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UN이 1960년대를‘개발의 10년’으로지정한이래로반세기동안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를위한다양한방법과

지원이모색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구촌의양극화는심화되고있으며절대빈곤과질병, 분쟁과재난은해결되지

않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고 최빈국 채무탕감을비롯하여원

조효과를제고하기위한전지구적노력을다시경주하였다. 그러나증상치유적인단기적인접근법으로는일시적

인 배고픔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저개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사실이점차공감대를얻고있다.

개도국의발전을위해서는보다종합적, 지속적, 장기적인노력이필요하며해당국가만의노력이아닌국제사회

의개발환경조성과국제개발협력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이러한인식에바탕을두고등장한개념중하나가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이다. 정책일관성은선진국및국제사회가

개도국의개발을증진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조율하고일관성을유지하도록노력하는것을의미한다.

정책일관성개념은서구에서이미 1990년대부터거론되기시작하였다. EU를비롯한몇몇국가들이정책일관성을

정책적기준으로채택하여정책수립및집행에이개념을원용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정책일관성은범세계적인관행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으며특히우리나라의경우정책일관성실

행은물론그개념에대한인식조차낮은수준이다. 

금년 11월 개최되는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이

하 부산총회)는 2003년 이래 3차에 걸쳐개최된고위급회의에서의원조조화및원조효과에관한논의를넘어서

서“원조를통해어떻게개발을촉진할것인가”, 더 나아가서보편적으로“개발을어떻게촉진할수있는가”에대

한내용을담은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념을논의주제로포함시킬예정이다. 따라서본글

에서는정책일관성이무엇을의미하며국제사회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 그리고이번부산총회이후에는어

떻게적용될수있을지에대해논하고자한다.

1 본원고는윤미경(가톨릭대학교), 황원규(강릉원주대학교)가집필하였음. 국제개발협력독립연구기관인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가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의정책과입장을반영하여최종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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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개발, 인간안보, 기술이전, 환경과 같은 개념이 국가 수준의 정책개혁으로

이어지려면국제사회는어떤노력을기울여야할까?

이번 KoFID 이슈브리프 3호에서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준비과정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국제개발 정책 간 조화(Harmonization)의 실현과

‘개발도상국의발전을촉진하는정책환경조성’을위해고려되어야할중요한개념인‘개발을위한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을 소개하고 부산총회의 논의와 관련된

주요쟁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PCD): 이슈와과제1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Issu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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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는 정책일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음.‘Policy coherence means different policy communities working together in ways

that result in more powerful tools and products for all concerned. It means looking for synergies and complementarities and filling gaps

among different policy areas so as to meet common and shared objectives.’(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1, The DAC Journal,

OECD)

3 저자 작성. 2011.

2.『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CD)』은 무엇인가?

정책일관성(PCD)이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공유

하는 다양한 정책들 간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의미한

다.
2

이를 개발분야에적용한것이 PCD이며, 그 의미

는 선진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범

정부차원에서공유하고원조또는개도국개발과관련

이있는타분야정책(예컨대무역, 투자, 환경, 거시경제

정책등)을개발의관점에서조율해야한다는것이다.

이는선진국정부가개도국의개발목표와상충되는정

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PCD의실현은여러범주의정책들이개도국의

개발 목표와 일관되게 집행되는 결과(consistent

policy outcome)인 동시에이를가능케하는정책간

조율의과정(policy process)이기도하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선진국 정부의 개도국을 위한

개발정책이자국정부내다른정책에의해저하되지

않고 그를 촉진하게 하는 것, 즉“개발 친화적 정책형

성”혹은“개도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환경 조성”

이 PCD라고할수있다. 그런데 PCD 는개도국을위

한바람직한정책환경을조성하는것이기에국내정책

과충돌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면, 선진국이개도국

농산품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국 농민을 위한 농

업보조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비슷한 예로 선진국 외

교부의 개도국 정책이 경제부처 등 다른 부서의 이해

관계와충돌을일으켜합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당초

의도된정책방향이왜곡되는현상도종종목도된다.

