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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CSOs in ODA Regime
by Antonio Tujan Jr.

Chairperson, Reality Of Aid (RO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ow have a prominent role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as develop-
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 meaning that CSOs have a distinct role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
viding service for poverty reduction and human rights and acting as effective interlocutors towards the 
reform of the aid regime.  The recognition of this special role of CSOs has been achieved in the course of 
decades of their development work, and advocacy and engagement with the aid system leading to the 
recent High Level Forum IV in Accra in early Septermber 2008.

CSO Perspectives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 know it is a phenomenon of the post-colonial period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the post-war and post-colonial situation the aspirations for ending famine, disease 
and for peace was preeminent as newly independent countries struggled to reconstruct their societies.  
In this context, the threat of using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means to develop neocolonial relations 
was also raised by leaders of these newly independent countries such as at the Bandung conference in the 
1950s.  

It is in the larger framework of cooperation among sovereign countries for the common goals of human-
ity to end poverty and disease, for prosperity and peace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should 
be viewed and which civil society continues to remind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development cooperation exists as contribution towards supporting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achieve economic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Aid per se is not meant to be the main engine for 
development but is meant to create its own obsolescence.  

On the other hand, the neocolonial interests expressed in short term policy concerns for economic, politi-
cal and military  advantages that donor countries can derive from their aid has led to the phenomenon of 
conditionalities and tied aid that are the bane of development cooperation today.  Neocolonialism utilizes 
aid as an instrument for enslaving and exploiting countries, rendering them poor, debt ridden and aid 
dependent.

Reality of Aid (RoA) stresses that aid should be considered as a common good, a global public good - that 
aid should be considered as a reserve for the world’s poor.  Being a global public good, therefore, it should 
not be subject to donor country interests but should instead be subject to the more overridin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duction of poverty in the world.  

Aid covers a wide range of activities and it is meant to compensate for the temporary or consistent lack of 
resources of development.  It is different from humanitarian aid since it is a sustained support for poverty 
reduction.  Development assistance is different from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and security/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lthough for many government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ssistance is considered in the same framework as economic cooperation except for the grant and conces-
sionary character of the former.

Development cooperation is different from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ense that the objective of de-
velopment cooperation is poverty reduction of the recipient or partner country, and thus the relationship 
is one way and there is no mutuality in the sense of economic benefits that the donor partner should and 
can derive from the recipient partner.  It is problematic for China, for example, to claim mutual benefit in a 
relationship with many African countrie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is directed towards assisting the poorer country to address the problem of its 
own poverty and severe development problems.  This runs counter to arguments by Japanese corpora-
tions, for example, who argue that Japanese society such as its enterprises must benefit through tied aid 
such as Japanese construction corporations benefiting from infrastructure loans provided at concession-
ary terms to poor countries. 

Mutuality or mutual benefit and cooperation is true in the case of economic cooperation, but not of devel-
opment assistance which must be free of short term foreign policy interests and subject only to common 
strategic interests of partners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behalf of humanity.  Thus the donor partner 
relinquishes its ownership, interest and control over ODA and should only be bound by its own account-
ability and fiduciary responsibilities fulfilled in the aid contract.  Ownership of the assistance once given 
and the development objective and program or project lies with the partner recipient country.

The reform of aid along its strategic goals to end poverty and achieve development is corollary to the 
interests of countries for independ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n one hand, and the aspirations of 
peoples all over for prosperity and democratic development – genuine development is premised on the 
poor’s capacity to claim their human rights and the society’s capacity to ensure that everyone enjoys their 
civil,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The emergence of ODA can be traced back to the relative success of the post-World War II Marshall Plan 
for re-building Europe, believing that a trickle-down development will benefit the whole world including 
the poorest countries.  But the situation today is different from that post-war context because of the emer-
gence of many new players including the IMF, World Bank, and o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
tions.  In effect, theories on how to best implement ODA initiatives have changed and evolved over time in 
accordance to the changing condition,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Development coop-
eration and ODA are essential contributions to support poverty reduction and development.  However, aid 
quantities remain seriously deficient up to these days.

In the mid-1940s, many countries especially Latin America, had adapted the Dependency Theory believing 
that an import-substitution economy would lead to growth, prosperity and development.  However, in the 
mid-1970s, a series of shocks 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led to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tensions 
worldwide.  This opened up economies to neoliberal policies on trade (e.g. trade liberalization, privatiza-
tion and deregulation) and other aspects of social arena characterized by the Washington Consensus.  This 
was later moderated by post-Washington Consensus approaches that established the Millennium Devel-
opment Goals (MDGs) in 2000, while strengthening neoliberal policies and imposing more conditionalities 
through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g. WTO).

Poorer and conflicted countries depend on aid to sustain its development strategies.  That’s why in devel-
opment effectiveness, it is important to talk about debt cancellation. Out of the $1 dollar promised, if only 

S e s s i o n 1   I n t e r n a t i o n a l  O D A  T r e n d s  a n d  C i v i l  S o c i e t y
P r e s e n t a t i o n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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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as delivered, most of the percentage goes somewhere else.  Reality of Aid estimates that only 32% 
is available to recipient countries, which means 68% remains in the donor countries in the form of tied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Aid is use in neocolonial instrumentalisation, promoting the economic and politi-
cal interest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aid is also a human rights issue.

Problem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ssistance

There are three key issues and problems in ODA – the debt crisis, aid quantity and aid quality.  The issue 
of aid quality refers to the objective of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r how effective is the money 
being used to achieve the goals of development and ending poverty.  The other issue of aid volume refers 
to the lack of funds allocated and disbursed for ODA.

One of the problems that plague the ODA issue is the problem of debt.  The debt crisis that plagues most 
developing countries result in aid dependency as high debt service ratios for many countries facing severe 
debt burdens puts them in a financially unsustainable situation that leaves them also dependent on aid to 
sustain their economies.  This aid dependency runs counter to the objective of aid as a temporary measure 
to support a country’s effort to end poverty and achieve economic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Some 
of these countries are middle income countries even who have become dependent on aid to provide for 
basic services and even to service their debts (e.g. Philippines).  

The aid volume question refers to the commitment at the UN in 1970, wherein developed countries prom-
ised to spend 0.7% of their gross national income or GNI on ODA and achieve this by the mid-1970s.  How-
ever, aid only reached .33% by 1992 and what is worse is, since 1992 there has been an actual decline as a 
result of the neoliberal policies such as the World Bank mantra, “trade not aid’.  

Another issue is the fact that only 32% of disbursed aid was available to recipient countries in 2004, a 
decline from from 39% in 2000 and projected to be 33% by the next year.  The bulk of aid remains in the 
donor countries and goes to donor-directed technical cooperation, refugees in donor countries, foreign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the costs of tied aid, emergency relief, and administration costs.  Since 
the Millennium declaration of the UN and the pledging of increased aid at the Monterrey summit, donors 
have slowly increased aid.  Aid has since made a comeback and new money was made available for ODA.  
But 2004 figures show that aid increase was due to mainly to aid relief and reconstruction in Iraq and Af-
ghanistan where were ravaged by war.  In fact, Afghanistan and Iraq cornered 37% of new aid resources 
from 2000 to 2004.  

Moreover, instead of allocating their aid based on where it is needed most, donors often favor recipients 
that are of direct political or economic interest to them (e.g. geographical proximity, former colonial ties or 
other strategic importance).  Only 28% of new aid money was allocated in 2000-2006 for poverty reduction 
and the MDGs.  Apparently, only the countries with rich natural resources receive aid.  In fact, sometimes 
it is being used to force countries to join the WTO.  Donors’ economic interests prevent effective manage-
ment and delivery of ai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grams of developing countries.  These realities 
lead to the further impoverishment of regions which needed aid the most.

Debt is a legacy of colonialism, making it a central issue of aid effectiveness.  Developing countries’ debt 
is partly due to the loans provided by the developed countries for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Added 
to this issue is the practice of tied aid which mandates developing countries to buy products and services 
only from donor countries as a condi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This serves a dual purpose for do-
nors since the money they are lending out to recipient countries will eventually return to them through 
medicine and food purchases, along with other technical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ntracts.  In fact, 

according to the OECD, tied food aid increases costs by as much as 50 % over locally purchased goods.  
Countries that receive aid lose or lessen their control over the aid money.  That is the reason why some 
countries in Africa refused getting funds based on tied aid.  They never wanted any money to buy things 
they did not need.  They want money for food and medicines and nothing more than that. 

Aid Effectiveness and CSOs

The concept of Aid Effectiveness started during the 1980s when many CSOs started to raise issues regard-
ing development results and criticized aid practices such as the lack of ownership.  These ideas were even-
tually introduced through a World Bank document in 1998 that focused on governance and efficiency and 
was mainstreamed into the OECD through the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hich organized a High 
Level Forum (HLF) in 2002 on the theme of donor harmonization.  This important initiative on the issue of 
harmonization and division of work can be considered the first generation of aid effectiveness reform since 
it did not address the key issue of ownership and never included, nor significantly consulted, the govern-
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his was modified by the second High Level Forum which was held in Paris in 2005 and through the 2005 
Paris Declaration (PD) which presented five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framed on the overall principle 
of ownership.  This constitutes a second generation of reform and thinking on aid effectiveness where 
donors must respect countries’ choices of policies, and assist them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imple-
ment those policies.

The PD establishes global commitments for donor and partner countries to support more effective aid.  
However, CSOs criticized the PD in that commitments made by donors and countries for reform of the 
aid relationship characterised by the PD principles (ownership, alignment, harmonisation, managing for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does not go far enough not to mention that understanding,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D aid effectiveness reforms was very slow. 

The PD failed to put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heart of development 
policy.  Moreover, because of the unequal power relation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and the insuf-
ficient competence and capacity, there are problem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strat-
egies and policies.  In addition to this, the PD concept of country was narrowly defined to the executive 
department of governmental and did not involve parliament much less other democratic actors and stake-
holders such as CSOs.  The PD did not consider properly the critical role of CSOs in development and thus 
did not reflect how CSOs can actually have a role to play in deepening and enriching the PD Principles. 

Some of these issues were reflected in the HLF-3 in Accra where partner countries and other stakeholders 
such as CSOs had a more active and fuller participation. The Accra HLF-3 is meant to review the implemen-
tation of PD but the efforts of CSOs and other key donors and governments expanded the results to enrich 
and deepen the aid effectiveness discussion.  Thus the Accra Agenda for Action (AAA) of HLF-4 enriches 
the PD, adds more key commitments in the second generation of aid effectiveness reform such as broad-
ening ownership and expanding the recognition of other players such as South-South cooperation.  

While there are some commitments in relation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the Accra Agenda for Ac-
tion is still very much framed in the issue of management of aid.  The third generation of aid effectiveness 
refer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ddresses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results and reforming 
aid relationships and architecture with this basis.  We hope that these will be addressed in the HLF IV which 
will be held here in Korea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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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Efforts in Global Advocacy for Aid Effectiveness

Before the HLF-3 convened in Accra last September 2008, there were many processes that were carried 
out.  One was formed by the CSO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ISG) which crafted the Better Aid position 
paper that was presented in Accra to some 800 – 900 participants who attended the CSO parall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that preceded the HLF-3.   The efforts of the CSO were strengthened by the efforts of the 
ISG whose members – individually or as a group - initiated various consultations, seminars, researches and 
other activities in promotion of CSO positions on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partly as preparation 
to Accra.

Another process was that of the OECD/DAC’s Advisory Group on CSOs and Aid Effectiveness that facilitated 
the organizing of many Southern workshops.  In Asia, Reality of Aid/IBON organized workshops in Viet-
nam, Nepal, Philippines, Indonesia, Bangladesh, India, the Middle East, etc. 

The ISG organized the highly successful CSO Parallel Forum on Development and Aid Effectiveness right 
before the HLF III.  It was attended by more than 800 CSO participants besides some 200 governments and 
donor participants who attended the open sessions in the second day.  The CSO Parallel Forum provided 
an important political framework and pressure to the HLF III that resulted in many positive achievements 
reflected in the AAA.

After Accra, the ISG reconstituted itself and is now called the Better Aid Coordinating Group or the BACG, 
an open platform which currently has a reach of some 700 CSOs and networks/platforms all over the world.  
Its main concern is to push for the third generation reforms at the HLF IV and ensure the effective imple-
mentation of its recommendations reflected in AAA.  One of its concerns is the country-level AAA imple-
mentation process.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n be done with the AAA to the advantage of Southern 
countries, and civil society should be able to be involved in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progressive 
reforms. 

The AAA adopted many of the proposals by CSOs to advance aid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effective-
ness reform.  The AAA recognizes the need “to develop institutionalised processes for the joint and equal 
partnership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ngagement of stakeholders” (Paragraph 30).  This recogni-
tion presents an opportunity to promote and deepen reflection of systemic issues, international gover-
nance, and the need to promot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forums adapted to accountability standards 
for equal basis participation of development actors.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discourse shift in the AAA is in the way CSOs are viewed.  The AAA says that 
donors and governments “will work with CSOs to provid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maximizes their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20c].  It further states in the same paragraph that: “We will deepen our 
engagement with CSOs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whose efforts complement 
those of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e [donors and governments] share an interest in ensuring 
that CSO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reach their full potential.”

In the AAA, donors and governments “welcome the CSOs’ proposal to engage with them in a CSO-led 
multi-stakeholder process to promote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It follows directly from the rec-
ognition of CSOs as develop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and that CSOs are not subsidiary to principles 
governing donor/government aid relationships.  

CSOs now demand for the stronger adoption of third generation reform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 BACG believes that development effectiveness should be the measure of aid effectiveness with new 

indicators by 2010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gender equality, decent work and sus-
tainable development. Country ownership should be democratic ownership, with citizens and parliaments 
fully engaged in debating and setting development priorities for the alignment of aid to country priorities.  
There is need for time-bound specific targets for the maximum and flexible use of developing country sys-
tems, with multiple-year rolling aid resource commitments.  Increasing country level predictability of aid 
also needs to be done.  There should also be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burden of policy conditionality 
by 2010 and an ambitious target for demand-led technical assistance by 2010.  Moreover, the BACG also 
calls for the elimination of tied aid by 2010, including food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international standards of transparency by 2009, which 
include access to timely information by beneficiary populations, and that independent aid monitoring is 
the basis for mutual accountability.

CSO recommendation to put gender,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environment at the core of aid es-
tablishes the relationship of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y possess the continuing efforts in 
monitoring and evaluation that will assess whether the commitments agreed in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AA are improving and generating greater development impact.  Developing countries and donors 
should ensure that their respective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ways consistent with their agreed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disabil-
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ather than calling upon CSOs to implement the Paris Declaration, 
the signatories to the AAA invited CSOs as develop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to reflect on how they 
can apply the Paris Declaration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from a CSO perspective.

The AAA recognizes the need to develop institutionalised processes for the joint and equal partnership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ngagement of stakeholders. Donors and governments should work with 
CSOs to provid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maximizes their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Quality 
dialogues among stakeholders characterised this kind of relationship. PD implementation should be guar-
anteed by all major stakeholders, especially CSOs, and this remains to be one of their major roles. Areas for 
action should be properly identified, along with providing accountability mechanisms and budget moni-
toring and reporting.  These will ensure the effectiveness process of CSOs.

Conclusion
CSOs know that there are no quick fixes to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We can only take millions 
of steps as we share the journey of countries and their poor to claim their rights and achieve develop-
ment.

