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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국제사회는 지난 50년간의 개발원조 역사를 반성하면서, 개발도
상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효과
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등 물질적인 자원의 투입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식
(Knowledge)2)을 활용하고 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혹은 개발도상국들 상호간에 공유
(Knowledge Sharing, KS)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1) 본 논문은 KOICA에서 2012년에 발간한‘지식공유를 통한 개발협력 방안: KOICA의 내부적 지식공유 활성화를
중심으로(서봉균)’연구보고서를 요약 보완한 것이다.
2) 지식(Knowledge)과 경험(Experience)은 서로 간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이를 구분
하지 않고 혼용하여 쓸 예정이다. 경험을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배우게 된 교훈(Lessons learned)의 의미
로 생각한다면 이를 지식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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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은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3)를 비롯하여 국제사
회의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빈곤퇴치, 환경보전 등의 목표들
은 기존처럼 단순히 물질적인 원조만을 통해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없으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수원국과 이러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4)
특히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동반성장을 위한 서울개발의제’
는개
발협력 분야에서 지식공유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9대 분야(9 Pillars)의 하나로서 명
시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식공유 흐름의 역사적 맥락과 개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개발협력 기관들의 지식공유와 관련된 활동과 동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2. 개발협력 분야 지식공유의 역사적 맥락
서론에서도 잠시 설명했다시피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있어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21세
기의 최근 10년 동안에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나 혹은 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은 언제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개발
원조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 33대 미국 대통령 헨리 투르만의 1949년 연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룩한 과학과 산업의 발전이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롭고도 대담한 프로그램들을 시작해야만 한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매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

3)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다음의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 보건 향상 ⑥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⑦ 지
속가능한 환경 보전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4) 물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의 활용을 더욱 중요시하는 접근법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
한 상태는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개발협력의 여러 분야 중에서 지식관리(KM)내지는 지식공유(KS)와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실험적인 소개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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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인 자
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무형의 자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결코 고갈
되지 않을 것이다.(Truman, 1949)
개발원조의 역사에서 초기부터 언급되었던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세기 후반까지는 지식이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져 오지는
않았다. 이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자본과 노동이라는 물질적인 생산요소의 투입에 따른 결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기반을 둔 개발경제학의 시각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온 때문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과 관련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개발협력
의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우선 세계화
(Globalisation),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 지식 자체를 새로운 생산요소로 상정하는
- 오히려 기존의 자본과 노동보다 더 중요한 생산요소로 여기는 - 새로운 지식경제학의 대두,
지식을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이를 축적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경영기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현상들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위하여 수원국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는 협력의식(Partnership), 주인의식(Ownership) 및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 등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개발주체들이 지식
기반 원조(Knowledge based aid)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지식 자체를 강조하는 흐름들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1996년 당시 세계은행의 총재였던 울펜손(James Wolfensohn)의 연설을 들 수 있
다. 1996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연차총회에서 올펜
손 총재는 개발을 위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념비적인 연설을 하게 되었고, 이 연설에서

5) 개발은 필연적으로 지식의 활용과 학습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서서히 스며들어 가고 있다. 그러
나 여전히 이들은 지식과 학습이 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열쇠가 된다는 연구를 무시하는... 기술적인 모델
(mechanical model)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Boulding,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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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앞으로 지식은행(Knowledge Bank)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개발을 위한 교훈들을 연구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리고
정보의 혁명은 그 결과들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이러한 노력의 가치를 높이
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모으고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
템들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이를 위하여 지식은행(Knowledge Bank)
의 역할을 할 것이다.(Wolfensohn, 1996)
사실 울펜손 총재의 연설은 그 당시 개발원조의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세계은행이 직면
하고 있던 개혁의 요구에 대한 화답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연
설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개발협력 기관들이 내외부적인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개발 지식을 활용한 효과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 개발과 지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발한 이정
표로써 평가받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개발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6)은 아래와 같은 선언적인 문장을 통하여 지식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
Development)’

