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총회: 기존파리/아크라체제→다양한행위자들의참여확대

2005년 파리회의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한 5대 원칙과 12가지 지표를 만들어 2010년까지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2008년과

2011년에 파리선언 이행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서베이의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이는 부산총회에서 지금까지의

파리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주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부산총회에서는 파리

선언 체제를 고수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

한논의가이루어진다.2

이전의 3차에 걸친 원조효과고위급회의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OECD/DAC 회원국인 소위 선

진공여국들중심의논의과정에개발협력분야의다양한행위자들이등장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파트너국가

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으며, Non-DAC국가들은 물론이고 기업, 재단과 같은

민간부문 행위자들까지 부산총회를 위한 논의과정에 등장하면서 새롭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이다.3

2003년 로마회의와 2005년 파리회의 당시에는 OECD/DAC 회원국과 주요 다자기구(UN, 다자개발 은행:

MDBs) 및 일부 파트너 국가가논의과정에참여하였으며, 2008년 아크라회의에서처음으로시민사회가개발

협력분야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민사회의 참여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고, 시민사회

가 주장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많지 않았다. 반면 2011년 부산총회의 준비과정에서는 시민사회

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다. 아크라회의 이후 BetterAid는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의 핵심결정기구인 집

1 본원고는ODA Watch의윤지영,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 홍문숙, 강하니가공동작성하였음.

2 더욱자세한내용은KoFID 이슈브리프 1호‘원조효과성과개발효과성’참고(http://www.kofid.org)

3 더욱자세한내용은KoFID 이슈브리프 2호‘포괄적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시대는오는가’참고(http://www.kofi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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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분야의 올림픽이라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부산총회)가 11월 말에 열린다. 더욱 효과적인 원조를 만들기 위해 열리는 본 회의

의정식명칙은 2003년 1차 로마회의, 2005년 파리회의, 2008년 아크라회의에이어제4차 원조효과고

위급회의이다. 부산총회는파리선언의이행이완료되는현시점에서앞으로의개발협력체제구축에있어

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주목받고있다.

본 이슈브리프 7호에서는 부산총회의 의미와 지금까지의 의제개발 진행상황, 실제 부산총회에서 논의될

내용과 부산이후의 새로운 개발협력체제에 대해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시민사회와 한국 시민

사회가 부산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산총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살펴볼것이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의제와논의과정1

Issue Brief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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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주요행위자

<표 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본회의시민사회대표참여현황

(출처: 손혁상, 부산개발원조총회와세계시민사회의대응전략 (2011) KOICA 국제개발협력3호)

행위원회에공식멤버로참여하여시민사회의목소리

를 대변해왔다. 현재 지속적인 협의와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산총회 결과문서(Busan Outcome

Document: BOD)에도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등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내용이 다수 반영되었다. 부

산총회에 참가하는 시민사회대표단의 규모도 300명

으로역대최대이다. ([표 1] 참조)

개발협력분야의새로운파트너십과관련하여가장주

목해야 할 행위자는 Non-DAC 국가들 즉 중국, 인

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공여국(Emerging Donors)이

다. 실제로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전통적인 공

여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국가들의 ODA(공적개발

원조)가 크게 증가했다. 빌게이츠 재단(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민간재단 및

민간기금의 참여 역시 증대되어, 민간단체들에 의한

개발도상국 지원이 세계 최대 ODA 공여국인 미국의

ODA 총액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간 기업

들의 개발원조 참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4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발협력 분야에 등장하면서 이

번 부산총회에서 이들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 2] 참조)

2. 부산총회의제논의흐름과결과문서(BOD) 

변천사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의제에도 변화가 생기

면서 부산결과문서의 내용에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

어왔다. 부산총회 준비과정에서 결과문서 초안에 생긴

변화와강조점에대해시기별로나누어살펴보자.

