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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Chang-shik LEE (Co-representative of KoFID, KCOC)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welcome to dear collegues of civil society, and Mr. 
Jung Hyun Baek, Mr. Antonio Tujan, Ms. Emele Duituturaga, each the respective 
Co-representatives of KoFID, Better Aid and OpenForum, and Mr. Kim Young-hoon, 
Mr. Kim Dong-man, each chair of FKTU, KTCU,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bassador Cho Tae-Yul of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spite the cold weather,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present my greeting at one 
of the most beautiful beaches in Korea. 
 
As we gather here and look back on previous year of preparation for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Korea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ave put forth a number of 
efforts to respond to the OECD DAC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Although the preparation process was a great challenge, it served as not only a 
learning experience for Korean civil societies, but also a opportunity to strengthen 
solidarity among Korea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ivil society through close 
cooperation. 
 
As with our efforts for unity, I believe all the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have 
experienced a similar effort and process for solidarity in preparation for HLF4. I hope 
the fruit of such endeavour will be achieved here. 
 
While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roadened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including aid effectiveness, we are at the point of time 
where all agent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doner countries, partn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me to collaborate. 
 
Within this context, the voice of civil society must be heard more clearly and loudly. 
As we, the civil society, have advantage in voluntary effort and dedication, and such 
aspects do serve as an enabling factor for us to actively and continuous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the sustained efforts, civil society has established Istanbul Principles and 
agreed on Siem Reap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ivil Society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response to our efforts, we urge every government to take pa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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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s efforts. 
 
After three days of BCSF, the result will be delivered to HLF4 and discussed. 
However, I believe that BCSF is not limited in conveying the result to HLF4. Rather, 
this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will provide fruitful result of our efforts until now, 
and serve as a new starting point. 
 
Dear colleagues of civil society and friends,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operation 
so that this forum will bear its role as a compas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fter the discussion, I wish for a time of relaxation enjoying Korean 
culture.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KoFID and other Korea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their staffs for their sincere collaboration for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Once again, welcome to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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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Chang-shik LEE (Co-representative of KoFID, KCOC)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이자, 금번 세계시민사회포럼을 주최한 KoFID의 공동대
표를 맡고 있는 이창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한국과 세계의 시민사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점점 추워지
고 있는 날씨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해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을 보니 우리가 이번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을 
준비하기위해서 노력했던 지난 일 년의 일들이 기억납니다. HLF-4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가 한국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들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은 국내적으로는 많은 도전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세계시
민사회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수많은 개발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긴밀하게 시민사회 내부의 연
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이런 단결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국제 시민사회 단체여러분들 역시 부산세
계시민사회 포럼과 HLF-4를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과 연대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여기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논의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
조라는 일방적인 공여행위가 아닌 시민단체, 공여국 정부, 파트너 국가정부, 국제기구 등 
모든 주체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더 크게 그리고 더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스탄불 원칙을 만들어내고 지난 6월에 는 시민단체 개
발효과성을 위한 시엠립 국제 프레임워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대
응하여 각국의 정부도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하루 빨리 동참하기를 촉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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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일간 열리는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이 끝난 이후, 이 결과는 부산총회에 전달되고 논
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 시민사회포럼이 의미가 단지 총회에 결과를 전달하는 것
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실이자 또 다른 시작의 지점이 바로 이곳, 부산세계시민사회 포럼이 될 것입니다.