하고 있다.
지식은 빛과 같은 것이다. 아무런 무게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손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의 삶을 밝혀줄 수 있다. 그러나 수십억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이라는 어둠속에 갇혀 지
내고 있다.(World Bank, 1999)
이후 개발의 과정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활용과 상호 공유를 더욱 촉진해 나가
야 한다는 요구와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와 선언들에서 이를 재차 강조
하고 있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세계은행은 국제개발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매 2년마다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라
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개발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Development)’
은 1998/99에 해당하는 보고서
이다.
7) 일반적으로 알려진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는‘UN 새천년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의 부록(Annex)으로 첨부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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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2000년 UN 새천년선언에 따른‘새천년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Road map
7), 2010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ium declaration)’

년 남남협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보고타 고위급 회의의‘보고타 선언(Bogota Statement
Towards Effective and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의‘서울개발의제(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 부산 세계개
발원조총회(HLF-4)의‘부산 파트너십 선언(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Cooperation)’등이 있으며, 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개발을 위한 지식과 경험의 활용 및 공유와 관련된 주요 국제선언
연도

선언문

내용

2000

UN 새천년선언의 이 정보통신기술은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빈
행을 위한 행동계획 곤감소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010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개발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남남 간의 상호학습은 지식과 경험
개발 파트너십을 향 의 공유 그리고 기술의 전파를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개발의
한 보고타 선언
핵심적인 요소이다.

2010

2011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개발의제

남북협력, 남남협력 그리고 삼각협력을 통한 개발경험의 공
유는 개발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절하
고 효과적인 해결책 제시에 기여한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기존의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모든 개발주체들의 지식과
위한 부산
개발경험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천이다.
파트너십 선언

3. 지식공유의 개념과 분류

개발협력 분야에서 초기에 강조되었던 지식관리 혹은 지식공유라는 것은 처음 일반 기업의 경
영기법에서 나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수익개선을 위하여 인력감축을 단행하였고, 이는 기존에 사
내에 축적되어있던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자각하고, 이를 두 가지 방향
으로 기업경영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방식 위주의 지식관리(KM)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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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서화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
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방식 위주의 지식관리이다. 실제로 중요한 지식은 명시적이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경험과 같이 문서화될 수 없고 개인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암묵
적인 지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및 팀 간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내의 조직적인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을 통하여 이를 습득하
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경영의 하나로 지식관리기법이 성숙되어지면서‘지식관리(KM)’
는 차츰‘지식공유(KS)’
라는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식관리의 기술적인 접근 방식보다 사회적인 접근 방
식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지식관리와 지식공유의 개념
구분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 KM)
지식 공유
(Knowledge
Sharing, KS)

설명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인트라넷의 설치 등 기반시설 강화, 정책의
수립, 운영 프로세스의 확립 등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접근을 조직의 운영에 적용하는 것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내
외적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

한편 1990년대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기관들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협력의식(Partnership), 참여(Participation),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강화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류와 기업경영의 지식공유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전이 결합되면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도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지식공유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현재 지식공유를 강조하고 있는 개발협력 분야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기관과 선언들이 지식
공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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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개발을 위한 지식공유의 개념
기관
세계은행

개념
•연구와 경험을 통한 지식의 체계적 습득
•조직화와 축적을 통한 지식과 정보에의 원활한 접근
•상호교환을 통한 지식의 전수와 전파

UNDP

특정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정보가 해석되고 사용될 때 이를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식의 공유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사용(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

G20 개발그룹
(Working Group)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되고 증명된 개발모델과 해결책들의 공유
•개발 전문성 및 증거기반 공공정책과 관련된 가치있고 문서화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개인, 조직, 사회가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

지식 자체가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
력 기관들은 개발에 유용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오고 있다. 지식의
공유는 초기에 개발협력 기관들이 조직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차츰 개발지식을 외부의 다른 기관 및 수원국들과 공유하여 외부의 개발역량을 강화하기위한
목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식공유가 크게 내부적 지식공유(Internal
Knowledge Sharing)와 외부적 지식공유(External Knowledge Sharing)로 분류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내부적 지식공유란 기관이 개발사업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하여 조직 내의 지식공
유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한다. 개발협력 기관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지식관리(KM)기법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
(DB)의 확충, 학습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 그리고 인트라넷(intranet)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조
직 내 직원 및 부서들 간의 지식 공유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내부적인 조직 운영 자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부적 지식공유는 내부적 지식공유를 넘어서 개발협력 기관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
고 있다. 외부적 지식공유란 조직 외부의 파트너 및 주체들과 개발지식을 상호공유하기 위한 남
북협력(South-North Cooperation),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삼각협력
(Triangular Cooperation)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는 개발협력 기관들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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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이라는 틀을 넘어서 효과적인 개발이라는 자신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
부적으로 개발주체들 간에 필요한 지식의 상호 공유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원국들이 스스로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
록 자체적인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의 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위해서는 수원국들이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지식을 축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협력 기관들이 내부적 지식공유를 활성화하여 조직의 운영과 원조사업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외부적 지식공유라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역
량개발과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결과를 낳기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둘 사이는 서로 긴
밀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표 4〉지식공유의 분류
분류

