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 u s a n  G l o b a l  C i v i l  S o c i e t y  F o r u m

일시 |   2011년 11월 26일(토)~28일(월)

장소 |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BetterAid,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프로그램 안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맞이하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BetterAid,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는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BCSF: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을 개최합니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은 국내 여러 참가자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원조와 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본 포럼에는 국내외에서 약 700명(한국 참가자 250명, 외국 참가자 450명)이 참가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3일간의 치열한 토론은 주제별·영역별 

·대륙별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포럼의 결과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전달됩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는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30인을 포함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300인이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이들 대표자 300인은 총회에 참석하기 

전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 참여하여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전략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은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를 계획하는 부산총회(HLF-4)에 

전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의견 형성의 과정입니다. 

부산 세계
시민사회
포럼 
BCSF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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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해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KoFID는 원조와 개발효과성, CSO 개발효과성, 인권, 보건, 젠더 및 환경 주제 

분과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내 소통과 협력 및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연대를 위해서 BetterAid와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운영단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ofid.org

KoFID 회원단체 및 운영위원단체
공동대표단체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참여연대(PSPD)

운영위원단체 및 운영위원 
굿네이버스(김윤주 본부장), 국제개발협력학회(손혁상 교수), 세이브더칠드런(김희경 부장), 참여연대(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 한국월드비전(이명신 본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한국인권재단(이성훈 상임이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윤현봉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송진호 정책실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민경일 상근이사),  

ODA Watch(이태주 대표) 

회원단체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기아대책,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아시아재단,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인구보건복지협회, 지구촌나눔운동, 코피온,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전세계 7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2007년 설립되어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의 공식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해왔습니다.

홈페이지: www.betteraid.org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오픈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개발사업과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8년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오픈포럼은 74개국 2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난 2010년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Istanbul Principles)”을 채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 www.cso-effective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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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일정 BCSF Schedule 

구분 11월 26일(토) 11월 27일(일) 11월 28일(월)

세션 1

개회식*
(2층 그랜드볼룸, 09:00-10:10)

- 사회

•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 Carolyn Long, InterAction, USA 

- 환영사

• 이창식 KoFID 공동대표

• 정현백 KoFID 공동대표

• Antonio Tujan, Co-chair, BetterAid 

•  Emele Duituturaga, Co-Chair,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 연대사

• 국제노총(ITUC) 대표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 축사

• 조태열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대사 

- 참가자 소개

- BCSF 프로그램 소개 

- 단체 사진 촬영 

 

참가단체 조직 워크숍
(09:00-10:45)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계속)*

2) Global Women’s Forum (계속) 

3)  Politics of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LDCs: The Context of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IPoA)

4)  Whose Ownership Matters? Development Results 

& Accountability for People: From CSO’s 

5) Effective Aid for Better Health

6) Successful Accountability Instruments for CSOs*

7)  The role of Faith Based Organizations in Governance 

Assessments and Social Accountability 

8)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CSO effectiveness and impact at 

HLF4 and beyond agendas in aid effectiveness –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CSOs

주제별 분과회의 
(09:00-10:45)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1)  Capacity development and Knowledge exchange 

(2층 서원)

2) Rights-based approaches (2층 그랜드볼룸 A)*

3) Fragility, Conflict and Vulnerability (2층 그랜드볼룸 B)

4)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iangular 

Cooperation (2층 중원)

5) Public-Private Cooperation (6층 에메랄드)

6) Special Session on Gender (22층 스카이)*

7) UN-DCF Strategy Session (2층 동원)

세션 2

개막 전체 회의*
(2층 그랜드볼룸, 10:30-12:00)

1)  아크라에서 부산까지: 국제 시민사회의 준비과정 소개 

2) 부산결과문서 최종안 소개 

3) 부산결과문서 협상 과정 소개 

4) HLF-4 프로그램 

5)  기조연설, Mr Maina Kiai, UN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참가단체 조직 워크숍 

