적인 업무들을 지원했다. 직원과 지역사회

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훈련, 지역사회의 참여에 의한 토지이용지도 제작이나 보호구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수입증가를 위한 소규모 유산관련 생계활동 프로젝트이 진행되었다. 

. 특히 이론들이 적용되면서 여러 기회와 필요에 대한 대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활동에 대한 역량과 현지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Ⅵ. 결론

캄보디아는 수원국(recipient country)의 위치에서 출발했고 대부분 국제협력과 해외 전

문가들의 지원에 의존해서 유산관리 작업을 해왔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캄보디아 전문가

들이 유산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일부는 그런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것은 지역관리에 관한 비전의 일부였지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장

기간의 투자가 필요했다. 우리는 국제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인들이 사원 복원과 유산 관

리 분야의 기술자,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지만, 현장 작업에 참여해서 ‘실행

을 통한 학습’으로 배운 실무지식의 도움도 컸다. 이론과 실천의 연결이 바로 새로운 세

대의 국내 인력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국제 협력자들은 또한 관리

활동에서 새 세대의 캄보디아 유산 관리자들의 아이디어와 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그들

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말은 이러한 접근법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다

만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고, 이제 해외 전문가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역량

이 강화된 캄보디아 직원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역량 접근법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바꾸고 있다. 직원들은 지역사회를 현

지의 살아있는 유산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는 유산관리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유산의 일부로서 그들을 지원하려는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

면서 그들도 협력자로서 함께 유산관리에 힘을 모으고 있다. 기술역량의 경우 진전이 느

리긴 하지만 압사라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받아들여 ICC를 통해 국제 파트너들

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상당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ICC-앙코르와 유네스코, 협력자들은 앙코르 세계

유산의 관리에서 많은 성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ICC-앙코르는 보존

뿐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도 문화부문의 매우 좋은 사례로 꼽

힌다. 고대의 관개시설을 재건하고 유적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물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천이 이루어졌다. ICC-앙코르 체제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장차 이 임무를 실행에 옮기고 캄보디아의 다른 현장을 필요한 전문

가가 되기 위해 훈련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앙코르 세계유산의 보존과 개발 간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

은 ICC-앙코르 같은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문화와 국제개발의 협력적인 역할을 증진시키

는 것이다. 이 성공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유네스코에 2008년 세계유산목록에 등

재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복원을 위한 ICC-프레아 비헤아르의 설립을 요청했다. 



285

초록

문화보존은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그 이유는 문화다양성이 국

가 이데올로기와 기본 헌법에 의해 수호되기 때문이다. 보존(conservation)은 단지 보전

(preservation)뿐 아니라 유산의 개발과 활용까지 포함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여

기에서는 “현지 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지주민들이 보존 프로그램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관광과 같은 유산의 경제적 활용은 그러한 전략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제 공여자들은 유산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현지 지역사

회 환경에도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인들을 위한 능력배양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징들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중요하다. 

1. 서론

인도네시아는 17,05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군도이며 2억 4,700만명의 인구가 있

다. 큰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화, 민족, 종교, 언어들을 가진 나라로, 발리섬

에서는 매일 힌두의식이 열리고 아체 (수마트라) 에서는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널리 지켜지

며 멘타와이족은 반유목민적인 수렵채취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700 

개 이상의 토착어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의 6개의 공인된 종교가 

있고 그밖에도 다양한 지방 원시힌두교 신앙들이 있다.

다원주의, 다양성, 다문화주의는 인도네시아의 일상의 현실이다. 정부는 다원주의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지역 문화들의 다양성을 함양하고 증진시킨다. 다양성 

속의 통일 (Bhinneka Tunggal Ika)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모토이고 건국이념 (Pancasila)에 

깊이 뿌리내려있으며 이 나라를 형성하는 다양성을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헌법에 정부가 

국가와 지방의 문화들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명시

되어있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문화유산법, 문화보존에 대한 정부규정 등의 하급 규정들

을 통해 시행된다. 

문화발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중심 단계에는 교육문화부가 있고 특별 문화차관직을 

통해 문화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교육문화부는 각 지역에 많은 ‘현지 지부’ 또는 ‘기술 

이 그데 피타나 (I Gde Pitana)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자원개발 차관보

개발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 단순한 유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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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들을 세워 특별한 유산들, 특히 유산들의 보존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주마다 문

화발전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이 규정들은 주 문화국에 의해 시행된다 (일부 주에서는 주 

문화국으로 불리고 다른 주에서는 문화국이 교육, 창조경제, 관광 등의 다른 정부업무와 

같이 통합되어 있다). 정부의 권한이 주로 자치지역(군 또는 시 단위)에 주어진 인도네시아

의 현 정치체제에서는 문화업무의 많은 임무가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많은 지자

체들은 자체적인 문화관련 지역 규정들을 개발했다. 그러나 주요 유산들, 특히 유형유산

의 경우 관리업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손에 있다. 

2.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 발전정책

앞서 언급한대로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중요하고 문화발전정책의 우선과제이다. 문화

유산에는 유형문화만이 아니라 무형문화도 있다. 문화보존 영역에서 인도네시아는 공여

국들(donor countries)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

다. 1991년부터 인도네시아 문화유산 중 열 가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문화

유산들은 다음과 같다. 

1) 8-9세기에 건립된 중부 자바의 저명한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1991) 

2) 중부 자바의 프람바난 사원군 (1991) 

3) 산기란 선사시대 유적지(초기인류가 발견된 곳) (1996) 

4) 발리 주의 문화경관 또는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의 표현으로서의 수박 체계 (2012) 

5) 케리스(마법의 힘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독특한 비대칭형 단도)

6) 와양(자바지방의 인형이자 특별한 종류의 연극)

7) 바틱(무늬가 있는 전통의류)

8) 앙클룽(대나무로 만든 악기)

9) 사만춤(아체의 전통춤) 

10)   노껜(파푸아, 서파푸아 주 지역사회에서 나무섬유 또는 잎으로 만든 매듭 그물 또

는 수공예 가방) 

사실 인도네시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

다. 그 중에는 발리의 여러 춤, 악기인 콜린탕과 사산도, 토라자의 장례풍습, 니아스의 돌

담 뛰어넘기 예식, 그리고 수십 곳의 고대 유적들과 사원들이 있다. 

한편 자연유산들도 다수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유산들은 1) 약 5,700마

리의 거대한 도마뱀들이 살고 있는 코모도 국립공원 (1991), 2) 동남아시아 최대의 열대보

호구역인 파푸아 주의 로렌츠 국립공원 (1999), 3) 수마트라 열대우림 지역 유산 (2004), 그

리고 4) 자바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크라카토아 자연보호구역과 멸종위기의 코뿔소들을 

포함하는 우중쿨론 국립공원(1991)이다. 