설명

내부적 지식공유

기관이 개발사업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하여 조직 내의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

외부적 지식공유

조직 외부의 파트너 및 주체들과 개발지식을 상호공유하기 위한 남
북협력,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

4. 국제사회 개발협력 기관들의 지식공유 활동 및 동향
여기서는 문헌들을 통해 타 기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식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발협력 기관들을 기관의 형태(다자기구, 양자기구, 비정부기구)와 지역적인
안배(유럽 지역, 북미 지역, 아시아 지역 등)를 고려하여 6개 기관을 선택하고 이들의 활동과 동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의 지식공유는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상이한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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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이며, 다
른 하나는 축적된 지식들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은행 연구소(WBI)와 각 지역 별 지식공유 전문가들(knowledge and learning specialists)이
지식공유를 위한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문서 등으로 직원들에게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보다는 상호교류 및 지식
공유에 유용한 도구와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하여 은행이 축적해 온 지식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하
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또한 외부의 개발파트너들과의 대화 및 지식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나 세미나 등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의 지식공유 전략은 조직의 내외부에 걸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장되고 있는 지식의 복원, 반복되는 업무의 감소, 세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외부의 개발파트너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제적인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은행의 비교우위 강화, 역량개발, 조직의 분권화와 지식공유 업
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외부의 개발파트너들로부터 배우며,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들
의 요구를 세계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
식은행(Knowledge Bank)을 지향하기 위한 다음의 3 가지 전략적인 주제(three strategic
pillars)에 맞추어 분류될 수 있다.
•조직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 Thematic group, Advisory services
•외부 개발파트너와의 지식공유: GDLN(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수원국의 역량개발: 세계은행 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The Development
Gateway, GDN(Global Development Network),

지식은행(Knowledge Bank)으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다양한 개발지식 및 성공/실패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핵심주제들에 대한 지식공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
존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지식공유를 위하여 존재하던 네트워크를 공식화한, 약 80여개의 주제
그룹(Thematic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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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 그룹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Educa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EKMS)’
를 들 수 있는데, EKMS에서는 전 세계 약 300여명의 교육 분야의 직원 및
관련자들이 모여 성공사례 수집, 훈련과정과 Advisory service 제공, 관련 지식의 통합, 토론
의 활성화,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사전에 문제 인식을 하는 네트워크이다.
‘Advisory service(help desk)’
는 관련자들이 은행의 전문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
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전문지식에 대한 질문
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자주 요청되는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메일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축적된 지식을 외부의 개발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노
력은‘Development Gateway’
,‘Global Development Network(GDN)’그리고‘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GDLN)’
이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로 나타나고 있다.
‘Development Gateway’
는 사용자들이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하
며,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portal site)이다.
GDN은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들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네트워크이다. 또한 아이디어 단계의 다양한 개발관련 연구
들이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GDLN은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 세미나 그리고 국가 간 의사결정자 사이의 대화 등
의 방식으로 지식공유와 학습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이다. GDLN의 핵심은 개발도상국의 언어와
현지사정에 적합한 내용들을 다루는 학습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세계은행을 비롯한 어느 특
정한 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2) 아시아 개발은행(ADB)
아시아 개발은행은 지역의 빈곤퇴치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관련 지식의 축적과 공
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개발지식의 상호학습과 주요 제공자가 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은행의 장기 전략보고서(Long-Term Strategic
Framework for 2001-2015)에서는 지식의 생산과 공유가 빈곤퇴치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면
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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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발은행은 조직의 내외부에 있는 다양한 자원, 기술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에
기반을 한 학습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과 외부 파트너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회원국, 조직 내 직원 그리고 외부의 개발파트너들 사이에 이러한 경험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역
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외부적인 지식관리와 공유를 전담하는 부서인‘Reg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RSDD)’
가 만들어 졌으며, 이 후에 지식공유 활동을 감독하고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기위한‘Knowledge Management Committee’
와 이를 관장하기 위한 부
총재직(Vice-presidency)이 신설되었다.
초기에 지식공유를 아시아 개발은행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운영 및 지원 부서들
(Operational and Supporting departments)에서 선발된 인원들로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실무그룹에서는 지식공유의 개념, 향후의 계획과 계획을 위해 필
요한 요소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의 결과물로 제시된 것이 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식관리 전략보
고서(KM Framework)이다.
위에서 언급된 지식관리 전략보고서에서는 지식공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5 가지 실
행계획(Action Plan)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지식공유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개발관련 연구의제 선정 강화
•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통신 기반시설 개선
•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 활성화
• 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개발 파트너와 지식공유를 확대

