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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DA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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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보고서는 한국 ODA 에 대한「2012OECD DAC PeerReview 주요 권고사항 (이하 2012
PeerReview 권고사항)」이후 한국의 이행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평가결과를 담고 있음. 보고서는 총 3 개의 파트로, I 장 한국 ODA 전반, II 장 한국 ODA 의
시민사회협력, III 장 한국 ODA 의 인도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룸. KCOC 는 회원단체로 구성된
TF 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회의, 세미나, 시민사회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함.
1.1 2012 OECD DAC PeerReview 주요 권고사항
<표 1. 2012 Peer Review 주요 권고사항 >
구분
전략적 지향
원조를 넘어선 개발
원조 규모와 배분

권고 사항
한국은 증가하는 개발협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체계를 수립하여
확고한 법적 그리고 정책적 기반을 수립 해야함
한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최근의 원조규모 확대 추세를 계속 유지하여 2015 년까지
GNI 의 0.25%를 ODA 로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해야함
• 개발협력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획과 예산과정에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
조직과 관리

해야

하며,

협의체와

모든

원조활동이

더불어

이들을

유
거쳐

처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함
• 평가소위원회의 독립성과 평가절차 강화,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사후 평가 개선, 평가역량강화 및 중요 평가 지원
권한의

현장조직(field

units)

위임,

평가의

교훈을

향후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야함
• 원조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해야함
개발협력의 성과 제고

• 한국 납세자들과 협력국 모두의 입장에서 제공된 원조가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해야함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인도주의적

인도적 지원

원칙들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며, 책무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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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2 OECD DAC PeerReview 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한국 시민사회는 2012 년 OECD DAC PeerReview 시 한국 ODA 에 대해 아래 <표 2>와 같이
평가함.
<표 2. 2012 년 OECD DAC 동료평가시 한국 ODA 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1>
구분

주요내용
•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한국 원조의 철학과 전략을 수립할 것
• 선진화방안에 따라 무리하게 한국형 원조를 추진함으로써 대외원조가

일원화된
원조철학 마련

공여국 중심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 핵심가치와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분야별 CPS 만드는 것을 지양할 것
• 한국의 원조 철학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교훈을 반영할 것
대국민 인지제고
• 국민들에게 ODA 에 대한 인지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것

대국민 인지제고

원조 투명성, 책무성 강화

및 원조 투명성,

• CPS 수립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

책무성 강화

• 원조사업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증명할 것
•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
•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
• 민간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를

시민사회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보장할 것
• 소수의 전문가 외에 다양한 층위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넓힐 것
•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 통합 CPS 수립을 위해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국별 지역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지원전략 전문가회의를 설치,
운영할 것
•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

모니터링 및
평가강화

• 내·외부 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평가의
질을 제고할 것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것

1

Shadow Report o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WAT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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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결과가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것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확대
• 파트너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들의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CPS 를 수립하여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현장
체계 강화

• 중기 원조집행계획을 수립,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여 원조 예측성을 높이고
파트너 국가의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
• 파트너국가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도를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
대할 것
현장 체계 강화
•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장 체계를 강화할 것
• 파트너국가의 해외 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산
발적인 원조를 조정할 것
• 전략 환경 평가(SEA)를마련하고 환경 영향 평가(EIA)를 강화할 것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제를 마련할 것
• 녹색 ODA 집행 시 개도국의 실제 필요와 현지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것
• 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를 해결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되 외국인
문제를 출입국통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무부 산하에 두지 말 것
•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할 것
• 정책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할 것

2012 PeerReview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2012 PeerReview 권고사항이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한국 ODA 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다고 평가함.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동료평가를 계기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 개혁을 추진할 것, ODA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꾀할 것, 유상원조 비율과 구속성 원조의 비중을 줄이고 투명성 제고,
원조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강화할 것, 시민사회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할 것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함.
이와 더불어 2012 PeerReview 권고사항 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음의 사항들도 함께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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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파트너십에서 강조된 불평등,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양질의 일자리,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 자원외교, 기업 진출 등 이른바 ‘국익’ 중심에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원조,

• 26 개국 중 최빈국은 10 개밖에 포함되지 않은 중점협력국가를 최빈국(LDCs)중심으로 재조정,
• 부산파트너십에서 강조된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해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 및 체계적 이행 전략 수립,

• 시민사회를 통한 ODA 집행을 OECD DAC 평균 수준인 8% 수준으로의 확대 및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의 정책 역량 강화,

•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 및 파트너십 강화를
요구.

2. Peer Review 세부 권고안과 이후 한국 정부의 이행 현황
2-1. 전략적 지향
2-1-1. 전략체계

2012 DAC 권고사항
한국은 증가하는 개발협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체계를 수립하여 확고한 법적 그리고 정책적 기반을
수립해야함. 구체적으로:
u

중점지원분야(thematic focus area)별로 명확한 목적, 우선순위, 실행목표 및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전략 체계 (전략문서)에 명시해야 함.
u

한국은 26 개의 중점협력국 각각에 대해 국가협력전략을 완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동 전략들은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과 일치되어야 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통합된 유무상
원조전략과 향후 지출 공약을 통합하며, 원조효과성 제고 계획과 달성목표를 반영하고, 각 협력국에
대한 지원목적을 계량화하여 정의해야 함.

정부는 2015 년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을 발표하였는데 2012 PeerReview 권고사항에 따라
26 개에서 24 개로 축소 조정함. 구체적으로는 DR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동티모르,
솔로몬군도 등 5 개국이 제외되고, 탄자니아, 미얀마, 세네갈의 3 개국이 추가됨. 하지만 DR 콩고,
동티모르, 솔로몬군도 등 최빈국 대신, 탄자니아가 추가로 포함된 점과 페루, 아제르바이잔 등
1 인당 GDP 가 7-8 천불이 넘는 고중소득국가가 포함된 점 등 선정기준이 모호한 점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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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음.
중점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정부적 목표와 지원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조 수행 기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간략히 기술하고 있는 수준임. 정부는 제 2 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지원분야와
관련,‘프로그램의 수가 많고 사실상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지역별ㆍ협력국별로 특화되지 않아 현지화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2016 년 새롭게 마련된 중점협력전략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특히
한국정부의 재정 지출 공약, 통합된 유무상 원조전략, 지원 목적이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협력전략 상 유무상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유무상 합동 정책협의
활성화나 유무상 공동 사후관리 등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또한 2 차 기본계획이나 국가협력전략 상 SDGs 이행에 대한 기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ODA 에 SDGs 17 개 목표를 맞춰 재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방안은 마련되지 않음.
2-1-2. 크로스커팅 이슈 주류화

2012 DAC 권고사항
한국의 모든 원조사업에 있어 성평등, 여성권한 강화, 환경 기후변화 등의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한
강화된 계획과 지침을 전략체계에 포함시켜야 함.