(1) 1 차시기: 3 월집행위와BOD 기본구성안

금년 3월초 열렸던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 집

행위원회에서는 부산총회에서‘원조’를 넘어선‘개발’

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합의

가 이루어졌고, MDGs가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신임 DAC 의장

행위자 참여시작시기

OECD/DAC 회원국중심의전통적공여국

(Traditional donors)
1차부터 3차까지기존 HLF의 주요행위자임

시민사회

(CSOs)

2008년 아크라회의에서부터독립적인개발주체로

인정됨

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공여국

(Non-DAC Emerging donors)
부산총회부터참여하기시작함

민간부문의재단및기업 부산총회부터참여하기시작함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중동 EU/북미 Global 한국 전체

지역 20 20 14 3 18

50 30 300국가 40 40 21 7 37

총인원 60 60 35 10 55

노동조합 4 4 2 1 4 3 2 20

젠더 4 4 3 1 4 3 2 20

농업 5 5 3 1 2 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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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DA Watch DAC팀. 2011. 누구의 어떤 오너십인가? ODA Watch News Letter 52호(OWL, www.odawatch.net)

6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March 2011. Living Document - First terms of reference for an outline of the Busan

Declaration.

7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2011. MENU OF OPTIONS – THEMES FOR HLF-4. 2011년 3월 9~10일 양일간 파리 OECD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회람된 자료.

8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July 2011. First Draft Outcome Document for the Fourth High-Level From on Aid

Effectiveness.

2011 November ++0033

<표 3> 부산총회의제논의를위한Menu of options의구성 (2011. 3)

Brian Atwood는“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DAC

그 자체에 이르기 까지, 문제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

는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Nothing is sacred)”고

밝혀, 부산총회에서 종전까지의 원조효과성 논의에

한정되지 않고 더욱 폭넓은 의미에서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가능할것이라는점을시사하였다.5

본 회의에서 부산총회 결과문서(Busan Outcome

ocument: BOD) 초안을 위한 기본구성안6이 발표되

고, 동 집행위를 위해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

이 여러 참가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Menu of options’을 회람하였다.7

‘Menu of options’는 부산총회 의제의 분류를크게

▲핵심 원조효과성 이슈,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개발

이슈, ▲미래의 프레임워크 관련 이슈로 구분하여 각

이슈별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 세가지 분류를

통해 부산총회에서는 파리선언 이후 지금까지의 원

조효과성 원칙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2011년도를

목표연도로 파리선언의 이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앞

으로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할

것임을알수있다.

(2) 2차시기 : 7 월집행위 / 

작업반회의와BOD 1·2 차초안

3월의 집행위와 4월의 수석회담(DAC Senior Level

Meeting)을 거치며 부산총회가 개발협력분야의 획

기적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르익었고, 본격적인준비를위해 7월에집행위원회

와 원조효과작업반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동 회

의에서는 부산총회 결과문서 1차 초안8을 회람하고

참가자들간의견을교환했다.

부산총회결과문서초안을위한기본구성안 (2011. 3)

•총론 : 공동의원칙명시

•원조효과성원칙이행상황에대한결론

•개발을위한촉매로서의원조의역할규정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노력에대한합의

•개발재원마련방안에대한의제제시

•부산총회이후의거버넌스체제혹은모니터링프레임워크에대한합의

1. 원조효과성핵심이슈 2. 더욱 광범위한개발이슈 3. 부산이후프레임워크

1.1 오너십, 국내 책무성, 거버넌스
2.1 원조 제공자의다양화

(남남협력, 민간부문, 시민사회)

3.1 중요한이슈들

(역량강화, 개발효과성, 출구

전략등)

1.2 원조일치, 파트너국

시스템활용및강화
2.2 개발 재원의다양화

3.2 미래 프레임워크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

1.3 원조조화

(원조전달채널의합리화)

2.3 수원자의다양화

(취약국, 분쟁국, 중소득국

지원, 인도적지원등)

3.3 섹터별이슈

(보건, 농업 및지역개발, 

통계 등)

1.4 원조의예측가능성과

투명성제고

2.4 촉매로서의원조, 원조와

글로벌이슈

(무역, 기후변화)