한 지역 또는 유물이 유네스코에 의해 등재되면 그것은 세계유산으로 관리된다. 이런 

모든 관리활동의 전반적인 목적은 등재 이유가 된 그 지역 또는 유물들의 가치를 유지하

고 보호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제정된 문화유산법 11호 (Undang-Undang Cagar Budaya)에 규

정된대로 보존 목적에 의해 문화유산을 구출 (rescue), 보호하고 활용하고 있다. 최초에는 

유형 유물에만 중점을 두었던 유산의 보전은 문화유산 보전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국

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치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 보전은 ㄱ) 국가의 문화유산과 인류 유산의 보전, ㄴ) 문화유

산을 통한 국위의 증진, ㄷ) 국가정체성 강화, ㄹ) 국민생활 향상, ㅁ) 국가 문화유산의 국

제적인 홍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존(conservation)은 문화유산과 그 가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적

극적인 노력으로 이 노력은 세 가지 방식, 즉 1)보존 (보호: protection) 2)개발 3)활용에 의

해 이루어 이루어진다. 보호는 문화유산의 구출, 보안, 지역설정, 관리 및 복원을 통해 훼

손 또는 소멸에 대한 방지 및 대처 노력을 뜻한다. 개발은 문화유산의 복구(revitalization), 

적응, 증진 등을 포함한다. 활용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문화유산의 이용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활용되는 문화적 양상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문화유산의 개발과 활용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유산이 그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지닐 때만 유산을 보호할 동

기를 얻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다시 말해서 경제는 지역사회가 문화 보존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위한 유산

의 활용은 문화유산 보존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적들이 관광명소로 활용되어 지

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오는 예는 수없이 많다.

앞에 언급된 문화보존의 원칙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국제 기관들, 예를 

들어 국제협회, 국제조직, 원조 공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또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증진시켰다. 

국제 문화기관들과 일하면서 인도네시아는 항상 “지역을 우선시” 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과 현지의 지혜가 보존 프로그램에 활용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보존 

프로그램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삶이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획과정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제 앞에 논의한 원칙들과 메커니즘을 설

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려 한다. 

보로부두르(중부 자바의 불교사원)의 경우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여기관들 (유네스

코, JICA, UNDP 등)은 유적(monuments)의 보존은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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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지역주민들이 보존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식과 

(2)현지주민들이 보존프로그램에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

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오랜 과정 끝에 물리적인 유적의 복원 이외에 관리 개념도 함께 구

체화되었다. 그에 따라 유적의 보존관리는 물리적 보전, 무형적 보전, 환경 보존,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필요를 조화롭게 수용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제 공여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 문화자원관리(CRM)의 공동관리 개념이 등장했고 

이를 위해 지역설정 제도(zoning system)가 적용되었다. 이 모델은 대통령령에 의해 법제화

되었다. 1992년 1월 2일에 발효된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난 관광공원에 대한 1992년 대통령

령 1호에 따라 보로부두르 지역은 세 개의 동심원 지역으로 나뉘었다. 1지역은 사원보전지

역, 2지역은 관광공원지역, 3지역은 정착/농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주: 보로부두르는 정

부규정 26/2008호에 의해 정해진 국가전략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간분류는 현재 

재검토 중이다. 지역분류 및 관리제도는 이 검토 후에 변경될 수 있다.) 

유적 자체를 나타내는 1지역은 중앙정부 관할의 보로부두르 보존지부 (Borobudur 

Conservation Unit: Balai Konservasi Borobudur)의 관리를 받는다. 주요기능은 국가예산과 

국제공여자들(international donors)의 지원으로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다. 2지역은 관광이 

지역주민들이 이 유적에서 경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 하에 ‘문화

관광공원’으로 설계되었다. 이 공원은 중앙정부의 사업 부문(국영기업, PT Taman)에 의

해 관리되며 이 기업은 숙박, 식당, 관광객 유입, 공원 개발, 기념품/아트숍 운영, 편의시설, 

공공 시설, 기타 경제활동 등 관광관련 활동을 담당한다. 사업체로서 이 기업은 이런 활동

을 통해 수입이나 수익을 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벌어들인 수입은 운영비용, 새로운 편의

시설 또는 활동을 위한 투자, 보존프로그램 지원 및 능력배양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활동에 사용된다. 한편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3지역은 지역정부(마겔랑 시)와 지역사

회에 의해 관리된다. 

보로부두르의 문화보존 프로그램에서 국제 공여기관들은 유적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유적 그 이상의 것(beyond the monument)”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청 받는다. 이것은 유적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같이 보호받아야 하고 물리적 경관, 사회문화적·정치

경제적 환경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그들을 위한 능력배양/권

한위임, 경제활동 프로그램 제공은 보존 프로그램의 필수적 부분으로 간주된다. 일부 공

여기관들은 유적에 집중된 관광활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유적 주변의 촌락관광 개발에 참

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유적 자체에 편중된 관광객들의 물리적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

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문화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문화보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사례는 발리 주의 수박 체

계(Subak syste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계단식 논의 관개 시스템(수박 체계)의 지속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집중적으로 상담을 했다. 보존해야 하는 유산이 

무형이고 ‘살아있는 유산’, 즉 지역사회가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유산이기 때문

에 이 문제는 더 어렵다. 더구나 이 경우에 논은 개인 농부들에 의해 소유되어 있고 주수입

원이기도 하다. 보존 프로그램은 국제 기관들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여러 질문이 나왔고 특히 농부들은 (1)그들이 보존프로그램에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2)보존프로그램이 그들이 자기 땅을 경작할 자유에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을지, (3)유산이 어떻게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이용될지 질문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긴 토론과 상담 끝에 나온 보존계획은 관광이 주 수입원이 될 것

이고 이 수입은 보존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광수입은 촌락(입

장료와 세금)과 농부들(관광관련 활동 참가명목)에게 돌아가도록 명시되었다. 2012년 유

네스코는 이 유산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했고 보존프로그램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국제 공여자들의 주요역할은 물리적으로 유산을 보전하는 것이라기 보

다는 주민들이 자신의 땅을 자신의 의지로 보전하고 논을 경작하며 자신의 땅을 팔지 않

고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비농

지 수익, 관광관련 활동 등에서 나온 경제적 이익을 보존프로그램으로 돌리는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이때는 능력배양 또는 권한위임 프로그램이 특히 중요하다. 

3. 수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문화유산 보존에서 국제협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앞에 제시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다. 두 경우에 모두(그리고 인도네시아 기타 지역의 일부 사례에서도) 당사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얻기 위해 그들과 집중적인 의논을 하며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것은 특히 주민들이나 주민 집단이 소유한 유산에 대한 보존 프로그램의 경우에 더 문제

가 된다. 유산의 보존 문제를 넘어서서, 항상 표면화되는 문제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

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에게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앞에 언급된 사례들을 비롯한 많은 사례에서 관광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산은 관광명소

로 기능하고 관광의 도입은 고용기회나 지역주민의 수입원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혜택은 

지역주민들이 보존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킨다. 

이런 접근의 성공은 메라피 산의 화산분출 때 나타났는데(2010년 11월)이 때 보로부두

르 사원이 화산재에 뒤덮였고 그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 사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 유네스

코와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보로부두르를 이 자연재해로부터 복구

시키는 긴급합동작업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층 토론이 이어졌고 보호조치 계획과 간단한 청소도구들을 이용한 기술적 청소 지침, 

그리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지역사회는 적극적으로 청소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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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전문가들 (보호활동가/고고학자)의 지도 아래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했다. 그들은 유

적이 그들의 “생활의 소득원”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룻밤 새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또 다른 자원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공여자들과의 협력이 반

드시 필요하다. 보존프로그램은 “유산을 어떻게 보전할지”의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적

절한 방식으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보존프로그램과 관광 관련 사업에 관해 지역주민들

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유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국제 공여자의 지원을 현지에서 실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장

애들이 있다. 

1)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인도네시아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의 양과 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면 사원의 총 개수, 춤의 종류, 전통

의상의 종류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 

2)   문화 유물들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 예를 들어 정확한 보존방

법에 기초를 둔 손상된 사원의 복원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3)   유산의 신성화.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문화유산들이 신성시되어 그 유산에 대

한 추가 연구가 어렵다. 유산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어 있다. 

4)   장려책의 결여 또한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대중의 의식을 약화시킨다. 

