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연구 제7권 제1호(2015) : 115~142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view, vol.7 no.1, 2015

후원자 참여와 아동 참여를 둘러싼 딜레마:
개발 NGO의 일대일 아동 결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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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는 개발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 NGO는
비교적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주체라고 기대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놓고 보면 참여의 양과 질이 상이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히 개인 후원자와 프로그램 수혜자의 참여가 저
조하다. 그나마 정보통신 기술 발에 힘입어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개인 후원자의 참여 증대는 바람직한 방향이
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NGO의 노력이 때로는 프로그램 수혜자의
참여 제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고는 개인 후원자와 프로그램
수혜자의 참여를 둘러싼 딜레마를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아동 결연을 선택한 이유는 선진국의 개인 후원자
와 개발도상국의 수혜자를 연결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양측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며, 최근의 인기에 비해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인 후원자의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한 현재의 결연 방식이 후원 아동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참여의 갈등 양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NGO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인권 원칙에 준한 근본적인
변화만이 참여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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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참여’는 국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 여러 개발 주체 중 특히 NGO는 참여의 원칙을 실천
하기에 적합하다고 많이들 인식된다. 이는 NGO가 이타주의와 현지
주민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타 주체들과 비교해 강점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Ditcher 1999; Hudock 1999; Lewis 2003). 그렇지만 NGO 프
로그램 운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놓고 봤을 때,
참여의 원칙이 불균등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나
정부 같은 후원 기관의 참여는 ‘기금 사용에 대한 책무성’ 이라는 이
름으로, 현지 파트너 기관들의 참여는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최
근 크게 신장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 후원자와 프로그램 수
혜자의 참여는 아직도 요원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나마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후원자의 참여는 정보에의 접
근 용이성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Ashford 2009). 최근 정보통신 기술
의 발달에 힘입어 개인 후원자들이 NG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
다 쉽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Hart
2002). 개인 후원자의 참여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본
고는 개별 후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NGO의 방안이 개발 프로그
램 수혜자들의 참여를 저해시킬 수도 있음을 아동 결연프로그램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모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후원자와 프로
그램이 실행되는 국가의 수혜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개발 NGO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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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 수로 봤을
때는 약 800만-1,200만 명의 아동이, 모금액 기준으로는 매년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atson & Clarke 2014). 이와 같은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규모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연에 대한
학술연구는 놀라우리만치 미진하다. 더구나 NGO의 결연 관련한 자
료는 대부분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 조
사, 국제 개발 NGO들의 웹사이트, 그리고 국내외 NGO에 대한 제한
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한된
자료 접근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도에 비
해 연구가 미진했던 아동 결연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
다. 본 연구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에 주
목하고 이를 개인 후원자, 후원 아동 양 측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고
찰한다. 아울러 NGO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왜 아동 결연인가?