1.5 성과 및원조자금의

가치실현, 상호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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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초안은 종전의 기본구성안을 구체화하여 틀을 짠

것이었으며, 집행위를 통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1차 초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2차 초안9은 9월에

발표되었다. 1차와 2차 초안의 특징과 한계는 아래와

같다

(3) 3 차시기: 10 월작업반회의와BOD 3 차초안

부산총회가 열리기 전 마지막 공식 회의였던 제18차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회의에서 2차 초안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10일에 3차 초안10이 발표

되었다. 2차에서 3차로 오면서 핵심적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포괄적파트너십vs. 실질적합의도출

위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3차 초안 문서에는 부산

총회의 가장 큰 특징인 포괄성(Inclusiveness)이 명

확하게 발현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들이 부

산총회의논의과정에포함되는것은더욱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 수 있으나, 새롭게 관여하게 된 행위자들이 기존

에 진행된 논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견을 가지고 있

어 결과문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합의가 더욱 어려워

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차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원조의 비구속화 달성, 국제원조투명성이니

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를 투명성의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 원조분절화

감소, 원조의 프로그램화, 부산총회 이후의 모니터링

체제 마련 등의 내용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류”딱지가달렸다.

(4) 4 차시기: 협상팀회의와4 차초안

10월의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로 OECD/DAC 원조효

과작업반의 활동은 종료되었고, 3차 초안 이후 부터

부산총회전까지는별도의협상팀을구성하여결과문

서에 대합 협상과 조정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협상팀

은 최빈국 대표 3명, 중소득국 대표 3명, 취약국 대

표 1명, 시민사회 대표 1명, OECD/DAC 국가 대표 5

명, UN 대표 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11

협상팀의 의장은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이 맡

고 부의장은 한국 대표가 맡았으며 중국, 유럽연합,

프랑스, 온두라스, 일본, 말리, 멕시코, 남아공, 동티

9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September 2011. Second Draft Outcome Document for the Fourth High Level From on Aid

Effectiveness.

10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October 2011. Third Draft Outcome Document for the Fourth High-Level From on Aid Effectiveness

11 윤지영, 강하니. 2011. 세계적재정위기속에서도개발협력은계속되어야한다! ODA Watch News Letter 59호(OWL, www.odawatch.net)

1차초안(2011. 7)과 2차초안(2011. 9)의특징과한계

•기본 구성안와 Menu of Options의 구성과 같이 원조효과성 이슈, 광범위한 개발 이슈, 부산 이후의

원조체제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음.

•원조효과성이슈부분에서파리선언과아크라행동계획이행결과에대한명확한평가가미흡함.

•광범위한 개발 이슈 부분에서 개발효과성, 촉매로서의 원조,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등 명확하게 합의

되지않은개념들을나열함.

•시민사회가주장해온인권, 민주적오너십, 투명성, 정책일관성등내용이다수반영됨.

•부산이후의원조체제에대한내용이진전되지않음.

3차초안핵심적변화내용 (2011. 10)

•결과문서의 제목이‘Busan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에서‘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바뀌어, 개발효과성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

지않게되었음.

•주는 이와 받는 이를 양분하는 기존의‘원조(Aid)’라는 용어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개발이라는 공

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는 의미를 지닌‘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합의했음.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주체의 범위가 기존의‘개도국과 선진국의 각료와

다자및 양자기구의 대표’에서‘다양한 공공및 민간 기구, 의회 내의 조직들, 각 지방 및 지역 기구

의대표’를포함하도록확장되었음.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진취적인 역할 또한 강조하며 민간재단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환경조성의필요성도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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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11. Fourth Draft Outcome Document for the Fourth High-Level From on Aid Effectiveness

13 윤지영, 강하니. 2011. 세계적재정위기속에서도개발협력은계속되어야한다! ODA Watch News Letter 59호(OWL, www.odawatch.net)

4차초안핵심적변화내용 (2011. 11)

•시민사회의 CSO 개발효과성원칙과국제프레임워크가공식적으로인정됨.