5)   유산의 가치에 대한 무지. 일부 경우에 경제 향상이 문화유산의 파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은 보존 원칙들(구조, 건축, 재료 등과 관련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 건물을 재건하여 새로운 건물로 바꾸기도 한다. 

6)   기술적 장벽. 지역사회와 공여기관들 간의 문화 차이와 소통 능력이 때로 장애가 되

기도 한다. 

여기서도, 이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 또한 사

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특징 등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 과정에 앞서 심층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4. 결론 

인도네시아에서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포괄하는 문화보존은 국가적 슬로건인 다양

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과 직결되고 기본헌법도 나라를 형성하는 다양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최우선시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보전만이 아니라 개발과 활용을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정적인 방

식이 아니라 역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이해당사자)가 보

존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 특히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에 참

여할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부 자바의 보로부두르와 발리의 수박 체계(그리고 문화유산 보존프로그램이 있는 

기타 지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광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

를 열어주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존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문화유산 관광의 윤리강령에 나타난 보존 원칙에 따라 관광을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보존 프로그램들은 유적/유산 

관련 활동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능력배양에도 똑같은 중점을 두어

야 한다는 것이다(“유적 그 이상의 것”에 대해 생각하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및 경제적 특징들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심층 연구가 보존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작업이 잘 이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당사자(지역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문화유산의 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며 문화유산에 함유된 가치들을 드러내기 위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과정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덧붙여서 국제 공여자들은 해외의 청중들에게 유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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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들이 지난 8월 리틀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그들은 기쁨을 표현

하기 위해 아주 멋진 세리머니를 선택했다. 필자가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일반

적인 한국식 포즈가 아니었고 유명한 야구 포즈나 제스처도 아니었다. 그 학생들은 자메

이카의 육상 스타인 우사인 볼트의 번개 포즈로 승리를 축하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일반적인 말에 따르면 1905년에 미국 선교사

들이 한국에 야구를 소개했다.1 리틀야구 월드시리즈에서 한국 팀은 1984년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다. 그들은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 윌리엄스포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런 위업

을 달성했고 1985년에도 우승을 재현했다. 2014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ESPN과 기타 방송

사들에 의해 전세계로 중계된 이 경기에서 한국은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우승을 되풀이했

고 이번에는 시카고에서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만 이루어진 팀과 싸워 이겼다. 시카고

에서 온 소년들은, 메이저리그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야구선수 

재키 로빈슨을 기념하는 재키 로빈슨 서부 리틀리그를 대표했다. 이 시카고 소년들은 리

틀야구 월드시리즈 사상 첫 번째 소녀 완봉투수이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지의 표지

를 장식한 최초 리틀야구 선수인 13세의 모네 데이비스를 포함하는 필라델피아 팀을 이겨 

결승에 진출했었다.2 그녀의 팀 이름은 아메리카보다는 아시아를 더 연상시키는 “드래곤

스”였다. 한국 청소년들은 야구장에 있을 때나 한국으로 돌아갈 때나 우승팀은 자메이카 

육상선수에 의해 유명해진 제스처로 축하를 표시했다. 잔디구장에서 만나 경기에 참여하

는 소년들은 국경, 사회통합, 발전을 넘어서는 문화의 확산을 상징한다. 문화는 스포츠를 

주도하고 스포츠는 문화를 주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발전에 영향을 준다. 국경을 초월

하는 스포츠와 문화의 힘으로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상 덧붙일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필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스포츠를 통한 개발협력이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말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주로 2005

년 이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18개 국가에서 뿌리를 내린, 스포츠 중심의 국

제 청소년 인력개발 프로그램인 아 가나르 (A Ganar)에 중점을 두고 필자는 발표를 이어

가려 한다.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이야기가 어떻게 스포츠가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는

폴 티플 (Paul Teeple)

Partners of the Americas 개발을 위한 스포츠팀 팀장

스포츠를 통한 개발협력 
- 문화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ht tp://research.sabr.org/

asianbb/south-korean/history 

2 ht tp://www.li t t le league.

org/series/history/divisions/

llbbhisto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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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증명했듯이 필자는 어떻게 스포츠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발전 문제를 대처하

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을 위한 스포츠 

(sport-for-development) 프로그램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고 폭력을 피하며 그

들의 삶에서 더 건전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스포츠의 교훈을 이용한 사례를 제시

하고자 한다. 

2000년,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스타 펠레는 워싱턴에 있는 미주개발은행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에서 연설을 통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청소년들을 연결

하기 위한 도구로 스포츠를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곧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스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들로 이어

졌고, 케네디 대통령의 진보를 위한 동맹 (Alliance for Progress)으로 탄생한 비영리 조직

인 미주협력센터 (Partners of the Americas)에 소속된 동료들도 참여하였다. 그 연구는 스

포츠 기술과 직업 기술 사이의 강한 연관성 및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직업훈련에 대한 고

용주와 개발기관의 관심을 시사했다. 또한 팀워크, 소통, 규율과 집중력 등 취업능력 기술

(employability skills)이 스포츠를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이런 기술들은 업무현장에 적합하

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2005년에 미주협력센터와 미주개발은행은 공동으로 남아메리카 3개국 ─ 브라질, 에

콰도르, 우루과이 ─ 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인력개발 프로그램인 아 가나르를 탄생시켰

다. 아 가나르는 “이기다, 얻다”를 의미하는 스페인어다. 우리의 목표는 스포츠 중심의 사

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3,100명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지역을 포함하는 고위험 

지역의 3,400명 이상의 청소년을 훈련시켰다. 

현재 미주개발은행, 미국 국가개발처 (USAID), 나이키 재단, 바베이도스 교육부, 미

국 노동부의 추가 지원과 펩시, 코카콜라, 피파 (FIFA), 마이크로소프트, 클린턴 주스트라 

기업 합자회사 (Clinton Giustra Enterprise Partnership), 카를로스 슬림 재단 (Carlos Slim 

Foundation) 등 여러 지원자들의 도움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18개국의 위험

에 처한 14,000명의 청소년들이 아 가나르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다. 8개국에 초점을 맞

춘 최근의 평가에 따르면, 69%가 여기서 수료를 했고 75% 이상이 직업에 투입되었거나 프

로그램 수료자를 위한 학교로 돌아갔다. 경제적인 이유로 수료를 하지 못한 수백 명의 청

소년들도 직장을 구했다. 아 가나르는 5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크리올어 

(French Creole), 수리남 네덜란드어─로 실시되고 있으며 참가자 중 50% 이상이 여성이다. 

아 가나르는 서로 다르지만 통합되어 있는 세 개의 훈련단계와 하나의 후속단계로 구

성된다. 1단계는 100시간의 스포츠 기반 생활기술/취업기술 과정이다. 우리는 스포츠에 기

반을 둔, 현장 및 교실 활동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팀 활동과 효과적 의사소통을 하고, 

생활과 직장에서 규율과 예절을 유지하며, 결과에 집중하고,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소 변형된 축구와 기타 경기들을 진행하며 스포츠로부터 생활과 직장으로 연결되는 대

화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을 이끈다. 라틴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축구는 가장 흔하고 효

과적인 스포츠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의 언어다. 우리는 2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학습한 핵심 기술을 강화하는, 시장 주도의 직업훈련 강좌를 제공한다. 3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다. 훈련 내

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봉사를 완수하고 현지 자원봉사자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것은 

리더십, 공감 능력과 자신감 함양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4단계는 직업을 갖거나 교육과정

으로 복귀하는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후속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전체 프로그램은 7-9개월의 기간에 걸쳐 실시된다. 