먼 길을 오신 시민사회 동료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전 세계 개발효
과성을 위한 길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세계시민사회 포럼을 열기 위하여 지난 일 년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주신 
KoFID를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실무를 도맡아서 고생한 사무국의 직원분들께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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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Remarks

Hyun-back CHUNG (Co-representative of KoFID, PSPD)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실천의 장이 되기를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의 만남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는 우리에게 글로벌 
이슈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해외참가자들은 동아시아의 가장 끝에 있
는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개발원조단체나 시민단체와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
니다. 저희 한국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개발원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해외동료들
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모임은 한국의 동료들 간에도 
ODA나 개발원조문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과중한 업무와 바쁜 일상사업 때문에 ODA를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시민운동은 여전히 자신의 당면문제에 골몰하면서, 국
제화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이 회의는 우
리에게 제공할 것 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공여국에서 혹은 수원국
에서 오셨건 간에, 많은 새로운 사고와 제안을 통해 저희에게 큰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개발원조에 대해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
제발전과 민주화과정에서 해외원조의 도움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 역시도 독일 개발원조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개발원조의 수혜자입니다. 제게는 학문적 연마의 기회와 서독의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에나 제게나 해외원조의 올바른 집
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천 노력은 ‘빚 갚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점점 더 글로벌화하고 있으나, 도처에서 위기적 징후가 드러나고 있습니
다. 금융위기, 식량위기, 환경위기로 인해, 지구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런 현실을 개혁하고 ‘보다 나은 대안적 세계’를 실현하는 일을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
니다. 특히 전쟁과 질병, 혹독한 빈곤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인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이 원조의 효과성을 넘어선 개발효과성, 인권에 기반
한 개발, 젠더와 인종 등의 차별들을 극복하는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행동강령을 도
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의 ODA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국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서로 간에 우의와 형제애를 나눌 수 있
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참가자들께서는 한국에서 보내는 며칠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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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Remarks
 
Antonio TUJAN Jr. (Co-Chair of BetterAid)

 
Ladies and gentlemen, delegates and excellencie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I am honored to welcome you to be witnesses to a historic moment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for the fu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First of all, let me thank 
you for joining us here in Busan, without all your work over the past years, this would 
not be the historic event it is today. 
 
The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marks an important step on a long journey for 
CSOs starting most prominently in Accra, in 2008. It is the result of three years of 
hard work, globally and locally. A process that included countless consultations and 
meetings, producing remarkable documents such as the ‘CSO Key Asks’, spelling out 
our demands for Busan and the Istanbul Principles, that will guide our work in 
development for many years to come. 
 
This process too, has led to a unique development – one that is seldom noted – it 
has united CSOs and enabled us to speak collectively with one, strong and assertive, 
voice. This voice grew into a global movement and it has become clear that this voice 
will not be ignored at the global stage, particularly in the lead up to the 
4thHighLevelForum,justthreedaysfromnow.
 
In Accra CSOs have been mere observers to the political process, but since then, we 
worked tirelessly to step up to the task that was entrusted to us, and to fulfill our 
obligations to the poor and marginalized whose voices are so often neglected in 
global meeting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Looking back on the last three years, our achievements are remarkable – speaking with 
a global voice, while applying local pressure has been our strength. The Busan Civil 
Society Forum represents a very visible outcome of our work, showcasing an 
astonishing journey. However, let us be reminded that it will not be the end of our 
work, but rather a starting point for more prominence and engagement of CSOs as 
part of an inclusiv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he world has seen much change since Accra. Economic and financial crises are 
shaking industrialized nations, impacting traditional forms of development finance and 
driving aid towards more ‘value for money’. At the same time other forms of 
development assistance shine at the horizon with new prominence of South-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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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It is clear now that we enter a new era in human history, one that cannot ignore any 
longer the challenges and changes our world is facing. Addressing these, we need to 
move forward with a bold and ambitious approach to development. This means 
realizing innovation and change that lead away from the technocratic aid effectiveness 
agenda and towards holistic development effectiveness. Such an advance requires 
fundamentally deepening the Paris and Accra commitments based on democratic 
ownership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 where peoples’ voices form the core 
to aid effectiveness reform. 
 
Addressing the world’s development challenges, we also need to work together in 
inclusive partnerships, fostering an environment of sharing and learning. 
 
More than ever this means the need to involve CSOs in development processes 
through an inclusive and truly enabling environment. 
 