•민주적오너십(Democratic Ownership)의 중요성을인정함.

•민간부문행위자의입장을대변하는언어가늘어남.

•기존에합의된내용들중다수가약화되거나희석됨.

(인권, 성평등, 양질의일자리, 장애인에대한“국제적합의준수”가“노력혹은행동촉구”로후퇴함)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및 부산총회 이후의 개발협력체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2012 년 6 월까지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논의예정임.)

•부산총회이후의개발협력체제구축에대해서도 2012 년 말까지위원회를구성하여착수하기로하였

으나구체적인계획은언급되지않음.

모르, 영국, 미국, 세계은행, UNDP, BetterAid의 대

표가 참여했다. 11월 4일과 18일에 두 차례에 걸쳐

협상팀 회의를 열도록 하였고, 4일 회의의 결과를 반

영하여 11월 10일에 4차 초안이발표되었다. 

이어 11월 18일에는 부산총회 이전 결과문서에 대한

마지막협상팀회의가개최되었다.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와 민주적

오너십명시

11월 10일 발표된 4차 초안12 내용 중 가장 눈에 띄

변화는시민사회가스스로의개발효과성증진을위해

수립한“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3차)에서

더 나아가“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적 프레임

워크(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를 결과문서에 명시

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민

주적 오너십(Democratic ownership)이 결과문서의

초반부에 공통의 원칙으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은 것

또한괄목할만한성과이다.

민간부문의언어등장과대표성의문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민간부문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동 초안에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남남협력, 삼각협력, 민관협력 등과 관련하여

개발분야에의투자를위한공여양식및수단(modalities

and vehicles for investment in development)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는 민간부문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대표자들은

부산총회가이끌어낼포괄적인개발협력의네트워크

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금까지의 부산총회 준비과

정에서이루어진민간부문과의지속적인대화를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전세계의 다양한

민간부문 주체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도 제기되고 있어, 부산총회 이후 꾸려질 개발협력체

제에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에 주목해야

함을알수있다.13

강력한입김으로부상한중국

중국과 같은 새로운 국가의 참여와 함께 기존의 합의

된 내용들의 내용이 계속 희석되고 약속의 강도가 점

차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기존 3차 초안

에서는 인권, 양질의 일자리, 성평 등, 장애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Agreements, 국제법적

효력 지님)를 준수하자는 내용이 4차 초안으로 오면

서 국제적 노력(International Commitment) 혹은

행동(Action)이라는 약화된 개념으로 후퇴한 것이다.

중국은 그 외에도 국제적 공약이나 합의를 최대한 줄

여야 하며, 모든 원칙과 책임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

력하고있다.

기한설정과공약에소극적인공여국들

또한 중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거나 숫자로 명시하는 것

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에 파트너국가 시스템

활용 확대, 원조의 비구속성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 등에 대한 기한을 정하거나 명확하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상팀에 참여한 파트너 국가 측 대표들이 보다 구속

력이 강한 약속, 명확한 기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

을주문했음에도불구하고받아들여지지않았다.

합의에이르지못한부산이후의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동 결과문서의 결론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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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부산에서 결정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부산총

회 이후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도 2012년 6월까지

만들겠다는 계획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

은 9월의 2차 초안 이후 전혀 진전이 없었다.14 부산

총회 이후의 파트너십 체제와 개발협력 주체들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부산총회에서 명확히 결정하기

보다는 2012년 6월까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그 이후부터 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15 11월 18일에 마지막

으로 결과문서 협상팀 회의가 열리고 그 이후에는 바

로 부산총회에서 각 대표단이 만나 최종 결과문서를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

하고 논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부산총회에서는 어

떠한내용들이논의의대상이될지주제별로살펴보자.

3. 부산총회본회의프로그램과의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부산총회 결과문서 최종안의

핵심내용과쟁점을다시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은 4차 결과문서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산총회에서최종합의를거치게될예정이다.

