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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로그램 

 

1. 배경 

 

 대한민국은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UN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에 성공 하는 등 국제사회의 안보와 환경 문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한 편에서는 세계의 10 억의 인구가 절대빈곤에 

시달리며 5 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는 등 극심한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도 약 5 천명의 한국 청년과 

전문가가 세계 가난의 현장곳곳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빈곤퇴치와 국제개발협력에 어떠한 책무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와 학계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및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는 차기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자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한 국가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 18 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행사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제    목 : 제 18 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 

일    시 : 2012 년 11 월 12 일(월) 14:00-16:00 

장    소 : 레이첼 카슨 홀 (시청역 10 번 출구 근처) 

주    최 : 경향신문 

공동주관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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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안 

 

제18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  

사회: 남부원 KoFID 운영위원장 / KCOC 국제위원장 

13:30-14:00 도착 및 등록 

14:00-14:10 

[인사말] 

정현백 KoFID 공동대표 

이창식 KCOC 회장 / KoFID 공동대표 

 

14:10-15:00 

[발표] (가나다순) 

발표 1. 문재인 캠프 -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발표 2. 박근혜 캠프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외교안보추진단 유현석교수 

발표 3. 안철수 캠프 - 김양희 교수 (외교통상포럼 자문) 

15:00-15:10 휴식  

15:10-16:0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1.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KoFID 국제위원장) 

토론2.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토론3. 송진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토론4. 김은미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질의응답   

16:00-16:10 정리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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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후보자 국제개발협력정책 제안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2012년 10월 18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94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각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대선캠프 정책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제안한다.   

-     아        래     - 

한국 정부는 2009년 11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선진 원조 공여

국의 일원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2011년 11월 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함으

로써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18대 

정부는 UN 및 OECD의 권고에 부합하고, OECD DAC 회원 국가이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공동주최국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

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안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1. 현재 한국의 ODA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이원화 되어있다. 수많은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들은 사전 조정 없이 ODA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복의 폐해로 인해 

원조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18대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통합전문기구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원조분절화의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2.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채택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에

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목표와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차기 정부는 

‘부산 파트너십’정신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목적을 인간중심의 발전, 불평

등 감소, 민주적 거버넌스,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권,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등으로 확대 및 

심화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 정책의 전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 및 효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

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등 보다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ODA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건설적 파트너십을 통해 

ODA 책무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부산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수준에 부

합하는 ODA 제도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

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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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후보자 
국제개발협력정책 공개질의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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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선진원조 공여국의 

모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OECD 및 UN에서 권고하는 ODA(공적개발원조)의 

기준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차기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18대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국제개발협력정책 공개질의서’를 통하여 국

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의 책무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구상 할 수 있도록 귀 후

보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   개   질   의  >

1. 한국은 지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

트너십’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내적 시

행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부산 총회를 통해서 형성된 글로벌 파트

너십을 국제/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 한국은 지난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OECD DAC의 동료 검토 

(peer review)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 평가를 통하여 한국정부는 원조분절화, 높은 유상원조 및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율, 정보공개와 투명성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올해 6

월 시행된 동료검토의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귀 후보는 이런 국제사회

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실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지난 16대 및 현 정부에서는 한국의 GNI대비 ODA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이런 앞선 정부의 공약에 동

의 하십니까. 만일 동의하신다면 한국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4.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출범에 큰 기여를 하였고 현재 국내외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국제시민사회 활동에서 선도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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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와 

정책과제별 질의사항

201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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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표자

1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창식 회장

2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3 국제민주연대 변연식 대표

4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5 기아대책 두상달 회장

6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김노보 이사장

7 아시안브릿지 윤장현 대표

8 어린이재단 김석산 회장

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조승수 이사장

10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상임대표

11 월드투게더 박노숙 대표

12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대표

13 지구촌나눔운동 강문규 이사장

14 코피온 김종섭 총재

15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처장

16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17 한국월드비전 박종삼 회장

1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용태 본부장

19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20 한국인권재단 고광헌 이사장 

21 환경재단 최열 대표

22 ODA Watch 이태주 대표       

23 ReDI 이태주 원장

24 국제개발협력학회 김은미 학회장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회원단체 명단

- 18 -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

Ⅰ. 원조기관 통합

 여개 원조 부처 및 무 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선진국들의 평균수준 평균 대비 까지 원조 규모 확대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최빈국 취약국 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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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조기관 통합

 여개 원조 부처 및 무 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선진국들의 평균수준 평균 대비 까지 원조 규모 확대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회원국 수준인 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

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상원조 비율 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실현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넘어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는 구속성 원조를 년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

다 귀 후보의 비구속성 원조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개발협력 활동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써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과

정에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별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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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회원국 평균인 전체 원조 예산 중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빈국 취약국 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귀 후보께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한국 정부의 가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귀 후보께서는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의 진출 수단으로 원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귀 

후보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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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조기관 통합

  여개 원조 부처 및 무 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현황과 문제점

국제사회의 권고 개발원조위원회 는 우리나라

의 가입 심사를 위한 특별검토 및 개발협력정책집

행평가 를 통해 한국 집행 시스템이 무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점과 무상원조를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누

어 집행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무 유상 분절화 현재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유상원조

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면서 원조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유럽과 북미주의 선진 개발협력기관은 대부분 독립

된 부처이거나 외교부 산하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이

원화된 체계가 지속됨으로써 원조 사업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원조효과성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무상원조 내부 분절화 여개가 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이 

경쟁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여국과 수원국 

의 거래비용 증가 사업의 중복 비효율 원조효과성 저하 타 

원조공여국과의 원조조화 곤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들 기관이 집행하는 예산비중이 증가해 무상원조예산

비율이 년 타 부처 에서 년 

타 부처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조정능력 미비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무 유

상원조 정책의 총괄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 사업승

인 및 보고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무상원조를 집

행하는 부처 및 기관 간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운영으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

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행방안

독립된 원조전담기구 신설 무 유상 원조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

도록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질의사항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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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국가 최하위권의 원조규모 한국 대비 

비율은 년 기준 로 국가 중 최하

위권 개국 중 위 으로 회원국 평균 의 수준에 불

과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 정부는 국제사

회 기여 확대를 위해 년까지 대비 약 억불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나 현행 목표치도 권고

치 대비 는 물론 회원국 평균수준 

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이행방안

년까지 규모 확대 이행 년에서 년 사이 원조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 를 상회하는 였음에