따라서정책일관성은종종공여국거버넌스체계의일

환이자‘범 정부적 접근법(Whole of government

approach)’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수원국의 개발협력 관련 정책 공간을‘거버넌스 체계’

로지칭하는반면공여국에서의개발협력관련정책공

간을 일컬을 때‘PCD’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를 도

식화한것이 <그림 1>이다.

3.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PCD)』은왜중요한가?

정책일관성은 단시일 내에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하거

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바람직한정책환경을조성하여개발도상국

의정책공간(Policy space)을 확장하고개발을촉진할

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즉, 정책일관성은 대증적‘치료제’라기 보다는 체질을

건강하게해주는‘보양제’라고할수있다. 정책일관성

은개발도상국경제가국제시장에통합되고이를통해

국내에서의 발전과정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국제개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주창되었다. 선진국들이 개발을

위한일관된정책환경을조성할경우수출증대, 해외송

금 확대, 평화유지 비용 감소, 환경부담 감소, 저렴한

의약품 이용 등 빈곤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기대할수있는반면, 일관성없는정책은개발

에심각한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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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DA 관련정책공간 : Governance vs. P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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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ster, J. and O. Stokke ed. 1999. “Policy Coherence in Development Co-operation”EADI Book Series 22. Frank Cass. London. pp.139-142.

5 OECD. 2005.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pp.105-114.

6 Mendoza, R. 2007. "What One Hand Gives, the Other Takes: Industrial Countries'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Challenge. 50(5): 28-56.

7 Weynzig, F. and M. van Dijk. 2009. "Incoherence between Tax and Development Policies: the case of the Netherlands" Third World Quarterly. 30(7):

1259-1277.

8 Article III.5 of the WTO Agreement

9 1970-80년대에는‘통합된 개발접근(integrated development approaches)’의 측면에서,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 까지는 원조효과성의 틀

내에서개발정책내의일관성문제가다루어졌으며, 원조구속성, 개발파트너십, 민간부문개발, 부채문제, 거버넌스등이주요한이슈로제기되었다(권율외 2006).

10 http://www.oecd.org/about/0,3347en_2649_18532957_1_1_1_1_3741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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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D 도입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

(1) 국제기구의사례

정책일관성은 1994년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5개 핵심기능

중하나로제시된이래로8 다른 국제기구에서도강조되

고있다. 예를들어국제노동기구(ILO)는“성장, 고용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일관성 이니셔티브(Policy

Coherence Initiative: PCI)”를 추진하고있다. 또한 선

진국간(예: OECD) 혹은 개발도상국내에서도정책공

조를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중아프리카연합(AU)에서운영하고있는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아프

리카의 정책공조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제로

서 농업과 식량안보, 기후변화와자원관리, 지역통합과

인프라 구축, 인간개발, 경제 및 기업관리 그리고 교차

분야인양성평등, 역량개발, ICT 등 6개분과를운영중

에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정책일관성 개념이 1990년대 후반

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해 PCD 란 이름

으로제시되기시작하였다.9 2011년 OECD 의창립 50주

년기념장관급회의에서는 PCD 를 중심개념중하나로

제시하는 OECD의 개발전략을 승인한 바 있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정책일관성에 관련된 사례연구, OECD 자체

의 정책조언과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분석, 개발도상국들

이스스로개발을위해보다총체적인정책수단을규명하

는것등세가지과제를요청하였다.10

•EU의 쇠고기 수출 보조금: 1990년대 초 코트디부

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는 EU가 서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쇠고기의 50% 정도를 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EU 에서수출하는쇠고기에는상당한수준