2012 년 Peer Review 이후 EDCF 는 환경 세이프가드 정책을 마련했고, KOICA 도 환경가이드라인
연구를 완료함. 하지만 관련 제도가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국내에서 수원국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심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음.
성주류화 관련, KOICA 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문가도 채용함. 반면 EDCF 는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KOICA 는 인권 분야 전략 (2013-2015) 문서를 만들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
2-1-3.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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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DAC 권고사항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및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함. 한국의 개발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 특히, 상기 부처들은 개발협력정책, 전략, 절차,
예산(국별

및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주요

관계자들

(국회,

시민사회단체(CSO), 비정부기구(NGO), 민간부문, 연구소, 협력대상 개도국 및 일반 국민)이 - 접근하고
이해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함.

정부는 2015 년 12 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 2016 년 8 월 IATI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전체 39 개 항목 중 13 개 필수항목을 우선 공개한 점은 긍정적임. 하지만 공개된 기초 항목으로는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 되어 있어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인터넷에서의 직접적 접근성이 결여됨.
정부는 현재 ODA Korea 홈페이지 등에서 ODA 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유무상 ODA
세부 예산안이나 특정사업의 사전 사후 평가 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 및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제한적인 정보가 제공됨. 또한 ODA 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처나 지자체의
정보공개 수준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협력대상국에서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ODA 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
인지율은 하락세이며 2 ODA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임 3 .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꼽았음4.

2.2. 원조를 넘어선 개발
2-2-1. 정책일관성(PCD)
2012 DAC 권고사항

2

2012 년 64.9%였던인지율이 2016 년 47.2%로하락.
2011 년 11%에서 2012 년 12.6%, 2013 년 12.7%, 2014 년 13.5%, 2015 년 16.4% 2016 년 20%로 6 년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
4
투명성 부족 55.6%, 원조집행 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 (3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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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개발친화적인 범정부적 의제

한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감독하에 개발친화적인 범정부적 의제를 수립. 이 의제들은 다음을 포함: (1)
가장 중요하게 착수되어야할 정책 비일관성 (2) 이러한 비일관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사항과 책임자
(3) 실현해야 할 목표 (4) 이행시한 (5) 관계부처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절차
u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한국정부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적, 정치적 역량을
확보해야 함.
u

한국의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보고를 강화

한국의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보고를 강화함. 현재까지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해온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현장으로부터의 환류와 분석,
정부부처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대학·시민사회단체(CSO)·싱크탱크의 분석 정보 등을 수렴 활용하여야
함.

2012 년 OECD DAC Peer Review 이후 정부는「2012 년 개발협력 정책∙집행평가(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이하 2012 년 Peer Review 활용계획)」에서 정책일관성관련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제 2 차 국제개발협력정책 기본계획(2016~2020) (이하 2 차
기본계획)」 수립 시 PCD 추진방향, 주요 추진분야 및 제시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2 차
기본계획에서는 PCD 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적할 수 없음.
한국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추진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실행은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최근 ODA 예산이 확대되면서 부처별·기관별
참여5가 증가하면서 단독형(stand-alone)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분절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음. 2012 Peer
Review 권고사항에는 “대부분의 DAC 회원국에 비해 집중되어 있으나, 분절화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분절화에 대해 평가를 담고 있음. 반면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
Issue Paper”에서 “한국은 개도국 사이에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발 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의 ODA 제도는 DAC 회원국들에 비해 안정화되고 분산·중복 정도는
낮다.”라고 해석을 달리하였음. 그 동안 분절화 문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없었음.

5

2017 년 총 42 개 기관(지자체 9 개 포함)이 1,243 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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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조 규모, 채널 배분
2-3-1. 원조규모
2012 DAC 권고사항
한국은 최근 원조규모 확대 추세를 계속 유지하여 2015 년까지 GNI 의 0.25% 를 ODA 로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동시에 한국은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과 유무상 원조간에 적절하고 관리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정부는 2012 년 활용계획에서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6
하겠다고 밝혔으나 ODA/GNI 는 0.14%(2015 년 기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제 1 차
국제개발협력 ODA 기본계획 (2011~2015)」을 마무리함.
정부는 ODA/GNI 비율 목표 미달성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충분한 해명 없이 2 차
기본계획에서 2020 년까지 GNI 대비 0.2%, 2030 년까지 0.3%로 달성 목표를 재설정하였으나
단계별 로드맵이 없어 달성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2 차 기본계획에서는 2017 년까지 유·무상비율을 현행 비율인 40:60 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지원 평균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무상원조 지원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임. 정부는 변경되는 ODA 계상방식을 기준으로
2018 년~2020 년까지 적용되는 유무상 지원비율을 재설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되어야 할 것임.
2-3-2. 취약국 및 고채무빈곤국 지원
2012 DAC 권고사항
취약국 및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유상원조 대비 무상원조 비율을 면밀히 진단하고 유상원조를 지원할
경우, 이들 협력국의 경제 상황과 재정 지배구조를 신중히 고려하여 부채의 상환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6

관계부처합동, 2012 년 개발협력 정책 집행평가[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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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활용계획에서 정부는 개발 수요, 잠재적 성장가능성, 경협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성화된 유상원조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동 전략에 따라 유상원조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높지 않은 최빈국은 유상원조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원조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국제사회 역시 GNI 대비 0.15% 이상을 최빈국에 지원할 것을 권고 7 하고 있으나, 한국 전체
ODA 규모가 0.14%에 머물러 있어 국제사회 권고 비율까지 최빈국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2010 년 대비 2015 년 최빈국 지원비율8과 고채무빈곤국(HIPC)
지원비율

9

모두

유상원조

비중이

무상원조

비중을

상회함.반면

고중소득국인

페루,

아제르바이잔에는 중점협력국이 된 2011 년부터 4 년간 무상원조만 지급하여 최빈국과
고중소득국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그림 1.2010 년, 2015 년 한국 ODA 의 최빈국과 고채무빈곤국 지원 비율>
최빈국

고채무빈곤국
46.9

38.7

33.7
27.4

36.1

32.7

22.1
10.6

2010

유상원조

무상원조

2015

2010

유상원조

무상원조

2015

2-3-3. 원조수단의 선택
2012 DAC 권고사항
원조수단의 선택은 협력대상국의 개발 목표와 주인의식, 선호, 관리역량과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정부는「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이행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2014)(이하글로벌파트너십
대응방향)」에서 국별협력전략(이하 CPS)및 상시적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7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p.06
유상원조 38.7%(2010) -> 46.9%(2015) / 무상원조 36.1%(2010) -> 32.7%(2015), http://stats.oecd.org/ <Aid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LDCs/Net/current>
9
유상원조 10.6%(2010) -> 33.7%(2015)/ 무상원조 27.4%(2010) -> 22.1(2015), http://stats.oecd.org/ <Aid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Net/Current/LDC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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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수원국 결과틀에 대한 분석 및 조사 작업을 우선 추진하여
결과틀 진단 결과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결과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원국의 경우 결과틀 수립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시 여부는 정보
부족으로 확인 할 수 없음.