(11:00-12:45)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계속)*

2) Global Women’s Forum (계속) 

3)  Politics of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LDCs: The Context of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IPoA) (계속) 

4)  Whose Ownership Matters? Development Results 

& Accountability for People: From CSO’s (계속) 

5) Effective Aid for Better Health (계속)

6) CSO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7) Working together to make the EU more accountable

주제별 분과회의 

(11:00-12:45)

 

Addressing the post-Busan Building Blocks 
주제별 협의 주제(빌딩블록)

1) Transparency (22층 스카이)*

2) Results and Accountability (2층 그랜드볼룸 A)*

3)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2층 중원)

4) Fragile States (2층 그랜드볼룸 B)

5) Climate Finance (2층 서원)

6)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2층 동원)

7) Private Sector (6층 에메랄드)

8)  A New Consensus on Aid and Development  

(2층 그랜드볼룸 C) 

9)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10) Post-Busan governance framework

*표는 한국어 통역 제공

-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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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1월 26일(토) 11월 27일(일) 11월 28일(월)

점심
12:00-14:00 12:45-13:30

(가톨릭 주일미사) 

12:45-14:15

세션 3

참가단체 조직 워크숍
(14:00-15:45)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2) Global Women’s Forum

3)  Reality of Aid Global Meeting and Workshop on Aid 

and the Private Sector*

4)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Commitment to Reality

5)  Promo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 

Challenges and Responses

6)  Aid Effectiveness in Conflict Affected and Fragile 

States: a New Deal for whom

7)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verification: priorities 

for HLF4 and beyond

8)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rol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rab region: consultation results and 

next steps

전체회의

(2층 그랜드볼룸, 14:15-16:15)

참가단체 조직 워크숍 결과 발표

부산총회(HLF-4) 기간내 활동 계획 및 전략 소개 

분과회의 

(14:00-16:00)

HLF-4 로비 전략을 위한 지역별 모임

Africa (2층 그랜드볼룸 A)*

Asia (6층 에메랄드)

Latin America (2층 그랜드볼룸 C)

North America (2층 그랜드볼룸 A)

Europe (22층 스카이)

기자회견(2층 서원, 15:00-16:00)*

세션 4

참가단체 조직 워크숍
(16:15-18:00)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계속) *

2) Global Women’s Forum (계속) 

3)  Reality of Aid Global Meeting and Workshop on Aid 

and the Private Sector (계속) *

4)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Commitment to Reality (계속) 

5)  Promo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 

Challenges and Responses (계속) 

6)  Aid transparency: A ranking of 58 donors and the 

Swiss experience

7)  Exploring the ‘value for money’ and ‘results’ agendas 

in aid effectiveness –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CSOs

8)  Post - Busan Agenda: Rio+20 and MDGs Beyond 2015 

(2층 중원)

주제별 분과회의 
(16:45-18:30)

Lessons Learned from Paris and Accra: Actions 
to Move Forward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이행 평가

1)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22층 스카이 )*

2) Country Systems (2층 서원)

3) Addressing Aid Fragmentation (2층 동원)

4) Aid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2층 중원) 

5) Results (2층 그랜드볼룸 C)

6)  Session CSO Enabling Environment  

(2층 그랜드볼룸 A)*

7)  Session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층 그랜드볼룸 B)

전체회의*
(2층 그랜드볼룸 16:30-18:30)

종합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폐회식

저녁
한국인 참가자 대상 브리핑

(2층 중원 20:00-21:00) 

공식 환영 만찬 
(별관 2층, 18:30-21:00)

한국인 참가자 대상 브리핑 

(2층 중원 2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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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 세션 3(14:00 – 15:45) 

워크숍 제목 조직 단체 한국 참가 장소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 등 노동운동 

관계자 
22층 (스카이)

2
Global Women’s Forum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nd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여성단체연합 (KWAU) 등 여성운동 관계자

KoFID 젠더와 개발분과
2층 (중원)