의보조금이지원되고있었다. 높은 수준의보조금

혜택을받은 EU 쇠고기의수입으로인해코트디부

아르의국내시장가격은쇠고기수입이없었던시점

에비해약 20~30% 하락하였으며이는코트디부

아르 축산업 시장의 경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

다. 이러한여파는인접국유목민에게도부정적영

향을미쳤다. 이에대해여러NGO 단체가규탄운

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EU는 1993년부터 2년 동

안 총 4단계에 걸쳐 쇠고기 보조금을 30% 정도

낮추게되었다.4

•미국의 면화 보조금: 1990년대 중반 국제 면화가

격 급락의 주원인으로 미국의 면화 보조금이 지목

되고 있다. 전 세계적 면화가격의 하락은 천만 가

구 이상이 면화 생산에 생계를 의존하는 서아프리

카 국가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면화를생산하는데드는비용은부르키나파소와같

은나라에비해 3배가넘지만미국정부의면화보

조금에 힘입어 미국의 면화는 시장 경쟁력을 유지

하였다. 미국의 면화보조금이서아프리카면화생

산국에끼친손실은3억달러이상으로추산된다.5

•노르웨이의 선박 수출 금융: 1976~1980년 사이

노르웨이는수출금융지원을통해대대적인선박

수출캠페인을진행하였다. 그러나이렇게수출된

선박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따라동사업을통해선박을수입한상당수

의 개도국 국가에서 노르웨이에 대한 채무가 발

생하게 되었다. 그 이후 노르웨이 정부가 조사한

바에따르면수출금융이이루어졌던당시위험분

석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개도국개발정책에합

치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려 또한 전혀 없었던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노르웨이는

위의 채무 중 약 8천만 달러가 불법적이라는 판

단을내리고채무를면제하였으며이를원조금액

에포함시키지않기로결정했다.6

•조세 피난처가 된 네덜란드: 많은 다국적 기업들

이다양한금융기법을이용하여개도국에서의이

윤을 네덜란드로 빼돌려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

은잘알려진사실이다. 옥스팜(Oxfam)의 추정에

의하면 이러한 탈세의 규모는 연 5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아프리카연합의추정에의하면이러한

탈세로 인해 아프리카가‘약탈’당한 금액은 약

1,500억달러에달한다.7

참고>정책비일관성의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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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국제기구 간 정책 공조노력의 사례로는

NEPAD-OECD Africa Investment Initiative 가있다. 

(2) PCD 측정을위한지표개발

현재 공여국의 PCD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OECD/DAC 의 동료평가(Peer

Review)와 미국의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에서 발표하고 있는 개발공헌지

수(Contribution to Development Index: CDI)이다.

OECD/DAC 는 매 4년마다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

는데 2000년부터는 별도의 장을 통해 회원국들의

PCD 이행 정도를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

개발공헌지수(CDI)는대외원조, 무역, 투자, 이민, 환경,

안보 및 기술 등의 정책분야에서 선진국의 국내외 정

책이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그 공헌도

를각분야별로수치화한것이다. 현재로서는분야별로

PCD 이행을 평가하는데 가장 근접한 유일한 평가 지

표이다.8

(3) EU 의사례

EU 가최초로정책일관성이행에관한분명한법적근

거를 확립하였다. EU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법적 근거

는 개정 EC조약(유럽연합 기능에 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208(1)조, EU조약제 3조및 21조등에서찾아

볼 수 있다. 일명 정책일관성 조항이라 불리는 TFEU

조약 208(1)조는 EU의 개발협력 정책의 주 목표가 빈

곤감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근절이며 EU는

개도국에영향을미칠만한정책을집행할때에

이러한개발협력목표를고려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EU가 시행하고 있는 PCD 관련 정책을 몇 가지 소개

하면아래와같다. 

첫째, EU는 수원국과의소통을통하여 PCD의 성과를

진단할수있는다양한수단을마련하였다. 예를들면,

EU가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들(ACP)과

맺은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은 국제 협정

중 유일하게 PCD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 협정 제

12 조는 PCD 관철을 위하여 ACP 국가들(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에 영향을

미칠수있는결정사안에대해사전에통보하도록규

정하고있다.

