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ue Brief 2
포괄적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시대는오는가? 

:CSO 입장에서바라보는최근국제개발원조체제의변화1

호; 

1. 들어가며

지난 10여 년간세계는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파리선언(PD)과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등 국제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수많은 공여국, 개도국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조효과성증진을위한파리선언의이행결과는기대이하였으며금융과재정위기, 빈부격차심화와절

대빈곤, 기아, 질병, 실업, 지역분쟁으로인한인간안보의위기등전지구적인위기상황은지속되고있다2. 

글로벌위기를극복하고원조효과성을증진시키기위해국제사회가합의한파리선언모니터링서베이결과3를살

펴보면, 전반적으로이행성과는목표치에도달하지못했고특히파트너국가에비해공여국의이행의지부족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이슈브리프 1호에서는 파리선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좁은

의미의‘원조’에서더욱포괄적개념인‘개발’로논의의초점을옮겨가야한다”고했다. 이제 '원조(aid)'보다 확대

된 개념으로서의‘개발(development)’을 다루는 개발효과성개념의등장이기존의기술적이고제한적인원조체

제(Aid architecture)에서 더욱 포괄적인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New development cooperation

architecture)으로의전환을이끌어낼수있을지에국제사회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이번 이슈브리프 2호에서는 국제개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기존 원조체제 변화의 흐름과 그 주요

쟁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Inclusive 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 구축의의미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2.  ‘원조체제’의용어문제

원조체제(Aid Architecture)란 무엇인가에대해용어자체의부적절성을지적하는비판이 2000년대중반부터꾸

준히제기되었다. 전통적인공여국들의원조행위가공여국및공여기관의환경과정치적인목적에의해수행되고

만들어진 산물로서 원조 행위 및 활동과 예산 배정 모두 일관성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조체제’라는 단어 자체가‘부적절한 용어(misnomer)’라고 비판하였다.  영국 ODI(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이하 ODI)의‘현 원조체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Is the current aid

architecture fit for purpose?)’라는보고서가대표적인사례인데, 동보고서는‘원조체제’라는용어의사용을지

양할것을주장하면서, 현존하는‘원조체제’는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과같은국제개발협력의궁극적인목

표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원조’로 그 범위를 한정하면서 포괄적인 개발협력의 이슈와 주체를 아우

르지못한다고지적하였다. 

3. 현원조체제(Aid Architecture): 지속가능한개발달성실패

‘공여국이제공하고수원국이받는’형태의전통적인국제원조체제는 1990년대를지배한‘워싱턴컨센서스’의경

제성장, 자유시장, 기업의 역할 강화, 사회복지·교육·공중보건 등의 공공정책 지출 축소가 강조되었던 경제중

1. 본원고는국제개발전문연구기관인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가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에관한문헌조사·분석을실시하고, <2011년 KoFID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HLF-4)에대한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의입장과정책제언> 및 < 2011년 10월 5일자ODA Watch News Letter 58호 [OWL’s View]. 글로벌위기속에

서개발원조의진로를다시생각한다! http://www.odawatch.net/11932>의입장을반영하여작성한것임. 

2. KoFID.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대한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입장과정책제언.

3. OECD. Paris Declaration Monitoring Survey 2006, 2008,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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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tterAid. 2011.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Architecture Just :Governance Principles and Pillars.

5. KoFID.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대한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의 입장과 정책 제언.

6. Homi Kharas. 2010.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21st Century. The Brookings Institute. 

7. Simon Burall ,Simon Maxwell,Alina Rocha Menocal, 2006. ODI. Working Paper 278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 Options

and Ways Forward. 