3
Reality of Aid Global Meeting and Workshop on 

Aid and the Private Sector*

Reality of Aid (RoA) 참여연대와 ODA Watch 회원단체
2층 (그랜드볼룸 A)

4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Commitment to Reality

Dignity International, FORUM-ASIA, IBON, KoFID KoFID 인권과 개발분과 
6층 (에메랄드)

5
Promo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 Challenges and Responses

ICNL, CIVICUS, Oxfam, Open Forum KoFID CSO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그랜드볼룸 C)

6

Aid Effectiveness in Conflict Affected and 

Fragile States: a New Deal for Whom

Conciliation Resources, CARE, CDA Collaborative Learning 

Projects, Development Initiatives, GPPAC, Interpeace, Saferworld, 

Tiri - Making Integrity Work

KoFID 원조 &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서원)

7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verification: 

priorities for HLF4 and beyond

Development Initiatives, ICSO Advisory Group of the Open Forum, 

Tiri, PWYF, ONE

KoFID 원조 &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그랜드볼룸 B)

8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rol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rab region: 

consultation results and next steps

Arab NGO Network for Development (ANND) KoFID CSO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동원)

첫째 날 – 세션 4(16:15 – 18: 00)

워크샵 제목 조직 단체 한국 참가 장소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계속)*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 등 노동운동 관계자 
22층 (스카이)

2
Global Women’s Forum (계속)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nd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여성단체연합 (KWAU) 등 여성운동 관계자

KoFID 젠더와 개발분과
2층 (중원)

3
Reality of Aid Global Meeting and Workshop on 

Aid and the Private Sector (계속)*

Reality of Aid (RoA) 참여연대와 ODA Watch 회원단체  
2층 (그랜드볼룸 A)

4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Commitment to Reality (계속) 

Dignity International, FORUM-ASIA, IBON, KoFID KoFID 인권과 개발분과
6층 (에메랄드)

5
Promo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 Challenges and Responses (계속) 

ICNL, CIVICUS, Oxfam, Open Forum 손혁상 KoFID 운영위원 토론 

KoFID CSO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그랜드볼룸 C)

6
Aid transparency: A ranking of 58 donors and 

the Swiss experience

Publish What You Fund, AidRating and CSEND Switzerland. KoFID 원조 &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그랜드볼룸 B)

7

Exploring the ‘value for money’ and ‘results’ 

agendas in aid effectiveness –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CSOs

BOND, Oxfam KoFID 원조 &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동원)

8

Post-Busan Agenda : Rio+20 and MDGs 

Beyond 2015

KoFID, GCAP, CIVICUS, Social Watch and Oxfam GCAP Korea, KoFID 공동주최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GCAP Korea 

정책위원장 사회 

2층 (서원)

참가단체가 스스로 조직하는 행사 일정 List of Self Organized Workshops

11월 26일 토요일

*표는 한국어 통역 제공

-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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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 세션 1(09:00 - 10:45)

워크숍 제목 조직 단체 한국 참가 장소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계속)*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 등 노동운동 

관계자 
22층 (스카이)

2
Global Women’s Forum (계속)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nd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여성단체연합 (KWAU) 등 여성운동 관계자

KoFID 젠더와 개발분과 
2층 (중원)

3

Politics of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LDCs: The Context of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IPoA)

LDC Watch with SAAPE, JSAPMDD, KoFID & RRN KoFID 공동주최

이성훈 KoFID운영위원 토론자 2층 (서원)

4

Whose Ownership Matters? Development 

Results & Accountability for People: From 

CSO’s 

Reality of Aid(RoA), KoFID, ODA Watch / ReDI , VOICE, AidRating, 

CSEND

KoFID, ODA Watch와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공동 주최

이태주 KoFID운영위원, 한재광 사무총장 (ODA 

Watch) 홍문숙 실장 (ReDI) 발표 

2층 (그랜드볼룸 B)