As develop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CSOs wherever they are have a role to play both in ensuring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ir own countries and in contributing to poverty reduc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ir international solidarity work in other countries.  Thus CSOs have a responsibility for 
advocacy engagement and partnership with their own governments to ensure that their governments, as 
donors or as recipients, implement development and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in an all round way.  On 
the other hand, they also conduct international solidarity to csos and peoples in other countries to support 
the efforts of those CSOs for their own democratic development and ending poverty in their own countries 
and for the whole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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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요약

ODA 레짐과 시민사회의 역할

Anth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빈곤 감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조 레짐을 개혁하기 위한 대화 당사자로써, 시민사회단체들은 개

발 협력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특별한 역할 인식은 몇 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들의 

개발 업무의 진행과, 지난 2008년 9월 초 아크라(Accra)에서 있었던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High Level Forum)로 이어

진 원조 체계 옹호와 연대 활동에 의해 성취되어 왔다.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점들

주지하다시피, 개발 협력은 탈식민주의 시기인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1950년대 반둥 회의와 같이, 신생 독립국들이 

그들의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개발 협력이 신(新)식민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신생 독립국 지도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들 간의 협력의 틀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은 빈곤과 질병을 종식하고 번영과 평

화를 추구하려는 인류의 공동 목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발 협력과 ODA는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하

며, 시민 사회는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관점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개발 협력은 경제

적 자립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지해왔다. 

반면, 공여국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이해는 국가들을 가난하게 하고 빚에 시달리게 하고, 원조 의존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 국가들을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Reality of Aid(이하 RoA)는 원조가 공익으로써, 

하나의 지구적인 공공재로써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즉, 원조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적립금으로 여겨

져야만 한다. 따라서 공공재로써, 원조는 공여국의 이익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빈곤을 감축하기 위

한 국제 협력의 원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원조는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괄하며, 발전을 위한 자원들의 일시적인 혹은 계속적인 결핍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빈곤 감촉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원조는 인도주의적 원조와 다르다. 또한, 개발 원조는 수원

국의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협력이나 안보-군사적 협력

과도 다르다. 

개발 원조는 가난한 국가가 자국의 빈곤 문제와 심각한 개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것은 일본 건설사들이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양보 조항(concessionary terms)으로 제공된 사회기반시설 차관(infra-

structure loans)으로부터 이익을 얻듯, 일본 기업과 사회가 조건부 원조(tied aid)를 통해 이익을 얻어야만 한다는 일

본 기업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빈곤을 종식시키고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들에 따른 원조 정책의 개편은, 한편으로는 독립과 지속적인 개발

에 대해 국가들이 가진 관심의, 다른 한편으로는 번영과 민주적 개발에 대한 열망의 필연적 결과이다. 진정한 개발은 가

난한 이들이 그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사람들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들을 향

유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사회의 역량을 전제로 한다.  

ODA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던 마셜 플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

은 전후의 맥락과 다르다. IMF, 세계은행, 여타 지역 기구와 국제기구들과 같은 여러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ODA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변화하는 조건들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진화하여왔다. 개발 협

력과 ODA는 빈곤 해소와 개발을 위한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기여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공여되는 원조의 양은 심

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가난하고 분쟁이 노출되었던 국가들은 자국의 개발 전략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조에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개발 효율성

(development effectiveness) 논쟁에 있어, 부채탕감(debt cancellation)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원조는 약

속된 1달러 중, 오직 30%만이 전달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이용되고 있다. ROA는 수원국이 오직 32%의 금액만을 이

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이것은 나머지 68%의 금액이 조건부 원조나 기술적 지원의 형태로 공여국 내에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식민주의적 도구로써, 원조는 선진국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따

라서 원조는 또한 인권 이슈이기도 하다.

개발 협력과 원조에 있어서의 문제들

ODA에는 세 가지 주요한 이슈와 문제들이 있다. 부채 위기(debt crisis)와 원조의 양, 원조의 질이 바로 그것이다. 첫

째, 높은 부채 지급 비율(debt service ratios)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고, 이들은 자

국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원조에 의존적이게 된다. 둘째, 원조의 양이라는 문제는 ODA를 위해 배분되고 지불되는 기

금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주목한다. 국가들의 ODA 공여 양은 선언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세계은행의 ‘원조가 아닌 무역’ 정책 선언 이후 더욱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질이라는 문제는 원조의 목적

과 개발의 효율성, 즉 빈곤의 종식과 개발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

에 주목하게 한다. 

더구나, 공여국들은 원조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에 기초하여 원조를 분배하는 대신, 종종 직접적인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예를 들어, 지리적 근접성, 옛 식민 관계, 혹은 다른 전략적 중요성)이 걸린 국가들을 선호한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새로 배분된 원조  금액 중 오직 28%만이 빈곤의 감소와 새천년 개발계획(MDG)을 위해 할당되었다. 명백

히,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국가들만이 원조를 받았다. 때로, 원조는 수원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

로 이용되기도 한다. 공여국들의 경제적 이익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원조 전달을 불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원조가 가장 필요한 지역을 더욱 피폐화시킨다.

S e s s i o n 1   I n t e r n a t i o n a l  O D A  T r e n d s  a n d  C i v i l  S o c i e t y
발 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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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효율성(aid effectiveness)과 시민사회단체들

원조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 결과와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고 주도권(owner-

ship)의 부족과 같은 원조 관행들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1998년, 통치(governance)와 효율성

에 초점을 둔 세계은행의 문서를 통해 소개되었고, 2002년 증여 조화(donor harmonization)라는 주제로 열린 원조효

과 고위급 회의(High Level Forum)를 조직한 원조효과 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을 통해 OECD

의 주류가 되었다. 조화와 분업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노력은 원조 효율성 개혁 논의의 첫 번째 세대로 여겨질 수 있다. 

주도권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수원국 정부와의 논의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파리에서 열린 2005년 두 번째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에서 수정되었다. 2005 파리 선언(Paris Declara-

tion)에서는 주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에 기초한, 원조 효율성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원조 

효율성 개혁 논의의 두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공여국들이 수원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도록 하는 의미에서의 원조 효율성을 강조했다.

파리 선언은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공여국의 지구적 의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

여국에 의해 만들어진 의무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파리 선언에서 제시된 원조 관계 개혁의 원칙들(주도권ownership, 

일치alignment, 조화harmonization, 원조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 그리고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

ity)이 상당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리 선언을 비판하였다. 파리 선언에서 제시된 원조 효율성 개혁의 이해, 

증진, 실천이 매우 느렸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파리 선언은 개발 정책의 핵심에 인권, 사회적 정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놓는 것에 실패했다.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 때문에 개발 전략과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나아가, 파리 선언

에서 제시된 국가의 개념이란 정부의 행정부서만을 의미하는 좁은 정의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은 다른 민주적 행위

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의회조차 포함하지 않는다. 파리 선언은 개발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따라서 파리 선언의 원칙들을 깊고 풍부하게 하는 데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들 중 몇몇 이슈들은 공여국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

했던 아크라에서의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에서 반영되었다. 아크라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HLF-3)는 파리 선언의 실행

을 검토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시민사회단체들과 다른 주요 공여국 정부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 주제가 더 풍부하고 깊

은 원조 효율성 논의로 확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의 아크라 행동 의제(Accra Agenda for 

Action)는 파리 선언을 더 풍부하게 하고, 제2세대의 원조 효율성 개혁 논의에 더 많은 중요한 노력들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인권과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크라 행동 의제는 여전히 상당 부분 원

조 관리 이슈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3세대 원조 효율성 논의는 개발 효과성을 강조하고, 인권과 사회적 정의에 부

합하는 결과와 원조 관계들을 개혁하는 문제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2011년 한국에서 열릴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원조 효율성의 지구적 차원의 옹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들

제3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기 전, 많은 절차들이 수행되었다. 첫째, 제3회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에 앞서 있

었던 시민사회단체 포럼에 참여한 800명에서 900명의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더 나은 원조(Better Aid) 의견서를 만든 국

제 운영 그룹(ISG, International Steering Group)에 의해 형성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들은 국제 운영 그룹의 노

력들에 의해 강화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아크라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 운영 그룹의 회원들은 - 개인적으

로 혹은 단체로 - 원조와 개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단체 지위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문, 세미나, 연구, 

그리고 다른 활동들을 시작하였다. 

또 다른 절차는 OECD DAC의 시민사회단체와 원조 효율성에 대한 자문 그룹(Advisory Group on CSOs and Aid 

Effectiveness)에 의한 것으로, 남부의 빈곤국들에 대한 많은 워크샵들(Southern workshops)을 조직하는 것을 촉진

했다. 국제 운영 그룹은 제3회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 이전에 성공적인 개발과 원조 효율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병행 회

의(CSO Parallel Forum on Development and Aid Effectiveness)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제3회 원조 효과 고위급 

회의에 중요한 정치적 틀과 압력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들은 아크라 행동 의제에 반영되었다. 

아크라에서의 회의 이후, 국제 운영 그룹은 BACG(Better Aid Coordinating Group)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재구성되었

다. 이 조직은 현재 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 조직이다. 현재 이 조직

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4회 원조효과 고위급 회담에서 제3세대 개혁 사안들을 추진하여, 아크라 행동 의제에 반영된 권

고안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 한 관심사는 국가 단위의 아크라 행동 의제를 실천하는 것이

다. 아크라 행동 의제는 남부 빈곤국들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며, 개발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평등한 참여를 요

구한다. 따라서 시민 사회는 이러한 진보적인 개혁들을 확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크라 행동 의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담론의 변화 중 하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아크라 행동 

의제에서, 공여국들과 정부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개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작용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

들을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여국과 수원국의 원조 관계를 조율하는 원칙들에 

보조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 효율성을 위한 제3세대 개혁들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BACG는 2010년까지 국

제 인권 기준, 성 평등, 적절한 노동(decent work),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새로운 지표들과 함께, 개발 효율성(de-

velopment effectiveness)이 원조 효율성(aid effectiveness)의 측정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주도

권은 국가의 우선순위에 원조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발 우선순위들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데에 시민들과 의

회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주도권이 되어야만 한다. 

정책 조건의 부담에 있어서도 2010년까지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BACG는 또한 2010년까지 식량 원조와 기

술적 원조와 함께, 조건부 원조를 완전히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원조를 받는 이들이 원조 관련된 정보에 대

해 시기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원조 감시가 상호 책임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기준들을 2009년까지 합의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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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라 행동 의제는 개발도상국들의 평등한 공동 파트너십과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을 위한 제도화된 절차들을 발전시

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공여국들과 정부들은 개발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최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

회단체들과 함께 일해야만 한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원조의 질에 대한 논쟁들(quality dialogues)은 이러

한 종류의 관계를 형상화한다. 파리 선언의 실천은 모든 주요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보장되어야

만 하며, 이것은 그들의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예산 감시 및 보고 메

커니즘과 함께, 행동이 취해져야 할 영역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효율적

인 작용을 보장할 것이다. 

결론

시민사회단체들은 빈곤 감소와 개발을 위한 빠른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스스로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인 시

민사회단체들은 자국에서 민주적인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서 빈곤 감소와 민

주적 발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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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CSOs in ODA Regime
by Antonio Tujan Jr.

Chairperson, Reality Of Aid (ROA) 

Aid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Post-war context and national struggles for independence and liberation•	
Post-war reconstruction and war reparations•	
Right to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peace and development, end disease, famine and wa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Based on common goals to end famine, disease and poverty and against war•	
Based on common principles of equality, mutual cooperation, and benefit•	
Based on shared values and goals of cooperating parties•	
Covers a wide range of activities•	

Official Development Aid
To compensate for temporary or consistent lack of resources for development•	
Different from humanitarian aid, military aid•	
Material, services or financial form•	
Loans or grant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i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as essential contribution to support poverty reduction and de-•	
velopment
UN resolution 2626 of October 1970 to increase aid to 0.7% of GNP by mid 70s•	
Monterrey commitments•	
MDG and Millennium Declaration•	
Aid quantities remain seriously deficient•	

Development Aid and Debt
Grants are preferred form of financial assistance•	
Grants are essential in context of antipoverty•	
Loans as forms economic cooperation•	
The issue of compounded interest•	

Neocolonial debt crisis
To finance BOP deficits due to neocolonial trade and investment•	
To finance misprioritized development loans•	
Compounded interest•	
Neocolonial debt crisis and new loans for refinancing/debt service•	

S e s s i o n 1   I n t e r n a t i o n a l  O D A  T r e n d s  a n d  C i v i l  S o c i e t y
P r e s e n t a t i o n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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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crisis and development finance
Debt crisis as counterforce in destroying development in general and for highly indebted countries•	
Debt crisis as determining factor in development finance strategies and management•	
Debt cancellation as essential strategy accompanying increasing aid and reforming aid effectiveness•	

Aid relationshipIs aid achieving development?
Only 32% of aid is available to recipient countries in 2004, from 39% in 2000•	
Problem? The bulk goes to donor-directed technical cooperation, refugees in donor countries, foreign •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the cost of tied aid, emergency relief and administration costs

Development strategy and implementationIs aid reducing poverty and 
achieving development?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 effectiveness •	
Human rights based and empowered development•	
Aid management and delivery•	
Free for all competition, weak country ownership, transaction costs and duplications, etc.•	

Tied Aid
Estimates that reduced aid tying to only 9% in 2004 from 41% in 1990•	
But figures do not reflect US which is estimated at 72%•	
Tying aid to foreign consultants ensures results plus employment of donor staff•	
Tying aid to donor country supplies – a system of export, subsidizing donor country production•	
Impact of tied aid•	

Conditionality
Conditionality is contrary to ownership•	
Conditionality is contrary to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of people•	
Distinguish fiduciary responsibilities and policy conditionality•	
Benchmarking as another form of conditionality•	
Common cso position on removal of conditionalities•	

Redefining ownership
Country ownership and not government only•	
Implies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to citizens•	
Ownership means leadership of government in aid partnership•	
Capacity building for ownership•	

•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mechanisms•	
Peoples participation as key element•	
transparency•	

Paris declaration and donor commitments
56 commitments around •	
Five principles•	
Ownership•	
Harmonization•	
Alignment•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Mutual accountability•	

Aid management and delivery
High Level Forum Rome on Harmonization – first generation reform on harmonization of donors•	
High Level Forum 2 in Paris on Aid Effectiveness – second generation reform on ownership•	
High Level Forum 3 in Accra  - making ownership real with country stakeholders•	

CSO concerns
Commitments lack ambition, have low targets and unclear benchmarks•	
No commitments at all on such key issues as tied aid, conditionality and accountability of donors•	

Accra HLF3 Taking Stock
Accra Action Agenda•	
Broad range of achievements beyond PD – enriching and deepening•	
Broad ownership and cso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lignment targets•	
Technical assistance•	
South south cooperation•	
Forward action•	

HLF IV in Seoul
2011 HLF IV in Seoul•	
End of PD and new agreement•	
Current implementation of PD/AAA and review •	
Development effectiveness•	
HR, social justi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id relationships and architecture•	
Policy coherence•	
Aid architecture and global governance of aid•	
South south cooperation•	
Multilateral mechanism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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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s and ODA Monitoring in Asia: 
The Case of Indonesia

by Don K. Marut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s there any country that becomes developed because of foreign sovereign debt? Do developing coun-
tries need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to achieve their development goals? If Yes!, how the foreign aid 
should be manag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re have been so many questions that have been raised related to the meaning and substantial contri-
butions of foreign aid, including ODA, to developing and poor countries. The fact is clear, the poor and de-
veloping countries are still struggling for development and particularly poverty alleviation, and the more 
they depend on foreign debts, the more they have difficulties in getting rid of poverty and underdevelop-
ment. Why? What is the contribution of ODA to development? How ODA should be managed? What coul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o for promoting equitabl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uture?