2.4. 조직과 관리
2-4-1.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강화

2012 DAC 권고사항
개발협력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한국은(i)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획과 예산과정에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ii) 협력국 내 ODA
협의체와 더불어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 모든 원조활동이 이들을 거쳐 처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국개위)는 부처간 조정기능을 맡고 있으나, 정책입안 및 조정을 위한 인
원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평가됨. 국개위는
2015, 2016년 개최한 총 9회 회의 중 5회를 서면개최 하였는데 이는 국개위가 실질적 기능을 함
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국개위는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사회위원의 의견은 25명의 위원 중 하나의 의견으로 간
주되면서 개발협력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음.
일례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는 제27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8.26~29)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코리아에이드10 사업
확대안을 통과시킴. 당시 민간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고려되지 않았고, 이후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비선실세 개입이 밝혀지면서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자 중요안건에 대한 서면회의 개최,
충분한 검토시간 미배정, 시민사회의 우려의견 미반영에 대해 국민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시 한

10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동형 차량을 이용해 아프리카 3 개국에 의료서비스, 음식 및 한류문화를 홍보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사업 기획, 사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연루된 재단이 주도한 사실이 밝혀짐. 이는
원조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가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원조효과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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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비판을 받음11.
2-4-2. 인적자원 강화

2012 DAC 권고사항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및 양대 실행기관(KOICA, EDCF)의 인적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개발협력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

유지하여야

하며,

중점협력국

내

한국직원과현지직원의 역량을 배양하여 이들이 프로그램형 접근방식(PBA)과 같은 새로운 원조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원국 중심의 사업발굴과 사업 밀착관리를 위해 원조 실행기관의
해외사무소를 증설하고 해외근무 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세움. 이에 KOICA는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 ODA전문가 제도를 신설하고 현장 ODA사업 관리를 강화함. 하지만 본 제도는 2016년
제도적 문제로 폐지된 상태임. 갑작스런 제도의 폐지로 인해 현장 사업관리인력의 부재뿐만 아니
라 적절한 개발협력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육성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후속 대책 마련
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민간전문가 양성도 시급함. 시민사회와 컨설팅기관은 ODA를 시행하는 주요주체로
ODA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시행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분야별, 주제별 민간전문가
의 수가 매우 적어 민간 참여 사업의 효과성 증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과 함께 민간의
인적자원 강화를 위한 대응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정부-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회계보고 체계 강화로 인해 회계인력의 역할이 증가된 반면,
인건비 배정은 오히려 20%로 제한되었음. 이러한 축소정책은 사업인력을 단순 회계 관리에 투입
하는 구조가 되면서 민간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2-4-3. 평가 강화
2012 DAC 권고사항
평가소위원회의 독립성과 평가절차 강화,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사후 평가 개선,
평가역량강화 및 중요 평가 지원 권한의 현장조직(field units) 위임, 평가의 교훈을 향후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

11

[KoFID 의견서] 2017 년 코리아에이드사업 예산 전액 삭감해야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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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산하에 민관합동평가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무상 통합 평가시스템을 도
입 하였으며, 원조집행기관은 기관별 평가 역량 및 환류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평가와 환류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가 핵심적인 부분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임.
또한 유관기관 22개 중 9개 기관은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부재하며, 기관별 자체평가지침 미
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관이 통합평가 지침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12 원조효과성 강화
와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평가 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이외에도 원조의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파트너국과 충
분히 공유해야 하나, 현재는 한국내 기관들만 결과를 공유하는 실정임. 이에 파트너국에서도 정부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위, 수혜자 단위까지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2.5. 원조효과성과 결과
2-5-1. 원조규범 준수
2012 DAC 권고사항
원조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원조효과성 원칙들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들을
국가협력 전략을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 전략과 원조관리절차에 반영해야 함.

정부는 2013 년 ODA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13 을 마련하여 사업 발굴, 선정,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 ODA 효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 ODA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함.
하지만 최근 정부는 협력국의 빈곤퇴치,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 취지나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조효과성 원칙에 상충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으로부터

12
13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KIEP, 2016. 11. 30)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제 16 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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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음. 특히 미얀마‘K 타운 프로젝트14’와‘코리아에이드15’사업은 추진 절차상, 내용상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못한 사업이며, ‘코리아에이드’의 경우 시민사회가 논평, 성명서,
국회토론회 등 활동을 통해 수 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음. 또한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새마을운동 ODA’도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1970 년대식
새마을운동을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5-2. 주요 개선과제
2012 DAC 권고사항
한국이 가장 부진한 다음의 부문들에 대한 성과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원조의 비구속화,
프로그램형 접근방식(PBA), 중기 원조계획 예측가능성, 개도국 공공재정관리체계를 활용.

정부는 글로벌파트너십 대응방향 문서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여국 집행 예정액 중
미집행된 원조액의 비율을 2015 년까지 1/2 로 감축할 것을 단기목표로, 향후 지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원조액의 비율을 2015 년 까지 1/2 로 감축할 것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수원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 활용과 관련,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원조금액 비율을 수원국 시스템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원조 단기, 중기 예측 가능성 향상, 수원국별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 활용과 같은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2차 기본계획에서 프로그램원조(PBA) 분야 등 지원형태를 다변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PBA를
통한 원조제공은 2014년 DAC 평균은 4.7%인데 반해 한국은 약 0.2%에 그쳤음16.
2-5-3. 비구속성 원조
2012 DAC 권고사항

14

K 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한 후 한국 기업들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 개인이 특정 기업 참여를 담보로 지분을 받은 협의가 드러났고, 재외공관 인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폐지된 정부 ODA 사업임(최순실게이트)
16

http://stats.oecd.org/<ODA Programme-based approaches/Net/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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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들과

협력국

모두의

입장에서

제공된

원조가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5 년까지 전체 양자 ODA 의 75%를 비구속화 한다는 공약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전환하여
목표달성을 추진. 비구속성 원조를 최대화하기로 한 원조 비구속화에 대한 DAC 권고, 아크라행동계획
및 부산 공약 이행에 집중한다. 기술협력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ODA 의 구속화 현황을 보고.