5 Effective Aid for Better Health Busan Health Working Group KoFID  보건 주제분과 단체 참여 2층 (그랜드볼룸 C)

6
Successful Accountability Instruments for 

CSOs*

CIVICUS, The INGO Accountability Charter, Open Forum KoFID CSO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그랜드볼룸 A)

7

The role of Faith Based Organizations 

in Governance Assessments and Social 

Accountability 

Act Alliance KoFID CSO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동원)

8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CSO effectiveness 

and impact at HLF4 and beyond agendas in aid 

effectiveness –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for CSOs

Open Forum KoFID CSO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별관 2층 

둘째 날– 세션 2(11:00  - 12:45)

워크숍 제목 조직 단체 한국 참가 장소

1
Development for a Decent World. Trade Union 

preparatory meeting for the HLF-4 (계속)*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 등 

노동운동 관계자 
22층 (스카이)

2
Global Women’s Forum (계속)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nd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여성단체연합 (KWAU) 등 여성운동 관계자

KoFID 젠더와 개발분과 
2층 (중원)

3

Politics of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LDCs: The Context of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IPoA) (계속) 

LDC Watch with SAAPE, JSAPMDD, KoFID & RRN KoFID 공동주최

2층 (서원)

4

Whose Ownership Matters? Development 

Results & Accountability for People: From 

CSO’s (계속) 

Reality of Aid, KoFID, ODA Watch / ReDI , VOICE, AidRating, 

CSEND

KoFID, ODA Watch와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공동 주최 2층 (그랜드볼룸 B)

5 Effective Aid for Better Health (계속) Busan Health Working Group KoFID 보건 주제 분과 참여 2층 (그랜드볼룸 C)

6

CSO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e 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 (IFP), Iniciativa 

Regional Rendir Cuentas, ALOP/Open Forum/Corporación Región 

and Open Forum/AidWatch Canada

KoFID CSO 개발효과성 주제분과

2층 (그랜드볼룸A)

7
Working together to make the EU more 

accountable 

AidWatch EU, CONCORD, ActionAid
2층 (동원)

11월 27일 일요일

*표는 한국어 통역 제공

-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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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시간 행사 및 주최 기관 장소

11월 25일(금)

09:00-18:00
BACG & OF GFG 사전 준비 및 전략 회의 (비공개) 해운대 그랜드 호텔 

11월 25일(금)

20:00-21:00
KoFID – 한국인 참가자 대상 매일 브리핑 (제1회)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중원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11월 26일(토) - 11월 28일(월) 해운대 그랜드 호텔

11월 26일(토)

18:00-20:00
원조 관련 기독교 관계자 모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주최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중원

11월 26일(토)

20:00-21:00
KoFID – 한국인 참가자 대상 매일 브리핑 (제2회)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중원

11월 27일(일)

12:45-13:30
한국 카리타스 주최 가톨릭 특별 주일 미사 해운대 그랜드 호텔 22층 스카이홀

11월 27일(일)

12:45-13:30
발전과 사회정의에 대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목소리 – 코리아국제포럼 주최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동원

11월 28일(월)

9:00-18:00

HLF-4 사전 컨퍼런스 “Toward a Global Compact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 KDI-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 주최
센텀호텔 스카이홀

11월 28일(월)

9:30-17:00

국제 교육ODA포럼 사전행사  “교육을 통한 세계개발원조 - 원조에서 개발로”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UNESCO, OECD, WB 주최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11월 28일(월)

18:30-20:30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 주최 국가별 개발 CSO 협의체 (National Platform) 대표 초청만찬

해운대 그랜드 호텔 6층 

에메랄드홀

11월 28일(월)

20:00-21:00
KoFID – 한국인 참가자 대상 매일 브리핑 (제3회)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중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11월 29일(화) - 12월 1일(목) BEXCO

11월 29일(화)

11:00-12:00
KoFID 주최 기자회견 BEXCO 프레스센터 

11월 29일(화)

20:00-21:00
KoFID – 한국인 참가자 대상 매일 브리핑(제4회)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남원