부산총회는 3일간 크게 전체회의, 주제회의, 개회식/

폐회식,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날에는 파

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 이행 평가를 통해 그 동안

의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전체회의 이후 병렬로 이어지는 주제회의 오

전세션에서는 2005-2010 파리선언 이행 평가보고

부산총회결과문서(4차) 핵심내용및쟁점

1. 정치적서문

•핵심내용

- 국제사회가공동의목적을성취하기위해추구해야할원칙

- 오너십, 성과중심, 책무성, 포괄적파트너십, 투명성

•쟁점

- 공동의원칙에대해모든개발주체가정치적인의지로동의할것인가의문제

2. 본문

•핵심내용

- 변화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사항: 협력을위한행동계획과차별화된책임

- 원조효과성심화구체적(개발협력의질과효과성증진을위한) 공약

-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서 효과적인개발협력(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쟁점

- 파리선언체제중심의원조효과성논의는선진국과 DAC 중심의규범이므로신흥공여국이원

조효과성심화구체공약에참여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 (원조효과성심화구체공약의의무화

여부)

- 원조의비구속화 (시기)

- 개발원조활동관련모든정보의공개

3. 부산총회이후의개발원조체제

•핵심내용

- 이행점검을위한글로벌모니터링지표개발

•쟁점

- 새로운지표개발에대한주요공여국들의강한반대

- Global Light, Country Heavy: 이행에대한글로벌차원의책임과부담최소화와동시에파

트너국가의책임강화의양면성

14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11. Fourth Draft Outcome Document for the 의 Fourth High-Level From on Aid

Effectiveness 번문단참고 30 .

15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11. Fourth Draft Outcome Document for the 의 Fourth High-Level From on Aid

Effectiveness 번문단참고 31 .



서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주제(표 4 참조)에 대한 세

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결과는 둘째 날 전체회

의에서는 향후의 전략을 위한 빌딩블럭에 대한 논의

로이어지게된다.

주제회의는 오후에도 계속되는데, 오후 세션에서는

최근 개발협력목표 달성에 있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행위자와 접근법, 범분야 영역 등에 대한 논의

가 전개된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주제는 역량개발과

지식공유, 인권에 기반한 접근, 취약 및 분쟁 상황,

남남/삼각협력, 민관 협력이다.

둘째 날부터는 장관 및 각료급 회의가 본격적으로 막

을연다. 개회식에서는한국의이명박대통령, UN 사

무총장, 미국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이 개발협력 파

트너십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선언하는

연설을가질예정이다.

셋째 날에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부산(Post-Busan)

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본 세션은 포스트 부산의 개발원조체제의 방향성과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부

산총회프로그램에서가장민감하면서도핵심적인논

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부산총

회 결과문서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들에

참가 주제들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본 합의는“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접근

과 책임(common and differentiated approaches

and responsibilities)”을 기본으로 개발효과성을 위

한 향후의 파트너십을 명시하게 된다. 결과문서 4차

초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산총회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2012년 말까지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다. 합의된 문서는 셋째 날 오후

2011 November ++0077

<표 4>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본회의프로그램

1일차(11/29, 화)

파리/아크라이행결과평가

2일차(11/30, 수)

장관급세션

3일차(12/1, 목)

장관급세션

오전

전체회의

”Progress Since Paris :

How Far have we come?”

Review evidence from PD

monitoring & evaluation

개회식

전체회의3

How to maximize impact on

development

•효과적인제도와정책

•개발효과성에대한정치적

공약독려방안모색

주제회의(병렬)

Lesson Learned

•오너십과책무성

•국가시스템과제도

•원조분절화

•원조예측성과투명성

•원조와개발성과

전체회의 1

Unfinished business and

remaining challenges

•투명성

•성과와책무성

•원조분절화관리

최종전체회의

A new consensus on Aid

and Development

•미래의프레임워크

•국가차원의효과성

•글로벌파트너십제안

오후

주제회의(병렬)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역량강화와지식공유

•권리에기반한접근법

•취약분쟁국가

•남남 / 삼각협력

•민간부문

전체회의 2

Diversity and Opportunities

in an Evolving

Development Landscape

•남남 / 삼각협력

•민간부문과개발

•분쟁과취약상황

•기후변화대응재원

폐회식

결과문서서약

지식과혁신나눔터(Knowledge and Innovation Space)

부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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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블럭(Building Blocks)이란?