Our collective voice today is louder and stronger. It is the voice of the billions of poor 
and marginalized around the globe. It is also a voice for change, a call for real 
development outcomes that are built on human rights, democratic participation, 
solidarity, justice and equity. 
 
Let us make this voice hear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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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Remark

Dongman KIM (Vice President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동만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1백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세계 각지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신 베터 에이드의 안토니오 투잔 공
동의장님, 오픈 포럼의 에밀 뒤투투라가 공동의장님, 코피드 이창식 공동대표님과 정현백 
공동대표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개발협력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해를 4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부
산회의는 전세계의 힘을 응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ITUC를 중심으로 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2005년 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이 채택되기까지 개발협력 논의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끊임없
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부산회의에서는 지
속가능한 발전과 새천년개발목표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회적 파트너와 사회적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핵심 노동기준의 존중, 사회적 평등의 촉진뿐만 아니
라 경제사회적 발전목표와 포괄적인 민주적 오너십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위급 포럼의 주최국인 한국정부도 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
원회(DAC)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은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기금(ODA) 규모
가 OCE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이 바로 개발원조정책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개발 주체의 평등
한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를 공여국의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 시민사회포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고위급포럼에 최대한 
반영되어 신흥경제국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개발주체가 새로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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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대한민국 부산에 오신 해외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이
것으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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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Tae-yul CHO (Ambassado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The 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Vision and Goals

 
Introducti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indeed a great pleasure for me to address the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toda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and congratulate the three co-organizers of 
this important event, KoFID, BetterAid, and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for their timely initiative and excellent preparation of the meeting. As this 
forum is organized taking advantage of the 
4thHighLevelForumonAidEffectivenesstobeheldhereinBusaninamatterofdays,Iwouldliketoshar
ewithyousomeofmythoughtsonwhat we aim to achieve in Busan and where we should 
go from here looking toward 2015, the target year for the MDGs, and beyond. 
 
The Busan HLF-4: Vision and Goals
 
First of all, the Busan Forum will seek a new global compact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ts primary objective is to draw conclusions on the Paris/Accra process 
based on evidence and review what has or has not been done to implement the 
existing commitments. But, we will not stop there. We will broaden the paradigm from 
‘aid’ to ‘aid and beyond’, addressing critical issues that have real impact on 
development such as South-South cooperation, effective institutions, gender, climate 
finance, and the private sector.
 
Limiting our discussion to aid effectiveness cannot reflect the trends or reality of the 
world today where diverse actors can play important roles in supporting development.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as the host of the event, suggested to give a full 
consideration to the broader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focus our 
discussions on how to operationalize this concept as a key action agenda. 
 
Second, the Busan Forum will embark on a new phase of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embracing new actors and approaches and addressing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y bring. There is currently an absence of mechanism wher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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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artners can readily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effectiveness agenda. 
More works need to be done to make fuller use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s they can both lead the way towar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partner countries, enhancing horizontal partnerships, and achieving effective 
development outcomes. We should also engage other new play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id and leveraging aid with other resources.
 
How then do we need to approach the issu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Busan? 
 
First and foremost, introducing a broader perspective on developmen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diluting the existing commitment to aid effectiveness. Development 
effectiveness supplements rather than supplants aid effectiveness. Its focus should be 
placed on promoting the catalytic and amplifying role of aid in leveraging and 
mobilizing other resources for development. 
 
Second, development effectiveness should focus on supporting endogenous efforts to 
build skills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for locally-owned and locally-led development. 
Bottlenecks to development are not confined to the lack of resources. Ineffective 
policies and institutions also hamper aid from producing the intended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development impact, it is not sufficient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or to transfer technologies or build schools and factories on an ad hoc basis. It is 
imperative that developing countries bear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to push for 
result-oriented policies. Development effectiveness should therefore give more weight 
to building competent governance and effective institutions, and emphasize the need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cluding women’s empowerment.