ODA is not a Panacea for Development Problems

At the time when the poor and developing countries started to promote development, particularly at the 
initial period after independence or decolonization, it is plausible to borrow funds or learn about techni-
cal expertise from developed countries. If after 10 years and more the poor and developing countries stay 
poor and have difficulties in achieving their development goals,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e management and use of the external funding. Indebtedness has become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development.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spend more of their national budgets to repay the 
foreign debts and have to sacrifice the programs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ocial services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water and sanitation. This is not then appropriate with the benefits of the ODA loans they 
received.

The foreign aid,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ODA, in fact is not only aimed at supporting the develop-
ment of the debtor countries, but also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countries. First, the ODA funds 
are to support the investmen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poor and developing countries. ODA from 
Japan, for example, some of them are used mainly for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companies. The Asa-
han Dam in North Sumatra, Indonesia, was built to produce electricity to be supplied to the Japan-owned 
aluminum factory in the same place. Dams in several places in Java, Sulawesi and Sumatra were mainly 
developed to serve the needs of electricity supply of foreign companies rather than for public use. The 
companies who purchased the mining products from Indonesia encouraged Indonesian government to 
develop infrastructure facilities to smooth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The infrastructures are 
constructed using ODA loans. As a result, when calculating the debts for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the profits from the sale of the natural resources products (such as oil and gas), the balance is even or 
negative for Indonesia.

Second, the ODA loans are used for purchasing waste products or technology from developed countries. 
The case of railway efficiency and improvement project in Jakarta is an obvious example. The World Bank 
provided program loans for promoting efficiency of railway system in Indonesia. The program loans failed 
to promote the efficiency system, but the recommendations came out from the program was that Indone-
sian Railway Company has to buy train wagons from Germany, Japan and UK, which are all used wagons; 
and now they are treated as wastes in the Company’s warehouse. The World Bank program failed, but the 
loans used by the World Bank consultants have to be still repaid; and Indonesia received ODA funds from 
Germany and Japan for purchasing used and wasted train wagons that are not used at all, and the people 
of Indonesia have to repay the ODA loans for the wastes.

Third, the ODA loans are not used only for development purposes, but for fulfilling self-seeking behavior 
of the staff in the Creditor Agencies and self-seeking behavior in the bureaucracy in the debtor countries. 
In Indonesian case, it has been revealed officially by the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in 2004. The staffs of 
the creditor agencies need job security; the more the loans the more secure their jobs are. The bureaucrats 
in technical ministries need more additional income. The more the loans, the more the Ministries receive 
allocations of national budget for matching funds are, and the more the budget allocations the more ad-
ditional income they will receive. If corruption flourishes in the debtor countries, one contributor is the 
creditor countries who provide loans without considering the benefits of the ODA loans.

Fourth, ODA is used for putting pressures on the debtor countries. Conditionalities attached to ODA have 
been common. In this case bilateral ODA cannot be separated from multilateral loans and grants. Multilat-
eral creditors such as IMF,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were often used as the tools for the 
bilateral creditors to put pressures on the debtor countries. It is sometimes difficult for CSOs to distinguish 
certain loan-funded projects and programs when these institutions are inter-connected. Multilateral loans 
are usually used to impose conditionalities for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that in fact profiting the 
bilateral creditors or to fulfill the interests of the business actors from the creditor countries, and not from 
the debtor countries.1  The 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 (CGI) that will be described in details later 
showed clearly unholy alliance of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encies in controlling the development 
policies in Indonesia.

Fifth, certain ODA is provided in tied conditions. In Indonesian case, more than 80% of tied aid goes back to 
the creditors. This raises a question of who should be responsible when the projects fail. In reality whether 
it fails or not, the debtor countries still have to repay the debts.

Foreign aid is not only to fulfill the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debtor, i.e. Indonesia),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This is indicated from the utilization of the foreign aid. BAPPENAS (Indonesian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estimated that almost 75% of aid goes back to the donors 
in various forms such as the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Certain creditors require the purchases of 

1 Ha-Joon Chang in his widely read book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Anthem Press, 2003) describes very well the policies imposed by the creditor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the 
policies they did not adopt when the developed countries were still developing. These policies in reality have caused misery 
on the poo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have made the poor countries stay poor. See also Erik S. Reinert, How Rich 
Countries Got Rich … and Why Poor Countries Stay Poor (London: Constable &Robinson Ltd., 2007). Even Korea, Japan, Sin-
gapore in Asia did not become developed because of free trade, privatization or free market as a whole; but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imposed to adopt the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 or free market principles, as if the developed countries 
became developed because of this kind of policies. These policies in fact make the poor countries stay poor and the poor 
people in the countries become poorer and live in deeper misery and destitution.

S e s s i o n 1   I n t e r n a t i o n a l  O D A  T r e n d s  a n d  C i v i l  S o c i e t y
P r e s e n t a t i o n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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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from the countries, and the use of skilled labor or consultants from the donors. The following table 
shows that more than 80% of the aid from bilateral donors goes back to the countries, while 60% of the 
loans from ADB are absorbed by ADB itself. This indicates that the loans are more for the benefits of the do-
nors rather than for the recipients. Regarding the multilateral donors, the BAPPENAS other study2  seems 
to be proved, that the loans are more for project-seeking of the staff of the donor institutions for their own 
job security while victimizing the poor Indonesians. The more the loans approved for Indonesia by the 
multilateral donors, the more secured the job of the staff of the agencies, since more loans means more 
overhead costs.

Table 1: Tied loans

Creditors Foreign Utilization (%) Local Utilization (%)

Germany 

Austria 

Denmark 

Netherlands 

South Korea 

JBIC 

ADB 

World Bank

97.31 

92.81 

90.55 

87.42 

82.88 

80.45 

61.93 

35.04

2.69

 7.19 

9.45 

12.58 

17.12 

19.55 

38.07 

64.96
  

Regarding the project loans, where the main contractors, consultants and the supplies are from the credi-
tor countries, the question is who is responsible if the project fails or if the project brings harms to the local 
communities and environment? This is related to the unfairness in the foreign loans businesses in terms 
that debtor countries pay the contractors, the consultants and purchase the supplies from the creditor 
countries using the loans from the creditor countries. The real case is that whether the project is successful 
and useful or not for the people in the debtor countries, i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reditors. There 
is very little space for the debtor countries for developing capacities of domestic human resources who 
are able to implement the projects. If the capable human resources are available, they are not used for the 
projects since the projects are tied to certain conditions that the expert human resources should be from 
the creditor countries. The local economic capitalization will not also emerge around the project sites, 
since the supplies for the project are imported from the creditor countries using loans. 

In the case of projects funded by loans from Japan, the new debts are always booked for repairing the 
faulty works of the contractors and consultants, or in overcoming the problems coming out as the effects 
of the works of the contractors and consultants. In many cases it is dilemmatic for the debtor countries, i.e. 
Indonesia. If Indonesia rejects the new loans to repair the project, the project cannot be continued or the 
project will not operate and Indonesia would still pay the debts without any result for the country.

In the case of Bilibili Dam in South Sulawesi, Japan slowly but steadily poured new loans over the previous 
loans to Indonesia. Besides the project is delayed that increased costs, there are also negative impacts that 
were not anticipated in the feasibility study and the project design. The impacts caused other new loans, 
which then make Indonesia as a free milking cow for Japan.

This shows that ODA has been long wasteful for the debtor countries, but profitable for the creditor coun-

2 BAPPENAS study., 2004.

tries. Why foreign is still maintained? Only the creditor countries and the corrupt bureaucrats in the debtor 
countries can answer the question.

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 (CGI)

Almost all public donors/creditors of Indonesia were members of CGI.  CGI was established in 1992 with 
the chairmanship of the World Bank. Until 2000 the meetings of CGI were held outside of Indonesia. This 
was intentionally done so to distinguish the creditors as the power holders and Indonesia begging for help 
from the creditors. This allowed the creditors to freely put pressures on Indonesian government. Only since 
2000 the meetings were held in Indonesia,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was allowed although 
only as observers. 

Since 1967 up to 1991, the aid coordination forum was called Inter-Governmental Group on Indonesia 
(IGGI) that was chaired by the Development Minister of the Netherlands. The termination of IGGI and the 
establishment of CGI were mainly caused by political reason. The government of Indonesia, particularly the 
President Suharto himself, found that the Netherlands Government as the chair of IGGI had utilized IGGI as 
an instrument to intimidate and utilized the foreign aid as instrument to impose its policies to the govern-
ment of Indonesia3.   CGI was established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aid forum could focus on the aid 
per se without linking them to other issues separated from aid.

Since 1992 until the meeting in January 2003, the aid pledge from CGI amounted to US$ 58,824.89 million. 
The trend was that the pledge increased by years, and since 2000 it declined.4   From 29 countrie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CGI,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Japan were the big-
gest contributors. In total the pledge from these three creditors/donors reached 80% of the total pledge. 
In general, in the period of 1992 – 2003, there were only 11 participants who made pledge about 1% of the 
total pledge, and 5 participants who made pledge of about 2%. Pledge indicated commitments of the CGI 
participants to support Indonesia’s development program, but did not reflect the actual disbursements.

Since 2000 there have been changes in CGI Meetings. The changes included: (1) it was the first time CGI 
meetings were held in Indonesia; (2) for the first time CGI invited participation from NGOs, and (3) CGI 
formed working groups.5  In reality the changes did not reflect the country ownership and the country-led 
CGI. The topics discussed in CGI meetings and in the working groups often did not reflect the develop-
ment guidelines of Indonesia; they reflected the interests of the donors/creditors. The working groups 
were dominated by the donors/creditors, particularly by the World Bank, both in terms of topics and the 
processes. 

CGI, although it has been chaired by Indonesia since 2004, functioned as an orchestra with the World Bank 
as the conductor, where all donors/creditors sang the same song, and Indonesian Government was treated 
as sick client that had to follow the prescriptions of the donors/creditors. The atmosphere in the CGI meet-
ing showed clearly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he donors/creditors and the Government of Indonesia.6  
CGI functioned as if it was another legislative body where the executive body of the government of Indo-
nesia has to be accounted for, ignoring the real legislative institutions in the country.

Looking at the whole process in CGI meetings and the results of the meetings, where policy dictations 
were more than the actual aid disbursements, the termination of CGI in February 2007 by President Susilo 

3  BAPPENAS, “The Existence and Role of the 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 (CGI)”, Study Report, 2004, p. 8.
4 Report 2006 shows that Indonesia’s position as ODA recipient declined from 2000 to 2005.
5 Lukita D. Tuwo, “Indonesia after CGI”, paper presented in a Seminar by INFID on 2 February 2007, Jakarta.
6 In CGI meeting in 2006, as an example of the atmosphere, IFC asked question whether Indonesia was committed 
to the promotion of manufacture industry, particularly textile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question was targeted to the 
Minister of Industry, the Minister seemed to be panic in responding to the question while skimming through the papers in 
front of him. CGI meeting was like a court room for the Government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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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ang Yudoyono was reasonable. In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February 2007, the President 
clearly stated that the termination of CGI Forum was intended to reduce the coordinated pressures from 
the creditors/donors.7  The government of Indonesia finally found that CGI was used by certain donors/
creditors to put pressure on Indonesia for their own interests.8 

Table 2: IGGI/CGI Pledge    

Years

(Five Year Plan)

IGGI/CGI Pledge

Bilateral Multilateral Total (US$ Mil-
lion)

US$ Million % US$ Million %

1967/68 ~ 1968/69 522.87 98.5 8.18 1.5 531.05

I (1969/70 ~ 1973/74) 2,870.10 81.8 636.53 18.2 3,506.63

II (1974/75 ~ 1978/79) 3,062.36 46.8 3,481.66 53.2 6,544.02

III (1979/80 ~ 1983/84) 3,961.58 38.2 6,419.85 61.8 10,381.43

IV (1984/85 ~ 1988/89) 5,798.17 39.7 8,804.09 60.3 14,602.26

V (1989/90 ~ 1990/91) 10,041.90 42.5 13,585.90 57.5 23,627.80

VI (194/95 ~ 198/99) 12,245.33 42.2 16,769.76 57.8 29,015.09

1999 ~ 2003 8,824.30 38.6 14,045.80 61.4 22,870.10

Total 47,326.61 42.6 63,751.77 57.4 111,078.38

Source: Directorate of Bilateral Foreign Financing, BAPPENAS, 2003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pledge of IGGI/CGI members for supporting Indonesia’s development. The 
pledge does not reflect the actual contracts and disbursements. Not all pledges are actualized. Some were 
followed up by contracts or agreements but the agreements were not implemented due to various rea-
sons, such as: the implementers in the country were not ready, or the conditionalities of the creditors were 
hesitantly implemented by Indonesia.

Table 3: IGGI/CGI Pledge based on Creditor/donor (%)

Year (Five Year Plan) World Bank ADB Japan Other Multi-
laterals

Other Bilat-
erals

1967/68 ~ 1968/69 1.5 0.0 32.0 0.0 66.4

I (1969/70 ~ 1973/74) 14.7 3.2 24.2 0.3 57.6

II (1974/75 ~ 1978/79) 42.5 10.6 13.5 0.1 33.3

III (1979/80 ~ 1983/84) 43.6 15.3 14.1 3.0 24.0

7  State of the Union Address, February 2007. See also the explanation of the State Minister of National Planning, 
“The utilization of Foreign Aid in Post-CGI Forum”, 1 February, 2007.
8  In INFID statement read in the 2006 CGI Meeting, INFID called for the termination of CGI since the topics of the dis-

cussions in CGI Meetings had moved far from the themes of development aid coordination, and it threatened the democratic 

processes and institutions in Indonesia.  Certain International NGOs, who used to being participants and partners of INFID 

complained about INFID’s position and even stopped partnership with INFID since they considered CGI was still needed to put 
pressure on Indonesian government. They forgot the fact that Indonesia now is a democratic country and they also ignored 
the international procedures and agreements on Aid Effectiveness.