정부는

2010

년「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

2015

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양자원조 비구속성 평균 비율은 2014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17하였으나
세분화 데이터를 보면 무상원조에서의 비구속성 비율 상승이 평균 상승에 기여한 것이며
유상원조 비구속성은 제자리 걸음임18.
2 차기본계획에서정부는유상 55%, 무상 95%(평균 75%)로 5 년전 목표비율과 차이가 없는 비율을
약정금액 기준으로 명시하였고, 약정대로 지출되었는지 실지출액 기준의 비구속성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

2.6. 인도적 지원 (III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
3. 소결
PeerReview 는 한국 ODA 의 규범, 제도, 정책과 이행 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임. 지난 2012 PeerReview 권고사항에서 지적된 사안들과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구체적 개선
노력이 사실상 전분야에 걸쳐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곧 한국의
개발협력이 이를 뒷받침할 이념이나 철학의 부재에 대한 반증이며,이를 한국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한국 ODA 는 UN 의 발전권선언, 2015 년 UN 정상회의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OECD 의‘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을 그 주요 이행 기제로 삼지 않고,
각 정권의 개별적 지향에 따라 원조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이라 여겨짐.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외에도 ODA 에 있어 이념과 철학을 담은 ODA
헌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17
18

51.1%(2011), 55.1%(2012), 61.7%(2013), 62.3%(2014), 55.6%(2015)
무상원조 68%(2011), 81%(2012), 88%(2013), 92%(2014), 82%(2015)/
유상원조 46%(2011), 48%(2012), 47%(2013), 48%(2014), 4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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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도 분절화 문제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조정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원조 전문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없었음.
이는 사실상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입 영역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며, 부산파트너십에서 논의된 시민사회의 주요 기능과정의중 하나인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인식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임.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본문에서 언급한 문제에 기반한 구체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분절화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조정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공약한 ODA/GNI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에 따라 유상원조집행은 신중히 하고, 무상원조비중은OECD DAC 회원
국 평균수준까지 상향조정 해야 함. 이와 함께 최빈국과 취약국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고채무빈곤국(HIPC) 및 취약국·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비율 축소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 평가와 환류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무조정실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평가소위가 현 ODA 수행기관들의 평가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원조의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파트너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위, 수혜자
단위까지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사태가 재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DA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ODA 계획 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함. 정부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을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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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유무상 개별 프로젝트 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
프로그램기반접근(PBA) 방식을 확대하여야 함. 비구속성원조 비율을 100% 달성하여 원조효과성
제고 및 개도국 주인의식과 현지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함.

이에 PeerReview 팀은 위에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지적한 개선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ODA 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결정되고 이행되는 현재의 관행으로부터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실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정부가 OECD 의
원조효과성 원칙과 부산 파트너십의 약속들을 포함, 유엔 발전권선언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Peer
Review 를 진행해 주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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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민사회협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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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1990 년대부터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해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10 개 국, 18 개 분야에서 현장 활동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참여 인력을 확대해 옴.
개발협력사업 규모도 약 4 천 9 백억원(2015 년)으로 2006 년 대비 약 5 배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
무상원조 순지출액의 (약 1 조 1 천억원, 2015 년)의 48%에 육박함. 따라서 정부-시민사회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
2008 년 OECD DAC Special Peer Review 는 개발인지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정책대
화 및 지식, 전문성 활용을 강조한 바 있음. 2012 년 OECD DAC Peer Review 는 한국 ODA 개선과
제로 시민사회를 핵심적 파트너로 인식하여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정보공개, 투명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등을 제언함. 2015 년 중간점검도 NGO 대표들이 좀더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정책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협력에 관련한 본 보고서는
시민사회 협력 프레임워크와 효과적 지원 차원에서 현황 진단 및 개선과제를 제시함.

2.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 및 평가
2-1. 시민사회 협력 프레임워크
2-1-1. 시민사회 협력 전략 및 정책
DAC 「12 lessons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DAC 회원국은 시민사회 협력 전략 문서를 만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함

한국의 시민사회협력파트너십 1995 년 코펜하겐유엔사회개발정상회담(WSSD) 에서 대통령의
ODA 증대 담화발표 및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의 분위기 속에 조성됨. NGO 의 봉사정신,
저비용으로 개도국의 기초적인간욕구(BHN) 분야 지원, 국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통한 ODA 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 정부에 비해 적은 행정 부담, 정부보다 나은 접근성, 정부원조에 대한
상호보완 역할 통해 국제협력효과에 기여 등의 특성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됨. 19

19

KOICA 1995 년 연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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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부터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를 통해 추진된 민관협력사업 20 은 1995 년 약
21 억원에서 2015 년 약 538 억원으로 21 년간 약 24.6 배 확대되면서 양적인 발전을 이룸.
하지만 이러한 파트너십의 증대는 한국 ODA 규모의 증대에 따른 현상일 뿐 파트너십 확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담은 정책문서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 KOICA 의 경우
민관협력사업 중기전략(2011)은 세웠지만 요약본만 공개한 상황이며, 2016 년 5 월 제 26 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이후 세부 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음.
최근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정책이 변경되면서 민관협력사업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아닌
정부의 시혜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변질됨(세부내용은 2-2-2 참조). 변경된 제도 안에서는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양적확대가 불가능하며 국제적 기준과 원칙보다는 국내적 상황에 맞춘
것이어서 파트너십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큼.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 및 정책이 성문화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2-1-2. 참여적 거버넌스
DAC 「12 lessons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DAC 회원국들은 개발협력정책 및 접근, 개발에 관한 정책일관성,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환경, 기후변화
및 인권과 같이 시민사회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와 논의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개발과 시민사회 정책, 가이드라인과 파트너십에 관한
전반적인 비전과 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와
논의를 전략적이고 유의미하며, 유용하도록 그 방법을 향상시켜야 함.

지난 동료평가 이후 국제개발협력 안건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수준은 다소 개선됨.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정부간 협상 과정에서 국제개발 시민사회와 외교부 간 이루어졌던 수
차례의 정책 대화는, 정부가 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할 때 시민사회와의 대화가 필수
적인 과정임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일부
부서와 KOICA 에 국한되며 담당자 개인의 의지와 인식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또한 대화
20

KOICA 의 민관협력파트너십은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포괄하는 용어임.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2009 년부터,
학계와의 파트너십은 2012 년부터 시작되었고, 이중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규모가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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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널은 비공식적·비정기적이며, 시민사회의 의견 반영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5 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
들로 구성됨. 시민사회위원의 의견은 25 명의 위원 중 하나의 의견으로 간주되면서 개발협력 시민
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2. 효과적 지원
DAC 「12 lessons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OECD DAC 은 공여국과 개발협력기관들의 상이한 원조 절차와 관행으로 인해 협력대상국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한 바 있음. 또한 개발효과성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주체적 참여와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아크라 행동강령(2008),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2010) 및 시엠립컨센서스(2011), 부산글로벌파트너십(2011)를 통해 합의한
바 있음.