아동 결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제 NGO인 세이브더칠드
런 (Save the Children)이 1932년, 플랜 (Plan)이 1937년에 현재의 형태와
유사한 아동결연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자국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결연의 역사는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2차 세계대
전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아동 결연을 통한 NGO의 후원금 모금은
더욱 확대되었다 (Watson & Clarke 2014). 이처럼 개발담론, 이론, 실
천 방법의 무수한 변화에도 아동 결연은 그 오랜 시간 계속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 인기의 이유를 후원자 측면과 NGO 측면에
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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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후원자의 아동 결연 선호 요인
개인 후원자들이 아동 결연을 선호하는 이유는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결연'은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인간적 관계에 기초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성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대상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 (Fowler 1992). 만성적인 빈곤의
문제는 대개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소액 기부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기 십상이
다. 그렇지만 한 명을 원조하는 일, 게다가 그 한 명이 연약한 한 아동
일 때에는 자신들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개발 NGO들이 후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구를 보면 후
원자의 이러한 심리에 호소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의 삶을 바꿔 주세요.” (World Vision n.d.), “이 아이의 미래를 바
꿔 주세요.” (UNICEF n.d.),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Plan n.d.), “당
신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됩니다.” (Compassion 2014)
와 같은 문구가 눈에 띄는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당신의 기부가 변
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후원자들은 자신의 소액 기부
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력
을 느낀다. 한 연구도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를 기부 동
기 중 하나로 제시한다 (Sargeant & Shang 2011). 또한 “이 아이들의
또 다른 부모가 되어 주세요.” (UNICEF n.d.),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World Vision n.d.)에서 보듯, NGO는 종종 ‘부모’, ‘가족’ 같은
메타포를 사용한다. 이는 모성애, 부성애와 같이 강력한 관계의 정서
에 호소하기 위함이다 (Watson & Clarke 2014). 이와 같은 마케팅 언어
는 특히 중년 여성의 보살핌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Nguy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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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동은 전통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으로 이해된다. 최
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미지에 기존의 만성적 빈곤과 내전 말고도
안보를 저해하는 위협 요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추가되면서 이
들 국가 원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다 (Duffield 2001; Vaux
2006). 그렇지만 여전히 아동은 무고한 피해자로 인식된다. 이처럼
아동의 이미지를 순수성과 결부시키는 경향 또한 아동 결연을 촉진
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Watson & Clarke 2014).
또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다른 방식의 기부보다 후원자에게 더
큰 심리적 만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플랜(Plan)과 컴패션
(Compassion)은 아동 결연의 장점으로 정기적인 현황 업데이트와 아
동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꼽는다 (Plan n.d.). 이와 같이 아동의 감사
서신이나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보고서, 그리고 서신 교환은 개인 후
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간 후원을 가능하게 한다 (McGrath
1997). 즉 여타 개발 프로그램보다 더 잦은 빈도로 직접적인 피드백
을 제공하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심리적 만족도를 극대
화함으로써 결연 기간을 지속시킨다.
앞서 언급한 심리적 요인 외에도 아동 결연의 소액 자동 이체 시스
템 덕분에 후원자들은 거액 기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낀다
(Carr et al. 1998). 그러나 이는 아동 결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거액
의 일시 후원이 아닌 소액의 정기 후원, 그리고 매달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자동 이체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아동을 후원
하는 비용은 매월 월드비전이 35달러, 플랜은 22유로, 컴패션이 38달
러이다. 이 정기 후원금은 매달 통장이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
제되기 때문에 후원자가 매달 후원금 납입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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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O의 아동 결연 선호 요인
아동 결연은 NGO 측에서도 선호하는 모금 방식이다. 실제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외 광고 및 후원자와의 커뮤
니케이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Smillie 1995).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동 결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매달 예약 이체되어 기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기금 사용 면에 있어서도 제약이 덜하다
(Fowler 1992). NGO 수입의 또 한 축인 정부 기금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 기금은 단기간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산 항목 및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
다. 정부 기금과 달리 아동 결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예측 가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수입이므로 NGO 입장에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Plan 2008). 아동
결연은 모금 조성 방법으로서의 그 효과성 또한 월등히 높다. 캐나다
NGO의 예를 보면 아동 결연 NGO 상위 세 개 기관의 모금액이 비결
연 NGO 상위 세 개 기관 모금액의 열 배가 넘는다 (Bell & Coicaud
2006).