•부산총회결과문서에서합의된사항의구체적인실행방안에대한자발적인이니셔티브임

- 주제별로 이행사항을 주도하는 챔피언 국가들이 부산결과문서의 이행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공개

적으로밝히는일종의쇼케이스임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발협력 주요 논의 의제 제안서(약 40개)를 제출하여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사무국이총 8 개의대주제로통합분류함

▲투명성, ▲성과와 책무성, ▲분절화 관리, ▲남남협력, ▲민간 분야와 개발, ▲분쟁과 취약상황, 

▲기후변화대응재원, ▲효과적제도와파트너국가주도의원조관리

부산총회에서의한국정부의역할과기대

•한국정부는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부산총회가 한국 주도의 새로운 개발협력체제를 수

립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부산총회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

이 표명되어 부산결과문서에 반영될 것을 전망하였다.16 정부의 비전은 기존의 원조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포괄적 개발이슈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한국정부가 OECD 원조효과작업반에제출한입장문서에서도잘나타나있다.

부산총회결과문서 1차초안에대한한국정부입장문서17

•부산총회가원조효과성에대한국제사회의공약을재확인하는자리가되어야함

•원조효과성논의의심화만으로는MDGs, 지속가능성장등의공동의목표를이루기에충분하지않음

•진화되고있는국제개발구조에적응하고개발에대한보다전체적이고포괄적인접근이필요함

•신흥공여국, 시민사회, 민간영역을위한공간을제공할수있는의제에대해전략적인집중이필요함

•부산결과문서를 이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OECD, UN, G20 간의

역할분담이필요함

부산총회의 목전에 놓인 논의결과를 보면 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개최국으로서뿐만 아니라 부의장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해

온 노력이 한국 개발원조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

해 브라질,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을 논의에 끌어들이려는 노력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이러한 노력이 기존의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에 대해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결과에 대한 이행의 정도가 국가별 상황과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는입장이며, 이행의무의강도와구속력이강하여신흥공여국의참여를저조시키기보다는부산총회결

과에가급적다양한주체들이들어와서공통의지향점에합의를두는것에의미를두고있다. 국제시민

사회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보다 정치적 논의를 주도하고, 구

속력있는결의문을도출하는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의 폐회식에서 참가 국가와 기구 대표들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으로 최종 부산총회 결과문서로 탄생하게

될것이다.

4.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프로그램과의제

앞서 설명된 부산총회 본회의에 앞서, 이에 대응하

는 세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부산 세계

시민사회포럼(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BCSF)이 개최된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11

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열리는 동 포럼에는

400여명의 해외 참가자와 150명 정도의 국내 참가

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의 목적은 ▲원조효과성

논의 및 파리선언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산총회

본회의 대응 및 결과문서에 대한 로비전략 논의 ▲부

산총회이후세계시민사회의대응전략논의등이다.

행사의 일정 및 구성을 보면, 모든 세션들이 본회의

에맞추어짜여있음을알수있다. 개회식에서는부

16 2011.7.10 외교통상부보도자료‘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우리주도의새로운개발협력체제수립기대’

17 Korea’s Position Paper on the First Draft Outcome Document. 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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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총회결과문서협상과정과본회의프로그램에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그에 이어 1일차 오후와 2일차

오후에 예정된 주제 및 영역별 워크숍은 다양한 주제

를 가지고 개별 네트워크 조직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전

달할 시민사회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이다.18 이틀간

에 걸친 워크숍이 끝나면 총회(Plenary)에서 모든 워

크숍들로부터의 결론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메시지를본회의에는어떻게반영시킬것인지에대한

전략회의를하게된다.