2-2-1. 시민사회협력 예산
정부는 2010 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에서 시민사회를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각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함.

이후「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에서

2015 년까지 900 억 수준의 민관협력 예산 확대를 계획하였지만 달성하지 못했고,현재 해당
예산은 그 절반 규모에 불과함.
OECD DAC 회원국 시민사회 협력 예산이 평균적으로 ODA 총액의 10%를 상회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2%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표 1. ODA 총액 대비 KOICA 민관협력사업 예산 비율>
(단위:백만불)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 총액

1,206.39

1,369.28

1,646.47

1,820.81

1,937.88

1,994.22

민관협력사업비*

17.28

22.3

23.72

47.65

43.16

47.56

총액/민관협력(%)

1.4

1.6

1.4

2.6

2.2

2.4

* 시민사회, 학계, 기업협력예산이포함된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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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협력방식
DAC「12 lessons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DAC 회원국들은 시민사회단체에 펀딩을 할 때 조건을 다는 것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DAC 회원국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협력에 관해 각각의 권한, 정책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 시민사회단체는 펀딩에 부여되는 조건으로
인해 정부와 자신들의 관계를 종종 일방적이라고 느끼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펀딩을 위한
조건을 강요당한다고 생각함.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정부의 엄격한조건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파트너십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가장 큰 장애물임.

한국

정부는

2016

년부터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세금

집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KOICA 출연금)을 국내 민관협력사업(보조금)과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 환경에 맞춘 단년도 회계 정산 중심의 보조금 제도의 지원 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함.
정부가 공표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지침은 다년도 계속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전 지원금 집행
불가로 인해 사업휴지기 발생, 협력 대상국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적격 증빙 기준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국내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 가지는
구속력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실행과 관리를 위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제도 변경에 대해 국회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냄. 2016 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예산을 별도 유지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일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정부가 제출한 변경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음.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정부측의 강한 의지표명으로 정부 원안 대로 결정됨.
보조금 제도 전환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파트너십 훼손임. 시민사회
단체는 단순히 대체 가능한 보조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발 참여 주체이자, 협력 대상
국 현지 사정과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핵심파트너임.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돌연 사
전협의 없이 제도를 변경하면서 일차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파트너십이 수직
적, 비대칭적 관계로 격하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개발효과성을 저해할 위기에 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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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제도가 법률로 정한 엄격하고 일방적인 지침의 틀 안에서 사업 수행과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도 줄어들었음. 시민사회단체의 가
장 큰 강점이자 전문성은 정부 주도의 개발에서 배제되기 쉬운 오지지역, 최빈곤층 아이들과 여
성,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보조금 제도에서는 오지지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진행하기 어려움.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자력화하고 개발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사업 역시 증빙의 문제로 사업을 수행하기 쉽지 않음. 따라서 단기간 내 수행 가능한 일회성 사업
이나 영수증 처리가 명확한 인프라 구축사업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ODA 사업의 질 저하
가 예상됨.
국내 환경에 맞춰진 보조금 지침을 개도국 환경에 무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면서 사업 운영에도 어
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사업별 현지 통장 개설, 인쇄된 영수증사용,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증빙
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인쇄된 영수증 증빙을 위해 지역 내에서도 구입 가능한 물품
을 중심지 업체들과 거래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거
나 중심지 이동에 대한 추가 시간과 비용 등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
음. 이외에도 실제 사업의 성과 관리보다 증빙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한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시간
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ODA 사업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건비 비율마저 20%로한정하고 있어 사업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정세불안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현장 수습을 위해 원래 계획에 없던 인력
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의 유연성도 발휘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KOICA 보고 외에 별도의 시스
템에 2 중으로 집행 회계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인력을 회계보고인력으로 전환, 혹은 급여를
삭감해서 관리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운영 상의 위험이 있음.
* 자세한 사례는 부록 2 참조.
2-2-3. 시민사회 역량강화
DAC 「12 lessons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DAC 회원국들은 개발효과성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재정, 법, 그리고 정책적 맥락으로 해석되는)을 증진하여 개도국의 시민사회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공여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맥락을 섬세하게 고려하고, 달성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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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역량을 갖추고 활성화 되었을 때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확립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현지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
KOICA 는 2013 년부터 아시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 9 개 국가 대상 현지 CSO 지원 시범사업(KFSO)21을 진행함. KFSO 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2015 년도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현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반영
할 것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시민사회협력 예산이 정부 국내 민관협력사업으로 편성되
면서 보조금의 해외 지급이 불가한 이유로 잠정 중단된 실정임.
KOICA 는 국내 개발 NGO 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4 년부터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구축, 연
구조사 및 정책제언, 포럼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 년부터 신규 및 중견 단체 대상의
NGO 사업기획, 수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2016 년 기
준)22. KOICA ODA 교육원에서는 시민사회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 년에는시민사회, 기업, 학계 상호간 정보를 위해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지원을 시도해왔음. 그러나 파트너국가의 우호적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 정부와의 정책적 대화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 역량강
화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다 다변화 될 필요가 있음.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ICA 민관협력사업은 개도국 지역 사회의 빈곤퇴치와 주민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1995 년부터 20 년간 국내·외 민간 파트너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은 20 년간의 민관협력 역사와 경험을 무너뜨리고, 국
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한국정부의 ODA 신뢰도를 하락한다는 점에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도 퇴보한 상태임.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부처별 위원
회 및 주제별 TF 에 소수의 시민사회 및 민간,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사결
정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의 시민사회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하며 개발협
력 관련 핵심 정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이 어려움.
21
22

총 687,000 달러 규모, Korea Fund for Souther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KFSO
외교부.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지원방안.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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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실현해야 함. 이를 위해 구체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시민사회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2010)」에 따라 개발 참여 주체로서의 시민사회단체
인정,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재원 마련, 개발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구
등 시민사회단체 개발 효과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시민사회 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를 만들어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또한 이러한 정책은 정부 일방향이 아닌 상호간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함.