위의 5 가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를 살펴보면, 우선 조직의 지식공유 문화를 향상
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분야별, 주제별 지
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10개의 공식적인‘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Community of
Practice)’
와 23개의 비공식적인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를 설치하고, 이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들에게는 개발파트너 및 관련 회원국들과 내외부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
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축적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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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로는 웹에 기반을 한 새로운 인트라넷을 개발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
스에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것, 부서별/분야별/주제별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며, 확산시키
기 위한 지식관리 프로그램(KM applications)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경제/환경/사회와 관련된
지리 정보(Spatial information)의 활용을 위한 지리 데이터베이스(Mapview)를 개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식공유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타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퍼런스나 포럼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관들로 구성된 약 300여개의 네트워
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Center for Learn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Knowledge(CLICK)’
을 설립하여 지역의 회원국 및 외부 개발파트너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개
발관련 최신지식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을 지원하고
있다.

3) 영국 국제개발청(DFID)
DFID 지식공유의 비전은 MDGs와 그 밖의 개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용한 지식을 모
으고 이의 할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공유 전략에서는 업무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위한 내
부 역량 강화, 증가하는 지식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대처, 복잡해지는 개발협력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한 직원역량 개발 등이 포함된다.
DFID의 지식공유 전략은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모두에 걸치는 폭넓은 범위를 다루기 위
한 다양한 지식공유 도구들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의 예로는 업무와 관련된 핵
심적인 주제와 과정들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how to’노트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약
70여개의 비공식적인 ’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Community of Practice)
‘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직원 세미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
하기 위한 직원 교육이 제공된다.
한편 지식공유 역량이 성과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DFID에서
지식공유는 업무에 체계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업무를 위한 다양한 지식들을 자료의 형태로 다
운로드받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트라넷은 DFID의 내부적 지식공유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명된 편집직원들은 인트라넷에 올라온 자료들의 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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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여러 기준들을 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초기에 자료를 공유하던 역할과
더불어 인트라넷은 점점 더 핵심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써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FID는‘GDNet’
,‘SciDev’
,‘Id21’
,‘ELDIS’그리고‘Livelihoods Connect’
와 같은 다
양한 외부적 지식공유 네트워크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Id21’
은 이메일을 통한 개발관
련 교류와 연구결과 제공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Livelihoods Connect’
는 지속가능
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지식들을 교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4)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CIDA는 원조효과성 강화라는 기관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지식기반 조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IDA의 전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지식공유
전략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학습과 지식 공유의 가치를 높임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유용한 지식을 보유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기

나아가 CIDA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국내외의 개발파트너 및 수원국들에게 유용한 지
식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CIDA의 지식관련 업무는 지식관리 담당관(KM Secretariat)으로 임명된 직원들에 의하여 수
행되어 왔으며,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관은 조직 내의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맡아 왔
다.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최근에
지식관리 담당관은 성과관리부서(Performance Management Division)의 일부분이 되었다.
CIDA의 지식공유 프로그램들은 CIDA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3 가지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위관리자 차원에서 지식공유 활동들을 설득하고 촉진하기
•인사관리 차원에서 지식공유 활동들에 대하여 지원하고 포상하기
•업무에 지식공유를 적용시킬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다

양한 도구(tool)들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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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관리 담당관들은 위의 3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CIDA의 지식공유 역량을 촉진하고 개발하기
•지식공유를 위한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과 지식공유 사업을 수행하기