Third,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nhanc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critical. For the first time, over 300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from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ll participate in the Busan Forum as equal partners. Civil 
society’s contribution now goes beyond monitoring or oversight roles as they are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Busan Forum will serve to reaffirm our commitment to building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CSOs to exercise their roles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At the same time, we should recognize the effort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ir activities and to strengthen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As you all know, my government endorsed the Istanbul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t a 
CSO event during the last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held in 
Paris in early October and urged others to join. I am pleased to see them in the final 
draft of the Busan Outcom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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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we need to make fuller use of the private sector as a broker of local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an engine for growth. The private sector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laye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but this still remains 
a relatively uncharted area in development dialogue. Integrating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for-profit enterprises, into the broader partnership for development will be 
essential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broader partnerships. The private sector’s 
contribution, however, should not be confined to funding only, but involve 
market-driven technical input as well as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To do this, 
we should seek models where a profit objective meets with a development 
objective.
 

From the organizational point of view, the Busan Forum will be a truly 
multi-stakeholder event, bringing together about 2,500 participants from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SOs and the private sector. The number of CSOs 
participating in Busan more than tripled compared with the last forum. For the first 
time, over 100 representatives from the private sector will join us at the Busan Forum. 
A number of side events for CSOs including this one as well as Parliamentary, Youth 
and Private Sector Forums will also be organized before and during the event. I am 
reasonably optimistic about the outcome of the Busan Forum in terms of realizing our 
vision and achieving the professed goals as well as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all 
development partners.  
Post-Busan Process: Looking Toward 2015 and Beyond
 
What then should the post-Busan process look like? With only four years away from 
the target year of the MDGs, the Busan Forum should serve as an important political 
event to generate fresh momentum for achieving the MDGs and provide the way 
forward, setting the tone for the preparation of a post-MDGs process.
 
From Busan, the aid architecture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maximizes the benefits 
and minimizes the costs of coordination because with more development actors, 
coordination has become harder to achieve. Problems of fragmentation, volatility, 
duplication and waste of resources should be addressed by creating a better aid 
delivery model. 
 
A global monitoring system for the post-Busan agenda should therefore be 
cost-effective and ‘global light, country heavy’ with more focus at country level and 
making fuller use of respective strengths and advantages of the existing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the UNDP. The current monitoring process is too bureaucratic 
and heavily focused on technical indicators, which has increased burden on partner 
countries. The post-Busan monitoring mechanism should also strengthen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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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system by encouraging all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parliamentarians and civil socie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Finally, the works of various development fora such as UN, OECD and G20 
should move in a mutually reinforcing way that supports and complements the 
global endeavor to achieve the MDGs and move even beyond. To this end, 
strategic links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se different platforms to increase 
synergy effects and complementarities based on their respective comparative 
advantages. 
 

Closing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ells us how daunting it is to 
achieve development. However, the development experience of Korea has shown that 
this can become the reality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With its unique development exper
ience, Korea is ready to play a bridging role between the traditional donors and other 
development partners in the Busan HLF-4, one of the largest and most significant 
gatherings of global development community.
 
I hope that the Busan Forum will benefit from the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important meeting. I wish you a great success in your joint efforts 
and all the best in your intellectual exercise during the remaining sessions of this 
three-day event.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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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Tae-yul CHO (Ambassado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비전과 목표
 
들어가는 말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
의적절한 이니셔티브와 훌륭한 준비로 이처럼 중요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국제개발협력시민
사회포럼(KoFID), 베터에이드(BetterAid), 그리고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 포럼에 감사
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럼이 이곳 부산에서 곧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세계개발원
조총회와 관련하여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부산 총회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새
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 시점인 2015년과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제 생각을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비전과 목표
 