IV (1984/85 ~ 1988/89) 39.7 17.8 21.3 2.8 18.4

V (1989/90 ~ 1990/91) 32.7 21.7 29.0 3.1 13.5

VI (194/95 ~ 198/99) 27.9 23.8 31.3 5.6 11.3

1999 ~ 2003 30.7 26.8 26.2 3.9 12.3

Source: Directorate of Bilateral Foreign Financing, BAPPENAS, 2003

Table 4: Summary of the IGGI/CGI Pledge according to countries and multilateral agencies, 1967 - 2003

Donor/Credi-
tor

Pre-
Repelita 
1969/68

~ 1968/69

Repelita I 
19769/70 

~ 1974/75

Repelita 
II 1975/76  
~1978/79

Repelita 
III 1979/80 
~ 1983/84

Re-
pelita IV 
1984/85  

~1988/89

Repelita 
V 1989/90 
~1993/94

Re-
pelita VI 
1994/95 

~1998/99

1999  
~2003

Total 

1967  
~2003

1 Australia 19,43 112,41 185,87 200,34 168,40 226,80 274,66 272,70 1.460,61

2 Austria 0,00 0,00 0,55 0,00 22,27 54,10 88,40 80,00 245,32

3 Belgium 0,40 25,12 47,32 46,92 19,79 60,70 36,71 13,40 250,36

4 Canada 0,78 100,65 162,46 228,45 170,27 144,20 109,79 70,90 987,50

5 Denmark 0,00 8,30 8,35 0,00 0,00 17,40 15,04 26,20 75,29

6 France 11,14 116,95 341,32 783,41 420,59 717,90 379,57 30,00 2.800,88

7 Finland 0,00 0,00 0,00 0,00 4,00 6,20 3,12 1,00 14,32

8 Germany 50,50 211,42 317,85 199,56 216,41 511,00 856,96 431,50 2.795,20

9 Italia 0,40 6,25 4,58 35,97 186,66 66,70 11,52 27,00 339,08

10 Japan 170,00 848,45 882,08 1.467,30 3.104,90 6.850,00 9.095,75 6.004,00 28.422,48

11 Korea 0,00 0.00 0.00 0.00 0.00 27.90 155.86 90.90 274.66

12 New Zealand 0.00 6,521 7,96 0.00 6,03 1,60 15,81 14,00 71,92

13 Netherlands 40,95 207,87 255,07 299,46 378,21 267,20 0,00 198,70 1.647,46

14 Norway 0.00 0.00 0.00 0.00 0.00 1.00 10.00 10.70 21.70

15 Portugal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90 0.90

16 Spain 0.00 0.00 0.00 0.00 60.00 145.00 174.51 208.00 587.51

17 Sweden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50 17.50

18 Switzerland 0.00 9.60 0.00 3.14 45.24 91.60 50.84 16.10 216.52

19 UK 5,26 95,66 37,55 59,27 414,40 290,50 387,49 135,80 1.425,93

20 United States 224.01 1,120.90 801.40 637.76 581.00 552.10 579.30 1,175.00 5,671.47

Bilateral 522,87 2.870,10 3.062,36 3.961,58 5.798,17 10.041,90 12.245,33 8.824,30 47.326,61

21 World Bank 8,18 514,07 2.780,00 4.525,00 5.800,00 7.730,00 8.100,00 7.034,00 36.491,25

22 ADB 0,00 111,82 695,25 1.584,00 2.600,00 5.119,00 6.900,00 6.130,00 23.140,07

23 EU 0,00 10,64 6,41 52,00 83,29 59,90 0,00 40,00 252,24

24 UN Agencies 0,00 0,00 0,00 142,50 206,60 308,00 304,90 489,70 1.451,70

25 UNICEF 0,00 0,00 0,00 42,50 67,20 78,00 58,90 23,90 270,50

26 IFAD 0,00 0,00 0,00 73,85 47,00 111,00 114,07 18,00 363,92

27 EIB 0,00 0,00 0,00 0,00 0,00 0,00 244,89 168,20 413,09

28 Saudi Fund 0,00 0,00 0,00 0,00 0,00 0,00 45,00 6,40 51,40



30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31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29 Kuwait Fund 0,00 0,00 0,00 0,00 0,00 0,00 87,00 0,00 87,00

30 IDB 0,00 0,00 0,00 0,00 0,00 70,00 735,00 76,00 881,00

31 NIB 0,00 0,00 0,00 0,00 0,00 110,00 180,00 59,60 349,60

Multilateral 8,18 636,53 3.481,66 6.419,85 8.804,09 13.585,90 16.769,76 14.045,80 63.751,77

TOTAL 531,05 3.506,63 6.544,02 10.381,43 14.602,26 23.627,80 29.015,09 22.870,10 111.078,38

Source: the Directorate of Foreign Bilateral Financing, BAPPENAS, 2004.

The pledges were used as carrots only to im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ditionalities from the credi-
tors. The government of Indonesia implemented the conditionalities expecting that the pledged funds 
would be disbursed; but in fact most of them were not actualized. 

The experience of Indonesia shows that, while some ODA loans bring effects to Indonesia’s development, 
most of them were wasteful or have been utilized by the creditors/donors to dictate polici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of Indonesia. Some of the project loan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infrastructures development,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physical development in Indonesia, 
though most of them have not been free from continuous lending. The loans used for purchasing capital 
goods are mainly for the projects that are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The export credits from 
Australia to Indonesia were mainly for the business interests of Australia and their business partners in 
Indonesia, besides for supporting the repressive power of Suharto in the past.9 

The programs loans have no clear advantage for Indonesia; even on the contrary, most of them have been 
proved to be wasteful and devastating for people’s life. Most of the program loans from multilateral agen-
cies were used to justify the presence of the agencies and their staff members in Indonesia rather than for 
promoting capacities of the government staff. The good governance that is promoted now in Indonesia 
i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es rather than the results of the works of the consultants paid 
by the program loans. The program loan from IMF was the best example of wasteful and harmful loans in 
Indonesian history, and can become a case study of how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dermined state 
sovereignty and ignored the democratic processes in a country. 

At present the Indonesian government set the ceiling volume of the portion of national budget up to 3%. 
The contribution is not too significant for the development of Indonesia. The major determinant factor of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Indonesia in the past was the domestic financial capacities. The foreign 
debts become problematic and burdensome when the maturity of the debts is accumulated at the almost 
the same period, that put pressures on the state budget in later years.

The small portion of the foreign debts, however, has triggered the heavy foreign intervention in Indone-
sia’s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The coordinated pressures from the donors/creditors through IGGI/
CGI in the past put Indonesia in such a condition that tied it to the agreements with the donors/creditors, 
and made it difficult for Indonesia to get rid of debt trap. Added with the fact that the staff members of the 
donor agencies are driven by self-seeking behavior, while they are working together with Indonesian of-
ficials in the offi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onesia, the policy measures from Indonesian govern-
ment that should be more pro-poor, pro-job and pro welfare of Indonesians are hardly expected.

The Role of CSOs in the Democratization of Aid

In the past, during Suharto era, donors and repressive government were close partners. The donors sup-
9  Australia’s export credit should be mentioned specifically in this discussion because of its particular characteris-
tics. Until 2003 Australia’s loans to Indonesia were in the form of export credit. When they are swapped, they are calculated 
as ODA.

ported repressiv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business interests of the donors. Develop-
ment programs, economic policies and the repressive military power were the effective devices for secur-
ing the interests of the donors and suppressing democratic movemen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onesi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ticularly NGOs, emerged to challenge these mainstream devel-
opment policies and the repressive measures of the regime and t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itizens.

The national and local NGOs started developing alternative development programs and practices through 
participatory and bottom-up approaches. The results of this work have been obvious from the fact that al-
though the foreign aid-funded projects displaced people and took their property without compensation, 
local communities were still able to survive and sustain their livelihood. With small support from the NGOs, 
the social solidarity that has become the main capital of the local communities has kept them going.

The presence of NGOs close to the local communities – rural communities and urban poor communities 
– provides special advanta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bottom-up and participatory approaches. The 
local communities have easy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NGOs are able to receive first-hand information 
right on-site. This enables both the NGOs and the local communities to develop democratic processes in 
designing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action plans for advocacy to protect their rights, particu-
larly in the face of the top-down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d donors.

CSOs in Indonesia, particularly NGOs, emerged from two main backgrounds. First background is democ-
racy and human rights. The second background is alternative and participatory development. There are 
always combinations of these two characteristics, but in the past they were quite separated in their ap-
proaches, particularly when they engaged with the donors/creditors and the government. The organiza-
tions in the first group were more non-cooperative with and critiquing the creditors and the government 
for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repressive and destructive development. The second group chal-
lenged the government and the creditors more on their development approaches rather than the sub-
stances of the development policies.

These groups to some extent could cooperate since the first group who were doing advocacy need sup-
ports from grassroots communities that could be only mobilized by the second group. At the time when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groups started to shift to community organizing process for strengthen-
ing the people for suppor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affinity between these two groups was 
strengthened. 

INFID was established to accommodate all groups to do advocacy in IGGI/CGI. There were parallel meet-
ings of INFID (it was INGI during IGGI period) in the countries where IGGI/CGI held official meetings. It was 
the period where Indonesian CSOs were able to engage with donors/creditors and the government of 
Indonesia in international forums. The working principle of these engagements was how to borrow or use 
democratic space and procedures in other countries to engage with the creditors and the government of 
Indonesia, since it was impossible to conduct the engagements in Indonesia during the repressive and 
military regime.

The situation has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fall of President Suharto, when democratic space is con-
ducive enough for strong and free engagement. The possib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CSOs in develop-
ment planning were improved when the government of Indonesia issued regulation No. 39/2006. The 
Regulation outlines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of participatory and bottom-up control and monitoring 
of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rough annual district, provincial and national develop-
ment plans. CSOs have more spaces 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starting from the 
village level up to national level, allowing them to monitor whether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re accom-
modated in the district, provincial and national development plans. To a certain extent this participation is 
substantially meaningful for communities; however, in other cases the processes are unfortunately inter-
cepted by the rent-seeking groups, including the World Bank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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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case where CSOs and community groups participated and showed their strong ownership was 
actually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that was made in multi-stakeholders processes in 
2003 and has been taken as the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 Document (NPRSD, or better known 
as SNPK – Strategi Nasional Penanggulangan Kemiskinan). The SNPK was integrated in the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2004 – 2009 that was made into Law No. 25/2004. The SNPK was made in participatory 
ways and included a rights-based approach and had clear gender persp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NPK,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a National Program on People’s Empowerment (known as 
PNPM) that sets out the details of operational plans for poverty reduction through promoting capacities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providing funds for development. Although this is still dominated by the 
World Bank, there is opportunity for CSOs to influence and intervene in the whole processes from national 
to local levels.

The participation of CSOs in providing capacity building support for local communities to identify and 
formulate their interests in the participatory planning with the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is stra-
tegic for ensuring the democratic ownership of the district, provincial and national development plans. Im-
portantly, the process will determine wheth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programs should be funded 
by foreign aid, by the government budget or by the self-sufficiency of the local communities. This is the 
level where CSOs help democratize the development processes, including those supported by ODA.

Challenges to CSOs 

It would be against the spirit of democratic ownership if aid was aimed at undermin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causing evictions, displacements, the loss of property and the loss of access to better lives for 
people. Yet, these have been the characteristics of aid and aid-funded projects and programs in the pas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been under strong pressure from donor conditionalities on market liber-
alization and legal reform that favor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Official funding and the development 
agenda is still dominated by the donors (particularly by World Bank agencies).

This is the main challenge for CSOs, since not all donors/creditors are responsive to CSOs or are inimi-
cal to CSOs. Certain donors do not accept participation of CSOs, and certain donors even support the 
government to limit the space for CSOs by institutionalizing procedures and regulations that make CSOs 
subjugated to government bureaucracies. GTZ from Germany for instance supporte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issue a regulation that requires all NGOs to submit project proposals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for approval before receiving supports from funding agencies. This in fact creates another round 
of repression and creates space for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The bilateral donors help 
create corrupt bureaucracy.

Another challenge is that democracy is also a threat to certain donors since information of the projects 
and programs supported by the donors would be publicly revealed. The donors then support multilateral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to establish agencies that can by-pass the participation of CSOs since they 
can call themselves CSOs. Unfortunately, International NGOs also join the donors club established and 
coordinated by the World Bank agencies, which practices collusion and nepotism – which have long been 
the enemies of civil society.  Certain international NGOs prefer to promote the agenda of their own govern-
ments rather than the agenda of the poor people in the developing country.

But there are still opportunities for CSOs and community groups since the local movements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awareness of being self-sufficient and self-reliant is growing. These com-
munity and social movements have also started engaging with political parties that will raise and promote 
their interests at policy levels. Even if the local and national NGOs are no longer supported by their coun-
terparts in the North, these movements will continue their agenda of democratizing development and 
democratizing aid.

In order to be able to monitor ODA at national and local level, CSOs, however, are required to fulfill certain 
prerequisites, among others: 

Representativeness: whether the CSOs are able to prove that they represent groups of people or the 1. 
interests of a group or groups of people in the country. Representativeness can be developed wheth-
er through membership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or the proven capacities of the organiza-
tion.

Legitimacy: legitimacy can be legitimacy by law and legitimacy by results. The organization has legal 2. 
entity or is legally registered in the country. But the legal entity is not enough. The organization has 
to be able to prove that it has recorded works, whether development services, social services, studies 
and publica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interests of groups of people in the country.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the organization has to prove that they have public accountability, such 3. 
as code of conduct, open to public audit, and transparent to public and the beneficiaries or constitu-
ents.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include also that the organization is open to public authority to 
check its system and organizational operations. 

To fulfill these prerequisites is another challenge for CSOs, whether they are appropriate or eligible to 
monitor ODA or not on thei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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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T AND IMPOVERISHMENT: 
CSOs Roles (The Case of INDONESIA)

Don K. Marut
Executive Director, INFID

Public Debts in Indonesia
Foreign Debts: US$ 67 billion•	
State Obligations owned by foreign entities: US$ 95 billion•	
TOTAL : US$ 162 billion•	

Why Indebted
Imposed by donors (Research of the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2004)•	
The economy was designed under the debt regime.•	
Mismanagement by the government•	
The Conversion of Private Debts to Public Debts: as conditionality of IMF and donors•	

Concerted Loans
World Bank provides program loans, came out with recommendations to take tied loans from bilateral •	
donors (the case of Railways Reform and Improvement Project)

Certain donors accumulate loans for one project ( the case of Dams built by JBIC)•	
Adjustment Policies: introduced by IMF, supervised by the World Bank supported by several donors, •	
pushed by bilateral donors.

Tied aid

Creditors Foreign Utilization (%) Local Utilization (%)

Germany

Austria

Denmark

Netherlands

South Korea

JBIC

ADB

World Bank

97.31 

92.81 

90.55 

87.42 

82.88 

80.45 

61.93 3

5.04

2.69 

7.19 

9.45 

12.58 

17.12 

19.55 

38.07 

64.96

Program Loans From Multilateral Donors
Are intended to secure balance of payments and state budget•	
In fact, the loans are used with conditionalities for policy reforms (linked to items in the so-called •	
“Washington Consensus”)

In Indonesia, program loans were intended to rescue the economy from crisis “rescue package”. In •	
fact, the crisis deepens and lasts longer.

The program loans are now used for policy and legislation reforms to boost the implementation of •	
neoliberal policies.

The World Bank Adjustment Loans to Indonesia 

Type Date of Approval Amount Approved

Trade Policy Adjustment 1987 US$ 300 million

Policy Reform Support 1999 US$ 1.5 billion

Social Safety Net Adjustment 1999 US$ 600 million

Water Resources Sector Adjustment 1999 US$ 300 million

Examples of Conditionalities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control the price and distribution of rice.•	
The government has to cut subsidy to rice price up to zero.•	
The elimination of the prohibition and limitation on the import of rice.•	
The cut of subsidy to agricultural sector up to zero.•	
The privatization of the Logistics Bureau (that was established to stabilize the prices of the food sup-•	
plies). 

S e s s i o n 1   I n t e r n a t i o n a l  O D A  T r e n d s  a n d  C i v i l  S o c i e t y
P r e s e n t a t i o n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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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imination of the credit for farmers; the credit should become the business of the commercial •	
banks.