도 년 목표인 를 달성하지 못한 바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의지와 정책 법 제도적 측면 등 복합적 노력이 필

요함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로 상향 조정해야 함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선진국들의 평균수준 평균 대비 까지 원조 규모 확대 

질의사항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회원국 수준인 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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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유상원조로 인한 개도국의 부담 유상원조가 거치기간이 길

고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한국이 기업진출과 경제적 이득을 목

적으로 유상원조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의 본래 목적에도 어긋

남 특히 최빈국과 같이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는 원금 상환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국제사회의 권고 는 한국이 대외원조 규모 확

대와 함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늘어나는 유상비율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중이 평균 

이상인데 반해 한국은 로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

함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을 통해 년간 

무 유상 비율을 순지출 기준 으로 수준으로 유지하기

로 목표를 설정했으나 오히려 점진적으로 유상원조의 비율을 

확대하여 년 무 유상의 비율이 를 기록했음

이행방안

무상원조 확대와 유상원조 폐지 회원국으로

서 의무를 다하고 원조의 질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규모 확대

를 위해서는 본래 설정했던 년을 기한으로 현재보다 높은 

목표 설정을 통한 무상원조 확대가 필요함 동시에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유상원조 폐지가 필요함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질의사항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하

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상원조 비율 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실현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추진 계획

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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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구속성 원조 증대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의 

평균이 인데 반해 한국은 년 기준 에 그침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을 통해 년까지 비구

속성 비율을 무상원조 유상원조 수준으로 확

대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비구속성의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이행방안

비구속성원조 확대 구속성원조 폐지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원조 비구속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무상원조만 

달성할 것이 아니라 유상원조도 구속성 원조를 폐지하도

록 계획을 수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 정부가 제

시하고 있는 비구속화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치와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비구속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

행해야 함

  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질의사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넘어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

는 구속성 원조를 년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

의 비구속성 원조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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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부족 회원국들의 

를 통한 원조 지원 비율인 에 비해 한국은 전체 원

조 예산 중 만을 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시민사회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부족

현재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을 위한 국제개발협

력위원회 부처별 위원회 및 주제별 에 소수의 시민사회 및 

민간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

정에 다양한 층위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장이 

부족함 또한 개발협력 관련 핵심 정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

근이 어려움

이행방안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확대 원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다

양한 시각의 확보를 위해 동등한 협력자로서 개발협력 시민사

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회원국 평균인 로 확대해야함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조성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을 조성하고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해야 함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질의사항

개발협력 활동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회원국 평균인 전체 원조 예산 중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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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최빈국에 대한 지원 부족 현재 한국의 개 중점협력국 중 

최빈국은 개이며 나머지 개국은 중저소득국 및 중고소득

국에 해당함 최빈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은 에도 미치지 못하며

회원국들의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 부족 최근 국제사회에서 취

약국가에 지원하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 전략이 미비한 실

정임 또한 취약국 및 분쟁국가 지원에 대한 정책 및 법률이 

긴급구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음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수

립 과정 및 취약국가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요 대형 개발사업

정책 자문 등의 기획 및 이행과정에서도 취약국의 평화 구축과 

국가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행방안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최

빈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정부가 빈곤감축과 자

립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아프리카에 전체 양자 무상원조의 

내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해야 함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중점협력국에 취약국

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 및 이

행 평가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국제사회가 수립한 취약국에 대한 목표인 평화 구축 및 국

가 재건 목표 를 취약국 

관련 모든 지원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 취약국에 대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함

 최빈국 취약국 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질의사항

귀 후보께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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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개발협력 핵심 정보 공개 부족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보 공개 수준이 매우 낮음 년 월에 선정한 개 중점

협력국 명단도 공개되지 않다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문제제기로 최근 공개되었음 그러나 중점협력국의 선정사유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매우 낮은 원조투명성 지수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적 캠

페인 조직인 가 실시한 전 세계 개 

원조기관의 년 원조투명성 지수 평가에서 한국의 와 

는 각각 위와 위를 차지하여 낮은 투명성 수치를 

기록함

이행방안

가입으로 투명성 확보 국제사회가 원조투명성 강화

를 위해 공통적으로 도입한 기준인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에 가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원조를 시행해야 함

주요 개발협력 정보 공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공개 등 주요 개발협력 정보를 공개하여 원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질의사항

한국 정부의 가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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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국회의 소극적인 감시 역할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

책과 실행에 있어 국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기본계

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만 받

게 되어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민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 제한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정책과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임 정부기관 외에 평가를 실시하는 민간기

관의 수도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정부의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

어 독립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어려움

이행방안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 전 세계 개국 국회와 개의 대

륙 별 국회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의원연맹

은 국회가 예산 및 집행체계 감

시에서 나아가 원조사업의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수원국과의 상호책무성 제고에 힘써

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국

회가 개발협력 예산 및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감시하는 역할

을 보장해야 함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민간이 참여

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의 결

과가 향후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질의사항

귀 후보께서는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및 참여확

대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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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불명확한 개발원조 목적과 철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조 

항에서 원조의 목적을 경제협력과 개도국 빈곤퇴치로 동시 설

정함으로써 기본 철학에서부터 원조의 근본 목적을 명확히 하

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 정책에서도 공공연히 자원의 확보

국가의 경제적 이익 을 원조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원조를 

집행하고 있음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부의 에너지외교협

력 흐름에 따라 가 지역별 자원확보를 위한 진출 전략으

로 인식 집행되고 있음 중점협력국 중 아프리카와 동남아지역

에서도 자원 부국에 를 중점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행방안

원조 오용의 근절 원조를 자원확보나 기업진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정치 군사적인 이해관계로 특정 수원국에 원

조를 집중하고 절실하게 원조가 필요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조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

조의 지원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오용되는 원조에 대한 규

제를 명확히 해야 함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질의사항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의 진출 수단으로 원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귀 후

보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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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현황과 문제점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확대로 인한 부작용 최근 국제사회

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민관협력 형식

의 대외원조사업 참여를 권장함에 따라 민관협력사

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우리 정부도 년부터 민관협력

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한국 기업들의 

강제 이주 임금 체불 환경 파괴 등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비판

을 받고 있음

이행방안

영향평가 및 규제 강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하고 있는 환경 성평등 인권 등의 국제규범을 개별 원조 사

업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 사회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함 또한 대외원조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지켜

야 할 국제인권 환경 노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감시 감

독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원조 참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야 함

질의사항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

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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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외 교 사 안

제 목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공식 출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시 합의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

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 지난 6.28-29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바, 동 파트너십 개요, 출범 의미 및 금후 조치계획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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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과 OECD 간 공동 사무국이라는 새로운 협력체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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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 각 실.국(과.팀) - 주요외교사안

2등서기관 개발정책과장 개발협력국장
 2012. 7. 3.