심·국제금융정책에근거하고있다(그림 1 참고 : 전통

적인원조관계). 1990년대 후반을지나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국제사회는‘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글

로벌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파트너 국가의 발전, 지속

가능한개발, 빈곤완화와불평등의간극을줄이는데한

계4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간극을 줄이

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 이행

으로 작동되어야 할 국제원조체제가 오히려 국제적인

불균형을가속화시키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현존하는원조체제안에서공여국들은원조양의확대

와 원조 재원의 공정한 배분에 실패하였으며5 무엇보

다도파트너국가의주인의식강화, 원조조화실현, 상

호책무성강화등의파리선언원칙에근거하여파트너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전통적인 원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림1 > 전통적인원조(수원국-공여국) 관계6

Issue Brief vol.20022++

Rich Governments

Source Kharas(2007)

Multilateral
Institutioris

Rich Individuals
Poor Individuals

Figure 1

Poor Governments

<그림 2> 현원조체제분석도7

Figure 4 : Possible futures for the aid syste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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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imon Burall, Simon Maxwell, Alina Rocha Menocal. 2006. ODI. Working Paper 278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 Options and Ways

Forward.

9. 참고: BRICs 국제개발무대에서전혀새로운주체가아님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의원조효과성논의에서다양한공여자들을인식하고공통의논의의장으로끌어들

이려는노력이매우제한적이였기때문에종종‘신흥공여국’(emerging donors)이라는이름으로불리고있으나중국등은이용어에반대하고있음.

10. ODA Watch DAC팀. 2011. 사공이많아지는개발협력선(船), 산으로가지않기위해서는?. ODA Watch News Letter 55호(OWL, www.odawatch.net)

11. Homi Kharas. 2010. A New Aid Model for the 21st Century. The Brooking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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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협력파트너의다원화

(1) 빠르게변화하고있는국제환경의변화

국제 개발원조 환경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개발협력의

주체자들이 다양하게 확대되기 시작한 2008년 아크라

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

3)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존하는 원조체제가

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대표

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으며 이는 기존 원

조체제에 근간을 둔 원조효과성에 관한 논쟁을 무색하

게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일어난 국제 원조환경변

화 - 특히 원조 방식, 개발재원의 다양화 및 개발협력

파트너의양적다원화- 로 인한 국제환경변화에따른

포괄적인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 (Inclusiv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Architecture)의 등장에

주목하여야한다. 

Simon Burall, Simon Maxwell, Alina Rocha Menoc

의연구보고서8에서도 개발원조체제를포괄적으로아

우를수없는최근의원조환경변화를주목하면서국제

개발원조환경은개발주체사이의원조조화의수준과

개발목표의 유형에 따라서 원조체제를 <그림 2> 와 같

이 4가지의 형태로분류하여기존의원조체제의큰틀

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향후 변화의 트렌드를 분석하였

다. 이 보고서는 향후의 원조체제에 대한 전망과 방향

성을다음과같이가시화하여제시하고있다. 

•보다다원적인형태(More Pluralist)

•보다분절화된형태(More Fragmented)

•보다중앙집권적인형태(More Centralised) 

•보다현실정치적인형태(More Real Politik)

그러나 2006년에 마련된 위의 기준은 파리선언 이행

약속이 2010년을 기준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Non-DAC 국가의 참여, 국제시민사회 중요성

부각, 기업과 거대 민간재단의 참여와 혁신적인 재원

도입 등이 작용할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2) Non-DAC 국가의부상

원조환경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이런 다양

한 개발 주체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개발협력을 논의할

수있는글로벌파트너십의필요성이부각되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 등 신흥공여국들9(종종

‘emerging donors’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움)의 원조

금액이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전통적인 공여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국가

들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크게증가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oFID)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

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주

요 Non-DAC 공여국들과 전통적인 남남협력(South-

South Cooperation, SSC) 국가들이 DAC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와 자격으로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

으로참여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이필요하다며정부

를압박해왔다. 

OECD, 한국정부, 기존의 공여국들 또한 현재의 새로

운 글로벌 개발협력체계를 논할 때 이들의 역할을 더

이상 과소 평가할 수 없음에 동의하고 있으며 Non-

DAC 공여국들의참여없이는글로벌차원의개발효과

성 논의와 규범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

을인식하고있다. 이들과협의하지않고서는원조효과

성과 개발협력 개선의 노력이 무의미한 상황에 직면하

게된것이다. 