NGO들은 또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국제 개발의 주요 화두와
연결 지어 정당화한다. 한 예는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다. 이 MDGs 중 상당수 목표가 아동 관련
해 설정되어 있다 보니 NGO들은 아동 결연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MDGs 달성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홍보해 왔다
(Watson & Clarke 2014). 또 다른 예는 아동 결연이 최근 부상하고 있
는 ‘글로벌 시민’ 개념에 부합한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민
은 글로벌 사회의 상호 연관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차이에 대
한 존중과 글로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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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를 뜻한다 (Davies 2006; Merrifield 2001;
Osler & Starkey 2005; Parekh 2003). NGO들은 아동 후원이 글로벌 시
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민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NGO들은 프로그램의 지속성
과 독립성, MDGs 달성과 글로벌 시민 의식 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그 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유지,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 결연은 많은 개발 NGO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자 주 수입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예를 들어 컴패션1), 월드비전2),
플랜3)은 아동 결연이 주 수입원인 대표적인 단체들로서 그 비중이
전체 수입의 약 50%를 상회한다. BBC는 아동 결연을 통해 조성되는
모금액은 영국에서만 연간 약 18억 파운드라고 보도한 바 있다
(Buchanan 2011). 이러한 수치는 아동 결연이 결연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개인 후원자와 아동뿐만 아니라 개발 NGO에게도 중요한 프로그
램임을 보여준다.

1) 2014년도 컴패션 연간 보고서를 보면 총 수입 719,291,375 달러 중 기부금이
491,846,225 달러로 68.3%이다. 이 기부금 중 아동 후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 아동 결연으로 인한 수입은 확인이 어려우나 대부분의 기부금이
결연에서 나온 것이라 추정된다.
2) 2014년도 월드비전 연간 보고서는 총 수입 1,038백만 달러 중 개인 현금 후원이 600백
만 달러라고 밝히고 있어 그 비중이 57.8%이다. 그렇지만 개인 현금 후원의 상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 캠페인, 긴급구호에 대한 성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
다.
3) 2014년도 플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 722백만 유로 중 아동 결연 프로그램으
로 조성된 수입이 354백만 유로로 4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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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여의 불평등
개발학 문헌에서 ‘참여’에 대한 정의 자체는 다양하지만, 참여를
논할 때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과 참여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는
PRA(Participatory Rural Appraisal)와 PLA(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가 대표적인데, 공통적으로 현지 주민의 직접 참여와 외부인
의 사고방식, 행동 및 태도 변화를 중요하게 꼽는다 (Chambers 1994;
1997). 참여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에의 접근 및 제공, 프로그
램 활동에 관여,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자발적인 행동 조직’
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Ebrahim 2003a). 콘웰(Cornwell 2008)은 정보
및 자원의 단순 제공을 의미하는 첫 두 종류의 참여는 ‘미약한 참여,
가짜 참여 (pseudo participation)’라고 보고, 후자의 주체적 의사 결정
및 주민 행동을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 부르며 구별한다.
이러한 참여의 구분을 본고에 적용했을 때, 개인 후원자들의 참여
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후원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매월 후원금을 납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 및 후원 아
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해당 부서와의 전화 연
결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청구하고 결연 프로그램 혹은 단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비록 참여의 마지막 단계인 조직화에는 이르
지는 못하고 있지만, 개인 후원자의 특정 의견이 다수에 의해, 혹은
반복 제기될 때 NGO들은 반응을 모색하게 된다. 후원자들이 NGO
에 대한 후원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후원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NGO의 주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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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프로그램 전 단계에 걸쳐 참여의 수위
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그렇지만
아동 결연의 양 축인 개인 후원자와 후원 받는 아동을 놓고 봤을 때
참여의 양과 질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본고는 개인
후원자 참여 확대를 위한 NGO의 노력이 후원 받는 아동의 참여 저
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 후원자의 참여
확대란 결연 프로그램 후원자 수 증대와 프로그램 내에서의 후원자
목소리 및 활동 증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인 후원자의 참여 확
대를 위한 NGO의 방안이 어떻게 후원 받는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
를 제한하는가를 아동 결연 프로그램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역과 아동 선정 단계
우선 개인 후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아동 결연 프로
그램의 특성상 참여할 지역과 아동 선정에 제약이 따른다. 한 예로
월드비전은 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시, 커뮤니케이션과 교통편
에 제약이 없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김성호 2009). 이는 사실
상 원거리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에 사는 취약 아동들을 배제하는 결
과를 낳는다. 또한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선정되었을 때에도 이동성이
높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은 결연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다 (Plan 2008). 이 또한 개인 후원자와의 지속적이고 잦은 커뮤니케
이션을 고려한 결과이다. 부가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아동들이 바로
자신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 조건 - 원거리 지역이나 고립 지
역 거주, 높은 이동성, 학업 중단 - 때문에 아동 결연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다. 즉, 아동과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결연 프로그램에 참
여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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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후원 독려 광고
잠재적인 후원자들은 대부분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결
연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 때 광고에서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통 비참한 가난의 모습을
한 아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NGO들이 개발도상국 아동의 이미지를
팔아 잠재적 후원자의 시선을 끄는 마케팅 전략은 비판의 대상이 되
어왔다. 모금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빈곤 아동의 사진
을 게재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아동 인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똑같은 인권 기준이 개발도상국 아동
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이들 개발도상국 아
동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묵인되어
오곤 했다. 이는 한 아동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만성적 빈
곤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
무력감과 죄책감을 덜 느끼도록 함으로써 후원으로 유도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Carr et al. 1998).