<전략회의 1>에서는 지금까지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

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교훈을 도출하여 이를

미래 행동전략과 연결시키는 논의가 진행된다. 포괄

적 오너십, 책무성, 파트너국의 제도 및 시스템 강화

를 위한 원조일치, 원조분절화, 다자 원조 채널, 투명

성, 원조의 예측가능성, 원조와 개발성과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전략회의 2>에서는

기존의 원조효과성 체제에서 더욱 광범위한 개념의

개발효과성으로의 논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역량강화, 지식 교환, 인권에 기반한 접근, 취

약국, 남남협력, 민간부문개발등의이슈가포함되어

있다. <전략회의 3>에서는 부산총회의 8가지 빌딩블

럭(투명성, 효과적 제도, 개발성과와 책무성, 취약국,

남남협력, 민간부문, 기후변화 재원, 부산 이후 프레

임워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한다. 마지막 <전략회의 4>에서는대륙별, 지역별

로본회의에서의로비전략에대해논의한다.

지금까지 부산총회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국제시민사

회 측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온 곳은 국제개발협

력 시민사회 플랫폼인 BetterAid이다. 2008년 아크라

회의 이후 BetterAid 조정그룹(BetterAid Coord-

ination Group, 이하 BACG)은 논의를 위한 플랫폼

을구축하고원조효과작업반의멤버로서공식적인절

차에 참여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해왔다. 지난 4

월 이들은“부산총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방향: 주요

안건과 제안(CSOs on the road to Busan: Key

messages and proposals)”을 발표하면서 부산총

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실질적

인 성과 도출이 필요한는 4개 분야를 제시하였다.19

이번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도 시민사회는 아래

의 4가지 큰 원칙을 부산총회의 각 의제와 이슈별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전략을 짤 것

이다.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BetterAid와 공동 사무국을 구성하여 부산 세계시민

사회포럼(2011.11.26-28)을 준비하고 있다. KoFID는

지난 9월 부산총회에 대한 입장문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본 문서의 공식명칭은‘부산 세계개발원조총

회(HLF-4)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의 입장과 정책제언’이며, 부산총회 준비과정

및 주요 의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본 입장문서는 부산총회의 준비과정 상에

서 다양한 개발 행위자들의 민주적 대표성 보장, 실

효성에 기반한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정책 도출, 인권

18 주제로는투명성, 젠더, 개발효과성, 분쟁국과취약국, 환경, 무역, CSO의활동을위한환경조성, CSO 책무성, 보건과식수분야이슈, 개발성과, 오너십등이있음.

19 ODA Watch DAC팀. 2011. D-3달, 시민사회주자들에게도부산총회준비바톤터치! ODA Watch News Letter 57호(OWL, www.odawatch.net)

<표 5>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BCSF) 일정및구성

1일차(11/26, 토) 2일차(11/27, 일) 3일차(11/28, 월)

오전

09:00 ~ 12:00

개회식

(부산총회소개)
주제및영역별워크숍

본회의대응전략회의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본회의대응전략회의3

(빌딩블럭)

오후

14:00 ~ 18:00

주제및영역별

워크숍

총회(Plenary)

(주제 및영역별워크숍

결과보고및

부산총회대응전략소개)

본희의대응전략회의4

(부산총회로비전략을위한

지역별모임)

본희의대응전략회의 1

(파리/아크라이행결과에서

얻은교훈및

앞으로의행동전략)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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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개발의 포괄성과 다차

원성에 대한 이해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

하고있다.20

또한 파리선언 이행결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하며 그를 통해 원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총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역설하며, 부산총회가 파리선언 평가와

이행에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포괄적 개발

효과성 의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부산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CSOs on the road to Busan (BetterAid)의핵심내용4개분야21

•민주적오너십에기반한개혁을통한파리선언및아크라행동강령이행평가및심화가이루어져야함.