포괄적인 글로벌 개발협력체계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상당부분 이들 국가와의 관계 재정립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과 함

께협력할수있는포괄적인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

을 구축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다른 공여국들과 동등

하게 참여하고 자신들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합의된PD 와 AAA, MDGs등의국제적규

범을 준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3) 시민사회의중요성증대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국제시민사회의 개발협력 규모는 수십

년간에 걸쳐 꾸준히 증대하여 World Vision, Oxfam



12. ODA Watch DAC팀. 2011. 사공이 많아지는 개발협력선(船),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ODA Watch News Letter 55호 (OWL, www.odawatch.net).

13. ODA Watch DAC팀. 2011. 사공이 많아지는 개발협력선(船),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ODA Watch News Letter 55호 (OWL, www.odawatch.net).

14. Lele, Sadik,Simmons. 2011.The Changing Aid Architecture: Can Global Intiatives Eradicate Poverty? Claessens, Cassimon.2007.IMF

Workign Paper. Van Campenhout. Empirical Evidence on the New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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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에도 각 기관당 연간

개발지원 예산이 7-8억불에 이를 정도이다10. 신흥공

여국이자 DAC가입 신규 멤버인 한국의 경우에도 지

난 2009년 개발 NGO 총 수입이 6,643억원으로

2009년 한국무상원조 ODA예산 4,418억원보다많은

금액으로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활동은

앞으로 개발원조의 저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연간개발도상국가로전달되는국제민간재원의총

규모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연간600억 달러

에 이른다11. 이미 시민사회는 개발원조의 실행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도 중요한 주체로 참여

하고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국제 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주체이면서 행위자로서‘공식적으로’인정받은 것은

지난 3차 아크라 회의부터이다. 지난 아크라 회의 이

후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개발협력의 행위자이자 정부

와국제기구의대등한파트너로서이번부산총회의의

미 있는 성과 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조효과작업반회

의에서도국제시민사회는 BetterAid 라는국제플랫폼

을 통해 논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

국에서도 KoFID가 국내외적으로 개발협력 정책의 형

성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정책채널에서의시민

사회의역할이증대되고있다.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원조패러다임의 전

환을가져올부산총회에서는개발협력의대상이자개

발의주체인최빈국과가난한사람들의인권과이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독려해야한다.

(4) 기업의참여와민간재원의확대

최근 국제개발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OECD 등 국제기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은 민간재원, 특히 기업과 민간재단들의 등장이다. 

지난 10월 6일과 7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

조위원회원조효과작업반회의에서는기업을비롯한민

간부문의개발원조참여에관한전통적공여국들의지

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 회의에는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이라는기업협회의대표가참여하여“기업의사

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모토아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개도국에서의

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을위해다양한원조사업에

참여하고있는기업의입장을대표하기도하였다.  

민간재단과 민간기금 또한 개발협력의 주체적인 행위

자로서부각되고있다. 빌게이츠, 보노, 워런버펫, 빌클

린턴같이지난 10여년간등장한새로운개발주체의

영향력은 이들의 재원조달 능력이나 애드보커시 활동

의 파급력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정보통신 및 신기

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 같은 혁신적 원조 방식

(modality)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12. 빌게이츠

재단(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민간재단의 개도국 지원 예산이 세계 최대 ODA 공여

국인 미국의 ODA 총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최근 급격

히 성장하고 있는 민간 재원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

다. 가업들의 개발원조 참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선활동에

참여하던 수준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개도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다양한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Vertical Funds등을 통한 범 지구적 캠페인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개발협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최근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강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업

이나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개발’을 명분으로 ODA

와 원조예산을 사유화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책무성을다할수있도록하는민관공동의노력이필

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는 국제적

인권규범 및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불이행, 탈세 및

독과점문제, 그리고다국적기업이지역내중소상공

인들의비즈니스를약화시킬가능성등많은문제점도

충분히존재하고있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13

(5) 개발주체의다원화와역할분담

Non-DAC 국가의 부상, 시민사회의 중요성 증대, 기

업과민간재단의참여등새로운개발협력파트너십의

강화는기존원조체제를이끌어가고있던OECD/DAC

와국제금융기구, G20, UN등의역할의재정립을요구

하고있다. 