가능한 질문: 왜 스포츠인가? 아 가나르의 성공 비결은? 

첫째, 아 가나르는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재 라틴 아메리카

와 카리브해 지역에 살고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들은 1억 6백만 명 이고 이들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것은 이 지역 역사상 가장 높은 청소년 비율이다. 가난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평균적으로 

그들 중 39%가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는 10세에서 18

세 사이의 청소년이 1억 명 이상이다. 도시 지역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의 격차는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 12세에서 24세 사이 인구 중 25-32%가 적어

도 한 가지 이상의 (세계은행이 정의한) 위험 행동 결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은 학

교를 중퇴했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거나, 직업이 없거나, 마약에 중독되었거나 또

는 체포된 경험이 있다. 청소년 실업, 폭력, 계획하지 않은 임신, 성병, 약물 사용은 각각 한 

국가의 생산량을 GDP의 1.4%나 하락시킬 수 있다.”3 

아 가나르는 위험에 처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16-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국

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 가나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

도 없는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직업이 없는 청소년을 지원

하고 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미래의 성공을 좌우할 청소년들을 위해 일한다. 무엇보다

도 중요한 사실은 청소년이 아 가나르에 올 때는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직

업을 찾기 위해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려는 헌신이 프로

그램 성공의 핵심이다. 

둘째, 아 가나르는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세계은행에 따르

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9%가 살고 있지만 전세계 살인의 

30% 이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세계 살인발생률 최고국가 10개국 중에서 7개국이 이 지역

3 UNICEF. Fas t  fac ts on 

adolescents and youth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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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고, 살인 발생률이 높은 50개 도시 중 상위 16개국을 포함해서 42개 국가가 라틴 아

메리카에 있다.”4 2010년에 아 가나르는 당시 세계 최고 살인발생률을 기록하던 멕시코의 

후아레즈 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 불행한 타이틀은 이제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지

역사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

다. 따라서 이곳의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끄는 헌신적 노력을 보여준다.

셋째, 스포츠는 놀랄 만큼 효과적인 개발 수단이다. 아 가나르의 경험은 스포츠에 대

한 일반적인 생각을 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일부 알려지지 않은 이점들도 드러내주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는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회합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5 

그것은 하나의 연결장치인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내 고향인 테네시 주에서 대학 풋볼

경기가 열리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 때, 청소년들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의 

운동복을 입거나 제일 좋아하는 “동작”을 연마하기 위해 몇 시간씩 연습할 때,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 부유하든 가난하든, 정치적으로 우파든 좌파든, 인종이나 민족

을 막론하고 - 한 팀을 응원할 때 나타난다. 아 가나르에서 우리는 소년 소녀들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그들이 참여를 지속하도록 이끌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한다. 많은 청소년

들이 직업 프로그램을 멋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훈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시키는 직업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이들은 꿈이 실현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학업 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6 연구에 따르면 신

체활동 증가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두뇌활동 및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학업 

성과를 높여준다. 아 가나르에서 우리는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의 기회가 없었거나 놀 만

한 안전한 장소를 갖지 못한, 또는 또래들과 놀 기회조차 없었을 지도 모르는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일한다. 이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교실 안에서 노력

해왔다. 신체활동과 학업 성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아 가나르 청소년들이 스

포츠 기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학

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얻은 교훈은 생활과 직장의 교훈으로 쉽게 연결된다. 팀워크, 소통, 결

과에 대한 집중 등의 단어들은 스포츠 용어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용어인가? 우리는 이 용

어들을 두 분야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동료들에게 업무 동기를 부여하거나 어떤 

주장을 입증하려 할 때 보통 우리는 스포츠 세계의 예를 든다. 

스포츠는 젊음의 언어다. 어느 나라든지 가 보면 안다. 나이나 피부색, 심지어 현지 언

어 구사능력과 무관하게 축구공 하나만 가져가면, 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기

종목의 공만 가져가면 곧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온두라스의 한 청소년에게 수학에 대해 

4 http://www.worldbank.org/

en/news/feature/2014/02/11/

en-america-latina-sufre-

m a s - d e l - 3 0 - d e - l o s -

homicidios-mundiales

5 ht tp://www.un.org/wcm/

webdav/site/sport/shared/

sport/SDP%20IWG/Chapter2_

SportandHealth.pdf 

6 ht tp://archpedi.jamanet-

work.com/article.aspx?arti-

cleid=1107683 

질문하면 당신은 아마도 공허한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청소년에게 그 나

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양대 축구팀 ─ 올림피아와 모타구아 ─ 의 골 득실 차를 물어보

면 그는 갑자기 수학 신동으로 돌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청소년들

과 대화할 때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들을 참여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 가나르를 통해 알게 된, 개발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지닌 가치와 이

점 중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도 있다. 바로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다. 

스포츠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수단 그 이상이다. 그것은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강

력한 도구다. 개발 과정에서 사람들은 흔히 스포츠를 청소년을 모이게 하고 동기를 부여

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코치들은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거기

서 가끔 얻는 교훈을 배우는 것만으로 리더십, 팀워크, 헌신과 기타 중요한 기술들을 충

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 가나르에서 우리는 스포츠 기반 활동

을 깊이 있게 추구함으로써 풍부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스포츠는 

학업을 위한 촉진제가 된다. 우리는 ‘손에서 손으로’를 의미하는 마노 아 마노 (mano-a-

mano)라는 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팀 동료의 손을 잡은 채로 축구를 하는 경

기다. 우리는 팀워크 학습 방법으로서 이 경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팀워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의 토론은 두 사람이 함

께 성공적으로 경기하기 위한 효과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 2인 1조 선수들 

중 한 명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을 때 그들은 상호존중과 결속

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파트너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우리는 직장에서의 개인위생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다. 소년과 소녀가 한 조가 되어 손을 잡아야 할 때 또

는 두 소년들끼리 손을 잡아야 할 때, 경기는 질투 또는 조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존중에 대해 배우고 두 사람이 직장 밖 관계에 대한 암시 없이 긴밀한 협력을 하

는 방법에 대해 토론거리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스포츠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교훈을 

준다. 혹독한 쓰나미의 시련을 겪고 불과 몇 달 만에 일본 여자 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우리는 강인한 회복력에 대한 교훈을 배웠다.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물었을 때 우리

는 규율과 존중에 대한 교훈을 배운다. 한 팀이 리틀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우리

는 팀워크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된다. 

스포츠는 학습을 가속화시킨다. 우리 프로그램의 조력자들(facilitators)은 항상 우리에

게 전통적인 교육이나 학습 방식에 비해 스포츠 기반 훈련을 받을 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더 빨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태도를 실천하는지 알려준다. 우리는 스포츠에 기

반을 두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몇 주 동안 가르쳐야 할 개념들을 스포츠 기반의 프로그램

에서는 며칠이면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장소에서 신체적 학습과 정신적 학습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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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교훈을 더 빨리 내면화하고 그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배

운다. 스포츠를 학습의 언어와 맥락으로 만들어주는 아 가나르에서는 학교에서 좋지 않

은 성과를 냈을 청소년들도 더 탁월한 성과를 올릴 기회를 얻는다. 

스포츠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길러준다. 아 가나르

의 청소년들에게는 티셔츠가 지급되고 대부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 옷을 입고 참가하

라는 요청을 받는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국가 팀 또는 클럽 유니폼을 입을 때 책임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는 학생들의 셔츠 착용을 책임감을 갖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다. 우리는 운동경기 팀이 이용할 만한 환호와 응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그들 자

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

고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아 가나르의 셔츠를 입을 때 자부심을 느끼

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아 가나르 회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아는 지역사회 사

람들이 자신들을 다르게 본다고 말한다. 