지속적으로 개별 아동의 비참한 이미지에 노출되다 보면 대중은
빈곤을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인식하
게 된다. 나아가 아동 결연의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개발도상국의
아동을 자비와 기부의 대상으로, 선진국 후원자를 구원자로 만들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
히려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대중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광고 전략은 빈곤을 상업적으
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담고 있는 용어가
바로 ‘빈곤 포르노 (poverty porn), 기아 포르노 (hunger porn)’이다
(Gurbin 2008). 이는 빈곤을 부각시켜 상업적 효과를 보려는 NG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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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을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 아동 결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마케팅 광고 대부분이 후원자
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후원자의 결연 프로그램 참
여 확대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3. 후원할 아동 선택 단계
위에서 언급했듯이 빈곤의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묘사로 잠재적
후원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들로 하여금
후원할 아동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월드비전, 컴패션, 플랜 등 대
표적인 아동 결연 NGO의 홈페이지를 보면 결연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들에 대한 정보 - 성별, 나이, 지역, 에이즈 감염 여부, 심지어
사진을 게시해 외모까지 - 를 제공해 개인 후원자가 아동을 선택하게
끔 하고 있다. 이는 흡사 온라인 쇼핑몰을 연상케 하는데, 이를 두고
NGO들은 이러한 정보 제공은 후원자들의 ‘선택과 참여에 대한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원 대상
인 아동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상품으로 전락한다. 아동들은
선택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빈곤하고 비참한가를 광고해야 한다. 더욱이 제공되는 정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항상 작용하는 것도 아
니다. 일부 개인 후원자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장애 아동, 상
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아동, 심지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
동을 걸러내기도 한다. 이는 장애, 나이, 피부색 등의 외모가 아동의
입양을 늦추는 요소라는 연구(Rosenthal 1993)를 감안하면, 개인 후원
자들이 후원의 필요도가 아니라 입양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자신
이 돌보고 싶은 아동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 후원자의 참여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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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방법은 아동을 물물교환을 위해 진열된 상품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비인간화된 아동에 대해 참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
설일 것이다.
4. 결연 프로그램 진행 단계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개인 후원자와 후원 받는 아동 간 이루어지
는 교류이다. NGO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서신 교환
외에도 개인 후원자가 후원하는 아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선물을 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문 시기나 선물의 종류는 당사
자인 아동과 의논하지 않고 후원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후
원 아동에게는 정기적으로, 혹은 선물이나 편지를 받은 후 감사 편지
를 써야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감사 서신을 쓰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작 당사자 아동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가령 많은 비영어권 국가의 아동들은 단순히 배운 대로 영어
문구를 베껴 쓸 뿐이다 (Buchanan 2011). 후원 아동이 후원자에게 선
물을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프로그램 담당자가 편지 내용을 검열하
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자신을 후원하는 후원자와의 교
류에서 정작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
한편 아동들은 처음에 후원자가 생김으로써 가졌던 기대들이 충
족되지 않을 때 불만족스러움을 경험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자가 지닌 개별적인 관계를 쌓고 싶은 욕구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
램이지만, 어떤 후원자들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외에 특
별히 더 아동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 후원
아동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아동들보다 값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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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질투와 실망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Plan
2008). 이는 상호적인 관계에 기반한다는 결연 프로그램의 취지와
달리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쌍방이 다를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후원 받는 아동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후원자의 경우 결연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때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후원받는 아동은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
을 시 불만족을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기란 쉽지 않다.