• 정부가 개발협력정책 및 전략 수립과 평가 시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 단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환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 제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거래비용 최소화시키고 개발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협력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평가소위원회 내 시민사회의 의견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정 전반에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원조효과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현재
2%에서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부 ODA 사업의 효과성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

• 현지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담아야 함. 정부는 파트너 국가의
우호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현지 시민사회지원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되, 유연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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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적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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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2012년 OECD DAC Peer Review 주요 권고사항
OECD DAC는 2012년도 동료평가 시, 한국이 2010년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함. 동 검토 보고서에서 DAC 수검팀은 한국이 2015년
까지 ODA 예산에서 인도적 지원 비중을 6%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DAC 공여국들과 유사한 수준
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를 주요 권고안으로 제시함(세부내용은 아래 표 참
조).
<표1. 2012년 Peer Review권고사항: 한국 인도적 지원>
구분

세부 권고내용
∙한국이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된 분야/목표에 집중하도록 새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명

운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완료가 필요하며, 여러 관계부처 및 주요 개발

확한 전략적 비전 수립

파트너들과 폭넓게 협의하여 범정부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마련을 권고
함
∙한국이 지난 2009년 가입한 모범적 인도지원 공여국 협의체(Good
Humanitarian Donorship, 이하 ‘GHD’)의 인도적지원 원칙을 준수하고, 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원칙 준수

에 따른 정책 수립 및 공표를 권고함. 특히,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배
분 결정에 있어 원칙 준수를 강조함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군 자원 사용 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원칙을 위배하지 말 것을 권고함
∙한국은 법적인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부재하며, 관련 문서상 실제 프로그램 이행을 뒷받침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신
정책 수립 완성

는 구체적인 목표와 핵심이 누락되어 있음
∙새로운 정책 수립 시 협력국과 지역사회의 재난 대비 및 복원력 강화 지원
하는 방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 재검토를 권고함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재원배분을 재난의 규모와 수요 유형에 따라 결
인도적 지원 대상, 지원

정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목적이 아닌 수요에 기반을 둔 배분을 결정하고,

내용, 예산 출처를 명확

파트너들에게 배분 기준을 명확히 공표할 것을 제안함

화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이 무상원조 결정에 적용되는 과정과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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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학습과 평가 절차 마련을 통해 향후 인도적 지원 사업 설계와 이
체계적인 성과 학습 및
보고 실시

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결과 공표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적시한 전략 수립을
함으로써 책무성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함

1-2. 시민사회 평가 및 주요 제안사항
상술한 2012 Peer Review권고사항과 한국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공표한 2012년 Peer Review 활용
계획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동료평가 전후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과 다양한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도적 지원 분야 관련 다섯 가지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시
민사회의 평가와 제안사항을 정리함.
<표 2.2012 년 OECD DAC 동료평가 권고사항: 한국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구분

주요 내용
·한국은「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해외 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을제
정하였으나, 상위 단위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과 법률 일체가 수립되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명확한 전략적
비젼 수립

않았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철학 정립을 위해 현재의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
률」에 보다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만성적 위기의 대응과 재난 취약국 지원을 강화해야함
·재난위험경감(DRR)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과 연계 방안 마련이 필
요함

국제사회의 인도적

2009년 한국의 GHD 가입은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음

지원 원칙 준수
·복합 혹은 만성 재난 등과 같이 재난의 범주를 확대 인식하고, 예산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지원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지원의 명확한 목적 수립과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 마련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신정책 수립 완성

필요하며, 범정부적 정책 수립 과제를 가지고 있음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공약(6%)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문화(成文化)해야
함
·긴급구호와 사후관리 만큼이나 재난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에 국가
단위의 재난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함

인도적 지원 대상,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 확대 뿐 아니라, 이행 내용의 충실성 담보가 필요함

지원 내용, 예산 출

·인도적 지원 재원 배분 결정 시, 성과를 보여주기 수월한 것에 치중하지 않

처를 명확화

고,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재해 국가의 재건, 위기 극복 역량, 타 공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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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고려가 필요함
기타 – 시민사회
파트너십 등

·정부와 시민단체 간 유기적 연계 전략 수립과 시민사회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기적인 채널 마련이 필요하며,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를 통한 인도적 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한국 인도적 지원 평가(2013-2017)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2012년도 DAC Peer Review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현황은 서론
에 기술한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DAC Peer Review Reference Guide(이하, Reference
Guide)」의 분석 기준과 각 기준 별 제시된 GHD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함. 검토 대상은 2013년부
터 2017년 3월 현재까지의 정부 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 사항 이행 여부이나, 본 보고서는 시민사
회가 참여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도적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주로 다룸.
2-1. 전략 체계
2012 DAC 권고사항
· 새로운 인도적 지원 정책을 마무리 하되, 재난대응과 같이 한국이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
분야 및 목적에 집중하고, 범정부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원배분이 가시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수요에 기반하도록 주의

정부는 2015년 「인도적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발표하였으나, 동 문서에는 기본 방향과 추
진 방안 정도의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으며, 식량, 보건, 교육 등 비교 우위 분야에 대한 선정 근거
와 세부 지원 방안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추진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있는 재난에 대한 지원 외에도 ‘가시성’을 고려한 ‘브랜드
화 모색’과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여전히 가시적인 목
적과 외교 수단으로 오용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음.

2012 DAC 권고사항
· 향후 3년간 대폭 증액하기로 공약한 추가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자금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양자원조, UN기구 및 NGO의 비중이 최적의 조합을 이룰 수 있
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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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도적 지원 전략에서 인도적 지원 예산 총액을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6%)까지 증
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 및 세부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마련된 2차 기본계획 에는 목표와 규모, 수치가 적시되지 않음.
분야별 원조 규모 증가 동향을 보면, 2017년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88%) 증가했
으나, 증액분의 사용처와 방안은 확인할 수 없으며, 전략적 방향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를 모니터
링 할 수 없음. 특히, 프로그램 단위의 세분화된 데이터가 공표되지 않아 우선순위 반영 여부도 확
인할 수 없음.
또한, 인도적 지원 전략에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방향에 따른 양자 및 다자 원조 예산 비율이나, 향
후 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특히 인도적 지원 분야 민간단체 지원 예산액은 초기(2012년) 200만불로 시작하여 지난 5년간약
260만불로 아주 소폭 증가함. 2016년에서 2017년의 경우 전체 예산이 900억원으로 증대 된데 반
해 민간지원예산은 30억원으로 동결되어 전체 예산 대비 민간 비중은 크게 축소됨. 예산 편성 과
정에서 민간지원에 대한 고려가 전면 배제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인도적 지원 예산(민간단체 지원 예산)
인도적 지원 예산

민간단체 지원 예산

인도적 지원 예산 대비

10억

규모 : 10억원

민간단체 지원 예산 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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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DAC 권고사항
· 새로운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특히 위기 이
후의 복구와 협력국과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의 대비와 복원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자국
의 역할을 재검토 해야함
· 한국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전략 전체에 DRR 분석 및 통합방안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
· 위기 후 복구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역할을 정립, 지역사회의 저항력 지원 방안, 취약한 인구 저항력
강화, 인명과 생계의 전반적인 위험 감소 필요23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전략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을 재정의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국제적
으로 합의된 기준과 기본 원칙에 합치시킬 것을 명시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재난 복구와 전환
(transition)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으며, 프로그램에도 체계화되지 않음.
2016년 12월, 중점협력국 중 15개국에 대한 CPS가 발표되었으나, 재난취약성 분석이나 재난위험
감소에 대한 통합적인 방안이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음.
인도적지원과 개발협력과의 연계의 경우2016년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네팔
지진 조기복구’에 대한 추가 공모를 추진한 것 외에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듦. 2016년 기준, KOICA
민관협력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긴급구호, 조기복구, DRR, 장기화된 재난의 난민지원 분야는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

2-2.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
2012 DAC 권고사항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이러한 기준이 매년 실질적 무상
원조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입증하여 파트너의 입장에서도 재원배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도록 함.