아마도 이러한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가 또래집단들 사이, 그리고 청소년

과 교사 사이에서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일 것이다. 처음 아 가나르에서 프

로그램을 시작하는 청소년들 중 남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한 적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

들은 성난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폭력적인 지역사회 출신이고 남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당연히 어른들과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회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스포츠를 운동

장에서나 교실 활동에 이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남들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이해하

고 더 빨리 유대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같이 연습하고 경기하는 팀

원들과 코치들 사이에 형성되는 강한 유대관계와 연관된다고 믿는다. 운동장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더 민감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도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스포츠가 가진 명백한 이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

론이다. 교훈들을 잘 살펴보고, 청소년들과의 토론을 의도적으로 잘 이용하며, 스포츠가 

가능하게 하는 관계들을 강화하고,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이

점을 살려야 한다. 

넷째, 우리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사회 출신의 시행인력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

께 일한다. 아 가나르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이지만, 매일 운동장과 교실에서 조력자

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팀원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조력자들은 5일 간의 교육자 훈련에 참여하여 아 가나르 참가자 및 조력자를 

위한 지침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 가나르의 핵심 이상과 방법

론을 따르면서 해당 그룹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교육 받는다. 그들

은 아 가나르의 지침서를 현실에 적용한다. 그들은 각 그룹의 분위기와 구체적인 필요를 

관찰하고 수업을 조정한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이 성장하고 더 나

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끈다. 

역시 현지에서 훈련 받은 인력인 우리의 현지 업무조정관들(local coordinators)은 자주 

수업들을 참관하고 조력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우리는 우리의 코치들과 조력자들에 

대한 지도가 프로그램의 적절한 실시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조력자 훈련만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깊이 헌신하는,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 출신 조력자와 코치들을 뽑

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청소년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 중

앙 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흔히 갱이나 조직범죄 집단

에 의해 장악된 동네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단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방문

하거나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은 한 범죄조직 장악 지역에서 다

른 범죄조직 장악 지역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들의 부모나 형제, 사촌이나 다른 친척들이 

범죄활동에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조직 활동에 위험하게 연루되어 

있거나 가정 폭력 또는 학대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우리 청소년들은 매일 이런 문제들

을 가지고 아 가나르에 온다. 우리는 지역사회나 가정 내의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위험

에 처한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참여시킬, 현지 조력자들을 필요로 한다. 스포츠 세계의 최

고 코치들처럼 우리의 조력자들은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도할 때 언제 엄격해야 하고 언제 

부드럽게 대할지를 알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전세계에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들이 교

육학 학위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공감능력이 있고 그들이 청소년과 유대

를 맺으며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적절한 훈련을 통해 그들은 최고의 조력자

가 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협력이라는 폭넓은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필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여타 경험

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들이 얻은 교훈과 우리의 교훈은 모두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포츠

를 통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지원하려는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스루트 축구 (Grassroot Soccer)의 미션은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격려하며, 에이즈 

(HIV)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데 축구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7 그들

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고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루타 펠라 

파즈(평화를 위한 투쟁)는 교육 및 자기계발을 복싱과 무술에 결합시킴으로써, 범죄와 폭

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그들의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8 

이 조직은 브라질에서 탄생했지만 현재 런던과 뉴욕 시에서 주로 활동한다. 

7 http://www.grassrootsoccer.

org/what-we-do/mission-

and-vision/ 

8 http://www.fightforpeace.net/

his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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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나르와 마찬가지로, 두 프로그램 모두 현지 주민들이 활동의 소유권을 느낄 

수 있도록 현지인력 훈련에 중점을 둔다. 그래스루트 축구의 창립자인 커크 프리드리히 

(Kirk Friedrich)는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현지 파트너를 신뢰하고 그에

게 실제로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단계까지는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

공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일을 진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리우데자네이

루의 루타 펠라 파즈 기관협력부장인 가브리엘라 피네이로 (Gabriela Pinheiro)의 말이다. 

“우리는 정말로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믿는다. 우리 학교와 지역사

회 간의 유대관계 및 우리가 훈련시키는 조직들(CBO: 지역시민단체)과 지역사회 간 유대

관계 모두 중요하다. 우리의 방법론은 상이한 지역적 맥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 가나르의 경우 우리는 훈련 지침서를 제공하지만, 지역 파트너

를 선택할 때는 그들이 이 관계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모든 

국가에서 일관성 있는, 그렇지만 각자의 필요와 기회에 맞게 조정 가능한 프로그램을 원

한다. 

국제 프로그램들은 또한 국제적인 업무와 현지 업무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위

에 언급한 “현지 소유권 (local ownership)” 문제는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국제적 노

력의 일부분이 되는 것 역시 중요하고 “멋진”일이기도 하다. 프리드리히는 말한다. “아이

들은 그들이 거대한 세계적인 그래스루트 축구팀의 일원이라는 데 큰 매력을 느낀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에이즈와의 싸움을 위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아 가나르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프로그램 유니폼 셔츠를 입을 때 자신들이 중남미 전체

의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들은 또 페이스북이나 아 가나르의 기타 소

셜 미디어 사이트들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루타의 피네이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방

법론은 상이한 지역적 맥락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 리우에서 지원

을 받는 청소년들은 런던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 역시 영국의 평화를 위한 투쟁 본부에서 

빈민가를 기반으로 개발된 방법론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자랑스러워한

다. 이런 점은 모든 그룹 사이에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은 국제적이면서 동시에 

또 지역적 (“glocal”)일 수 있는데, 양 측면은 수혜자들의 최대 소유 (maximum retention)

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문화적 적응이 특히 중요한 분야는 성별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 직

접 제공되는 프로젝트 또는 국제 동문 프로그램 (Global Alumni Programme) 훈련 조직

들을 통해 - 성별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각 사회마다 남성성의 가

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성 평등 증진과 관련하

여 상이한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다. 만약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시행 도중에 이런 도전 과

제가 예상될 경우 (이런 계획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예상된 결과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

는데), 성별은 사업 시행의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루타의 피네이로의 말이다. 그래스루트 

축구에 속해있는 프리드리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들의 아프리카 기반 프로그램을 적

용할 때 크게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스킬즈 (Skillz) 프로그램이 50대 50의 성비를 유지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

다.” 그들은 곧 여자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길 희망한다. 아 가나르의 경우에

는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이 주로 도시 프로그램보다 지방 프로그램의 경우에 자주 이

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그 지역 출신 직원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스포츠를 통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지

원하는 것에 대해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루타의 피네이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배운 것은, 지리적 제한과 무관하게 새로

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조직들이 실제로 지역적 맥락에 참여해야 하

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개시 이전에 지역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에 

투자하는 것은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서) 필수적인 단

계다. 또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 참여

해야 하고 (설립 이전과 시행 기간 중)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들 중 일부로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스루트의 프리드리히의 말은 이렇다. “상당한 역량을 가진, 기존에 잘 확

립된 지역 조직들도 많다. 그 조직들과의 협력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일이

다.” 아 가나르의 경험은 기반이 잘 갖춰지고 지식이 풍부한 지역 조직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범죄와 폭력이 빈번한 곳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 아 가나르와 기타 기관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교훈들을 따르

길 바란다. 

프로그램의 기반을 지역의 필요에 둔다. 

스포츠를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다. 

프로그램을 그것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시행한다. 