5.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단계
일단 결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연구 및 NGO 자체 조사
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 후원자와 후원받는 아동이
결연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
아동, 그리고 그 아동들의 지역사회에 그다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동 결연 프로
그램이 개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도넬 (McDonnell
& McDonnell 1994)이 실시한 영향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연 아
동이 비결연 아동보다 웰빙 (Well-being) 지수가 높으며 그 차이는 결
연 직후가 가장 크다. 이를 두고 맥도넬은 결연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해석했으나, 이 조사 결과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이 결연 아동과 비결
연 아동을 차등 지원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결연 아동에 대한 지원
도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갈등을 조장
한다 (Bornstein 2001). 결연 아동은 아동대로 후원자들에게 선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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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원조 체계에서는 배제되기도 한다 (이선재 2010). 이는 아동의 결연
프로그램 참여가 또래 집단과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배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별화된 접근을 취하는 아동 결연 프로그
램이 지닌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장을 요약하자면, 개별화되고 후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
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 특히 아동의 참여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참여라는 원칙이
무색하게끔 결연의 한 축인 아동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 개인
후원자들의 시선을 붙잡고, 이들에게 선택의 권리와 지속적인 정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O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
품성이 없는 아동들은 배제되고 선택된 아동들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개인 후원자들이
NGO로 하여금 현재의 같은 방식으로 결연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후원자 발굴에서 관리
에 이르기까지 NGO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
지 제기된 후원자와 후원 아동의 참여를 둘러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NGO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NGO의 해결 방안 모색
1. 개별 아동이 아닌 지역사회 지원
NGO들은 내부 성찰과 외부 비판을 통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태생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한 아동의 웰빙은 그 가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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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더 광범위한 사회구조와 별개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개별
주의에 입각한 아동 결연의 한계는 자명하다. 이게 바로 최근 NGO
들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지역 개발의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제 많은 수의 NGO들이 개별 아동에게 현금이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후원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
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지역개
발 프레임워크로의 전환 필요성은 1980년대 ‘통합적 지역 개발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1990년대 ‘아동 중심 지역개발
(child-focused / child-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로 이어졌다
(Watson & Clarke 2014, 218).
이는 개별화된 접근 방식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여전히 비판의 소지는 남아 있다. 지역 개발로의 전환이 후원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후원 아동들을 단순히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해 모
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이다. 후원금 사
용 방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후원자들이 자신들이 낸 후원금
이 개인 아동에게 직접 지원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기존 후
원자나 신규 후원자에게 그들의 후원금이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쓰
임으로써 후원 아동에게는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기존의 개별화된 접근을 강조하
는 마케팅을 통해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을 그저
모금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아동과
그 가족들이 직접 지원이 아닌 지역개발을 통한 지원이라는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현재의 아동 결연 후원금을 지역
개발에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개별화된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은 해
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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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금을 통한 인식 제고 노력
앞서 논했듯이, NGO가 아동 결연을 통한 모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제약을 받지 않는 기금의 확보이다. 따라서 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모금 수입 감소라는 결과를 낳
는다면 NGO들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전제인 개인 후원자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면 어떨
까? 개인 후원자는 권리보다는 자선에 호소하는 언어에 더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 가정 중 하나이다. 따라서 NGO들은 동정심
과 긴급성이 아닌, 권리의 언어를 채택하는 것이 후원 감소로 이어질
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Harris-Curtis 2003; Nyamu-Musembi &
Musyoki 2004; Panitch & Leys 2003). 그렇지만 호주 NGO들의 경우,
자선보다 권리옹호 활동을 강화했을 때 개인 후원자 이탈은 일어나
지 않았다 (Rugendyke 2007).