The elimination of all kinds of subsidies. •	
Privatization of all state-owned companies•	
Policy reforms for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Policies on private property rights to natural resources.•	

Debts Repayment & Health & Education

Year Debts Payment Health Sector Education Sector

2004 US$ 6,971,304,348 US$ 765 million US$ 2,824,673,913

2005 US$ 10,212,391,304 US$ 1,079,456,522 US$ 3,346,195,652

2006 Total: US$ 12,375,326,087 US$ 1,179,021,739 US$ 4,111,956,522

2007 US$ 15,208,260,870 US$ 1,898,586,957 US$ 4,788,913,043

2008 Interest payment: US$ 10,543,478,261

Behind the Façade 
Rent-seeking activities of the staff of the aid agencies for job security (Research by Ministry of National •	
Planning, 2004) 

Interests of the Self-seeking bureaucrats (more loans, more additional income) – Research by Ministry •	
of National Planning.

Corruption: between 15% - 30% of the loans go to individual pockets (World Bank Research, 1997)•	
If no.1 takes 30%, No. 2 takes 10% and No. 3 takes 30%, how much the money goes to the poor? More •	
or less 30%.

Cases of Loans directly Impoverishing the People
 Sub-district Development Project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Project): supported by the World 
Bank:

Makes people indebted: repay loans with assets•	
Conflicts among community members and among communities competing for projects•	
Corruption to community level.•	
People lost their strategic assets: natural resources and lands.•	

(Loans impoverishing the people)
 Small Plantation Project: support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Farmers are forced to use their lands for certain monoculture plantations.•	
 Farmers lost their ownership of land•	
 Farmers have to pay the investment recovery directly to the government•	
 Farmers lost production•	

(Loans Impoverishing the People)
Big Dams: JBIC

 The dams are not for development purposes, but for the companies owned by Japan (Asahan •	
Dam)

 Local communities lost lands without fair compensation (most dams and infrastructures)•	
 Local communities have to be relocated and start their live from zero (Bilibili Dam)•	
 Women are victimized and become victims of trafficking.•	

CSOs Roles
Participate in the whole national planning processes. •	
Participate in the annual budget plan processes.•	
Participate in the public loans negotiation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ODA-supported projects. •	
Doing advocacy on canceling the ineffective and illegitimate debts.•	
Educating the people on ODA-fund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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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요약

부채와 빈곤: CSO의 역할 
인도네시아의 예

by Don K. Marut

INFID 사무처장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채

외국으로부터의 부채: 670억 달러

외국기업 소유의 정부기관: 950억 달러

합계: 1620억 달러

부채발생 원인

공여국의 부과 (국가계획 내각의 조사, 2004)

부채 정권이 기획한 경제

정부의 실정

개인 부채를 국가 부채로 전환(IMF와 증여자의 조건)

다자 공여자의 차관 프로그램

국가 예산과 지불의 균형점을 유지

차관은 <워싱턴 합의>에 따라 정치 개혁 조건하게 진행됨. 

차관프로그램이 경제위기의 인도네시아를 구제함-> 사실, 위기는 심화됨.

차관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개혁에 이용됨.

차관지원 조건들(예시)

정부가 쌀의 가격과 분배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함. 

정부는 쌀 가격 보조금을 일절 지원하지 못함. 

쌀 수입 금지와 제한을 금지함. 

농업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일절 금지함.

물류 조직(식품 공급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민영화를 진행함. 

농부를 위한 신용거래를 폐지함. 신용거래는 상업 은행에서 담당하도록 함.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폐지함.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를 진행함.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을 해야 함. 

천연자원에 대한 개인 재산권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

빈곤의 악순환을 만드는 차관의 예

1.하위 계층 개발 프로젝트/지역사회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세계은행 지원)

사람들을 빚을 지게 하고 자산으로 부채를 갚게 함. •	
지역 사회 구성원들간의 분쟁과 경쟁 심화•	
공동체의 부패•	
사람들은 천연자원과 토지등의 자산 상실•	

2.소규모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아시안 개발 은행 지원)

농부들은 단종 재배를 위해 그들의 땅을 이용할 것을 강요당함•	
농부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	
농부들은 정부에 직접적으로 투자금을 지불해야 함.•	
농부들은 생산성을 잃어버림.•	

3. 대규모 댐: JBC

댐들은 개발목적이 아니라, 일본 소유의 회사를 위해 존재함(Asahan 댐)•	
지역 사회는 공정한 보상 없이 땅을 잃어버림.•	
지역 사회는 기반시설도 없는 곳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해야함. (Bilibili 댐 )•	
특히,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됨. •	

CSO의 역할들

전체 국가 계획 과정 참여

연간 예산 계획 과정 참여

국가 차관 교섭 과정 참여

ODA 지원 프로젝트의 실행 모니터링

비효울적이고 불법적인 부채에 대한 탕감 운동 전개

ODA 기금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교육

S e s s i o n 1   I n t e r n a t i o n a l  O D A  T r e n d s  a n d  C i v i l  S o c i e t y
발 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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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s s i o n 2

국가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주요 사례
Monitoring Experiences of the Civil Society

사회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연대위원회 준비위원장)

발제  일본ODA정책과 시민사회의 활동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활동가)

  메콩-WATCH 감시 활동 사례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공동대표)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운동: ODA Watch의 사례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박사과정)

토론   Don K.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사무처장) 

  Anth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김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Moderator Ms. Yang Young-mi 
  Chairperson of Pre-Committe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Presentation  Japan’s ODA and New Giant Aid Agency ? Any progress on Japan’s ODA? 
  Mr. Koshida Kiyokazu  Member,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Protecting the Mekong: Regional Solidarity in the current development era 
  Ms. Premrudee Daoroung  Co-director,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Korean Public: 
  ODA Watch Accounts
  Mr. Han Jae-kwa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ODA Watch
  Ph.D Stud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hee University

Discussion  Mr. Koshida Kiyokazu  Member,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Ms. Lee Faye  Manager,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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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ODA and New Giant Aid Agency 
Any progress on Japan’s ODA?

by KOSHIDA Kiyokazu
Member,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

New JICA: huge budget, small staffs

On October 1, 2008, the new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tarted as sole Japan’s aid im-
plementing agenc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JICA, Japan had two aid implementing agencies, 
namely old JICA and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old JICA, under Ministry of For-
eign Affairs (MoFA)’s direction, implemented 1) technical cooperation, 2) acted for MoFA grant assistance, 
3) conducted development studies for planning, design and project preparation. Old JBIC, on the other 
hand under Ministry of Finance (MoF) control, had two main divisions, 1)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which implemented ODA loans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2) inter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which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by Japanese firms1 .

The New JICA integrates old JICA’s tasks and JBIC’s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task. In addition, New 
JICA also works for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JOCVs) and enhances its research function on 
development. It is one of the biggest aid agencies in operational money, but small in its number of staff 
(see chart 1). 

<Chart 1> Comparison of Major aid agencies

Number of Staff Volume of Operation

World Bank 8600 US$ 19,634 million

Asian Development Bank 2443 US$ 6.851 million

US AID 2227 US$ 3,976 million

New JICA 1664 US$ 10,280 million

source) http://www.jica.go.jp/english/news/field/2008/pdf/081003.pdf 

Single agency handling Japan’s ODA –the new JICA - is established, which Japan’s NGOs has demanded for 
long time. And the New JICA emphasizes that since ODA works come to under its control, Japan’s ODA will 

1 JBIC was established in 1999 through the merger of Japan Export-Import Bank and the Overseas Economic Co-
operation Fund (OECF). But seven years later, again this JBIC was restructured under governmental institutional reform pres-
sure.

S e s s i o n 2   M o n i t o r i n g  E x p e r i e n c e s  o f  t h e  C i v i l  S o c i e t y
P r e s e n t a t i o n ①

b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Given JICA’s small number of staff, “efficient and effective” means one staff 
handles huge amounts (US$ 6.2 million) of ODA projects. This is totally different from NGO’s idea. What 
Japanese NGOs demand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ODA is not only structural reform but also clear objec-
tive of ODA objective such as poverty eradication. 

 

New aid strategy or new foreign policy?

Aside from these organizational problems, there is another fundamental question on the New JICA and its 
implication to Japan’s ODA. What NGOs has demanded is not only integration of JICA and JBIC but also the 
enactment of ODA Basic Law and establishment of Ministry of International Aid2 . The New JICA was born, 
but other demands were ignored, and Japan’s complicated aid structure is still existing. 

MoFA and New JICA emphasize the “new structure of Japan’s ODA” in which three steps such as strateg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re expected to be closely related. But the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Council(OECC), established in April 2006 with Prime Minister as its head and include the Chief Cabinet 
Secretary, the MoFA, the MoF, and the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is a “control tower” 
and formulate basic strategy of Japan’ economic cooperation. MoFA’s new setup called International Co-
operation Planning Headquarters handles planning under the strategy of the OECC. And the New JICA 
implements ODA projects at recipient countries. 

This is plan for making stronger linkage between Japan’s foreign policies and ODA , under this strategic 
approach, Japan’s economic interests on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military or security aid towards Iraq 
and Afghanistan, and trade related aid with China and India were emphasized.  

Since other two strong ministries MoF and METI are in “control tower” of aid strategy, it is obvious that 
MoFA alone cannot decide whole ODA policies. New JICA is a big aid agency, but it is just a part of whole 
Japan’s aid structure.

Complicated aid structure continues

Japan’s aid administration structure is still complicated, and ministry’s specific interest lies behind this. 
Three main ministries (MoFA, MoF and METI), compete each other to take aid initiatives, and other ten 
ministries and agencies also implement ODA programs. MoFA’s main interest is utilizing aid as tool for Ja-
pan’s foreign policies which always follows the US demands. MoF is trying to have more influential position 
among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providing Japan’s aid. METI’s mission is utilizing 
aid for promoting Japan’s trade and investment for the sake of Japanese big corporations.

 In this sense, it is a big challenge for Japan’s civil society to establish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Aid based 
on genuine aid policies such as poverty eradication.

The budget for ODA clearly shows this complication (see Chart 2). MoFA handles just grant aid and small 
portion of yen loan, which consists around 25% of total ODA budget. MoF, on the other hand, holds around 
70% of budget, and loans most of these to JICA’s loan department (former JBIC) and to international finan-
ci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2 See PARC Position Paper on 50 Years of Japan’s ODA in Reality of Aid Asia-Pacific 2005 Report: Fifty Years of Japan 
ODA ( IB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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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2> ODA Budget for Ministries (Project Budget)                                                                  unit: million yen

FY 2008 FY2009
change from 
previous year

percentage 
increase

Cabinet Office 26 0 -26 -100.0%

National Police Agency 30 30 0 0.0%

Financial Service Agency 133 126 -7 -5.2%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
munications

913 821 -92 -10.1%

Ministry of Justice 225 244 19 8.6%

MoFA 440,753 439,543 -1,210 -0.3%

MoF 961,177 1,155,888 194,711 20.3%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40,539 38,169 -2,370 -5.8%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10,848 9,516 -1,332 -12.3%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5,759 14,163 -1,596 -10.1%

METI 38,758 43,041 4,283 11.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801 753 -48 -6.0%

Ministry of Environment 1,376 2,387 1,011 73.5%

Total (Project Scale) 1,511,339 1,704,681 193,342 12.8%

Former JICA handled grant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was under control of MoFA both organizationally 
and financially, but New JICA included loan section will be controlled MoF as well as MoFA. This might 
bring fundamental change to its nature from aid agency to financial institution.

ODA’s financial Resource

One of the most crucial problems on Japan’s ODA is its dual financial resources; Official Budget money 
coming from tax, and Fiscal Loan Fund money coming from postal saving and pension fund. Official bud-
get money is mainly used for grant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fiscal loan fund money is for yen loan 
which has caused serious debt problems in many countries.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is dual financial 
resources of Japan’s ODA is a main reason why yen loan still occupies more than half of ODA money. It is not 
the so called “self-help” principle but financial structure that makes Japanese ODA loan dependent.

In 2009 ODA budget, Among its total account of 1,704.7 billion yen (US$170.5 billion), 672.2 billion yen (US$ 
67.2 billion) comes from official budget, but 739.2 billion yen ( US$ 73.9 billion) comes from fiscal loan fund. 
Total budget is increased 14% than previous year because money from fiscal loan fund increased around 
13%.though money from official budget decreased 4%.

Again this is because Japan’s complicated financial situation. Recent several years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for “financial reform” in which all most sectors of budget is cut down including ODA, but 
at the same time, it has received an international pressure to meet international ODA platform of 0.7 % of 
GNI. In 2005, at G8 Gleneagles Summit, the government announced a timetable of increasing its aid by US 
$ 10 billion in five years. 

The government should exaggerate new aid money at international level, but inside Japan it should an-
nounce that ODA budget is not increased. How to compromise this contradiction or double tongue prom-
ise?

To meet this, the government utilizes the Fiscal Loan Fund, which often described as “second budget” 
handled by MoF, and not openly questioned in the Diet. By doing so, the government can announce that 
ODA money from the official budget does not increase under the financial reform policy, which is used for 
domestic press release. But money from the fiscal trust fund increase to match the international pledge, 
which is not openly discussed.

More Commercial Interest in Aid

Increasing the loan aid is also a request from the business sector. After 2005, Japan’s business sector in-
cluding Nippon Keidanren (Japan Business Federation, the association of more than 1000 big companies) 
submitted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 in which strategic usage of Japan’ ODA, importan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ergy security are stressed. And in2008 April, the government and Nippon 
Keidanren came to agree that Japanese companies can propose ODA projects such as road and port con-
struction for their investments or factories. This has never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Japan’s ODA. In this 
sense, ODA amount will be increased with big companies operation. 

Many big Japanese companies are focusing on Africa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such as gold, diamond, 
cobalt and so on. Behind the Japan’s pledge at 2005 Gleneagles of increase aid to Africa, commercial inter-
est of Japanese business sector lies.

Japan’s ODA has been criticized as “commercial aid” for long years, which was mainly because tied aid with 
Japanese companies, and its basic principle of economic interest.  Tied aid has been decreasing, but the 
idea that utilizing Japan’s ODA for Japanese business sector (trade and investment) for Japan’s “national 
interest” still has strong influence within whole Japanese society.  It is a big challenge for Japanese NGOs 
(CSOs) to challenge this economic growth oriented Japanese ODA. 

Japanese CSOs (NGOs and citizen’s movement) activities to change ODA policies

It was 1986 “EDSA revolution” when Japanese society found ODA’s problem. Japan had been the biggest 
donor for Marcos regime, and huge amount of Japan’s ODA were used unclearly. Many documents from 
the Philippine side revealed that some Japanese trading companies paid a large amount of bribery to 
Marcos. Since then Japanese diet started a discussion on ODA, and mass media reported ODA issues. It was 
also a time when Japan became the biggest ODA donor.



46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47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During and after this period, Japanese CSOs and NGOs also launched a research and campaign for ODA 
reform. I would show several points on ODA reform activities in this period.

1) Based on network with researchers and NGOs in recipient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Indo-
nesia,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earch are organized

2) Reviewing the ODA from residents who are (might be) suffered, and recognizing local people should 
be the subject of development

3) Watching the big infrastructure projects which causes environment destruction and massive eviction

4) Analyzing Japan’s ODA on the context of economic strategy and business interest

Another important character of ODA reform activities is people’s policy advocacy movement. Some NGOs 
and lawyer’s group drafted the ODA Basic Law, and lobbied it to opposition parties. But the Basic Law was 
not enacted instead ODA Charter was decided in1992. The following is its four principles.

a)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in tandem;

b) Use of ODA for military purposes should be avoided;

c) Ful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rends in recipient countries’ military expenditures and produc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 Ful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fforts for democratization, market-oriented economies,

human rights and freedoms in recipient countries. These are called “principles”, but the government these 
are just reference note. NGOs demands that ODA charter should be the criteria for ODA implementation 
and projects violates the principles should be stopped. If these principles are applied strictly, many ODA 
projects might violate them, which NGOs insisted. But no project is stopped except three months freezing 
of Batangas port project of the Philippines.