실제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의제 형성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World Bank, IMF, ADB등의 국제금

융기구들은원조체제개혁의필요성에는동의하면서도

그개혁의시기와수준에관하여는조심스럽게접근하

고있다.  국제금융기구들은포괄적인개발협력논의로



확대되는 것을 반기면서도14 기존의 원조 정책과 경제

및성장과의연결고리를찾으며G20등과긴밀하게협

조하여새로운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의그림을그

리려시도하고있다.  

OECD/DAC의경우는올초G20 개발워킹그룹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국제금융기구와의 관

계를 강조하면서‘새로운 DAC(new DAC)’가 조정역

할을담당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DAC의구조적한

계와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OECD가

원조 의제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새로운원조체제를통한탈-DAC에 대한요구

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총회 결과문서 조

율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DAC가 가지고 있

는모니터링과평가의전문성을활용하고기관의특성

을살려새로운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에공헌하는

방향으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한편현재급속하게늘어나고있는개발협력제공자들

과행위자들이OECD를주축으로하는다소폐쇄적인

기존의글로벌거버넌스체계내에서는다양한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확장된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UN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UN은

MDGs 및 여타이니셔티브들에서파리선언의기본원

칙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인권, 성평등, 에이즈, 기후변화, 민간기업의참

여등, 포괄적이슈들을관장하고있다. 또한 UN은가

장 많은 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할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러나UN 시스템이가지고있는관료적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등 그 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이이루어지고있는점도간과할수없다.  UN은개발

공여자, 공여기관과 소수의 수원국의 주도로 이루어졌

던 제한적인 원조체제에서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Inclusive 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

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개발 정책 및 개발효과성

담론과그에따른이행체제마련을위한 UN의새로운

역할이요구된다. 

5. 개발협력파트너십확대에대한기대와우려

위에서언급된바와같이, 개발협력의다양한주체들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는 원조방식, 개발재원 및 개발

주체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다.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시민사회뿐아니라, 전통적인주요공여국, 국제금융기

구, G20 및 OECD 또한최근들어개발협력파트너십

의 확대를 환영하고 있는 듯하다. 파트너 국가들은 새

로운개발협력파트너의등장, 공여국과공여기관의다

양화로 인한상호 경쟁이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어내고 보다 다양한 공여기관과 일할 수 있는 가능

성모색등긍정적인기대를할수도있다. 

그러나 진정한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실현을

위해서는국제사회가협의하고조율해나가야할향후

과제가산재되어있다. BetterAid, Open Forum 같은

국제개발시민사회 플랫폼과 함께 KoFID로 대표되는

한국의 국제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부산총

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주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지적하고있다. 

첫째,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근거가 되어야 할 원칙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원조를 비롯한 개발재

원이최빈국과취약국및저소득국가의MDGs 달성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협력국과 지원분야

등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야 하고15 부산총회를 통하

여다양한주체들이포괄적인글로벌개발협력을위한

정치적의지를모으는계기가되어야한다. 

둘째,신흥공업국, 기업, 거대민간재단등의등장이국

제적으로합의된새천년개발목표 (MDGs) 및파리선언

(PD)과 아크라행동강령 (AAA)에 명시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

의된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정치적인의지를천명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국

제사회는 특히 MDGs 달성과 인권신장, 성평등, 지속

가능한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의를 금번 부산

총회의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는한국정부에기대하

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특

히, 개발협력의 투명성 제고와 성과관리, 분절화 방지

와책무성증대를위한원조개혁노력을가속화하여야

한다.16 또한 Non-DAC 국가의포괄적파트너십참여

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한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원조 관련 규범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

화시키는방향으로변화가일어나야한다. 