다른 가정은 바로 후원자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한다는 것이
다.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부만 부탁하는 것은 후원자
로 하여금 원조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Carr et al.
1998). 그렇지만 기존의 결연 프로그램 방식으로는 결국 후원자에게
긍정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변화를 보고하기 힘들다. 더구나 후원자
들이 후원 여부와 후원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
이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 (Edwards & Hulme
1996). 따라서 NGO가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추구하
는 궁극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Frumkin & Kim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 후원자들의
기대와 욕구가 근시안적이라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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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원자들의 선호도, 태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할 가
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따라서 NGO들도 후원자들
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후원자들의 변화를
위해 현재의 모금 전략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는 많은
NGO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후원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
는 무력한 존재로 묘사해 왔다 (Carr et al 1998). 아동 결연 홍보 시
주된 메시지는 바로 ‘당신이 주기만 하면 이 아동을 구할 수 있다’라
는 것이었다. NGO들은 개발도상국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
게끔 하는 이런 광고 대신, 후원 대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후원자의
기대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Davies 1997).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중개 NGO로서, 그 역할이 단순히
후원금을 요보호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NGO의
역할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개발도상국 아동의 이해
관계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후원자들을 설득해내는 것으로 확대되
어야 한다. NGO들은 후원자 핑계를 대며 구태의연한 모금 방식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모금을 주창(Advocacy)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다.
3. 인권 기준에 준한 참여 보장
다시 ‘참여’의 원칙으로 돌아가 NGO들이 진정한 의미의 참여를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체 조직 문화부터 바꾸어
야 한다. 이해관계자 중 약자의 참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
우고 그 원칙을 담보할 기관의 절차를 만들지 않는 이상 보장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sed proach) 채택이 인권
기준에 준해 참여라는 원칙의 가치를 복구하고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Ife 2002). 참여의 원칙은 ‘권능화(empowerment),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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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국제 인권 규범과의 연결
(linkag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과 함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이다 (Boesen & Martin 2007, 15; OHCHR
2006, 16-17). 기존 접근에서는 참여의 원칙이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
한 정보, 즉 수혜자 욕구와 클라이언트 선호를 사정하는 데 적용되었
다면,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자신들의 권리
를 주창하고 나아가 기존 권력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적
운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참여의 원칙이다 (NyamuMusembi & Cornwall 2004). 이러한 차이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현재 아동 결연에서의 참여는 NGO가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후원자들의 선택과 관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
다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받아들이면 가장 취약한 이해관계자인
아동의 목소리와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게 된다.
실제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받아들인 NGO들과 달리 자선에 기
반한 서비스 전달에 주력하는 NGO들은 프로그램 수혜자들보다는
후원자들의 목소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연
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Edwards & Hulme 1996; Ebrahim 2003b).
또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야말로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아동 및 지
역사회 양 쪽 모두에 변화를 일으켜 진정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능하게 한다 (Power et al. 2002).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했을
때 개인 후원자들의 역할은 후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주창자 (Advocate), 운동가 (Activist)’로 확대될 수 있다 (Watson &
Clarke 2014). 그리고 후원 아동 및 지역사회는 단순히 후원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 나아가 지역사회 운동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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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한 NGO들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살
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가능한가를 알 수 있다. 액션에이
드(ActionAid)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1998년에 받아들인 이래 개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관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
는 단체이다 (Gready 2013). 액션에이드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아동
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결연 아동을 후원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결연 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존 아동 결연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보여 준다 (ActionAid n.d.). 액션에이드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1995년의 아동 권리 협약을 준거로 삼아 만든 아동
보호 정책을 따른다. 이 보호 정책은 액션에이드 직원뿐만 아니라
현지 파트너 기관, 후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동의 의미 있
는 참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ctionAid 2009).