CIDA는 지식공유를 위하여‘AAR(After Action Review)’
나‘Peer Assist’
같은 다양한 도
구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이러한 도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
회, 포럼, 원탁회의 등의 방법으로 분야별, 주제별 이슈들을 다루는 공식적인 지식공유 네트워
크를 운영하고 있다.
CIDA는 지식공유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상위직급에 대한 인사관리에 있어 지식공유의 노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직원들의 채
용과정에 있어서도 지식공유 역량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워크샵’
,‘세미나’
,‘오전회의
(Coffee Morning)’등의 다양한 비공식적인 지식공유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중의 하나로는‘CIDA 인터넷 사이트’
를 들 수 있는데, 이
것은 최근에 외부의 개발파트너, 현장 전문가, 내부적인 지식공유 네트워크까지를 아우르는 지
식공유를 위한 웹 기반(Web enabled)의 엑스트라넷(Extranet)으로 발전하였다.
또 다른 지원 시스템으로는 평가실(Evaluation Division)에서 운영하는 평가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지식관리 담당관이 운영하는 업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다양한‘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Community of Practice)’
와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공유 활동을 위하여
이러한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CIDA의 지식공유 활동의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분야별, 주제별에 따른 공식적인‘지식공유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Community of

Practice)’운영
•부서의 당면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의 모임 및 사업종료 평가
•지식공유와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훈련과정
•정책, 주제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학습 워크숍
•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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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결과 보고서
•향후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퇴직 예정자와 인터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CIDA 인터넷 사이트와 인트라넷
•이메일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Community of Practice)와 실무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엑스트라넷
•워크숍, 세미나, 오전회의 그리고 기타의 비공식적인 지식공유 활동들

5) Practical Action(ITDG)
‘적정기술개발그룹(Practical Action)’
은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대
처하고자 하는 비정부기구이다. 여기서는 기술을 기반시설, 기계 그리고 장비와 같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에 따라‘Practical Action’
에서는 지식공유를 조직의 사명(Mission)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문장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Practical Action(ITDG)은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며, 결과를 중시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다
름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knowledge, impact, Influence’
라는 부제를 가진 Practical Action의 ’
2003~2007 전략보고서
‘에서는 지식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분명
히 하고 있다.
영국의 본부와 세계 각국에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구조로 인하여‘Practical Action’
은 이들
간의 지식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Learning Before Learning During - Learning After’
라는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 안
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의 하나로는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수집 및 조사에 초점을 맞춘 ’
6 단계 프로젝트 사이클(six-stage project cycle)
‘을 들
수 있다.
지식공유를 위한 조직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범분야(Cross-cutting)에 걸친 차별화된 주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New International Programme Teams’
는 조직의 지식창조