스포츠가 우리들, 즉 동기부여자 (motivator), 소집자 (convener), 연결자 (connector), 교

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이점들을 활용한다. 청소년들이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추정하

지 말고, 당신이 공유하고자 하는 교훈들을 청소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

고 노력한다.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개발하며 신뢰한다.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

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역적 맥락을 제공하고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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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필자가 이 중요한 행사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필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여 여러분

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서론. 필자는 창의성, 교육, 정책결정, 교육학의 네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몇몇 주요 영

역들에 대해 나누고 MASK(Mobile Art School in Kenya)에서 활용하는 일부 방법론을 공

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젊은 세대의 현실과 그들의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돕고 싶

다. 젊은이들은 보다 창조적이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유산이다. 우리는 그들

을 저버려서는 안 되며 그들에 대한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우선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이는 MASK 프로그램이 한 젊

은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가 어떻게 창의성을 개발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창의성은 내가 사업가가 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MASK에서 수

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몇 

가지 사업을 개발했고, 내가 사는 마을의 원로들이 내게 와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

는 ‘좋은 아이디어’를 물어보기도 했다. 나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유급으로 창의성에 대

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을 모아 그들에게 창의성의 장점에 대해 알려주었다. 2012

년에는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가서 MASK에 대한 소개도 했다. 나는 내가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느낀다. 창의적 사고는 정말 멋진 것이다.” 22세의 조엘 가투아 (Joel Gatua)의 

말이다.

1. 문화: 성공적인 개발협력 달성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의 문화. 문화는 진보와 발전의 열쇠이다. 그러나 문화가 무엇인

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키케로는 문화를 영혼의 함양이라고 표현했다. 필자에게 문화란 

한 사람의 사고를 함양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그리고 삶의 질은 사고의 질에 달려있다. 

한 예로 필자는 케냐에서 새 헌법 시행의 책임을 맡은 고위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다. 

새 헌법에는 ‘문화는 사회의 토대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고, 필자는 이에 고무되어 

그에게 관련 작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우선 인권법안과 기타 유사한 법안들을 시행한 뒤에야 

‘문화’를 다룰 계획이었다. 필자는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법안 때문

에 인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의 질이 높아져야 인권을 존중하게 되

알라 카축 (Alla Tkachuk)

Mobile Art School in Kenya (MASK) 공동창립자

창의와 혁신: 문화와 개발협력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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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는 내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문화는 인간 창의성의 산물이며 문화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은 창의성이다. 즉, 문화가 바로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창의성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아이디어를 만들

어내는 기술이다.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

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가 하는 점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

로 사고한다. 그들은 현재가 어떤지(what is)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what can be)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의미를 

찾아낸다. 

흔히 예술적 창의성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창의성은 예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일상에서의 창의성은 풍부한 지략(resourcefulness) 또는 혁

신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참신성(novelty)은 개인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

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해결책을 의미하기도 하는 등 그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창의성은 약 60년 전 처음으로 공식 연구되기 시작했다. 창의성을 기술처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창의성도 근력처럼 ‘강

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 창의성도 육성되지 않으면 쇠퇴한

다. 한 예로 연구자인 랜드와 자먼(Land and Jarman)이 20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관찰했는데, 5세에는 98%의 아이들이 높은 창의성을 나타낸 반면 25세에는 2%만이 창의

성을 보였다. 

창의성에 대한 세계적 석학 켄 로빈슨(Ken Robinson)은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

의성을 잃고 선천적 창의성의 75%가 손실된다고 한다. 또한 대학에서 남은 25%가 사라

진다. 학교에서는 지식이 선호되고 창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대부분은 제대로 생각하는 대신 단순히 인식한다(recognize). 정보가 우

리 머리 속에 투입되어 정해진 경로를 따라 흐르면 우리는 과거의 선택들을 반복하며 상

상력은 기존의 개념들과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형성된다. 구식 사고를 똑같이 되풀이 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슬라이드 1

우리 뇌의 횡단면을 보면 논리와 언어 같은 합리적, 분석적 사고를 담당하는 신피질을 

볼 수 있다. 변연계 뇌는 창의성을 담당한다. 관찰과 시각화 기술(상상)로 이루어진 시각

처리 과정(visual processing)덕분에 우리는 정보를 선택하고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연관성이 작용 할 때 개인은 분석적 또는 합리적 사고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미지를 연결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 뇌의 회로망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고의 85%는 시각에 의해 조정되는데 아이들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다. 노벨

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의 발명 중 99%가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

인은 그의 사고에서 숫자와 단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두뇌연구센터(Center for Mind and Brain)에 따르면 세계를 인

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시각처리 과정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학교에

서 예술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 교육: 실질적 방안, 정책과 전략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인이 의미를 만들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창의성이 교육의 중

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 교육 없이는 문화나 발전도 없을 것이다. 

창의성 교육은 오늘날 특히 더 중요하다. 21세기의 발전 속도는 20세기의 1000 배는 

될텐데, 성장이 창의성과 혁신에서 도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기술을 위한 파트너십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에서는 청소년들이 21세기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

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들 중 하나로 창의성을 꼽는다. 로머, 리스트, 마셜과 슘페터 같

은 주요 경제학자들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국가의 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하

여 창의성과 혁신을 경제발전 이론의 중심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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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노력 없이도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은 아니다. 지금은 창의성과 혁신을 위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실질적인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이다. 창의성을 ‘초기상태(default)’로 두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MASK가 케냐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가르치기 시작한 8년 전, 사람들은 창의성이 무

엇이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오해하여 아프리카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

다. 필자는 창의성이 빈곤이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

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발전을 위한 

창의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MASK의 새로운 접근법이었다.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원조’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그들이 하는 일

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들은 MASK에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데, 글의 서두에 언급했던 조엘 가투

아가 그 예이다. 

창의성과 빈곤감축. 창의성 교육으로 발전을 이루고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취업 능력 향상이 그 중 하나이다. 고용주들은 이제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을 

증가시키며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젊

은이들을 원한다. 이제 학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MASK 프로그램에 참가한 헬렌의 이야기는 좋은 사례이다. 

23세인 헬렌 기추키는 “창의성은 내가 혁신을 위한 습관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다.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신약을 개발했다.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그 약을 제조

업체에 팔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기를 원하고 사업가를 꿈꾼다. 빈곤, 무기

력, 비효율을 악화시키는 것은 자원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지략의 결여 때문이다. (지략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기회를 살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창의성이 없는 사

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정체되며 자신의 강점을 잃어버린다. 

창의성은 우리의 생존과 행위능력, 즉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신경과학자들은 문화와 창의성이 생물학적 요인들보다 두뇌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예로 인간의 IQ는 1918년 이래로 24점이나 높아졌는

데, 이는 뇌의 자연선택에 의한 변화가 아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진정한 이유는 뇌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 문화

와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이 진화적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창의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 교육의 역할은 유네스

코의 보고서에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충분

히 강조되고 있지 않다. 개발협력은 학교에서의 의미 있는 창의성 교육 확립을 주된 목표

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의 

논문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종종 창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재능(talent)’에 대한 수요

는 이미 공급을 초과했다. 해외투자는 2015년에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매

년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75%의 CEO가 ‘재능’의 부족이 성장에 대

한 위협요인이라고 말한다. 