<그림 2> 2010년개발공헌지수(CDI)11

11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www.cgdev.org/section/initiatives/_active/cdi/



둘째, EU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결과에따라최빈개도국의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DFQF)를시행하고있다.

셋째, EU는 개도국에 대해 세 종류의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통해 176 개개도국

의 6200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권, 노동규범, 지속가능개발및굿거버넌스등과관

련된 27 개 국제 협정에 가입하여 이행하는 취약국에

대해 6331 개 품목에 해당하는 GSP 이상의 특별한

시장개방을허용하는제도로GSP+를적용하고있다.

현재수혜대상은 16개국가이다. 

마지막으로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Everything But

Arms (EBA)”에의한특혜관세가적용된다.

넷째, EU는 개도국들이 선진 환경규범 도입으로 비용

이증가하는문제에대처하기위해무역협정에환경을

핵심 사안으로 도입하여 개도국을 국제규범에 편입시

키는 한편, EU의 환경표준을 잘 준수토록 하기 위한

다양한기술및재정지원을제공하고있다.

5.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와 PCD

(1) 국제사회의PCD 도입촉구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1960년대를 풍미했던 신고전학파적 경제성장에서 벗

어나 1970년대에는 인간개발에 기반한 종합적 접근으

로의변화가이루어졌다.

그 동안제시된개념중일부를소개하면기본적인간

욕구(Basic Human Needs: BHNs), 역량개발

(Capacity Building), 무역 중시(Trade not aid 에서

Trade for aid 까지)12, 인간안보(Human security), 지

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공

공재(Global Public Goods) 등이다.

이러한통합적접근법은세계화가촉진되면서그필요

성이더욱증대되고있다. 이제는단순히재원이전극

대화혹은원조체제개혁등원조중심적인대안을넘

어서서개발을위한지구적차원의통합적정책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개발을

위한정책일관성(PCD)이자리잡고있다. 2000년대들

어 국제사회는 여러 중요한 선언문에서 PCD 도입을

촉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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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발도상국으로의자금흐름



첫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여덟번째목표인‘개발을위한전지

구적 협력(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의 세부 목표 중 무역, 금융, 시장접근,

외채탕감, 신기술활용등의항목에서국제사회의공조

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둘째,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서울

개발 컨센서스’도 이러한 국제논의의 큰 흐름에 속한

다고할수있다. 서울정상회담에서채택된서울선언

문은 G20 국가가“개도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포용적

이고 지속가능하며 견고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주요

요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약속

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과 크게 다

르지않은목표를지니고있다.

셋째, 금년 11월에 개최될부산총회(HLF-4) 준비와 관

련하여 OECD 원조효과 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에서는 2011년 6월 11일에 채택된

Vision and Priority Issues for HLF-4 (2011. 6. 12)

의 맨 마지막 조항(31 항)에서 참여국들이 정책일관성

을적용할것을촉구하고있다. 따라서부산총회에서도

PCD 문제가새로운규범으로중요하게다루어질가능

성이있다.13

(2) 국제사회를향한권고

이러한맥락에서부산총회에서다루어야할PCD 관련

과제는다음과같다.

•MDGs 달성을 위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

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원조

보다훨씬더큰맥락에서국제협력과개발의문제

를 다루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원조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흐름의 일부분

에지나지않음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 PCD가 원조를 넘어서는 개발을 향한 총체적인

(holistic) 접근방법으로서 개발효과 달성을 위한 중

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부산총회 이후

의국제개발협력의규범으로발전시켜야한다.

• PCD 를 정립하기 위한 각국의 모범사례들을 수집

하고선진국과개도국전문가들이참석하는위원회

를통해이를이론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 UNDCF(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와 OECD/DAC등은 PCD를 국제규범으로 정착시

키기위해 NEPAD 등 개발도상국의정책공조기구

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협

력시민사회의참여또한확대해야한다.