In 1990s Japanese NGOs and the government (MOFA, MOF, JICA and JBIC) started to have a regulatory 
meeting, which was demanded by NGOs as a tool for people’s participation on policy making process. 
But once the meeting started, it turned into a place for communication in which people’s voices were just 
heard by the government. 

Given this situation, Japanese NGOs should argue again what is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and policy 
advocacy.

 

Case Study: Indonesia

On September 5, 2002 and March 28, 2003, totally 8369 residents of Sumatra island of Indonesia including 
wild elephants and tigers filed a lawsuit at the Tokyo District Court. This is the first lawsuit challenging to 
Japan’s ODA. The residents claimed that because of building Kotopanjang Dam by Japanese yen loan at a 
cost of some 31 billion yen they have been left without proper living facilities, including clean water, on the 
land where they were resettled, and with no job opportunities.

Even before this suit, residents demanded removal of dam and proper compensation to Japanese govern-
ment several times in Jakarta as well as Tokyo. But the government rejected them, saying that our negotia-
tion party is Indonesian government alone. 

This Kotopanjang dam case is typical and continuing Japan’s ODA project. The following is its cycle.

Project finding ( Japanese consulting firm) ⇨ Feasibility Study ( JICA and consulting firm) ⇨ Loan Agree-
ment with the Indonesia government (OECF=JBIC) ⇨ Dam construction ( Japanese construction firm) ⇨ 
huge amount of debt to Indonesia paid back to Japan 

Japan has provided aid money to Indonesia for more than 50 years (including war reparation), but thes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created by ODA has repeated again and again. Because Japan’s aid has 
allocated for economic growth, and 23 years of Suhart regime was the biggest recipient. This clearly shows 
that previous aid has not contributed for capacity building and governability to avoid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is also shows that Japanese government has no ear to hear the voices of the 
victims.

Learning from Indonesian case, we should change Japan’s ODA from macro-economic growth oriented 
one to peoples’ right to life in peace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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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요약

일본 ODA 정책과 시민사회의 활동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새로 등장한 대규모 원조 기구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활동가

신(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대규모 예산과 소규모 직원들

2008년  10월 1일, 신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가 일본 유일의 

원조 이행 기관으로서 개설되었다. 신 JICA가 설립되기 전, 일본에는 구(舊) JICA와 구(舊)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이라는 두 개의 원조 이행기관이 있었다. 일본 외무성(MoFA)의 지

시 하에 구 JICA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 1) 기술협력, 2) 외무성 국가보조금요청을 위한 행동, 3) 계획, 설계,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개발연구 진행을 이행했다. 반면, 구 JBIC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의 관리감독 하에 두 

개의 주요부서 1) ODA 차용을 실시하는 해외경제협력부서, 2) 일본회사들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국제 재정운용

부서를 두었다.

신 JICA는 구 JICA가 담당했던 업무와 JBIC의 해외경제협력 업무를 통합시켰다. 또한 신 JICA는 개발 면에서 일본청년

해외협력대(JOCVs)의 기능적 역할을 지원한다. JICA는 운용비 면에서 볼 때 가장 큰 규모의 원조기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JICA직원의 규모는 작다. 

 

<표1> 주요 원조기구들 간 비교

직원 수 운용비 규모

세계은행 8,600 US$ 19,634 million

아시아개발은행 2,443 US$ 6.851 million

미국 원조 기구 2,227 US$ 3,976 million

신 JICA 1,664 US$ 10,280 million

출처)  http://www.jica.go.jp/english/news/field/2008/pdf/081003.pdf

일본 내 많은 NGO단체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일본의 ODA문제를 다루는 단독 기구로서 신 JICA가 설립되었다. ODA

작업은 앞으로 JICA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본의 ODA는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 

JICA 측은 말했다.

만일 JICA에 할당된 직원 수가 적게 주어진다면, 앞서 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라는 말은 곧 한 명의 직원이 

ODA프로젝트의 거대한 액수(US$ 6.2 million)를 감당하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NGO들이 요구하는 바와 매우 다

르다. 일본 NGO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위해 요구하는 바는 단지 구조적인 개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빈

곤 타파’라는 분명한 ODA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원조 전략 혹은 새로운 외교 정책?

이러한 조직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또 다른 기본적인 문제들(이를테면 ‘일본의 ODA에 대해 신 JICA가 갖는 의미’

와 같은 문제)도 있다.

 NGO들이 요구했던 사항에는 JICA와 JBIC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ODA기본법 제정, 해외원조부 (Ministry of Interna-

tional Aid) 의 설립 등도 있었다. 신 JICA 설립이라는 쾌거를 거두긴 했지만 다른 요구들은 무시되었고 일본의 복잡한 

원조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일본 외무성과 신 JICA는 “일본 ODA의 새로운 구조”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구조란 전략-계획-실행이라는 세 

단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구조를 뜻한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관방장관, 일본 외무성, 재무부(MoF),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함께 2006년 4월, 해외경제협력기구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이하 

OECC)가 설립되었고 이후 OECC는 일본경제협력분야에 있어 일종의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되었다. OECC에서는 

해외원조의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외무성의 새로운 조직인  ‘국제협력계획본사’에서는 OECC의 전략에 따른 계획수립을 담당한다. 그리고 신 JICA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 ODA 프로젝트를 적용, 실시한다. 여기에는 일본의 외교정책과 ODA 간의 연계성을 더 단단하게 

하려는 의도 또한 숨어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서 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보안적 지원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에 무역관련 원조를 

아끼지 않는 일본의 행동은 사실상 수원국의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무부와 경제산업성이라는 강력한 두 부서도 원조전략의 “관제탑”(OECC) 에 속해있기 때문에 외무성 혼자서는 

ODA정책 전체를 전부 결정할 수 없다. 신 JICA도 대규모의 원조 기관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일본의 전체 원조시스템 

속 하나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여전히 복잡한 원조 구조 

일본의 원조 담당 관리국 내 구조는 여전히 복잡해서 각 부서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은 복잡한 행정구조 뒤로 밀려나게 

된다. 세 개의 주요 부서들 (일본 외무부, MoF, 경제산업성)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다른 10개의 부서와 정

부 기관들도 ODA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외무부의 주 관심사는 언제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던 일본의 외교정책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 원조가 이용•	

되게끔 하는 것이다. 

S e s s i o n 2   M o n i t o r i n g  E x p e r i e n c e s  o f  t h e  C i v i l  S o c i e t y
발 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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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일본의 원조기금을 공급함으로써 국제 재정 협회들 사이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려 애쓴•	

다. 

경제산업성의 임무는 일본의 대기업들을 위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원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	

이런 관점에 서 볼 때, 일본의 시민사회가 ‘빈곤 타파’와 같은 진심이 담긴 원조 정책에 기반한 국제원조부서를 세우

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ODA예산은 복잡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표 2) 외무성에서는 국가보조금 원조문제만을 다룬다. 전체 ODA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엔화차관 문제에 있어서도 외무성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예산의 약 70%를 

감당하는 재무부는 대부분의 경우 JICA의 차관부서(전 JBIC)에게서 혹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재정 

기관에게서 기금을 빌린다. 

<표 2> 부서별 ODA 예산 (프로젝트 예산)      unit: million yen

FY 2008 FY2009 전년 대비 변화 증가한 비율 

내각부 26 0 -26 -100.0%

경찰청 30 30 0 0.0%

금융청 133 126 -7 -5.2%

총무청 913 821 -92 -10.1%

법무부 225 244 19 8.6%

외무성 440,753 439,543 -1,210 -0.3%

MoF 961,177 1,155,888 194,711 20.3%

문부과학성 40,539 38,169 -2,370 -5.8%

보건복지부 10,848 9,516 -1,332 -12.3%

농림수산성 15,759 14,163 -1,596 -10.1%

경제산업성 38,758 43,041 4,283 11.1%

건설교통부 801 753 -48 -6.0%

환경부 1,376 2,387 1,011 73.5%

총예산 (프로젝트 규모) 1,511,339 1,704,681 193,342 12.8%

구 JICA는 국가보조금 원조를 담당했고 기술적인 도움은 외무성의 감독 하에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

나 차관 분야까지도 아우르는 신 JICA는 외무성뿐만 아니라 MoF까지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원조 기관에서부터 

재정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ODA의 재정적 자원

일본 ODA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재원의 이중성이다. 공식 예산은 세금으로부터 나오는데 국고차관펀드기금 

(Fiscal Loan Fund)도 우편저금과 연금기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공식 예산 자금은 주로 국가보조금 원조 및 

기술 원조에 쓰이고 국고차관펀드기금 (Fiscal Loan Fund)은 엔화 차관에 쓰이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이 엔

화 차관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국가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다.  

엔화 차관이 ODA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주된 원인이 일본 ODA 재원의 이중적인 특징 때문이라는 사실은 많

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력 구제”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원국이 일본의 

ODA 차관에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재정 구조이다. 

2009년 ODA예산에서, 총 예산 1조 7047억 엔(US$ 170.5 billion) 중에서 6722억 엔은 (US$ 67.2 billion) 공식 예산에서 

나온 금액이지만 7392억 엔은 ( US$ 73.9 billion)는 국고차관펀드기금에서 나온 금액이다. 공식 예산이 4%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14% 증가한 것은 국고차관펀드기금에서 나온 금액은 13%가량 증가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본의 복잡한 재정환경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해 힘써왔다. ODA를 포함한 대부분의 예산 부문이 삭감되었으나 동시에 

일본은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ODA의 국제 기준(platform)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순응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G8 글랜이글스(Gleneagles)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억불까지 원조를 늘릴 예정이라

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원조 기금을 늘릴 것을 과대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일본 ODA 예산액은 증가

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와 같은 이중 협약을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인가?

이 구두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국고차관펀드기금을 이용하는데 이는 종종 재무부의 “2차 예산”으로 분류

된다. 이렇게 국고차관펀드기금을 한다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비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공식 예산에서 비롯된 ODA기금은 재정개혁정책 하에서 증가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발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 서약을 지키기 위해 국고투자기금으로부터 ODA기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비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이다. 

 

ODA에 대한 상업적 관심

차관 증가는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이다. 2005년 이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Nippon Keidanren; 1000개 

이상의 일본 대기업들의 연합 단체)를 포함한 일본의 비즈니스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은 일본 ODA의 전략적 사용, 경제

적 발전과 에너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2008년 4월, 정부와 경제단체연합회는 일

본 기업이 투자를 위해 혹은 공장을 위해 도로 및 항구 공사와 같은 ODA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의 ODA에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도입된 바 없었던 사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ODA기금은 대기업 운영과 비례해서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일본 대기업들은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과 같은 천연 자원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ODA는 

오랫동안 “상업적 원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된 주요원인은 경제적 이득의 원리에 기초해서 일

본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덧붙인 ‘조건부 원조’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에서 조건부 원조는 감소하는 추

세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 이익”에 따른 비즈니스 부문(무역과 투자)에 ODA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식은 일본 사



52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53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회 전체에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자국의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둔 일본 ODA의 잘못된 방향을 바

로잡으려는 노력은 일본의 NGO들에게는 커다란 과제이다.

 

ODA정책을 바꾸려는 일본의 시민단체들(CSOs or NGOs)의 활동

일본사회가 ODA의 문제점을 알게 된 시점은 1986년 “EDSA 혁명”이 발발했을 때였다. 일본은 마르코스(Marcos;필

리핀 대통령)정권 기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원조 증여국이었다. 당시 일본 ODA의 총 액수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필리핀 측의 많은 문서기록에 의하면, 일본 무역회사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로 

인한 혁명 이후 일본 국회는 ODA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ODA이슈를 보도하게 되었다. 그즈음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ODA 증여국 이었다. 그 이후,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ODA개혁을 위한 사회적 운동 및 조사연

구를 시작했다.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일본 시민단체들의 ODA 개혁 활동에 대한 주안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수원국들의 자국 내 ODA연구자와 NGO들과의 네트워크에 기초해서 정보 공유와 공동 연

구를 조직할 것   

2) 불이익을 당하는(후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지 거주민들을 고려해서 ODA를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이 개

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    

3) 환경파괴와 대규모 강제철거를 동반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감시할 것

4) 경제정책과 사업 이익의 맥락에서 일본의 ODA를 분석할 것 

ODA개혁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시민들의 정책지지운동이다. 몇몇 NGO들과 변호사 집단은 ODA기본법(초안)

을 마련하고 애드버커시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ODA기본법은 결국 제정되지 못했고, 대신 1992년 ODA 헌장이 완성되

었다. 다음은 ODA헌장에 규정된 네 가지 원칙들이다. 

a) 환경보호와 개발은 서로 협력 관계여야 한다.

b) 군사적 목적으로 ODA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c) 수원국이 군사비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 혹은 파괴력있는 무기생산을하는 경우 등 부당한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관

심과 주의를 기울인다. 

d) 수원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힘쓴다. 

ODA헌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근본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 원칙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이다. NGO들은 ODA헌장을 ODA실행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원칙들을 위반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원칙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많은 ODA 프로젝트들은 원칙들을 쉽게 위반

할 것이라고 NGO들은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Batangas 항구 프로젝트 건이 3개월간 동결되었던 사건 외에 실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는 없었

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 정부(외무성, 내무부, JICA, JBIC)와 NGO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열게 되었다. 정책결정과

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NGO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회의가 시작되자, 

회의에 참석한 시민들은 그저 정부 측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행위자로 바뀌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NGO들은 무엇이 정책지지이고 무엇이 진정한 시민참여과정인지를 다시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사례연구 : 인도네시아

 2002년 9월 5일과 2003년 3월 28일, 야생 코끼리와 호랑이가 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총 8,369명의 거주민들은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일본의 ODA에 맞서 도전장을 낸 첫 번째 법적 소송이었다. 거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3백 십억 엔에 달하는 일본의 엔화 차관으로 건설된 Kotopanjang 댐으로 인해 거주민은 머무를만한 거주시설 

보장은 커녕 깨끗한 식수, 재정착할 만한 땅, 구직의 기회 중 어느 하나도 적절히 보상받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고 있

다는 것이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거주민들은 댐을 제거할 것과 적절한 보상을 취해줄 것을 도쿄뿐만 아니라 자

카르타에 이는 일본 정부 기관에 여러 번 요구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로지 인도네시아 정부만을 교섭 상대로 하

겠다며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Kotopanjang 댐 사건은 현존하는 전형적인 일본의 ODA 사례이다. ODA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순환구조를 따른

다. 프로젝트 착안(일본의 컨설팅 회사) ⇒ 예비 조사(JICA와 컨설팅 회사)⇒인도네시아 정부와 차관 협정을 맺음

(OECF=JBIC)⇒댐 공사 (일본의 건설 회사)⇒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상환해야할 대규모의 채무 발생

일본이 5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원조기금을 (전쟁 배상금 포함)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ODA로 인한 사회

적, 환경적 문제들 또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원조가 자국의 경제 성장에 입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하

르트 정권 23년간은 가장 많은 일본의 원조를 받았던 기간이었다. 이는 일본이 진정으로 수원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ODA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일본 정부가 상대국 희생자들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으려 한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거시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일본의 ODA를 변화시켜 무엇보다 수원국의 인

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관심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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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the Mekong:
Regional solidarity in the current development era

by Premrudee Daoroung
Co-director,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TERRA)

Overall picture

The six nation states of the so-called “Mekong region”, covering from the south China in Yunnan province, 
to Burma,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are home to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More than 
60 million people rely on the rich natural resources within the region. Contains with more than 1,200 fish 
species, fish is the main protein sources of the people in the region. People have also been enjoying the 
livelihood base on fertile agriculture land and rich forest area within the river basin system.