창의성과 전통. 필자가 생각하기에 문화에 대한 개발협력 보고서 중 일부는 “전통”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전통은 이전의 시대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발전과 모순되지

는 않더라도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항상 이 방식을 써왔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생각

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예술에서 창의적 표현의 다

양성은 누군가가 전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창의성과 정책 입안자. 2013년 항저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는 ‘각국 정부가 문화

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중심에 놓을 시기가 왔다’고 선언했지만 필자는 대부분의 정부

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독일의 나치 지도자들은 ‘나는 문화라는 말

을 들으면 총을 잡는다’고 말하곤 했다는 일화가 유명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

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안 모색 능력이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정권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술은 강력한 행동주의의 수단인데,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

하고 있는 6개 신흥경제국 중 다섯 나라는 ‘독재’국가로 분류되어 헌법이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그 자유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 아니라 해결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3. 교육학. MASK: “문화 적 적용”의 사례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으로서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대안이 한 가지 있다. 

창의학교인 MASK는 좋은 사례이다. MASK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비

즈니스 분야에서도 창의성을 육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했다. 설립 

이래 8년 동안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MASK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중 일부는 기업

가나 예술가, 사회 지도자, 심지어 특허를 획득한 과학자로 성장하기도 했다. 

학습교재를 당나귀에 싣고 다니던 작은 이동기관으로 출발한 MASK는 유네스코, 유

니세프, 유명 대학들과 미술관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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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아프리카 관련 대통령 자문위원에게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MASK는 유네스코 세계미술교육학회(InSEA)와 교육혁신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언

론과 미디어에도 소개되었다. 

이제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7세의 제인 에니엔(Jane Enyen)은 

“창의성은 내가 내 재능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예술가로서 돈을 벌 수 있게 되

었고 새 학교에서 창의성 클럽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교육학. 그렇다면 MASK는 어떻게 창의성을 교육하는가? 우리는 연구와 실무작업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했다. 

예술품 만들기 과정. 이것은 아이들이 지식과 기술, 재료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아이디

어를 탐색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예술활동이 자동적으로 창의성을 북돋아주

는 것은 아니며 모방을 강조할 경우 창의성을 억누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술통합. MASK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평화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시작했고, 예술이 역사와 과학 등의 다른 영역, 또는 리더십이나 기업가 정신

과도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직접적인 창의적 사고 학습. 창의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MASK는 비전 조정

(vision reconditioning), 시각적 사고, 확산적 사고, 새로운 조합 만들기, 단절된 것의 연결, 

역과 반대(reverse and opposites) 등 다양한 창의적 사고 학습기술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MASK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기 연령에 따라 구분되고 비공

식적이다(학교 교과과정이나 수업시간에 속하지 않는다). 

기업가 정신을 위한 창의성. 학생들은 기업가들이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

운다. 한 예로 은딩기 주교 학교(Bishop Ndingi School)의 한 학생은 휴대전화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싶어 했는데, 조력자(facilitator)는 그에게 사람들이 그의 전화를 산다면 그 이유

가 무엇일지 물어보았다. 학생은 자신의 전화는 뭔가 다를 것이고 타임머신 버튼이 달려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이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는 자신의 전화가 중요한 

사항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고, 녹음된 내용은 소유자가 50년 후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즉 ‘시간 여행’ 기능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리더십을 위한 창의성. 학생들은 학교와 동네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해결책

을 발굴 및 평가하며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한 예로 기티르와 중등학교(Githirwa 

Secondary School) 학생들은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온실을 지어 채소를 기

르기 시작했고 현지 화훼농부들을 찾아 온실의 비닐 덮개를 재활용했다. 

집단 정신. 학생들은 팀이 되어 일하는 것을 배우면서 (공동 아이디어의 원천인) 집단 

상상력을 발휘한다. 

예술을 통한 평화증진. 학생들은 예술을 통해 평화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러한 공감은 사회결속 증진과 평화를 위한 균형 잡힌 교육의 기반이다. 

학습 성과의 전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고 남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력자 훈련. 숙련된 조력자는 창의성 교육에 필수적이다. 조력자는 창의적 사고의 원

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비판과 판단을 배제하며 학생들이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예술캠프. 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MASK 상. MASK는 동아프리카에서 전국 창의성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 개최

되는 이 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MASK의 언론 파트너인 유력 언론사가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광고한다. 나이로비 국립 박물관과 나이로비 대학이 대회에 

출품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케냐 전국에서 아이들과 학교들이 참여한다. 이 대회는 전

국 규모의 창의력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측정. 창의성 연구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창의성 측정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MASK

는 대화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가 아니라 창의성의 과정을 측정하는데, 이는 창의성의 목

적을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각적 사고, 연결되는 정보의 특징,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윤리,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고 실행할 능력 등의 지표를 측정한다. 

지지 (Advocacy). MASK는 창의성교육에 대한 인식 고취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케냐 

문화부, 교육부, 청소년부, 그리고 KEPSA, DIFID, USAID 등 케냐 여러 기관들의 정책 입

안자들과 협력해 왔다. 케냐 교육부는 MASK의 예술통합을 평화교육 정책에 포함시켰다. 

유니세프케냐위원회는 MASK와 협약을 맺어 국립 청소년인재학교(National Youth Talent 

Academies)의 시각 프로그램 시행을 위임했다. 또한 MASK는 런던대학교의 동양아프리

카대학(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과 함께 ‘케냐의 예술교육’에 대한 학술회

의를 개최하고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함께 ‘아프리카의 창의성 교육’ 전시를 열기도 했다. 

미래.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MASK는 국제 개발협력기관 및 학술기관들과 협력하

려 하는데, 그 목적은 1)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 위한 것 외에 무엇이 우

리로 하여금 창의성을 추구하게 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과 2) 교육 및 비즈니스 영역에

서도 적용 가능한 훈련(training)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다.

4. 결론

끝으로 필자는 내게 큰 영향을 끼친 마음 속의 이미지를 전하고자 한다. 다음을 상상

해보라. 세계 제2차 대전.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독일의 나치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



크에 인간 역사상 가장 잔혹한, 150만 명의 죽음을 몰고 온 봉쇄조치를 내렸다. 작곡가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원에서 그의 새 작품인 7번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었다. 영

양결핍으로 쇠약해진 연주자들은 코트를 입고 앉아 언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려 애쓰고 

있었다. 연주회는 음악원 앞 광장에서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고 있었다. 그때 일이 일어났

다. 병들고 굶주리고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천천히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일부는 혼자, 걸

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목발을 짚고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모두 거

기 서있었다. 추위와 폭격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삶을 정말로 

지속시키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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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슈티르 라즈 이사르 (Yudhishthir Raj Isar)는 문화관

련 이론, 경험 및 실천의 다양한 세계들을 아우르는 분석

가, 조언자이자 대중 연설가이다. 그는 파리 아메리칸 대

학교 문화정책학 교수이며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문화

사회연구소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에서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전문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

는 “문화와 세계화 시리즈 (Cultures and Globalization Series) (SAGE)”의 창립 공

동편집장을 역임했으며 이 시리즈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권의 책으로 출

간되었다. 그는 여러 문화기관의 이사직과 유럽위원회 (EC), 세계은행, 미주기구 

(OAS), 유럽문화연구재단, 그리고 유네스코의 자문위원 직도 맡고 있다. 2004년에

서 2008년까지는 예술문화 지원 플랫폼인 유럽문화운동 (Culture Action Europe)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 전에는 유네스코에서 거의 30년 동안 국제적인 아이디어 중

개자로 일하면서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사무국장과 국제문화진흥기금의 문화정책

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6에서 87년까지는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의 아가칸 이슬람건축 프로그램의 초대 전무이사로 활동했다. 그는 델

리의 세인트 스티븐스 대학과 파리의 소르본느 및 사회과학 고등학술연구원에서 

수학했다. 