11월 29일(화)

13:00-14:00

KoFID, BetterAid, Open Forum / Busan Global Health Working Group /  

Oxfam, ODA Watch주최 옥외 행사 (Media Stunt) 
BEXCO 앞 광장

11월 30일(수)

14:00-17:00

(포럼) ODA개발효과성과 한국 사회복지계의 과제  

-  부산 HLF-4 대회를 계기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국제사회복지학회 주최

부산 경성대학교

11월 30일(수)

20:00-21:00
KoFID – 한국인 참가자 대상 매일 브리핑 (제5회, 마지막)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남원

12월 1일(목)

12:30-14:00
박대원 KOICA 이사장 주재 오찬 (부산총회 국내/국외 참가자 초청자 대상)  BEXCO 내 

12월 2일(금)

09:00-18:00
BACG & OF GFG 부산총회 평가 회의 (비공개) 해운대 그랜드 호텔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및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관련 및 부대행사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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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프로그램 내용

첫째 날(11월 29일 화요일) 둘째 날(11월 30일 수요일) 셋째 날(12월1일 목요일)

오전

환영사  개회식  
대한민국 대통령, UN 사무총장, OECD 사무총장 등의 연설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BCSF) 및 의회포럼 결과보고 등 

[전체회의 3] 개발영향의 극대화 

빌딩블록 프레젠테이션 

• 효과적인 기관과 정책 

• 민관협력 (PPP) 

[시작 전체회의]
파리선언이후 진전 상황: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 파리선언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리뷰 

분과별 세션 

“파리와 아크라의 교훈: 더욱 진전하기 위한 행동들”

1. 주인의식과 책임성 

2. 수원국 시스템 

3. 원조체제와 분절화  

4. 원조투명성과 예측성 

5. 원조와 개발성과  

[전체회의 1] 미완의 과제와 도전 

빌딩블록 프레젠테이션 

• 투명성 

• 원조결과와 책무성 

• 원조 분절화 

[최종 전체회의] 
원조와 개발에 대한 새로운 합의 

 성 평등에 관한 특별세션 

오후

분과별 세션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

1.역량강화 및 지식공유 

2.인권에기반한 접근(RBA) 

3.분쟁과 취약국가 

4.남남 협력 및 삼각협력(SSC)

5.민관협력 (PPP) 

의회 포럼

(14:30-17:30) 

및 

청소년 포럼 
(14:30-16:30) 

[전체회의 2]  변화하는 개발환경의 다양성과 기회확보 

빌딩블록 프레젠테이션 

•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SSC)

• 취약국가 

• 기후변화 대응 재정 

민간(기업)부문 포럼 

(14:30-18:30) 

폐회식 
결과문서 채택  

부대행사  부대행사 

지속행사 지식공유 워크숍, 미니 토론 등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입니다.

•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문 명칭이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이고 부산이 네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HLF-4라고 부릅니다.

• 한국정부는 이 HLF-4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산 총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열리며, 개발도상국과 공여국을 포함한 

140여개국 2,500여명이 참가합니다. 르완다와 동티므로 

대통령를 포함하여 장관급 정부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50여개 국제기구 대표,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제개발협력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의 과제와 방향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합니다.  

하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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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이름 직위

5·18 기념재단 정린 대리

5·18 기념재단 김찬호 사무처장

5·18 기념재단 김지은 사원

5·18 기념재단 김희정 사원

5·18 기념재단 임일섭 사원

ODA Watch 김광욱 청년활동가

ODA Watch 조이슬 인턴

ODA Watch 한재광 사무총장

ODA Watch 문기홍 청년단원

ODA Watch 권유선 간사

ODA Watch 권현진 청년활동가

ODA Watch 윤지영 팀장

ODA Watch 김대욱 청년활동가

ODA Watch 이선재 실행위원장

ODA Watch 정승은 청년활동가

ODA Watch 송유림 청년활동가

ODA Watch 박준상 청년활동가

ODA Watch 이미현 청년활동가

ODA Watch 임샛별 청년활동가

ODA Watch 이태주* 대표

UN-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 김정민 인턴

경인교육대학교 김해진 학생

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지원 조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김소위 상임연구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류진숙 비상임연구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서진희 연구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손혁상* 센터장/교수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박보기 연구원