홍상희 임정택 박은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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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종합 이행계획 잠정 목차(안)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경과 및 의의 외교부

부산 파트너십 주요 경과

주요 성과와 의미

글로벌 파트너십 개요외교부

주요 기능 및 거버넌스 체제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부산 파트너십 참여 및 이행 계획안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 참여외교부

정부기관관계부처기관

원조효과성 공약 이행계획

개발효과성효과적 개발협력 공약 이행계획

통합국별협력전략 과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부산총회 주요 및 자발적 이니셔티브 참여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개발원조와 여타 정책간 정합성 제고  

주요 시행기관 수출입은행

부산총회 공약 및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별 이행 계획

년 사업계획에 부산총회 합의사항 반영

개도국 현장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관계부처기관 해원협 전경련

등

국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국내 민간분야 참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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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동원칙 공동원칙에 따른 행동방안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개발정책 및 절차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확대 운용

결과중심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중심의 관리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개선과 지원 규모 확대 국가 역량 강화 및 다양한 
개발 성과 관련 재원과 이니셔티브의 활용과 같은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한 노력 강화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위한 노력 확대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 개도국의 다양한 개발재원 활용 및 개발협력 활동의 촉매적 역할 
확보

내용 공 약 상 세 내 역

정치적
전문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망 및 
개발협력의 
공통원칙 및 행동 
설정

공통 원칙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
공통 행동 개발 정책과 프로세스에서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구체적이
고 지속가능한 개발성과를 위한 노력 강화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 
남북협력과 남남협력의 차별성 및 보완성 인정 공통의 원칙 및 차별화
된 행동 인정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 및 이를 통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의지 표명

원조
효과성 
심화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관련 통계 활용 및 책무성 체제에 통합
의회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원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
표준화된 정보 공개 표준 활용 월까지 전면 이행 목표

년까지 수원국에 년 연동 지원계획 제공

취약 분쟁 
상황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를 취약국가 지원기준으로 활용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 구축에 투자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
(개발효과성)

효과적 제도 및 
정책

수원국 주도의 제도 및 정책 변화 및 역량 지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상호 지식과 경험 공유 심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삼각협력 확대 및 남남삼각협력 적극 활용
지식공유 동료 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참고1 부산총회 원칙, 주요 공약 및 자발적 이니셔티브 

부산 파트너십 대 공동원칙

부산총회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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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 약 상 세 내 역

민간분야
성장 개발 관련 정책형성 과정에 민간분야 참여 
무역을 위한 원조 증진

반부패 및 불법 
자금

부패척결에 관한 기존 공약 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를 위한 장치 마련 등 

기후변화 재원
국가 개발계획의 부분으로 기부변화 정책과 계획을 지원
기후변화활동에 개발효과성에서 얻은 교훈 공유

Post-Busan
이행체제

수원국 
현장중심의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년 중반까지 각료급 참여대상 각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
방안합의

및 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기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그림 부산파트너십 공동원칙별 공약

1) 각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에 표시된 숫자들은 부산결과문서의 해당 조항 번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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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분야 주 요  활 동  계 획 (안 ) 주 도 국 /기 구

효과적 제도와 정책
효과적 제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
수원국 이행 지원 및 개발 

미국 가나한국

민간부분
인식제고 활동 수원국 플랫폿 구축
민간분야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 형성 지원  

미국독일
한국

양성평등
여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표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도

미국 한국

남남 및 삼각협력
남남삼각협력 가이드라인 수립
남남삼각협력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등

콜롬비아

기후변화 재원
기후변화 재원과 개도국 기획 예산 공공재정
시스템간 연계 
지역별 플랫폼 활성화

자발적 이니셔티브

부산총회 결과문서 이행을 위한 자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개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구성  

분쟁 및 취약국가

② 남남 및 삼각협력

③ 민간부문

④ 기후변화 재원

⑤ 투명성

⑥ 효과적 제도와 정책

⑦ 결과와 상호책무성

⑧ 다양한 원조채널 관리 및 분절화 감소

이와는 별도로 양성평등 관련 별도의 자발적 행동계획

채택 

우리나라는 상기 중 개 분야에 참여의사 표명 

각 분야별 참여국들은 관련 후속논의 참여 및 자발적 기여

지적 또는 재정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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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부산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 

개 지표 지표 설명 목표치 년

부산

결과문서 

관련

조항

수원국의 우선순위 반영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정도

모든 공여주체가  수
원국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시민사회 환경 지수

활용
지속적 향상

민간분야의 역량강화 추후 확정 지속적 향상

개발협력 정보 공개
공동의 공개 표준 활용 정
도

모든 공여주체가 활용

예측 가능성
개발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단기 예측성 
해당 재정년도에서 계획된 
원조 집행 비율

집행되지 않은 비율 
감소

중기 예층성 
중기 집행계획에 포한된 원
조 비율

포함되지 않은 
감소

원조의 예산화
개도국 의회 승인을 받은 연례 
예산에서 원조 비율 년 
기준

정부에 지원되는 개
발원조중 정부 예산
에 보고되지 않은 비
율 감소

상호 책임성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상호평가 검
토 참여

모든 개도국에서 도입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를 위한 공공예산 배정과 
이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비율

모든 개도국에서 도입

수원국 시스템 활용

효과적인 제도 구축을 위
한 개도국 시스템 강화 및 
활용 년 기준

개도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의 질적 수준

개도국 이상에서 
점수 최소 

단계 상승

수원국 및 조달시
스템 활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 감축

비구속화
비구속성 원조 비율

년 기준
지속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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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시민사회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종합이행계획 

 

2012년 8월 8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1. 배경 및 개요  

 

- 2012년 6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이 출범함에 따라 해원협은 

한국 시민사회단체(CSO)들이 부산 총회 결과문서 22항에서 언급된 인권에 기반

한 접근(RBA)과 이스탄불원칙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 

 