또 다른 예로 플랜(Plan)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아동 중심 지역
개발을 접목하고 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따라, 플랜은 가장 소
외되고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
로그램 목표를 인권의 언어를 사용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
권, 참여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Plan 2007). 특히 참여권과 관련해서
는 취약 아동(장애 아동, 노숙 아동, 에이즈 감염 아동 등)의 사회적
참여와 양성 평등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과 캠페인을 그 중
심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플랜의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는 정작 아동
결연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는 보
여주고 있지 못하다.
액션에이드와 플랜의 예는 아직 인권에 기반한 아동 결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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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rights-based child sponsorship)이라기보다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받아들인 기관에서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child sponsorship in an NGO
which adopted a rights-based approach)이라고 보인다. 즉, 인권에 기반
한 접근과 아동 결연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되었다기보다는
각각 개발 프로그램과 모금 프로그램으로서 별개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는 이에 따른 갈등이 존재한다. 가령 액션에이드
에서는 아동 결연을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개혁
하고 아동을 그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직원들 사이
에서 제기되었다 (Archer 2011). 플랜의 경우도 아동 결연을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기존의 서비스 전달과 달리 사업 효과성을 어떻
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안고
있다 (Watson & Clarke 2014). 이 두 기관의 사례는 현 아동 결연 프로
그램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만났을 때 가능한 긍정적인 변화와 어
려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NGO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똑같이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했다. 이해관계자들 간 상이한 욕
구가 갈등을 야기하고 NGO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
다. 선행 연구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해 개인 후원자와 수혜자
들이 상대적으로 참여라는 원칙에 있어 취약하다고 본다. 최근의 정
보통신 기술 발달은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증진시키는 반면, NGO가
수혜자들보다는 후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아동 결연 프로그램이 바로 개인 후원자와 수혜자 간 참여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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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딜레마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개인 후원
자들로 하여금 웹사이트에서 아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으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신 및 방문 교로의 기회를 열어
놓는 등 개인 후원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다. 그러나 그 결과 요보호 아동이 배제되거나 아동의 프라이버시,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에 개발 NGO들은 후원
자가 후원 아동에게 최선인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의
원칙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수혜자의 진정
한 참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근본적
인 변화가 요구된다. 액션에이드와 플랜, 두 NGO 사례가 보여주듯,
인권 원칙이 NGO의 성찰과 변화의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찰과 변화는 궁극적으로 NGO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
는 길이 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발 NGO들은 종종 조직
의 사명과 조직의 생존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본고
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일수록 생존보다는 사명
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명을 앞세울 때 비로소 NGO
는 존재의 정당성,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수혜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길이야말로 NGO가 후원자
와 수혜자 양 쪽을 다 잃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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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lemmas of Ensuring Participation of Donors and
Children in Child Sponsorship of Development
NGOs
4)Jae-Eun

*

Noh

‘Participation’ has been widely accepted as important for development
practice.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usually regarded as
optimal agents for putting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into practice.
Precedent studies show that individual donors and beneficiaries have been
voiceless compared to other stakeholders in NGOs. In recent years,
participation of individual supporters has increased ow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though individual donors’
active involvement implies a positive change, the principle of enhancing
participation of beneficiaries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compromised
when NGOs respond to the voice of individual dono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plore dilemmas over the balance between individual donors’
participation and beneficiaries’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child
sponsorship was selected because of its growth in popularity and its inherent
problem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ensions, which can arise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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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donors and sponsored children participate in sponsorship. The analysis
of reasons for dilemmas over child sponsorship leads to a suggestion that
NGOs should engage in continuous self-reflection and fundamental change
in lin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for beneficiaries’ meaningful
participation.
Keywords : Child sponsorship, participation, individual donor, child in a
developing country,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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