경희대학교 인류재건연구원 박선영 연구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김영희 박사과정

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 배문영 조교

국경없는 교육가회 정봉근 이사

국제민주연대(KHIS) 나현필 사무차장

국제아동돕기연합 신세용 이사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캠페인코디네이터

굿네이버스 김윤주* 본부장

굿피플인터네셔널 박은민 대리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강하니 연구조원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김현정 실장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여국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장해영 연구원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홍문숙 정책연구실장

글로벌케어 김수영 대외협력실장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국내 참가자 명단

단체명 이름 직위

글로벌케어 이재훈 본부장

금옥여자고등학교 이채연 학생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최진주 간사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김향중 위원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김경옥 부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 의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서승현 사무총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고경희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박광숙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지명옥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우현주 사무국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유수아 간사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박금정 간사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강보람 사원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김진희 팀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신란아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남협회 유순자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울산협회 김은미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인천협회 고경희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전남협회 김희숙 회장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충남협회 장용숙 회장

노사발전재단 김성진 본부장

노사발전재단 김지현 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영 연구원

대한적십자사 김재율 대리

대한적십자사 남휘모 담당

리즈대학 김소연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DF) 박문진 국제교류협력담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DF) 신형식 기획홍보실장

부산YMCA 김길구 사무총장

부산YMCA 최동섭 시민사업국장

부산국제개발협력원(BIDCA) 권영일 원장

부산여성단체연합 유영란 대표

블루팜파운데이션 조남권 대표

서울대학교 원소희 학생

서울대학교 린일란 교수

성공회대학교 Chloe Simons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Christine Bulalacao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Khue Dandelion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Kin Cho Tel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Reza Rahaman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김경연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Kyaw Thu Lwin MAINS Programme

단체명 이름 직위

성공회대학교 Parvin Akter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Sajee Kongsuwon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Sunita Basnet MAINS Programme

성공회대학교 강미연 학생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김향중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박윤영 회원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김경옥 부회장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박홍균 회원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김선욱 회원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박미종 회원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박푸름 회원

세계장애여성대회 연대기금위원회 박현빈 회원

세계재난구호회 김영후 사무총장

세계재난구호회 신의정 팀장

세계재난구호회 이신구 팀장

세계재난구호회 이희국 본부장

세이브더칠드런 김지연 해외사업팀장

세이브더칠드런 류현 연구원

세이브더칠드런 손정배 사원

세이브더칠드런 이향래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최윤석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이경하 팀원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부장

아름다운커피 류성민 간사

아름다운커피 엄소희 간사

아름다운커피 이혜란 팀장

아름다운커피 주영호 간사

아름다운커피 황희성 간사

아시아여성브릿지 두런두런 오혜란 이사

아시아재단 이경숙 수석사업부장

아시안브릿지 김보람 간사

아시안브릿지 오민정 팀장

아시안브릿지 정담빈 간사

아트포디벨롭먼드 신소영 고문

어린이재단 천성규 팀장

에너지정치센터 이강준 연구원

에코피스아시아 이삼열 대표 

연세대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김판석 원장/교수

연세대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안동원 부원장/교수

연세대학교 이태정 교수

월드투게더 김나연 팀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노하예진 인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박정화 브릿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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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이름 직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한비야 자문위원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박신혜 직원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문경란 연구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윤영옥 국제협력팀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종준 인구보건개발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김영훈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류미경 국제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부장