- 향후 해원협은 부산 총회의 결과문서에 나타난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개발

협력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해원협의 GPEDC 이행 구성도> 

 
 

2. 상세 내용 

 

  1) 한국 CSO의 역량 및 책무성 강화  

 

   (1) CSO역량강화  

  

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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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CSO들의 이스탄불 원칙 인지제고를 위한 자료 발간 및 세미나 개최 

- CSO 개발효과성 증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이스탄불 원칙과 국제프레임워크 준수 사례공유를 위한 워크샵 개최  

- 이스탄불 원칙 및 프레임워크 보급확대를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 시행 

- 이스탄불 원칙 CSO사업적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② 애드보커시 역량강화 

- RBA 및 이스탄불 원칙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CSO들의 애드보커시 역

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 IADG(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협력 목표: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료발간 

 

   (2) CSO책무성 강화  

 

① 책무성 강화 

- 한국의 환경에 맞춘 ‘한국 시민사회 책무성 프레임워크’개발  

- 보급 및 인지제고를 위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시행 

 

2) 한국 정부 및 국내 공여주체와의 파트너십 증대 

 

①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여건 조성(Enabling Environment)관련 한국형 

지표(Indicator)개발 및 모니터링   

- 법/제도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 현재 특임장관실에서 개발중인 ‘NGO협력을 위한 10대 과제’와 연결하여 

한국정부가 개발협력의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준수 할 수 있도

록 EE에 대한 한국형 지표 개발 및 준수 상황 모니터링 

② 한국정부와의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강화 

-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 개발협력연대를 통한 무상원조 개발협력의 포괄적인 거버넌스 및 파트너

십 참여 

③ 다양한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 증대 

- 기업, 의회 등과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 시행 

- 국내 기업 PPP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 

 

3) 국제 CSO들과의 협력 및 연대 

 

① CPDE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참여 

- 향후 GPEDC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시민사회의 대표 단위인 CPDE의 연

대활동에 참여  

- CPDE의 동북아시아 포컬포인트인 KoFID와 협력 하여 동북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및 국제 개발협력의제 공동대응 

② 국제 시민사회의 사례 공유  

- RBA 및 이스탄불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와의 사례공유 워

크샵 및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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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를 통한 GPEDC 이행 모니터링 

 

① 글로벌 GPEDC 모니터링  

- GPEDC 운영체제에 포함되는 정기적 장관급 회의, 집행위원회 등에 참여

하여 부산 총회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② 10개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를 통한 부산 총회 합의사항 이행 검토 

- GPEDC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회의 참석 및 브리핑 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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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계획(안) 

 

2012 년 8 월 17 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1. 추진 배경 

 

o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후 2012 년 6 월 말 열린 원조효과작업반 최종회의에서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ost Busan Interim Group)의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방안 및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제안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지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o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주최국이자 원조효과작업반(WP-EFF)과 포스트 부산 임시 

그룹의 부의장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출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집행위원회의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부산총회의 공약과 합의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국내외적 책무를 가지게 되었다. 

 

o 또한 한국시민사회는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체제에 참여하는 주체이자 동등한 파트너로서 부산 파트너십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코피드)은 아래 부산총회 이후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활동계획을 제시하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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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시민사회의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와 이행방안 

 

코피드는 정부의 이행감시활동을 벌임에 있어서는 부산 글로벌 모니터링의 지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역량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1) 한국정부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감시활동 

 

 □ 한국 ODA 의 효과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원조 정책과 체제 구축 감시활동 

 

<지표별 주요 감시 사항> 

  

  o (지표 1: 수원국의 우선순위 반영) 

   - 중점협력국 선정 및 지원 계획(CPS) 수립시 파트너 국가의 개발전략, 분야별 계획 

및 기타 프레임워크를 반영 여부 

   - 파트너 국가의 분야 정보 시스템 자료 및 국가 통계를 반영 여부 

 

  o (지표 4: 개발협력 정보 공개) 

   - 2013 년까지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에 가입하고 국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한 전면적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 제고 촉구 

   - OECD/DAC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보고 이전에 국민들에게 원조 통계 및 

실적 자료 공개 요구 

 

  o (지표 5: 예측가능성) 

   - 원조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국과의 정책 대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조지원계획을 사전에 공유 요구  

   - 현재의 단기적인 원조예산 수립 시스템을 넘어 점진적으로 중, 장기에 이르는 

다년도 예산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제도를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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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표 9: 수원국 시스템 활용) 

   - 파트너 국가의 오너십과 역량 강화를 위해 파트너 국가 공공재정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 요구  

   - 공여국 중심의 “단독 주도형 프로젝트(stand alone-project)” 원조를 지양하고, 

다양한 원조양식을 통합해 파트너 국가의 국가 및 섹터 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형 원조를 확대 요구  

 

  o (지표 10: 비구속화) 

   -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현행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구속성 목표치를 넘어 2015 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속성 원조를 폐지 촉구   

    * 선진화 방안 목표: 2015 년까지 무상원조 100%, 유상원조 50% 비구속화 

    

  o (지표 외: 원조분절화 개선을 위한 통합원조체제 구축)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질곡의 원인인 이원화된 집행 체계와 분절적 원조를 

지양하고 통합적인 원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존재하는 모든 원조 형태에 있어 

정책 일관성과 원조의 효과성을 확립 촉구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환경조성 촉구활동 

 

  o (지표 2: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 한국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 촉구  

   - 국내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 요구  

   -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다양한 민관협력실의 역할을 조정하고 통제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올 수 있는 민관협력 정책을 수립 촉구  

   - 이를 통해 진정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지지하며 참여를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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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표 3: 민간분야의 역량강화) 

   - 기업의 개발협력 활동 참여에 대해 단기적 자국 기업의 이익보다 파트너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위한 활동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수립 촉구  

   -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환경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도록 감독‧규제 촉구   

 

2) 한국시민사회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 방안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인지제고 및 역량강화 

 

  o 국내 개발 NGO 및 CSO 들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인지제고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내 

공유 

   - 한국시민사회의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 토론회 개최  

 

  o 부산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 2(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의 국내적 이행 

   - CIVICUS 지표 개발 과정에 참여  

   - 지표 개발 이후 지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인지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및 사용 