66 한국국제협력단

와 지식공유를 위한 틀(Platform)을 제공하고 있다.‘International Programme Teams’
의
리더들은 1년에 한 번씩 핵심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과 공유를 위하여 모임을 가진다. 이와 유사
하게 해외사무소의 책임자들로 구성된‘Group management team’
은 1년에 두 번씩 전략적
리더십에 관한 토의를 위하여 모임을 가지고 있다.
‘Practical Action’
은 다양한 비공식적인 지식공유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ory gathering team’
은 모든 직원들이 업무나 해외 출장 등을 마치고 나면 인터뷰를 통하
여 성과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사무소에서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
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토론과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매주 이
메일 토론을 통하여‘최고관리자(Chief Executive Officer)’
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토론이 진
행된다.
한편 직원들의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개의 직원들에
게 지식공유를 위한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식공유를 직원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평가
하는 인사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Practical Action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식공유 활동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매트릭스 구조로 조직 재정비
•교육용 CD ROM 제공
•지식공유에 기반을 한 프로젝트 사이클
•성과관리 시스템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직원 포상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Communities of practice) 운영
•업무 종료 및 출장 후의 인터뷰와 자료생성
•핵심 사항들에 대한 주간 PPT 프리젠테이션 공유
•최고관리자(CEO) 주관 하에 주제별, 분야별 이슈들에 대한 주간 토론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인트라넷
•사용자 간 정보통신 기술 호환성 강화 및 문서 공유
•사용자 맞춤형의 프로젝트 트래킹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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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농업연구 컨설팅 그룹(CGIAR)
농업은 현재 전 지구적인 시장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
고 환경적인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농업을 둘러싼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국
제 농업연구 컨설팅 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은 조직을 지식공유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최고정보관리자
(Chief Information Officer)’
를 만들어 기관의 지식정보 전략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CGIAR에서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로는 ‘Organizational Change
Program(OCP)’
,‘Institutional Learning and Change(ILAC) Initiative’
, 그리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Knowledge Management(ICT-KM)
program’
을 들 수 있다.
우선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지원 하에 수행된 OCP는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인간중
심적인(people-focused)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
(Community of Practice)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OCP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니티는 농업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지식
공유를 포함한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개발협력 전문가 커뮤
니티를 활용한 지식공유의 노력은 여러 낭비적인 요소들을 줄이고, 연구 사이클(Research
Cycle)의 단계를 축소시켰으며, 외부 개발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ILAC Initiative’
는 CGIAR의 목적인 농업을 이용한 빈곤퇴치를 달성하고, 학습을 통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차원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
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실용성있는 연구와 혁신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것은 또한 기획과 평가(planning
and evaluation)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CGIAR의 연구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연구소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에 따라 연구의 성과가 분절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ICT-KM program은 팀 업무(teamwork)와 지식공유를 확대하고, 상호학습
의 문화를 정착시켜, 개별 연구소 차원의 연구들을 지식공유에 기반을 한 CGIAR 전체 시스템
차원의 연구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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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KM과 ILAC Initiative는 개별 연구자 및 사업에서부터 CGIAR 전체를 관장하는 정책
과 모든 운영에 걸친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식이 CGIAR 업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지식공유는 CGIAR의 성공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협력 분야의 지식공유와 관련된 역사적인 맥락,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
된 기관들의 활동과 동향들을 살펴보았다. 지식의 공유는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되어 온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중의 하나이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는 유엔 중심의 개발원조로부터 벗어나 유럽연합, 국제무역기구, G8 등이
개발원조의 새로운 주체로써 등장하였으며, 개발원조는 빈곤과 보건 같은 분야 별 프로그램 중
심이 아닌 정책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책대화 등을 통하여 수원국의 주인의
식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은 필연적으로 개발협력 기관들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조직운영과 개발원조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게 만들었
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발원조의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 기
술의 혁명은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을 효과적인 개발원조
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지식관리(지
식공유)를 조직의 운영방식에 도입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요구하는 비판에 대응하였으며,
외부적으로 기관 간, 공여기관과 수원국 사이의 지식공유를 통하여 선진국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닌 수원국의 환경에 적절한 개발원조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국제사회의 지식공유 노력들을 평가해 보자면, 내부적 지식공유가 조직
의 효과적인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있지만, 이의 시행을 통하여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 비하여 조직 내의 담당자들은 다양한 협
업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트라넷 같은 기반시설들은 발전하였으
며, 본부와 현지사무소 간의 연결성은 더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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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많은 기관들은 내부적 지식공유를 지나치게 인트라넷의 설치나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 등 기반시설의 구축이라는 관리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지식공유에
활용되는 지식도 지식공유에 중요한 암묵적인 지식보다는 명시적인 지식이나 데이터 자체가 더
선호되고 있다. 내부적 지식공유의 성공여부는 조직 내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질적으
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와 유용한 암묵적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좌우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의 문화가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도록 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로 설정하
는 리더십이 중요하며, 직원들에게 지식의 공유는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컨퍼런스 개최, 수원국과의 공동연구,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공유의 장을 제공하는 등의
수단을 통한 성공적인 외부적 지식공유의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성공들은 외부적 지식공유를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개발협력 기관들의 정책이나 전략 없
이 수행되어 왔으며, 기관의 정책이나 전략 부재가 외부적 지식공유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도 아니다.
사실 외부적 지식공유를 위한 수단들은 국제사회에서 지식의 공유가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각
광받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들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외부적 지식공유가 수원국
의 역량개발과 효과적인 개발에 필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독립적으
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성공적인 개발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수원국들과 나누기 위한 일환으로써 외부적 지식공유를 활성화시
키는 것은 한국과 KOICA의 개발협력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지식의 공유를 통한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다. 따
라서 다른 공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중에서 무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KOICA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내외부적인 지식공유는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자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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