존 클래머 (John Clammer)는 현재 국제연합대학교 지속

가능성 고등연구소의 방문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옥스

포드 대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전에는 도쿄에 있는 소피

아대학교 비교문화학부에서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영국의 켄트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

교, 한동대학교,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폰디체리대학

교,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대학교, 머독대학교 (서호주),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일했다. 그는 발전사회학, 종교·문화·예술 사회학, 현대 소비문화 분야의 

연구에 주력해왔으며 또한 아시아와 서구 사회이론 간의 대화 증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 분야들에 대한 그의 최근 저서로는 “문화, 발전과 사회이론: 통합된 

사회발전을 향하여 (Culture, Development and Social Theory: Towards an Integrated 

Social Development) (2012)”와 “비전과 사회: 예술에 기반을 둔 사회학과 인류학

에 대한 모색 (Vision and Society: Towards a Sociology and Anthropology from Art) 

(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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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 항 (Peou Hang) 박사는 압사라청 (앙코르와트와 씨엠

립 지역 보존관리청)의 부본부장으로 물관리국을 담당

하고 있다. 그는 2002년 벨기에의 루뱅 카톨릭 대학교에

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항 박사는 2004년 8월에 압사라청에서 근무하기 시작

했다. 그때부터 그는 앙코르 세계유산지구의 자연자원

과 환경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앙코르 공원의 광대한 관개 시설망의 관리를 책임지

고 있다. 지난 9년간 그는 사원들의 보존과 씨엠립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고대의 관개시설들을 복원했다. 그가 담당한 프로젝트들

은 다음과 같다. 

· 500년 전에 말라붙은 북 바라이 (North Baray: 12세기에 사람들의 손으로 건설된 

저수지)의 복원 

·서 바라이 (11세기)의 최초 급수시설 복원 

· 앙코르톰, 프레아칸, 앙코르와트 해자들, 스라스랑, 반티아이스레이 해자와 저수

지의 복원 및 저수 

· 2012년부터 수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고 앙코르 공원과 씨엠립 시를 홍수에서 보

호하기 위해 수백 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17km 길이의 운하와 수로의 복원작업 

진행. 2012년과 2013년의 홍수는 앙코르 공원과 씨엠립을 홍수로부터 지키려는 

그의 노력의 성공적 결실을 확인했다. 

이 그데 피타나 (Igde Pitana)는 발리 덴파사르의 우다나

야 대학교 관광학 대학원/박사 과정 교수이다. 그는 캔

버라에 있는 호주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7) 석사학위는 필리핀의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에서 취득했다 (1989). 그는 인도네시아 국내와 해외에

서 수많은 논문과 책들을 출간했다. 그는 우다나야와 다른 대학들에서 강의와 박

사학위 논문 지도를 하면서 동시에 정부 부처에서도 일하고 있다. 2001-2004년에

는 발리 관광청 국장으로 근무했고 2005년에는 문화관광부 연구개발국장으로 임

명되었다. 2008년에는 문화관광부 국제관광증진국장으로 임명되어 2010년까지 일

했다. 2010년에는 같은 부처의 자원개발차관으로 승진하여 문화관광부가 관광창

조경제부로 개편된 뒤에도 계속 재직 중이다. 그는 또 역사유산본부장 대행 (2011-

2012), 창조경제본부장 대행 (2012)을 겸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특히 문화, 관광,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전문가로 참여했다. 

뷔에베 나우타 (Wiebe Nauta) 박사는 마스트리히트 대

학교 예술 사회과학 학부에 적을 둔 발전사회학자이

다. 그는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농업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을 마치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다. 그의 전문 경력에는 아프리카에서의 폭넓은 현장

경험,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브라질, 한국 등 신흥국가들의 역할, 르완다에

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적용시키고 있는 한국 원조행위자들 -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 의 역할, 각 대륙의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초국가적 연결고리들, 에이즈 

(HIV)를 중심으로 한 남아프리카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활동이 포함된

다. 그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빈곤, 민주화, 그리고 국가·시민사회단체·다국적 행

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그는 교수로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에서 세계화 및 개발학 석사과정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과

목 중 하나는 ‘발전의 중개자들과 번역가들: 시민사회에 대한 중점’이다. 

다카하시 모토키(Motoki Takahashi)는 고베대학교 국제

협력학대학원 (GSICS) 교수이다. 그는 또한 일본학술회

의의 회원이기도 하다. 전에는 고베 대학교 교육연구위

원회 위원 (2004-2009)과 GSICS 학장 (2007-2009)을 역

임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국제개발학회의 편집장 (2005-

8)과 부회장 (2008-2011)을 지냈고 일본아프리카학회의 

편집장 (2014-)을 맡고 있다. GSICS에서 그는 아프리카 경제와 국제 개발협력 등

에 대해 강의한다. 그의 전문 학문분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발전의 정치경제

학과 저소득 국가들의 개발협력이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몇 권의 저서와 수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여러 부처들과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로

부터 수십 건의 연구, 평가 및 자문 의뢰를 받았고 이와 관련 이디오피아 국가지원

프로그램 기초위원회 (drafting committee)와 식량원조·빈곤완화전략 지원보조금·

일본의 대 케냐 원조 등에 대한 평가 팀들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도쿄 대학교 경제

학부와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대학원 (SAIS)에서 수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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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 카축 (Alla Tkachuk)은 과학자, 예술가이자 교육자

이다. 그는 개인, 조직, 사회가 창의력(창의적 사고)을 교

육과 발전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지속적인 성공과 충족

을 이룰 수 있다는 영감적인 발전모델을 주장한다. 알

라는 창의성 교육 자선단체인 MASK를 동아프리카에 

설립했고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인 창의성 체육관 (Creativity-Gym)을 영국에 세워 

효과적인 창의성 학습 모델들을 개발해왔다. 그녀는 유네스코, 유니세프, 조지 워

싱턴 대학교, 런던 대학교, 우드로 윌슨 센터, 미국 의회도서관, 백악관, 미국 상공

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변화와 변혁을 위한 창의성에 대해 발표했고 사치 갤러리 

(Saatchi Gallery) 에서 창의성에 대해 가르쳤다. 그녀의 작업은 영국, 독일, 동아프리

카의 주요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보도되었다. 알라는 리즈 상 (Leads Awards) 금메

달 등 많은 국제적인 상들을 수상했고 입주작가 관련 레버훌름 (Leverhulme) 입주

작가상, 영국 밀레니엄 상 장학금, 퀸스 트러스트 (Queen’s Trust) 지원금, 그리고 

클로어 재단 (Clore Foundation), 리버스 재단 (Rivers Foundation), 린버리 트러스트 

(Linbury Trust) 등으로부터 수상 실적이 있다. 

폴 티플 (Paul Teeple)은 미주협력센터 (Partners of the 

Americas)의 스포츠개발국장이며 2005년 시작된 아 가

나르 (A Ganar) 프로그램의 소장으로 처음부터 일해왔

다. 그의 지도 하에 아 가나르 프로그램은 3개국의 시험

사업으로부터 크게 확대되어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

리브해 지역 18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수상 실적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이 되었다. 지금까지 14,000명 이상의 위험상황

에 처한 청소년들이 이 혁신적인 스포츠 중심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폴

은 25년 이상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청소년, 스포츠, 리더십, 중소기

업, 농업, 자원봉사 관리 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미주협력센터 이외에도 그는 워싱

턴과 중앙 아메리카 몇몇 지역의 평화봉사단 (Peace Corps)에서 다수의 직책을 가

지고 일했다. 그는 모국어인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에도 능통하다. 

폴은 테네시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남부의 전통 음악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