환경 조성 

 

  o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강화 

- 국내 개발 NGO 및 CSO 들의 이스탄불 원칙에 대한 이해 증진활동 

- 시민사회 단체들의 책무성 강화 메카니즘 수립 

   - 국내시민사회의 개발협력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정보 공개 

   - 해원협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NGO 사업 현장의 개발효과성 역량강화 지원  

 

  o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역량 강화 

   -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정책 및 체제 개선을 촉구하는 애드보커시 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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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전달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옹호활동 강화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o 국내의 다양한 개발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 지방정부, 기업, 민간재단, 국회 등 다양한 개발행위자들과의 제도적 협력 체계 

구축 

   - 한국정부의 민관협력, 산학협력 사업 및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정책제언 및 

경험 공유  

 

 □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파트너십 강화 

 

  o 국제시민사회의 포스트 부산 논의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참여  

- 동북아지역의 중심점으로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파트너십 구축 

    - 2012 년 9 월 20 일 동북아지역 CPDE 컨설테이션 주최 예정 

 

o 아시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애드보커시 연대활동 (Advocacy Coalition for  

ASIA) 강화 

- 2012 년 12 월 캄보디아에서 아시아지역 개발 시민사회단체 회의 공동주최 및  

참여예정 

 

  o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코피드 주최 연 1 회 정례 서울시민사회포럼 개최를 통해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점검과 시민사회의 전략 수립 

   - 2012 년 9 월 21 일 제 3 회 서울시민사회포럼 개최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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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정책 심의·조정 역할 부실, ODA 분절화 지속     

: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구 설립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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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개발원조위원회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원조 규모와 높은 유상원조 비율   

: 원조 규모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 대폭 줄여야 

3. ODA가 해외시장 창출 등 대외경제정책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오용될 가능성  

: 기재부가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적합한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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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로 인한 ODA 공공성 훼손 우려               

: 기업의 국제규범 준수 강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5. 통합적 접근 기대어려운 기재부 주도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추진     

: KSP사업은 시민사회 참여와 개발협력 전문기관 주도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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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DA 예산으로 군사활동인 아프간 PRT, UN PKO 분담금 지원              

: PRT, PKO에 대한 ODA 예산 지원 즉각 시정하고 PRT 철수해야

8. ODA 자금의 환수 용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내 개발 컨설팅 확대         

: 조건부 원조가 되지 않도록 수원국의 인프라 활용 등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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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DA 관련 정보의 공개수준, 질적 수준 매우 낮아                            

: 적극적, 자발적, 신속한 정보공개 통해 원조 투명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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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 ODA에 대한
ODA Watch의 사전 동료검토(Pre-Peer Review) 요약 보고서

올해 한국이 받게 되는 OECD DAC 동료검토는 개선이 필요한 한국 대외원조의 정책과 시스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선진 공여국 클럽의 일원이 된 한국이 대외원조 
정책과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이자, DAC 사무국을 비롯한 동
료 국가들에게 받는 첫 번째 정식 평가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검토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한국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
사회단체들에게도 동료검토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12년은 한국에게 있어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정치적인 변화의 해이자, 한국 대외원조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한 해이다. 이에 ODA Watch는 올해를 "한국 대외원조 정치의제화의 
해" 로 선포하였으며, 개발협력에 관련된 국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ODA에 대한 인지를 확산하
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단
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원조의 규모 증액 및 질적 제고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했던 수많은 
약속들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동료검토가 한국 ODA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더욱 엄중하고 세
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8년 특별검토 시에 받았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현
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심사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동료검토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대외원조 정책 및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사회
의 목소리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ODA Watch는 한국 ODA의 현황과 실태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정부는 한국 원조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동료검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응집력 있는 목소리
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2012년 6월, OECD DAC 심사단이 동료검토(Peer Review)의 일환으로 현장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동료검토는 DAC이 2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별로 4~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평가로써, 대상 국가의 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

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개발원조의 궁극적인 달성 목표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주요 공여국들이 집행하는 원조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동료검토라는 이름에 걸맞게 회원국들이 서로의 개발원조를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함으

로써 상호 간에 대외원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은 지난 2010년 DAC 가입에 앞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2008년에 특별검토(Special Review)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012년 동료검토는 한국이 DAC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받게 되는 정식 평가이기도 하다. 

이번 동료검토의 일정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08년 특별검토 이후 받았던 권고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행사항을 정리하고 5월 초, DAC에 

메모랜덤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메모랜덤을 바탕으로 DAC은 6월 중순 경 심사단을 구성하여 방한한다. 심사단은 보통 DAC 사무국 2~3명, 회원국 두 곳에서 각 2~3

명, 인도적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는 회원국은 독일과 호주가 될 예정이다.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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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DAC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2012년 동료검토 예상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가이드라인

주제
2008년 DAC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주제 별 세부 평가 항목

본문
구성

Chapter 1 개발협력의 전략적 방향
(Strategic Orientation)

개발협력 전반의 법적 프레임워크 

Ⅰ대외원조 전략과 정책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단일 조직 구성

대중 인지제고
Ⅱ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Chapter 2
원조를 넘어 개발
(Development Beyond Aid)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환경, 이민, 무역 3가지 영역 평가)

Ⅲ

Chapter 3
원조 규모, 채널, 분배
(ODA volume, channels and 
allocations)

원조 규모 증대

Ⅳ
무상 원조 비율 확대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명확화 및 원조 배분 규칙 제시

중점 지원 분야 선정 축소

Chapter 4
조직과 관리
(Organization and Management)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조율 협력 강화
Ⅴ

통합 국별원조전략(CPS) 수립

효과적 원조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Ⅵ

모니터링 및 평가 활성화

Chapter 5
원조효과성과 성과
(Aid Effectiveness and Results)

원조효과성 아젠다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조사 참여,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이행 여부)

Ⅶ

비구속성 원조 확대

Chapter 6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Ⅷ

다자원조 채널 확대 및 활용

[표 2] ODA Watch가 제시하는 한국 ODA 정책 개선 과제

통합원조 시스템 마련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
 대외원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통합원조 지침을 명확히 명시할 것. 
 30여개의 유·무상 원조실시 기관을 통폐합할 것. 

  - 이를 통해 원조분절화로 인한 파트너 국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일원화된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것.
  - 유·무상 원조 통합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유·무상 주관기관 간의 협상 채널을 강화하고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것.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를 통합할 것.

원조의 양과 질, 효과성 제고

◎ 원조 규모 확대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DAC 평균 GNI 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를 확대할 것.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라는 증액 약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

◎ 무상원조 비율 확대
 DAC의 규범 및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춰 무상원조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것.