•인권 기준을 지지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개발협력을 이행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강화해야함.

•독립적개발주체로서의다양한시민사회단체들의참여가보장되어야함.

•공정하고정의로운개발협력구조를촉진해야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대한KoFID의입장과정책제언中한국정부에대한 10개항요구사항

1.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에서‘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새

로운글로벌개발컴팩’을채택하여개발협력의질과성과를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도록노력하

여야한다.

2. 한국정부는 개발효과성 의제가 결과적으로 ODA의 축소와 민간재원으로의 대체가 아닌 글로벌

공공재로서 ODA가 더욱 확대되고 모든 개발재원이 지구촌 빈곤과 개발격차 해소에 우선적으로

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한국정부는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최빈국과 취약국 및 저소득국가의 MDGs 달성을 위해 우선

사용될수있도록중점협력국과지원분야등우선순위를재점검하여야한다.

4.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모든 주요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부산총회가포괄적이고민주적인협력의장이되도록하여야한다.

5. 한국정부는원조의질적제고를위해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지속적으로이행하고개발협력의투

명성제고와성과관리, 분절화방지와책무성증대를위한원조개혁노력을가속화하여야한다.

6. 한국정부는 지구촌 극빈층의 빈곤탈출과 역량구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무역, 직접투자, 인프

라 건설과 농업, 환경, 이민과 노동정책 등에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을 확보하

여야한다.

7.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에서 개발효과성을 측정, 모니터링, 평가 관리하기 위한 개발효과성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법 및 개발영향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인권과젠더, 환경기준을적용함으로써개발효과성을제고해야한다.

8. 한국정부는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 시민사회가 합의한 이스탄불 원칙이 부

산총회결과문건을통해공식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9. 한국정부는 부산총회가 OECD DAC을 넘어서 UN, 시민사회, Non-DAC국가들, G20, 국제금융

기구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개발 파트너십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한다.

10. 한국정부는 부산총회가 한국 ODA의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성 증진 및 통합적 원조시스템 마련

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포스트 부산 및 포스

트MDGs 체제를적극준비하여야한다.

20 ODA Watch DAC팀. 2011. D-3달, 시민사회주자들에게도부산총회준비바톤터치! ODA Watch News Letter 57호(OWL, www.odawatch.net)

21 BetterAid. 2011. CSOs on the road to Busan: Key messages and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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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로는▲원조와개발효과성▲개발을위한정책일

관성(PCD) ▲상호책무성과 개발영향평가 ▲시민사회

와의 파트너십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체제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부산총회의 결과는 모든 개발

주체들의 실천적 합의를 담은 구속력 있는 부산 선언

- 글로벌 개발콤팩(Busan Declaration - Global

Compacts for Development)이 되어야 하며, 그것

은 합의된 국제규범을 당사국에 이행하는 국가별 컴

팩이면서동시에국제적차원에서이행상황을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컴팩이 되어

야한다는점또한명시되어있다.22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산총회의 의제 설정 및 협

의의과정은 2005년 파리선언이후원조효과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참

여적이고포괄적으로이루어졌다고해도과언이아니

다. 세계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

발효과성을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목소리를내

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온 것으로도 부산총회가 가지

는 함의는 매우 크다. 부산총회는 국제사회가 수십년

간 쏟아 부은 원조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향후 보다 효과적인 원

조규범과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미

모든 의제가 설정되고 결과문서의 최종안이 나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것인지되돌아보아야한다.

지구촌 곳곳에서빈곤하고소외되어자신들의잠재력

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

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

국 정부와 시민사회 역시 부산총회를 목전에 두고 그

간의 기술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

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숙려해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전체의 개발협력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총회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들은 이번 회의가 국제사

회의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지구촌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개발협력 담론형성과 개

혁의장이될수있도록책무성을다해야할것이다.

22 ODA Watch DAC팀. 2011. D-3달, 시민사회주자들에게도부산총회준비바톤터치! ODA Watch News Letter 57호(OWL, www.odawat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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