Apart from all difference characteristics in resources from the upper to lower Mekong,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lower part, especially from the southern Laos down to Tonle Sap, the great lake in 
central Cambodia, is the richness of fish. Seventy per cent of fish found in Tonle Sap, that has been long 
known as the world’s fresh water fish capital are migrate up and down along the whole Mekong stretch 
up to China and down to Vietnam. Therefore, when it comes to fisheries, it is clear that any impact that 
obstructing the river and fish migration will be immense to all countries of the region, regardless of human 
boundaries among them.  

In the past 20 years, the Mekong states have been facing the critical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gives impact to the livelihood and the ecological and cultural aspect of each country in a significant way. 
With the exception of Burma, which is still under the ruling of the military regime, Yunnan, Cambodia, Lao 
PDR and Vietnam are eagerly open to the global economy, undergoing radical transformations from a 
strict socialist society  to socialism in political ideology  with the open market economy. The transforma-
tion of these new ‘open countries’, was guided, in the first place,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e.g.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DB) with its concept of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and 
donor agencies from all over the world. Currently, the major drive of this kind of economic development 
is catalyzed by the private sectors. The model of industrial development first followed by Thailand for the 
past four decades is now actively applied by other countries, creating the flows of investment, people as la-
bours,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cross borders is accelerating with the demands 
of the global market economy.

Up to now, Mekong region is simply an investment ground of the private sectors around the world. With 
the rapid flood of investors and capital, the natural resources, on which the livelihood of the Mekong peo-
ple is dependent, is getting into troublesome situation. Three big hydropower dams were already built in 
the upper Mekong in China, and more dams are being built in the tributaries in the downstream. Large 

S e s s i o n 2   M o n i t o r i n g  E x p e r i e n c e s  o f  t h e  C i v i l  S o c i e t y
P r e s e n t a t i o n ②

areas of lands and forests in all countries are being replaced by the large scale plantation schemes. Mining 
is also another large scale investment in the region. These large scale projects came into the region in the 
name of ‘development’, taking away both the resources and means of livelihood that people use to have 
in this region. 

This writing aims to discuss the situation within the Mekong countries, which lead into the regional solidar-
ity activities setting up in the ‘age of development’, in order to protect the Mekong from the destructive 
development plans and the misleading role of the influential actors in the region. 

Sharing the same track of development

Within the Mekong region, despite sharing the same aim of fostering open market economy, the steps 
taken by the countries towards development considerably varies according to different backgrounds rang-
ing from facts and figures, ruling systems, investment potential and cultures.

China•	

Known as the powerful country in the region, China aims to develop Yunnan province in the southern area 
to be another development zone. Yunnan also plays a role of the producer of electricity and other supplies 
like the large scale plantations to feed the rapidly industrialize development of its own. Along the Mekong 
mainstream, the complete construction of the big three hydropower dams to produce electricity in China 
and the rapids blasting to open the way to the big ships from Yunnan to trade with the lower countries 
have receive absolutely disapproved by the local people whose lives depend upon natural resources from 
the Mekong. For the lower part, Thailand has received the immediate impact after the first China dams 
finished. The change of the Mekong currents, fish decline, lost of the valuable fresh water weed and the 
conflict of the trading between China and Thai traders are occurring in the northern part of Thailand. 

The fact that China never join the mechanism that allows the civil society groups to question and request 
for the better system, left China in a quite sensitive position. However, China continues playing the role 
of the biggest investors within Mekong countries, for hydropower dams building, mining and industrial 
plantations.

 Interesting enough, the movement where different groups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people 
networks including the media and academic groups, can speak their voices, are often perceive as it in a 
rather progressive stage in China. Some of the local groups in China were able to gain some victory from 
their flight against some large scale projects including hydropower dams in the past decade. More of the 
groups that are committed to do the work an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affected lower neighbor-
ing countries now occur and also join the lower countries networks.

Burma •	

The situation in Burma, in relate to natural resource and the livelihood depending on it has very closely 
linked to the ongoing limited political spac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country. While the military gov-
ernment keeps supporting the logging and other large scale projects such as hydropower dams and gas 
pipeline proposed by the neighboring countries or their private sectors, the people of Burma did not have 
an idea how those projects would benefit them. Instead, in many cases, the projects brought more s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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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ive unfortunate situations to the local people, especially the ones whose homeland was chosen as the 
project site. When the military force pours into the site, people had to migrate away. Since 1996, when the 
Burmese Junta had been added up the military force from 180,000 to 400,000, more than 800,000 people 
from 2,500 villages had to move from their original hometown involuntarily. As a result, around 155,000 
local people from Burma are now living in Thailand, and another 1.5 million of them are working as illegal 
workers in Thailand, facing the unpredictable fortune on their own.

With this situation, it is still very difficult to see any civil movement within Burma. However, among the 
groups that flee from the country, there are many strong activist groups that dedicate themselves to sup-
port the regional solidarity in various issues, taking risk to seek information, sharing and joining the move-
ment with other groups.

Laos•	

Beginning with the “Chintanakarn mai” (new imagination), the master plan to take up the open market 
economy, in the late 80’s, Laos currently presents itself proudly as the “Battery of Asia.” The government 
has a firm policy of bringing their 6 million people out from poverty by gearing towards the large scale 
projects such as hydropower dams, mining and large scale plantations. 

 However, the changing economic development has a marked impact to the original way of people’s living. 
By the end of the ’90s, it was known that around 80% of the Laos population relies directly on the natural 
resources surrounding them. With the rich 400 rivers in the country, and the big forest areas covering both 
northern and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Lao people with more than 60 diverse ethnic groups were for-
est dwellers, hunting/fishing and gather the forest products for their daily food. Most of the people prac-
ticed swidden agriculture in the upland and highland area for rice farming. Only 20% of land in the country 
was the lowland which was also utilized as paddy rice field. Unfortunately, the subsistence way of living 
will never satisfy the open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earn foreign income, the private sectors were al-
lowed to encroach on natural resources, ranging from rivers, forests to lands. The rivers then became the 
resources to build hydropower dams, mostly to export electricity to Thailand and Vietnam. Big six dams on 
the major rivers of the countries are now operating, with another seven under construction. Moreover, at 
least 12 are under the close process and another 35 are in the plan to get the deal. With this number, Laos 
is in the midst of a record - breaking dam-building boom of the world. 

Not only a large set of hydropower dams, but every day in the Laos newspaper, news of the MOU signing 
ceremonies for the new mining and others large scale projects such as large scale industrial plantation be-
tween the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keeps popping up. However, what still rare is the direct report 
from the area on the involvement of the people in the area to make a decision in the project.

With the rapidly change in development policies, the government is still being the key source of the de-
velopment ideas for the people. Since late ’70s, a number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been working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within the country in the form of relief work and some 
infrastructure building. Only in the past few years, after nearly 20 years of the country’s opening to the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has just start allowed the local Laos non-profit Association (NPA) to set 
up. Although NPA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it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regional solidarity network, the new hope for the alternative in the new era of Laos development. 

Thailand•	

As the only ‘capitalist’ country in the region in the past four decades, Thailand had already experienced the 
situation where rural communities, especially those outside the cultural and economic mainstream, face 

a double threat from the kind of development. First, development demands extraction and expropriation 
of natural resources upon which communities depend. Forests are logged, labeled as ‘degraded’, and then 
offered to private companies for industrial tree farms. The destruction of fisheries becomes a “trade-off” or 
“acceptable environmental cost” of hydroelectric development. Not only does this process deprive people 
of the resources needed for survival but also alienates them from the knowledge and traditional practices 
that once helped sustain their communities and culture. Meanwhile, development experts, armed with 
indicators of poverty and economic growth, interpret communities as ignorant and backward, destroyers 
of the environment, and in desperate need of development, basic tools, and training in how to succeed in 
the modern world. As a result, Thailand became completely relies on the industrial tourism and export for 
its survival as a country, while the natural resource are immensely depleted.

However, it is accepted that the situation in Thailand has created the strong movement of the local. Thai 
civil society groups have gradually grown in parallel with the problematic government policy. Although 
Thailand has hardly ever achieved the complete degree of democracy, its own democratic way of gov-
erning is enough to allow protest and gathering of the civil society. The largest and most powerful local 
network is possibly the ‘Assembly of the Poor’, appearing to the Thai’s public eyes in the past decade. With 
more than 200 groups of key ‘development’ problems from plans and projects all over the country, the 
Assembly of the poor have been sometime gathered more than 20,000 people to protest in front of the 
parliament in the past decade throughout difference government regimes, with strong support from mil-
lions local people all over Thailand. 

Having exhausted much of its own forests and water resources, Thailand had announced for its increasing 
demand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driving the policies and pace of resource extraction in neigh-
bouring countries like Burma, Lao PDR and Cambodia since late 1980s. Thailand is now the biggest buyer 
for electricity from Lao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lready more than enough electricity supply in the 
country. Keep pushing on mega projects including the water diversion from Laos and Cambodia, and the 
current plan to investment on dams on the Mekong mainstream  amidst the world economic crisis, there-
fore having the potential to bring Thailand down to the very fragile position both in economic and politi-
cally within the region, and also within the country.   

Cambodia •	

The concern in relation to the Cambodian natural resources has risen to a very high degree with the re-
leased information that, around 50% of the land in Cambodia is now under the private sector concession. 
This figure not only reflects the lost of the agriculture and forest land in different areas, but also generates 
great concern as this dubiously excessive land concession takes place in a country that started to show 
a sign of democracy. In early 1990s,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 in the country’s general election gave the first chance for independent local NGOs and people 
networks to establish. Hundreds of NGOs working in every province since then have provided different 
services to the community.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the laws 
enforcement is still loose and there is a gap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and the local people, in spite 
of great attempt invested by both NGOs and the local groups to assert people’s right. Many of the land 
grab and land disputes between local people and private sectors or the government became court cases 
and well- known to the public.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eople seem not to be informed yet about the 
impending hydropower dams in the main river basins, including the changes of the Tonle Sap including 
fish declining. Similar to Laos and Vietnam, most of the basins in Cambodia are full of the proposed dams, 
most of which are for producing electricity to be sold to Vietnam and to serve the new industrial zone in 
the country.

 The interaction between Cambodi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natura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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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 also critical. The situation where Vietnam built the Yali Falls dams in the upstream of the Sesan 
River in its own country while Cambodian living in the downstream are severely affected, has became a 
classic example of the non-participation and political difficulty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Despite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stated by both governments, Vietnam is now going to invest in building 
another dam in the same river in Cambodia. Going along the same line, Cambodian’s Tonle Sap might be 
soon severely affected from the building of the dams in southern Laos, as it will block the largest way of 
the fish migration and spawning area of the lower Mekong. It is, however, in doubt on how much the Cam-
bodian government will try to clarify the cross border impacts, as they also plan to build another two dams 
along the Mekong mainstream as well.   

 Cambodia, in the situation of very much rely on the outside supporters, still in urgent need to sort out the 
right way to work and relate between the civil society groups and the government to find their own way 
to resolve their own problems in development policies and directions, in order to find the real sustainable 
way for their real development that people can really have a share. 

Vietnam •	

With more than 70 million people, Vietnam is the second largest country in the region. When compared 
with others, Vietnam has a good combination of human resources and a wide variety of natural resourc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The development plan of the country centralized by the key economic 
reform (Doi Moi or “renovations”) in 1986 permitted and encouraged many free-market enterprises by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This economic reform established Vietnam’s different diplomatic relation-
ships with the capitalist West and East Asia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spectively in 1990s. The 
direction and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have been set up, integrating the plan of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such as central highland and the Mekong delta to the national goal. 

 The Mekong delta in Vietnam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pots of the basin. For Vietnam itself, 
the delta is the food basket of the whole country, as well as the centre of the rice export. The local people 
in this “Cuu long” or nine tails dragon of the delta have set up a system to manage agriculture area for their 
main livelihood for a long time. The system sustains the area’s status as the value of the delta throughout 
the changing periods of the country. However, although being the most crowded area, its total income is 
comparatively low, and that result the recent development projects in the area. Fruit orchards, rice fields 
and floating market where the delta people make their living have been starting to replaced by the large 
projects of outside investors. The problems such as saline intrusion and the blocked of the ‘tails’ of Mekong 
to the sea have been widely known among the public of Vietnam and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more issues concerning the ‘modern’ delta development projects and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shrimp farm and the real-estate into the farmland of the people still need more analysi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lta in the long run.

 Steering in the direction that generates economic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with the 
world market, Vietnam is perceived as the “energy hunger.” Apart from building a number of dams within 
the country, Vietnam energy authority has been investing and supporting the private investment in large 
scale project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Laos. Quite similar to Thailand, Vietnam has started 
to take the investor and buyer role in the region. Not only hydropower dams, Vietnam investors are also 
interested in other large scale projects in Laos, including rubber plantations. Unfortunately, investments 
by Vietnam notoriously are of low standard in terms of impact assessment and mitigation measures. For 
instance, Yali Falls dam, located in Vietnam in the Sesan River which flows downstream to Cambodia, poses 
a serious concern of the local people and civil society groups in Cambodia. The Vietnam’s investment on 
the Mekong mainstream in the northern part of Laos is inclined to follow the same pattern. The large scale 
plantations invested by the Vietnamese companies in southern Laos are also being questioned as they 

have become the land grab and the lost of production areas including coffee plantations, rice fields and 
also natural forests that people rely on. 

The emergence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networks in Vietnam seem to have their own 
strength. The starting point of the mass or civil groups came from the gathering of the researchers or aca-
demic groups. As experts needed in the development projects, many of the academics had the chance to 
get involved in the assessment studies. So far, various groups and organizations, though not yet “NGO”, are 
strong enough to call themselves as the ‘third generation’ of people organization. It means that they are 
willing to do more ‘activist’ work for the current rapid development they are facing.

Campaigning on the Mekong actors

Apart from Thail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etwork to monitor and campaign on environmental 
issue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While Thailand have gone thorough near four decades of people op-
posing the development projects openly with the open protests and campaig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non-government groups  and network  in most of Mekong countries towards their own governments 
and alliances is in a very much cooperation way than oppose. However, within the transformation of the 
Mekong countries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Mekong public start to learn more about the role and rela-
tionship between their government and the powerful actors behind the region’s development scene, and 
that result some solidarity movement to questions their role and asking for the better practice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IFI) such as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have come 
into play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e region’s development era. They have encouraged the structural 
reform to facilitate the global capital’s flow to the region. World Bank has particularly involved in different 
Mekong countries by way of giving advices about the law and regulations relevant to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including land titling and forest law. In managing the countries’ resources – rivers, lands and 
forests, it is not only IFI, but also development agencies of the big and small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from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IDA), GTZ of German to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that have demonstrated eagerness to establish models of development. The 
loans and grants released for various kinds of development were based on these models throughout the 
past two decades. Also, coming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of the donor countries, are the troops of 
private companies with the aim of investment in different businesses. 

Not only from far away countries, but lately the cross border investments among the six Mekong countries 
are the major movement of the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China, Thailand and Vietnam are all trying 
their best to push their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like Laos, Cambodia 
and Vietnam. 