◎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무상뿐만이 아니라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원조효과성 제고
 한국의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원조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할 것.
 다른 공여국과 공통의 행정 절차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동 현지조사 및 국가분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조조화 노력을 강화할 것.
 최빈국들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ODA의 근본 목표인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ODA 예산을 사용할 것.

DAC에서는 동료검토를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총 6가지 주제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
준으로 회원 국가의 원조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도 DAC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한국 
ODA에 대한 분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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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는 ODA Watch가 제시하는 한국 ODA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선 과제를 주요 주제 별로 재 정렬한 것이다. 
각 챕터(chapter)에 해당하는 제언은 다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원화된 원조철학 마련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한국 원조의 철학과 전략을 수립할 것.
 선진화방안에 따라 무리하게 한국형 원조를 추진함으로써 대외원조가 공여국 중심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핵심가치와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분야별 CPS 만드는 것을 지양할 것. 
 한국의 원조 철학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교훈을 반영할 것.

대국민 인지제고 및 원조 투명성, 책무성 강화

◎ 대국민 인지제고
 국민들에게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인지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원조예산, 국별협력전략(CPS), 중점지원국가 및 선정 이유, 사전, 
  사후평가결과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것.

◎ 원조 투명성, 책무성 강화
 CPS 수립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
 원조사업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증명할 것.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

시민사회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
 민간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할 것.
 소수의 전문가 외에 다양한 층위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넓힐 것.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통합 CPS 수립을 위해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국별 지역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지원전략 전문가회의를 설치, 운영할 것.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내, 외부 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평가의 질을 제고할 것.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것.
 평가의 결과가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것.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현장 체계 강화

◎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확대
 파트너국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CPS에 적극 반영할 것.
  파트너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들의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CPS를 수립하여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
  중기 원조집행계획을 수립,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여 원조 예측성을 높이고 파트너 국가의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
 파트너국가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도를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 

◎ 현장 체계 강화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장 체계를 강화할 것. 
 파트너국가의 해외 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산발적인 원조를 조정할 것.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전략 환경 평가(SEA)를 마련하고 환경 영향 평가(EIA)를 강화할 것.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제를 마련할 것.
 녹색 ODA 집행 시 개도국의 실제 필요와 현지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
 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를 해결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되 외국인 문제를 출입국통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무부 산하에 두지 말 것.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할 것.
 최빈국 특혜관세에 해당하는 공여품목을 확대할 것.
 정책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할 것.
 2005년 도하(Doha) 개발의제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농업 분야의 수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한 약속을 이행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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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발협력의 전략적 방향 

Ⅰ. 한국 대외원조의 법적,
    정책적 체계

 평가 결과

         2008년 DAC 동료검토 당시 국내에는 개발협력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이 없던 상태로, 

통합적인 원조 정책과 전략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를 전담하게 되면서 생겨난 이원화된 원조 체계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같은 

주요 시행기관을 제외한 여러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산발적으로 원조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고, 원조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원조 분절화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한국 원조의 법적인 근간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기본법 7조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했으며,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어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수립하면서 대외원조의 

전략과 추진방향을 설정해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평가에서 주로 지적된 원조의 

분절화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사후 사업 승인 및 보고 

역할에만 그치면서 일원화·통합화된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을 고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무상 전담 기관이 정책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협상 채널은 

존재하나 효과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ODA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별 정부 기관의 깃발 꽂기 식 

원조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이 없어 분절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업의 중복 집행 및 채널의 다원화는 원조의 정책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ODA 예산 집행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선진화방안에서는 한국 원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지식공유사업을 

증대하고, 한국형 원조 모델을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대외원조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여국 중심주의적 원조로 흘러갈 위험성을 내포한다. 

한국 정부는 공여국 중심주의를 벗어나 원조 프로그램에 민주화, 인권, 성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파트너국가의 수요(Needs)와 현지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4

개선 과제
▶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
▶ 유·무상 원조 통합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유·무상 주관기관 간의 협상 채널을 강화하고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것.

▶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한국 원조의 철학과 전략을 수립할 것.
▶ 대외원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통합원조 지침을 명확히 명시할 것. 
▶  선진화방안에 따라 무리하게 한국형 원조를 추진함으로써 대외원조가 공여국 

중심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 한국의 원조 철학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교훈을 반영할 것.
▶ 핵심가치와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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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중 인지제고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평가 결과

         한국은 2008년 동료검토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받았다. 

DAC은 당시 국제 개발협력 분야의 한국 시민사회의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Active 

and highly knowledgable) 

          이에 한국 정부는 ODA Korea라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odakorea.go.kr)를 개설하여 

한국 원조의 지원 현황과 관련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ODA 홍보 T/F를 

구축함으로써 2011년 통합홍보계획을 마련했으며, KOICA에 ODA 교육원을 설립하여 

일반 국민들과 유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외교통상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KOICA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ODA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협력 전략을 

개발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ODA Korea 홈페이지 개설로 인해 국민들이 ODA에 관한 기초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 유·무상 ODA의 세부 예산안이나 특정 

사업의 평가 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 및 비공개 방침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ODA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실제 홍보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에 따라 정부가 원조 금액의 증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하였으나 아직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민간 참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인 

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협력의 형태, 내용 면에서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발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적극적인 협력 대상이자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래 표를 보면 NGO를 통한 정부의 원조 비중이 기타 DAC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기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OECD DAC Statistics

[표 3] 양자원조 중 NGO 지원 비율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DAC 회원국 전체 평균 3.9% 4.0% 3.9% 3.7% 3.5%

한    국 1.4% 1.4% 3.0% 2.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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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민들에게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인지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원조예산, 국별협력전략(CPS), 중점지원국가 
및 선정 이유, 사전, 사후평가결과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것.

▶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

▶ 민간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소수의 전문가 외에 다양한 층위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넓힐 것.

▶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개선 과제

- 80 -



Chapter 2. 원조를 넘어 개발

Ⅲ.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평가 결과

         2008년 동료검토 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파트는 chapter 2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채 chapter 3에 포함되어 간략하게 

다뤄진 바 있다. 이는 당시 정책일관성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전되지 않은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DAC에서 평가 시 일반적으로 정책일관성에 관련된 

부분 중 3가지 영역을 선발하여 평가하는 것에 반해 2008년 당시에는 정책일관성의 

개념에 대한 인지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만이 지적됐다. 올해 정식 검토를 받는 한국은 

무역, 이민, 환경 세가지 영역에 대한 정책일관성 평가를 받는다.