먼저, 부산 총회에서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
다. 우선적인 목표는 근거를 바탕으로 파리/아크라 프로세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기존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
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남협력, 효과적인 제도, 젠더, 기후변화 재원, 민간부
문 등 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들을 다루면서, ‘원조’에서 ‘원조와 그 너
머’로 패러다임을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를 원조효과성에만 제한하면 다양한 개발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
날의 동향과 현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행사의 주최측으로서, 포괄
적인 개발효과성의 개념을 고려하고 이 개념을 어떻게 핵심적인 행동 의제로 바꿀 것인지에 
논의를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부산 총회는 새로운 행위자들과 접근법을 포용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개발 
파트너들이 효과성 의제에서 즉각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은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증진하며, 효과적인 개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다른 자원들을 통
해 원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민간부문을 포함한 새로운 주체들을 참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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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총회에서는 개발효과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일이 원조효과성에 대한 기존의 약속사항들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발효과성은 원조효과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초점이 다른 자원들을 개발에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원조의 촉매적인 역할을 증진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개발효과성은 지역 중심의 개발을 위한 기술과 제도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내생적
인 노력을 지원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개발이 지체되는 이유가 자원 부족 때문만은 아
닙니다.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역시 바람직한 원조 성과를 내는데 장애가 됩니다.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시에만 그때 그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거
나, 학교와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결과 중심적인 정책을 추
진하는 오너십(ownership)과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효과성이 효율적인 거버
넌스와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을 보다 중시하고, 여성 역량강화를 포함한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산 총
회에는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울러 300명이 넘는 시민사회 대표들이 동등한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모니터링이나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개발협
력의 제공자로서 국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총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
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
하고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10월 초 파리에서 열린 원조효과성 작업반의 마지막 회의기간 중 열린 CSO 
행사에서 이스탄불 원칙과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다른 국가
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부산 총회 결과문서의 최종본에 그 내용이 포함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국제적인 파트너십의 중개자이자 성장동력으로써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국제개발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부상했
으나, 아직까지는 개발 논의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
괄적인 파트너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을 보다 폭넓
은 개발 파트너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기여가 자금 지원에만 한정
되어서는 안되고, 시장 주도의 기술적인 지원과 교육 및 역량 구축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과 개발 목표가 만나는 접점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조직성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에서 2,500여 명이 참가
하는 부산 총회는 진정한 다자간(multi-stakeholder)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총회에 
참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수는 지난 포럼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으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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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는 민간부문 대표자들이 부산 총회에 참여합니다. 또 본 행사를 포함해서 의회 포럼, 
청소년 포럼, 민간부문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다수의 부대 행사들이 부산 총회 전후
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는 부산 총회가 모든 개발 파트너들의 참여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고,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충실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 총회 이후: 2015년과 그 너머를 향해
 
그렇다면, 부산 총회 이후의 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시점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총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생성
하고, 새천년개발목표 이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장이 될 것입니다.  
 
부산 총회를 기점으로, 협력의 이점을 최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원조체
제가 발전해야 합니다. 개발 행위자들이 증가하면서 협업(coordination)을 이루기가 더 어려
워졌기 때문입니다. 보다 우수한 원조 전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분절화, 변동성, 중복성, 
자원 낭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부산(post-Busan)’ 의제를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은 비용 효율적이어
야 하고, 글로벌이 아닌 개별 국가 단위에 집중해야 하며, OECD나 UNDP 등 기존의 기구
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보다 온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니터링 
과정은 지나치게 관료적이면서 기술적인 지표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포스트 부산’ 모니터링 체계는 또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개발 파트너들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내적인 책임성 체
제를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UN, OECD, G20와 같은 다양한 개발 포럼들이 서로를 보강하면서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전략적 연계고리를 
만들어 각자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보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말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개발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은 전세계 개발공동체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
인 이번 부산 세계원조개발총회에서 전통적인 공여국과 여러 개발 파트너들 간에 교량 역할
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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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 총회가 오늘 이 중요한 모임에서 얻은 통찰력과 제안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일간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 여러분 공동의 노력과 열띤 논
의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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