셋째, 다원화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환경

(development landscape) 속에서 오히려 분절화가

15. ODA Watch. 2011. 글로벌 위기 속에서 개발원조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ODA Watch News Letter 55호(OWL, www.odawatch.net)

16. KoFID.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대한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의 입장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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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될가능성도크다. 새로운개발협력파트너십의포

괄성이가진맹점은파트너국가의입장에서볼때, 국

가, 기업, 시민사회단체, 재단등각행위자들간의역할

분담과유기적인의사소통, 공정한참여가전제되지않

고서는 또 다시 개발행위자들의 경쟁식 사업 확장과

파트너국 내 혼란만 가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는 점이다. 특히 공여자들의 분절화된 요구(특히 국

제금융기구나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재단)

사항들이 파트너 국가들이 개발정책의 우선순위와 이

에따른국가개발전략을스스로세우고이행하는데장

애가될것으로예측된다. 나아가개발주체의다원화와

분절화는국제개발정책의조화와일관성문제를야기

할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Homi Kharas는위의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 행위자의 다양화와

그에따른개발협력주체들간의복잡한개발이슈, 재원

의 문제로 인하여 국제수준의 정책조정 및 일관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Kharas는 이 과

정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극빈층의 빈곤퇴치라는

국제개발목표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새로운포괄적개발협력파트너십을통해공여

국과 공여기관들은 지구촌 극빈층의 빈곤탈출과 역량

구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무역, 직접투자, 인프라

건설과 농업, 환경, 이민과 노동정책 등에서 개발효과

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17

해야한다. 

넷째,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안에서 파트너 국가

의 지속적인 참여와 오너십의 보장,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국제개발정책논의과정에파트너

국가의참여기회가제한적이었음은이미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BetterAid

의현원조체제한계점분석18에서는현재원조체제내

에서 파트너 국가의 오너십 문제를 핵심적인 이슈로

거듭 지적하고 있다.  2008년 발간된 ODI의‘원조체

제 내의 남반구의 목소리(Southern Voices in Aid

Architecture)’19 라는 보고서에서도 국제원조의 의제

형성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 및 CSO의 제한된 참여의

문제에대해조사결과를제시한바있다. 

파트너 국가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파트너국가의참여가제한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

고개입하는것이큰부담일수도있다. 빈곤, 분쟁 등

긴급한 국내 이슈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며 이러한 과제는 파트너 정부의 재원 문제만이 아니

라종종파트너국정부의역량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새로운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은파트너국

가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우선순위로

지원하는체제로거듭나야한다. 이는결과적으로파트

17. ODA Watch. 2011. 글로벌위기속에서개발원조의진로를다시생각한다! ODA Watch News Letter 55호(OWL, www.odawatch.net)

18. BetterAid. 2011.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Architecture Just:Governance Principles and Pillars.

19. Simon Burall, Simon Maxwell, Alina Rocha Menocal. 2006. ODI. Working Paper 278: Reforming the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Options and Ways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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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발행위자의다양화와빈곤층



너국가의오너십을증진시키고지속가능한발전이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국

가수준의 지속적인 원조개혁과 더불어 개발효과성을

증진시키는밑거름이될것이다. 

6. 맺으며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40여일앞으로다가

왔다. 부산총회는준비초기부터글로벌개발협력파트

너십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우리는 OECD 개발관련회의를통해부산회의의제가

형성되는과정을지속적으로지켜보면서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수준의 참여로 보다 더 포괄적인 파트

너십이형성되는데한발짝나아갔다는데동의한다. 따

라서 이제 우리는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기존의 원

조효과성 논의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개발효과성

으로개발협력에대한접근법과이를관장하는개발체

제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계기를만들

어내야 한다. 한국 개발협력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도적극적으로의제형성과논의과정에적극적으로참

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산

총회가 사회정의와 인권에 기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파트너국가와시

민사회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진정

한개발혁력제공자로거듭나야할것이다.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에게 더 큰 책무성을 요구하게

될것임을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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