          2012년 현재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종합적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개발협력 정책 

내 일관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이며, 원조와 개발에 관련한 

영역 간의 정책 일관성은 개념에 대한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여러 영역 간의 정책일관성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도 많다.

◎ 무역 분야의 정책일관성

         한국은 WTO 협정의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이행을 위해 2000년부터 

최빈국 수입품에 대해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 특혜 공여 현황은 ‘07년 1.8%에서’11년 90% 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WTO 합의 기준인 97%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최빈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원유, 석유제품, 쌀, 소고기 등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국 한국의 시장개방이 최빈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GDP 대비 높은 한국의 농업보조금도 문제다. 이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통한 최빈 개도국 및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러한 정책적 비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를 

담당하는 KOICA와 EDCF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관련 부처의 외교 및 통상 등의 

제반정책 모두를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5년 도하(Doha) 개발의제에서 결의한 농업분야 수출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 분야의 정책일관성

         한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녹색 ODA를 추진하기 위해 ODA 파트너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비를 ‘07년 11%,‘13년 20%,‘20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사업에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물관리분야 지원사업 등 국내에서도 

환경 파괴 논란을 동반하며 사전 환경 영향 평가(EIA)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불완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파트너국가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지사정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원조가 될 위험이 크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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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분야의 정책일관성
         한국의 이민 정책을 주관하는 곳은 외국인정책위원회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부처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 역시 재원배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계로 중재, 조정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선진적인 난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신청자들에게 소송 기간 동안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 접수 거부가 잦고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는 등 상당히 열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적 이민 정책은‘두 외국인 전략(Two-Foreigners strategy)’으로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단순노무인력과 

불법체류자들은 통제, 관리하거나 추방하며 배제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8

개선 과제
▶ 전략 환경 평가(SEA)를 마련하고 환경 영향 평가(EIA)를 강화할 것.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제를 마련할 것.

▶ 녹색 ODA 집행 시 개도국의 실제 필요와 현지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

▶  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를 해결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되 외국인 문제를 
출입국통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무부 산하에 두지 말 것.

▶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할 것.

▶ 최빈국 특혜관세에 해당하는 공여품목을 확대할 것.

▶  정책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할 것.

▶  2005년 도하(Doha) 개발의제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농업 분야의 수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한 약속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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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2008년 한국의 대외원조는 전체 규모가 작고, 원조 채널이 매우 복잡하며, 배분 구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 결과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중점협력국을 축소하고, 다자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 원조 규모 증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선진 공여국들이 원조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 정부가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을 거듭 재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원조의 규모는 DAC 23개 회원국 중 17위 수준으로 세계 13위 경제 규모, 9위의 무역 

규모에 비하면 공여 초기의 규모가 워낙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2010년, 

2011년 모두 정부가 계획했던 ODA/GNI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15년까지 0.25%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 무상원조 비율 확대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이 무상원조 중심으로 ODA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의 유상원조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오히려 2008년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에는 무상원조(5.6억달러)가 전년대비 2.8% 감소한 반면, 유상원조(4.1억달러)는 

전년대비 26.2% 증가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상원조의 

비율을 2015년까지 순지출을 기준으로 전체 양자 원조의 40% 내외로 유지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중점협력국 축소

         한국 정부는 중점협력국 수를 줄이라는 DAC의 권고에 따라 유·무상 통합된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CPS 수립 대상국가인 26개 중점협력국가의 전체 

명단을 외교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외비로 하고 있다. 또한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한 최근 카메룬 

CNK 다이아몬드 스캔들은 한국 정부가 원조를 국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와 의심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중점 지원 분야 선정 축소

         검토 결과 한국 원조의 중점 지원 분야를 줄일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점 지원 분야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지원분야는 크게 교육(인적 자원), 보건, 행정(ICT, 경제), 농업, 산업에너지(국토개발) 

및 환경(녹색성장)과 여성 등의 범분야 이슈로 나뉜다.1) 또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개발협력의 콘텐츠로 경제(재정부), 보건의료(복지부), 인적자원(교과.고용부), 

행정·ICT(행안.법무.방통.지경부) ,  농어업(농식품.행안부) ,  국토건설(국토부) , 

산업에너지(지경부), 환경(환경부) 등 원조수요가 많은 8대 분야가 주로 거론된다. 

 1) odakorea.go.kr 2012.4.6 기준

Ⅳ. 원조 규모와 채널, 분배

9
- 83 -



Chapter 3. 원조 규모, 채널, 분배

10

그러나 이는 개발협력의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중점 지원 분야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개선 과제

▶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DAC 평균 GNI 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를 확대할 것.

▶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라는 증액 약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

▶ DAC의 규범 및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춰 무상원조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

▶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것.

▶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최빈국들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ODA의 근본 목표인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ODA 예산을 사용할 것.

▶ 한국의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원조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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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조율 협력과 통합 CPS 수립

 평가 결과

◎ 관계 부처, 기관 간 조율 협력

         앞서 chapter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조 정책 간, 집행 간, 그리고 정책과 집행 간의 

분절성 및 총괄 기능의 부재는 유·무상 원조 간의 분절화가 극심해지고, 특히 무상원조 

내의 분절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총리실 전수조사 기준으로 총 

32개 부처·기관과 71개 집행 산하기관이 1,073개 사업을 분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30개 기관이 모두 무상원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협의회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크지 않기에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초청인수와 인력파견 분야의 중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특히 국내 개별 

기관이 파트너국가의 총괄 부처가 아닌 유관 부처에 산발적으로 접촉함으로 인해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의 수만을 늘려나가고 있다.

◎ 통합 CPS 수립

          지난 2008년 협력대상국별 국별원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2012년까지 26개 모든 중점협력국 별로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 가나, 솔로몬 군도 3개국에 해당하는 CPS가 수립이 완료되어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공개된 상태이다.