• PCD 추진은OECD/DAC 회원국뿐만아니라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터키 등 신흥공여국도 함께

참여하여전지구적개발정책의일관성을확립할것

을권고한다.

•무엇보다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접근 향상을 위해

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해야한다. 

아울러 미국의 AGOA(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U의 EBA(Everything But

Arms)제도와같은최빈국을위한일반특혜관세제

도(GSP) 도입을확대해야한다.

(3) 한국정부를위한제언

KoFID는‘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대한 국제

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입장과 정책 제언’에서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와 행위자들은 개발효과

성을달성할수있도록정책일관성을견지하여야한다고

밝히고있다. 이에 더하여본이슈브리프를통해아래와

같이구체적인정책제안을제시하고자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진 원조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원조의 질 향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

히 분절화 심화, 높은 유상원조 비율, 구속성 원조

등 부처 이기주의적이고 공여국 중심적인 원조 관

행을하루빨리개선해야한다.

•한국은WTO 협정의무관세-무쿼터(DFQF) 이행을

위하여‘최빈개도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라 2000 년부터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무관세혜택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 최빈국이

주로수출하는섬유, 의류, 가죽제품과같은품목으로

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원산지 규

정등의부분도추가로완화될필요가있다.

• PCD 도입을 위해서 한국 ODA 체계의 개편이 필

요하다. PCD를 개발협력분야전반에주류화할수

있도록 정책적 선언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

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정책일관성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범 정부적 정책일관성 과제 발굴과 실천

및평가, 그리고그러한평가의결과를반영한정책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 정부적

변화가당장은어렵다면우선외교통상부내에서만

12 Trade not Aid와 Trade for Aid는개발경제학에서널리사용되는용어이지만명확하게합의된정의가존재하는것은아님. Trade not Aid 개념의핵심은원조는

개발과직접적으로연관되지않은목적을위해비효과적으로쓰일수있지만, 개도국의상품(원자재, 섬유등)이선진국시장에진입하도록돕는것은해당국가의비교

우위에기반한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여개도국발전에기여할수있다는것임. 선진국들이개도국수출품에대한특혜를제공하는것이그대표적사례임. 최근등

장한 Trade for Aid 혹은 Trade for Development 개념은개도국이무역을활용하여자국의개발을달성할수있도록역량을배양하기위한정책이나실행계획에관

한것임. 이와는달리Aid for Trade 개념은민간기업들이원조나개발에개입하는활동에대해언급할때사용되는용어로서구속성원조(Tied aid), 조건부원조

(Conditionality) 등과연계되어사용되는개념임.

13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Partner_Country_Position_Paper_-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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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개발원조와 통상정책과의 정책일관성을 견

지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PCD 관

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

항이포함되어야한다.

6. 맺으며

국제사회는 이번 부산총회를 조화롭고 일관성이 있는

국제개발정책을논의하는장으로활용하여야할것이

다. 특히국내및국제적으로양극화와고용없는성장

및구조적실업을고착화시키는기존의일방적인신자

유주의경제정책을지양함과동시에, UN이 1986년채

택한 발전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적극반영해야한다. 그를통해국가

별 역사적 맥락과 발전단계 및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개발정책이적극강구되고지지되어야한다14.

한국은서구선진국들과는다른특수한개발경험과컨

텐츠를보유하고있는나라이다. 식민지배의경험이없

고, 최빈국에서 일류 산업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개발과

정은전세계후발개도국들의 선망의대상이기도하다.

그러나우리스스로국제적인개발협력의규범을준수

하지못하거나제도적장치를구비하지못한상태에서

는 이러한 친근감이 배신감으로 변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G20 개발의제 및 부산총

회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

고글로벌협력체제를구축하려면정책일관성의관점

에서원조정책및집행체계를구축하는것이매우중

요한과제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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