전국보습학원연합회 박제환 회장

전국보습학원연합회 윤선영 부회장

지구촌나눔운동(GCS) 김민영 팀장

지구촌나눔운동(GCS) 김종호 간사

지구촌나눔운동(GCS) 강문규 이사장

지핸즈 한희정 대표

지핸즈 김인엽 연구원

참여연대(PSPD) 박정은 팀장

참여연대(PSPD)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PSPD) 정현백 공동대표

참여연대(PSPD) 차은하 선임간사

참여연대(PSPD)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

코리아국제포럼 김민지 영어통역자

코리아국제포럼 정새날 불어통역자

코리아국제포럼 이상준 조직위원

코피온 김혜선 인턴

코피온 안미가 간사

코피온 오원기 간사

코피온 이성현 팀장

코피온 이정은 연구원

코피온 이창호 수석부총재

코피온 이혜림 간사

코피온 최진경 팀장

코피온 이수지

푸른아시아 신혜정 간사

플랜한국위원회 박제홍 부장

플랜한국위원회 이상주 대표이사

플랜한국위원회 임지은 사원

플랜한국위원회 홍세나 차장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양동권 프로젝트메니저

한국YMCA 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YMCA 전국연맹 송진호* 실장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안선민 국제협력팀장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강지선 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김동만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김업기 국제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이인덕 국제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이정식 사무처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정문주 정책실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허윤정 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송명진 정책본부 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미정 연구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수정 과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문영임 사회복지사

단체명 이름 직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정희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정희 사회복지사

한국선의복지재단 문영기 회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현정 교류협력센터장

한국여성단체연합(KWAU) 배은혜 활동가

한국여성단체연합(KWAU) 이구경숙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KWAU)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한국여성재단 이상덕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현영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희주 위촉연구원

한국월드비전 김동주 옹호사업팀 과장

한국월드비전 남상은 옹호사업팀 팀장

한국월드비전 서은교 옹호사업팀 간사

한국월드비전 전영순 본부장

한국월드비전 이명신* 본부장

한국인권재단 나혜수 ODA 간사

한국인권재단 이혜정 사업 팀장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정은주 ODA 간사

한국인권재단 주정한 인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민지 위촉연구원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고정현 해외사업 팀장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신혜영 국제협력 팀장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종건 사무총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나현민 간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노영선 대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박진이 인턴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임종진 간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신재은 과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이경신 팀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전지은 간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이창식 회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윤현봉* 사무총장

한국헬프에이지 송진경 간사

한국헬프에이지 이혜진 실장

한국헬프에이지 조현세 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다해 인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류정희 사원(홍보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박재출 간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박진솔 사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민경일* 상근이사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박용선 대표

함께일하는재단 장경아 간사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공동대표

환경정의연구소 조성돈 연구원

환태평양윈도우컨설팅 서영주 대표

희망의 망고나무 박태인 사무국장

단체명 이름 직위

참관단체

특임장관실 김해진 차관 

특임장관실 최충호 비서관 

특임장관실 최유성 제2조정관

특임장관실 신용갑 시민사회팀장

특임장관실 임인기 시민사회팀 

특임장관실 신현수 시민사회팀 

특임장관실 이정은 시민사회팀 

특임장관실 이제승 시민사회팀 행정사무관

특임장관실 이정훈 지역직능팀 행정사무관

특임장관실 채성령 대변인

특임장관실 장지웅 대변인실

특임장관실 이재곤 대변인실

특임장관실 이윤주 홍보전문관

한국개발연구원 (KDI) 임원혁 CID 개발연구실장

한국개발연구원 (KDI) 천새별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민하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대용 전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유란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우혜영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은지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윤정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태연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하연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차문중 CID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제인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나현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박주원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장생 전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홍자경 전문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백숙희 민관협력실 실장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오주현 민관협력실 과장

단체명 이름 직위

사무국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성훈 조직위원장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남수정 간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조아라 간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경숙 간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김주연 인턴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홍지영 팀장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정지현 인턴

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나현민 간사

*표는 KoFID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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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7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7, 2층
TEL: 02)2279-1706 /FAX: 02)2279-1719 
Kofid21@gmail.com / www.kofid.org

사무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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