         그러나 CPS를 수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26개국에 대한 CPS가 각 개별 국가의 발전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일반적으로 타 공여국들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국별지원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1년 정도를 투자하는 데 비해, 한국은 

2년 안에 26개의 CPS를 수립하려다 보니 파트너국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미흡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특히 유·무상으로 분절화된 구조 하에서 작성되는 

CPS는 통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각 부처 및 기관 별로 작성할 국가가 나눠진 채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작성 후 부처 별로 회람후 보완이 이뤄진다고 해도 본래 

통합 CPS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한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작성하는 CPS를 제외하고도 농림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분야별 CPS를 수립하고 있는 것 또한 전략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CPS 수립 시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공적인 의견수렴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11

개선 과제
▶ 30여 개의 무상, 유상원조 실시 기관을 통합할 것.

▶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를 통합할 것.

▶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분야별 CPS 만드는 것을 지양할 것. 

▶  통합 CPS 수립을 위해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국별 지역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지원전략 전문가회의를 설치, 운영할 것.

▶ CPS 수립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

▶ 파트너국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CPS에 적극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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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 효과적 원조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무상원조 시행 기관인 KOICA는 2010년 2월 제시된「KOICA 선진화 계획 2010-

2015: 글로벌 ODA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전략적 사업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100여명의 인력 확충을 위한 목표를 세워 실행 중이며, 2010년 기준 25%인 현장 

인력을 2015년까지 전체 인력의 41%까지 확대 파견할 예정이다. 현재 KOICA는 현장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지 위주의 원조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체계는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 모니터링 및 평가 활성화

         2008년 동료검토 시 한국은 독립적인 평가문화를 구축하고, 공동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시범적으로 ODA 정책, 전략,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준비 중에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래 통합평가소위가 통합평가를 주관하며, 

KOICA와 EDCF는 자체 및 외부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통합평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간 한국의 평가 문화는 발전하고 

실제 평가 사례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실제 차기 사업에 반영되는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또한 정부기관 

외에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도 많지 않고, 평가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역량을 지닌 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며, 평가의 질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Ⅵ.  효과적 원조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와 모니터링 및 
평가

12

개선 과제
▶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장 체계를 강화할 것. 

▶  파트너국가의 해외 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산발적인 
원조를 조정할 것.

▶  내, 외부 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평가의 질을 제고할 것.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것.

▶ 평가의 결과가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

▶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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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원조효과성과 성과

Ⅶ. 원조효과성 아젠다 및 
비구속성 원조 비율

 평가 결과

         2008년 동료검토에서 한국은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한 파리선언 이행현황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할 것과 파리선언의 5대 원칙에 

따라 주인의식 증대와 원조일치, 원조조화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받았다. 그 

중에서도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늘리고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구속화가 확대되어야 

함이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최근 2~3년간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 채택 주도,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해왔다. 권고사항대로 DAC에 가입하기 전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파리선언 이행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2006, 2008)에 참여하였으며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부분적으로 이행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밝힌 것처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선진화 방안 등 

개발협력정책의 법적 근간을 다지면서 협력대상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한 CPS를 

수립하여 주인의식 및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조의 

비구속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파리선언의 비구속화 목표치가 89%이며 DAC 

가입국가의 비구속화 비율이 평균 84%(2011, OECD)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9년 기준 

48.4%에 그쳤다. 2015년까지 원조 비구속성 비율을 7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DAC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원조효과성 의제에 대해 한국원조의 성적이 낮은 것은 국제사회의 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08년에 이어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인의식과 

원조일치에 해당하는 파트너 국가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의 활용 정도는 10%에 불과해 

다른 공여기관의 평균 48%에 크게 미달하였다. 2011년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 13개 목표 중 4번 지표에 해당하는‘조화로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목표 하나만을 

달성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국의 국제경제개발연구소(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와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발간한 ODA 질적평가보고서(2010)에서도 한국원조의 효율성과 파트너 국가의 행정부담 

경감 노력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았다. 한국의 원조분절화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파트너 국가 부담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선 과제

▶  파트너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들의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CPS를 수립하여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

▶  중기 원조집행계획을 수립,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여 원조 예측성을 높이고 파트너 국가의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

▶  무상뿐만이 아니라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파트너국가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도를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 
▶  30여개의 유·무상 원조실시 기관을 통폐합하여 원조분절화로 인한 파트너 국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일원화된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것.
▶  다른 공여국과 공통의 행정 절차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동 현지조사 및 국가분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조조화 노력을 강화할 것.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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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인도적 지원

 평가 결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2008년 검토는 한페이지 내외로 기술되었을 정도로 당시 관련한 

논의 수준 및 정책 마련 수준은 상당히 미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인도적 

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적 지원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다자원조 채널 활용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 및 절대적 금액이 증가됨으로써 상당 부분이 이행됐다.

         또한 동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평가에서 

간략히 언급된 바 있는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s, 이하 GHD)2)에 가입했다. 2009년 7월‘2009년도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 연례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GHD의 36번째 회원국이 되었음은 고무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해외 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이 제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를 포함하는 상위 법률인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과 법률 일체는  

아직 수립된 바가 없다. 여러 현황을 고려해봤을 때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긴급구호 상황에 대한 지원의 주체가 정부, 민간, 지방단체 등 분절화되어 있는 

현황도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규범에서는 일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기 위해 

긴급구호에 관한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단일화된 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재난 혹은 만성재난에 대한 지원보다는 

주로 긴급재난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재난의 다양한 범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자원조 채널을 통한 지원의 경우 인도적 지원 관련 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국제 단체인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 7%에서 2009년도 63%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3) 이를 통해 2008년 

권고 사항 중 하나로 제기되었던 다자 원조 채널 확대는 다소 긍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Ⅷ.  인도적 지원 및 다자원조 
채널 확대

2)  선진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원칙과 행위의 
책무성 있는 실천을 위해 03년도에 출범한 협
의체로서 현재 총 3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OECD/DAC 회원국들은 모두 가입이 되어 있
음. GHD 원칙에 가입되어 있는 공여국가들은 
기본적으로 GHD의 원칙 및 정책과 실행에 관
한 책무성을 약속하고 있는데, GHD 가입국가
는 공정하고, 필요에 근거하며,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

3)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GHA) country
   profile, South Korea

| 펴낸이 이태주 
| 글쓴이 ODA Watch DAC Peer Review T/F 팀
| 주   소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204번지 2층
| 전   화 02-518-0705
| 팩   스 02-6442-0518 
| 홈페이지 www.odawatch.net
| E-mail odawatch.korea@gmail.com 

14

개선 과제
▶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

▶  복합재난 혹은 만성재난 같이 재난의 다양한 범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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