정부는 인도적 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으로 아동과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하였고,
지난 2016 년 5 월 개최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HS)에서 여성과 여아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23

본 권고사항은 Reference Guide 의 ‘Effective delivery, partnership and instruments’에서 ‘만성적 위기와 복구에

유용한 툴 마련’과도 연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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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여아 관련 프로그램이나 예산 배분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행여부를 추적할 수
없음.
한국은 2016년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하나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약 5년간 총 2억불
규모로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 강화에 지원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를 인도적
지원 분야에도 적용시키고자 함. 그러나, 총 2억불 규모의 예산 조성 경위와 절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공표되지 않음.

2-3. 효과적인 지원수단과 협력
2012 DAC 권고사항
한국 NGO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십
만미불씩 제공하고 있음. 동 기금의 설립으로 전반적인 한국의 재난 대응의 적시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
상 시킬 것임. (중략) 이와 같은 모범적인 재정지원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함

정부는 2012년부터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me, 이하 HPP)를
시작, KCOC(NGO사업지원 및 관리)와 9개 민간단체(사업실행)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다만, 동 프로그램과 재원 운용의 목표였던 ‘적시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은. 2017년 제도가 변경되
면서 달성이 요원해지고 있음. 특히 HPP 사업 심사와 지원금 교부 절차<표1>는 2016년까지해외
인도적 지원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되어 왔으나, 2017년제도변경으로 인해 절차가 늘어나
면서 긴급구호상황 시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짐. 일례로 2016년에는 선정된 NGO에게 지원금
25만불을 연초 한번에 지급하여 긴급구호 발생시 간단한 보고 후 바로 집행할 수 있었으나, 2017
년부터는 긴급구호 발생시마다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고 승인 받은 후 집행할 수 있어 적시 대응은
불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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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HPP 수행 절차>
2016년

2017년

민간단체연간자금집행계획서제출

민간단체연간자금집행계획서제출

⟱

⟱

운영위24연간자금집행계획서심사

운영위연간자금집행계획서심사

⟱

⟱

운영위연간자금집행계획서승인

운영위연간자금집행계획서승인

⟱

⟱

협력단체지원금*지급(100%)

KCOC-협력단체약정체결

*각 민간단체 당 최대 25만불

⟱

⟱

KCOC-협력단체약정체결

사업계획서제출

⟱

⟱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

⟱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e나라도움사업등록및교부신청

⟱

⟱

사업중간보고

e나라도움KCOC 교부승인

⟱

⟱
사업비1차지급(90%)

사업결과및정산보고

*각 단체에 배분될 예산(25만불) 중
세부사업비

⟱

⟱

사업서면평가

e나라도움예산집행내역입력
⟱
(사업내용/예산변경시)

e나라도움변경내역사전입력
⟱
개별사업중간보고
⟱

e나라도움보고및교부신청
⟱
사업비2차지급(10%)

24

운영위원회는 HPP 사업의 의사 결정 및 심사를 하는 외교부, KOICA, KCOC 협의회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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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및정산보고
⟱
사업서면평가

* 하늘색이 변경, 추가된 절차임.

2012 DAC 권고사항
· 인도적 지원 전략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NGO들과 폭넓은 인도적 현안들에 대해 공식적이며 정기적
인 협의를 할 것을 권장함
· 민관협력채널 구축, 민간의 해외 긴급구호 활동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할 것
·외교통상부에서는 NGO직원들에게 여행경보 4단계 국가에 출입할 수 있는 특별여행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권장됨

정부는 위 권고 내용을 인도적 지원 전략 (2015)에 반영하였으며, “인도적 지원관련 행위자의 다
양화에 따른 공조 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공표함. 동 계획에 따라 NGO를 포함한 핵심 이해관계자
들과 협의하는 상시∙비상시 채널을 구축한 바 있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NGO들과의정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 사업수행과정에서는 연1회 연례간담회(HPP사업 수행단체 대상)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에 관련
된NGO의의견을 수렴하나, 수렴 후 환류 프로세스가 부재함.
해외 긴급구호 활동에서의 민관공조체계의 경우, 실제 민간 단위에서 적용할만한 프로토콜이 없
음. 일례로 재난현장에서 대한민국긴급구호대(이하 ‘KDRT’)와 파견된 한국군과 NGO간 정보 등 공
유 메커니즘이 없음. 또한 민간단체들의 현지 비자발급과 세관통과 등의 문제 발생 시 공관의 협
조를 받는 사례도 극소수에 불과함.
현재 특별 여행 허가증 발급으로 민간단체들의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실제 사업수행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름. 재난 대응과 복구 및 재난위험경감 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NGO 활동 기
준’이 필요하며, 3,4단계 지역 사업 승인 및 공식적인 여행 허가증 발급 절차가 NGO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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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직의 합목적성
2012 DAC 권고사항
군 자원 이용시 인도적 원칙을 보장하는 공식 지침 부재. 군 자원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판단 기준의 구체적 명시와 책무성 확보 필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파병이나 군자산 활용 부분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에 대
한 협조요청 조항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원칙과 지침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정책이 부재함.
한국은 지난 1993년 소말리아에 유엔평화유지 활동으로 군부대를 파병한 이후, 레바논(2007), 아
이티(2010), 남수단(2013)에 PKO를 파견하였고 이 외 2013년 말, 필리핀 태풍 피해복구 지원을 위
해 양국간 합의에 의거, 아라우(Araw)부대를 파견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인도
적 지원 활동에 있어서의 군의 역할, 활동 범위, 다양한 활동 주체들과의 조정 체계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병규제를 완화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군 파견의 원칙이 ‘최후의 수
단’이 아닌 ‘최우선의 수단’으로 역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바 있음(부록1 참조).
다만, 인도적 지원 전략에는 군자산 및 인력파견을 인도적 지원 추진체계내 양자채널을 통한 지원
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KDRT 파견 시 민군자산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적시함.

2012 DAC 권고사항
개발 파트너들, 특히 NGO기관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관련 몇 가지 이례적인 사항들이 있어 검토할 필
요가 있음. 한국의 경우, NGO들은 정부지원사업 종료시 영수증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함. (중략) 모
든 사업제안서와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는 요건도 개발 파트너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품질이 높고 적시성 있는 보고서 제출에 제약 요인이므로 재검토 되어야 함.

2012년도부터 시작된 HPP는 취약한 현장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해야 하므로 유연
한 규정과 운영 방식이 필수적이나, 상기 권고사항에 지적한 영수증 원본 제출과 제안/보고서의
한국어 번역 등의 행정 부담은 여전함.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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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사업은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 보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또한,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 통합 보조금 관리 방식을 본격적으로 준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에 따라, 그간 적시성과 유연성을 반영해서 발전시키고 운영해온 사업의 특성이 대폭 약화됨. 현
재 HPP 사업은 ① 갑작스런 제도와 규정의 변화에 따른 교부 지연 ② 사업 등록 및 교부 절차의
복잡성 ④ 사업 변경관리의 제약 ⑤ 해외 재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 증빙 규정 등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이 제도는 Ⅱ장 2-2-2에 기술한 시민
사회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법과 규칙에 적용 받고 있어 HPP 사업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2-5. 인도적 지원 결과, 교훈 및 책무성
2012 DAC 권고사항
·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결과 공표는 중요함. 향후 수립할 인도적 지원 전략에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한다면, 자국과 개발 파트너 모두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분명한 책무성을 지우게 될 것
임.
·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얻어진 학습은 한국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기는 했으나,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환경에서 체계적 학습체
계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연례평가 시행계획은 환영할 만함.

한국 정부는 2012년 Peer Review 활용계획에서“인도적 지원의 성과평가 및 지원 결과의 보고/공
개 시스템 보완”에 대한계획을 공표 하였으나,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 측
정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로써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정부의
지원 금액, 규모와 투입 내용 등 개별 정보와, 특수한 긴급구호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국한됨.
이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계획 대비 결과, 성과와 질 등 고차원적인 논의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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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정부는 동료평가 이후 2012년 Peer Review 활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시민사회와의 토론회 자리
에서 권고안에 대한 이행의지도 천명함. 그러나, 2015년에 수립한 인도적 지원 전략 상 관련 내용
이 상당 부분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세부계획과 목표시한을 담은 로드맵은 공개된 바 없음.
동 보고서의 인도적 지원 분야 작성 팀이 규명한 한국 인도적 지원 관련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음.

• 기존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호에만 국한되어 있어, 광의의 인도적 지원 원칙에
입각한 국내의 법적∙제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함. 더불어 인도적 지원의 전략적 방향과 예산 확충
및 예산 배분/편성기준 등을 적시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자금 배분에 있어 수요에 기반한 기준이나, 정책 방향과 전략에 따른 양자 및 다자
원조 예산 비율이 제시된 바 없음. 이에 예산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여자 중심이 아닌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긴급구호뿐 아니라, 재난위험경감(DRR), 대비, 대응, 복구 및 개발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연계
하는 지원과 관계 부처간 정책 일원화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민간 지원 예산을 DAC 회원국 비율로 증액하고, 사업대상국 로컬 NGO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하
며, 현재 인도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해외 긴급구호 활동 시 실제 활용 가능한 민관공조체계와 정보 공유 프로토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국군의 해외파견이 인도적 지원에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고, 국군 파견 관련 전략 및 정책 문서에 최소한 군자산 활용 및 파병 관련한 주요 원칙
을 명기해야 함.

• 인도적 지원 각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성과 기준과 체계적인 평가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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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필리핀 긴급구호 현장에 한국군 파병 사례>
사례
한국 정부는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2013년 12월 필리핀에 1년간 아라우 부대를 파병하였다. 인도적
목적의 긴급구호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파병 결정에 외교, 군사적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략) 파병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구호 목적으로 군부대 파병을 결
정한 것이 적절했는가 의문이 든다. 필리핀에서 아라우 부대의 주요임무는 공공시설 복구 및 피해지
역 정리, 의료지원과 방역활동, 직업학교, 한국어 교실 운영, 무료급식, 영화 상영 등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민간 NGO 단체를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재건구호 임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국군 파병 기
념공원 조성, 연합 복구 작전 동상 설립 등도 수행했다. (중략) 현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률’을 근거로 전문 분야의 민관 기관에 해외긴급구호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긴급구호대와 별도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구호
매커니즘을 보충하는 역할로서, 유사한 민간 대응방안을 대안으로 찾기 어려울 때만 최후의 수단으
로 파병을 고려해야 한다는 오슬로 원칙에도 어긋났다.

출처 :이영아, 평화와 개발 : 한국 ODA 정책을 중심으로, 2016

<부록 2. 보조금 제도 전환 후 주요 문제점 및 사례>
구분

보조금 지침에 따른

사례

문제점

(사례 1) 보건사업 백신접종 활동의 경우, 교부금 지연으로
연간 사업 착수일이 미정 상태로 계속 지연되면서 1/4 분기
보조금 교부 전 지원
금 집행 불가로 인한
교부 및

연간 사업기간 단축/

집행 기준

단절, 다년도 사업의
연간 사업기간조정
불가능

활동이 실시되지 못했으나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능해 결국
예정된 사업 활동 기간이 축소됨
(사례 2) 1-2 월 사업비 집행 지연이 현지 정부와 협력하는 사업
활동인 이동 진료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현지
보건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쳤고,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산소,
전력,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음
(사례 3)인건비를편성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전 지원금 집
행 불가 지침으로 인해 고용 인력에게 2 달 이상 급여를 제공하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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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부 국가의 경우 현지 법이나 기관 내규에 반하는
것임에도 사업을 위한 별도 현지 통장 개설 요구하고 있어
개인에게 통장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지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게다가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이율 5%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음
(사례 2) 인쇄된 영수증, 영수증 일련번호가 없을 시 100,000 원
이상 증빙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협력 대상국 현지

모든 현금에 대해 지급증 외 신분증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개발도상국에 존재하지 않는 증빙을 요구하고 전기나 복사기

적격 증빙 기준

등이 없는 열악한 현장상황을 무시하는 지침으로 사업비
집행을 인정하지 않음

예산 집행

(사례 3)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출산 시 발급하는

및 결산

출생증명서 조차 일부 도시지역 및 기관에서 출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임. 특히 유목민이
많은 사막지역에서 사업 진행 시, 문맹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년월일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나, 보조금 제도
하에서는 지역주민의 생년월일을 임의로라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을 위한 행정 업무를 하게 함
사업기간
연장/사업비 이월
여지 축소

(사례 1) 현 보조금 지침은 예산 집행과 결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 따라서 당해년도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있음. 정세불안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한
국가 사업의 경우, 안전문제로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사업 기간 연장이나 사업비 이월의 여지가 거의
없어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축 요소의 사업을 강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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