 

Among a number of influential mechanisms and platforms functioning within the Mekong development 
context, the Greater Mekong Sub region (GMS) under the Asian Development Bank is the most remark-
able. Facilita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s, what GMS proposed 
to these governments, was simply the way to grow up together economically. In other words, ADB/GMS 
proposed that the Mekong countries have to lean on others in economy by opening up channels for ex-
change of natural resources, labors and capitals. The ADB/GMS, therefore, became the facilitator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s including bridges across the Mekong, roads across the borders, railway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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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ing of the Mekong River for the ship trade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ADB and World Bank were immensely supportive behind the grand plan for the hydropower dams in the 
region, by way of directly giving money to the projects, and giving the support or guarantee to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allow the projects to go smoothly. The role of World Bank in facilitating Nam Theun 2 
in Laos, has been the campaign issue among the civil society groups around the world during early 1990s 
until early 2000s, before the dams finally happen. Both World Bank and ADB are now still playing quite a 
similar role in the region. However, the agenda to increase the private sector role in the region that very 
much achieved now has result in the banks’ less direct role of providing money to the problematic projects 
in the region.

 

Another mechanism that has been monitored by many civil society groups within the region and inter-
nationally is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Known as the “Lower Mekong Secretariat” back to the 
1950s, this inter-Mekong governmental mechanism was set up by the US and other pro- development 
agencies that sent hydropower dam builders to the region. Series of dam plans in the lower Mekong main-
stream and tributaries were then a starting point of this cooperation mechanism. However, with the war 
taking place in the region, most of the projects were halted, but recently they were restored again. The Me-
kong Secretariat came back in the new name “Mekong River Commission” with the new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among the 5 Mekong countries 
in 1995 and declares the goals to “promote and support coordinated, sustainable, and pro-poor develop-
ment” and “strengthen basin-wid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mpact”. However, with the planning, 
monitoring and researching work sponsored by don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has been found that 
it is not the local people living along the River who benefit from the MRC work. Instead, most of the results 
findings of MRC’s studies have gone to serve the governments in making decision about development. 
MRC also failed to help resolve the previous cases of the problematic cross-border projects such as Yali falls 
dam in Vietnam that greatly impact Cambodia. Currently, the MRC is accused of being the supporter of the 
proposed 11 hydropower dams along the Mekong mainstream that will, absolutely, give severe environ-
mental impacts to the Mekong basin, undermining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With that situation, MRC in the past few years became the campaign target for the civil society groups 
within and outside the Mekong region on the issue of playing the misleading role, and not deserve the 
support from donors. The involvement from the very beginning of MRC in Mekong mainstream dams plan-
ning and its current facilitation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in dams building as well as the exclu-
sion of public from relevant information, have caused questions to MRC more than ever over the fifty years 
of its history.

 

What do we need?

In the past two decades, there have been different chances for the groups of local people, academics, 
NGOs, media, artists and other groups in the region to get together in solidarity to voice their concerns and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 that they need. 

In the past two decades, there are numbers of gathering to address the concerns of the people in the re-
gion. The two announcements below are examples of the ideas and issues coming out from the regional 
solidarity activities to protect Mekong River from the current developmen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The Bangkok Declaration in the year 2004 came out from the conference of 300 local people, NGOs, aca-
demics and media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announcement of Save the 
Mekong Coalition then shows the current work of people’s network in protecting the Mekong mainstream 
from the 11 proposed dams. So far, more than 5,000 people, regional and international, have already signed 
on the petition provided by the coalition to voice their concern on the dams.

Bangkok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nd Cooperation Mechanisms in the Mekong Region – year 2004

We, representatives of riparian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thin the six-country Mekong 
region sharing the Lancang/Mekong and Nu/Salween Rivers, respectfully submit this statement to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affecting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 

We support the principle of equal cooperation amongst the riparian countries of the Mekong region 
through the equal participation of its citizens.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imbalanced approach to development adopted by governments and inter-
national donor agencies.   

This approach has created serious conflict and undermined rural people’s livelihoods, cultures, and eco-
systems within the region by promoting destructive large-scale hydro development, river rapids blasting, 
inter-basin water transfer schemes, and commercial logging.  

In the spirit of reg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therefore propose the following prin-
ciples and initiatives for consideration by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decision makers, and interna-
tional financing institutions: 

Strengthen and promote the local community network and civil society solidarity within the Mekong •	
region.

Promote and recognize the rights of local communities to determine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	
to implement sustainable management practices (i.e. through education, capacity building, technol-
ogy transfer, etc.).

Respect traditional cultures, identities, and ways of life.•	

Natural resources within the Mekong region are part of one ecosystem belonging to all people within •	
the region. Therefore, no one riparian state has the right to unilaterally decide on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that affects the ecosystem beyond national borders.  

Setup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to generate research and analysis on issues affecting natural •	
resources and sustainability such as energy development, biodiversity, and local wisdom and other 
aspects of natural resource use within the region, and recommend appropriate measures and solu-
tions in a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manner.  

People’s participation  

Promote broader citizens’ representation from all sectors of society in all countries in natural resourc-•	
es planning,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Recognize the right of all people, especially young people, women, ethnic minorities, and disadvan-•	
taged groups in society to participate in decisions affecting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upo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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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pend for ou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Create parallel mechanisms for cooper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natural resources manage-•	
ment (i.e., Mekong Peoples Council), which can promote and adequately reflect the needs and con-
cerns of citizens within the region.  

Reform existing planning and decision-making mechanisms of governments to reflect the regional •	
citizens’ priorities, rights, and aspir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ole of national governments

National governments should pursu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protection based on respect •	
for the rights of the region’s citizens and a spirit of solidarity which creates equitable benefits. 

National governments should rethink national sovereignty vis-à-vis regional and international good •	
practices/norms for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articularly trans-boundary and upstream-
downstream water resource issu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nvention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and ethnic communities).

Role of international agencies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hydropower development •	
plans and the regional power grid proposal for the Mekong region based on a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shift from financing destructiv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to •	
promoting investments in economical, renewable, small-scale, energy projects that benefit rural com-
munities.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pay greater attention on monitoring project performance, project •	
evaluation,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past destructive development projects, ensur-•	
ing that timely and fair compensation is provided to all project affected people.  

Announcement of Save the Mekong Coalition – year 2009

The Mekong River is under threat. The governments of Cambodia, Laos and Thailand are considering plans 
to build 11 big hydropower dams on the river’s mainstream. If built, these dams would block major fish 
migrations and dramatically change the Mekong forever, placing at risk the food security and income of 
millions of people. 

Sign the petition to keep the Mekong flowing freely!

The Save the Mekong coalition was created to protect the river, its resources and people’s livelihoods, and 
encourage policymakers to adopt more sustainable ways of meeting people’s energy and water needs. 

The coalition is formed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local groups and ordinary people who all share 
a concern about the future of the Mekong River.

The Save the Mekong coalition is calling on the Prime Ministers of Cambodia, Laos, Thailand and Vietnam 
to keep the Mekong flowing freely to save this critical source of food, income and life for present and fu-
ture generations. From March until early June, coalition members will be collecting signed postcards from 
people in the countries who would be affected by the projects and around the world. You can show your 
support by adding your name to the corresponding online petition asking the governments to Save the 
Mekong and protect the livelihoods of those who depend on it.

Please take action now to Save the Mekong. Sign the petition to the Prime Ministers of Cambodia, Laos, 
Thailand and Vietnam and urge them to keep the Mekong flowing freely. <www.savethemekong.org>

Conclusion

 

Within this critical time of Mekong development era, the regional solidarity to protect the Mekong Rivers 
and lives is very much in need. However, Mekong deserves to be the river of the world, the source of sus-
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sustainable livelihood of the people rather than the world market that is 
growing up amidst the struggling of the people. 

With the world crisis concerning natural disaster, economic recession and violation around the world,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mutually protect the Mekong basin from any misled development direction, and 
maintain the region’s status as the source of food security and peace of the world. Not only from within the 
region, but Mekong River and people need solidarity support from the world community. In many ‘donor’ 
countries, the citizen groups have been trying to keep monitoring means of development that their own 
government provides to Mekong region and its people. This kind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is of great 
help, as it will bring the true, meaningful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to people and country 
to country in the world today where we have to share suffer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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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요약 

메콩강의 보호: 
최근 개발시대의 지역적 연대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공동대표

개요

메콩강은 중국 남부 윈난성부터 버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펼쳐져 있고, 소위 “메콩강 지역”이라 불리 

우는 6개 민족국가는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고이며, 6천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대여 

살고 있다. 적어도 1200여종이상의 어종은 주민의 주요 수입원이며 메콩강 유역내의 풍부한 산림지역과 비옥한 농작물

을 기초로 주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메콩강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각 국의 문화와 생태, 민생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세계화로 인한 위

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군부정권하의 버마를 제외하고, 윈난성,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엄격한 사회주

의 사회에서 시장개방경제를 허용하는 사회주의로 급격한 전환을 하면서 쉽게 글로벌경제에 개방되었다. 초기 세계은

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大)메콩강경제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 GMS)’

의 계획과 전 세계의 원조기구들은 이 국가들의 개방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민간업체들에 의해 이러한 경제개발이 이루

어 지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태국의 산업개발의 모델은 현재 다른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글로벌시장

경제의 수요는 투자의 범람과 지역민의 노동자화, 천연자원과 환경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메콩강 지역은 전 세계 민간사기업의 투자 각축장이 되었다. 자본과 투자자의 범람으로 인하여 메콩강 지역 사람

들의 삶의 토대였던 천연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중국쪽  메콩강 상류지역의 거대한 3개의 수력발전소 댐이 이미 

완공되었고, 더 많은 댐들이 메콩강 하류지역에 건설이 되고 있다. 메콩강 지역 나라들의 방대한 부지와 산림은 거대규

모의 플렌테이션으로 대체되었고, 채광업도 지역 내의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불러왔다. 이러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삶의 수단들과 자원들을 빼앗아 갔다.   

이 글의 목적은 메콩강 지역에서 파괴적인 개발계획과 지역 내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잘못된 역할로부터 메콩강

을 보호하기 위해, 메콩강 지역 국가들의 상황과 이로 인해 ‘개발의 시대’에 시작된 지역연대활동을 이야기하기 위함

이다. 

개발의 동일한 흔적 공유하기

메콩강 지역국가들은 시장개방경제육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지만, 상이한 통치체계, 투자잠재력, 문화등

과 같은 배경에 따라서, 개발로 향하는 각 나라의 조치는 다양하다.

중국

지역 내 강력한 힘을 가진 중국은 윈난성 지역을 전력생산과 대규모 플랜테이션 운영하고자한다. 중국은 전력을 공급하

기 위해 대규모의 수력발전용 댐을 3개 완공하였고, 중국 이남지역 국가들과 무역을 하기위해 큰 선박의 선로를 만들어 

급류를 방출하였는데, 이는 메콩강의 천연자원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지역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하류지역인 태

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첫 번째 댐 완공이후 어획량이 급감하고, 해초가 자취를 감추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

한 태국 이북지역에서 중국무역인과 태국 무역인 사이의 분쟁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는 중국정부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중국

은 아주 민감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수력발전용 댐건설과 채광업, 산업 플랜테이션을 위한 최

대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NGO기구, 언론과 학자들의 네트워크그룹이 펼치는 운동은 발전해

갔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내 몇몇 현지단체에서는 수력발전용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싸움을 진

행하였고, 몇 번의 승리를 얻기도 하였다. 보다 많은 단체들이 하류국가의 피해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

동에 나서고 있으며, 하류국가 단체의 활동 네트워크에도 가담하고 있다.

버마  

버마의 메콩강 천연자원과 주민의 삶은 통제된 정치 공간과 인권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버마 군사정권이 주변국과 

민간업체가 제안한 가스파이프라인과 수력발전용댐 건설, 벌목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버마민

중은 이러한 개발사업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많은 개발사업들

은 버마민중들, 특히 개발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민들을 더욱 불행하게 한다. 버마군대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주

민들은 쫓겨나야 했다. 1996년부터 버마군사정권이 군대를 18만에서 40만으로 늘렸을 때, 적어도 2500여개의 마을 80

만명의 사람들은 생활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그 결과로 155,000명 버마민중이 버마에서 쫓겨나 태국으로 이주했으

며, 150만명은 불법노동자로 태국에서 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버마내 시민운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버마에서 쫓겨난 무리들 중에서 지역연대활동에 헌신하

는 활동가가 생겨났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그룹의 운동에 결합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

라오스

80년대 후반 시장개방경제로 이행하기위한 종합계획이었던 “친타나카른 마이”(Chintanakarm mai, 새로운 상상력) 정

책의 시작과 함께, 현재 라오스는 자신을 “아시아의 전지(Battery)”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대

규모 플렌테이션과 채광업, 수력발전용 댐 건설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육성하여 자국내 600만 빈곤층을 해결한

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은 기존의 방식대로 살았던 라오스 주민들에게 커다란 영향

을 미쳤다. 90년도 말까지 라오스 사람들은 풍부한 자연환경에 의존하며 살았다. 400여개의 풍부한 강, 라오스 북쪽과 

남쪽 전역의 거대한 수풀지역에서 적어도 60여 다양한 인종의 라오스 주민들은 사냥과 낚시, 산림자원으로 그들의 일상 

식량을 취하는 산림거주민들이었다. 대부분의 라오스 주민들은 쌀 재배를 위해 고원지역과 고지마을에서 소규모 화전

(火田)을 일구며 살아갔고, 단지 라오스 전역의 20% 지역만이 쌀농사가 가능한 저지대였다. 불행하게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시장개방에 무너졌다. 외국자본을 유입하기 위해 외부민간업체들에게 허용된 권리는 라오스의 강, 산림,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을 잠식하였다. 라오스 강에는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전력을 수출하기 위한 수력발전용 댐들이 건

S e s s i o n 2   M o n i t o r i n g  E x p e r i e n c e s  o f  t h e  C i v i l  S o c i e t y
발 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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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었다. 라오스의 주요 강에 건설된 6개의 거대한 댐은 현재 작동중이고, 또 다른 7개의 댐이 공사 중이다. 적어도 12

개의 댐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35개가 계획 중이다. 

수력발전용 댐뿐만 아니다. 라오스 신문에는 매일 정부와 민간 업체들간의 산업 플랜테이션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체

결기사와 새로운 채광업 개발을 위한 MOU(양해각서) 서명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지역민

이 개입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국제NGO가 구호사업과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위해 라오스에서 개발사업을 수행하였고, 라오

스가 시장경제에 합류한지 거의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라오스정부는 라오스지역비영리협회(NPA)를 

설립하였다. 물론 아직 NPA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연대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라오스개발의 새

로운 시대의 대안적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유일한 ‘자본주의’국가였다. 문화적 경제적 대세(大勢)에 소외되었던 태국의 농

촌공동체들은 개발의 위험을 이미 경험하였다. 첫째, 개발은 농촌공동체가 의존하고 있는 천연자원을 추출하고 몰수한

다. 삼림은 벌목되어 목재산업회사에 제공되고, 파괴된 어장은 수력발전 개발의 “교환조건”이거나 “허용 가능한 환경

비용”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사람에게서 약탈 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문화를 유지하는데 도움

을 주었던 전통적 방식과 지식을 공동체로부터 갈라놓는다. 반면에 빈곤과 경제성장의 지표들로 무장한 개발전문가들

은 공동체가 무지하고 뒤떨어졌으며, 환경의 파괴자들이라고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막대한 천연자원이 고갈되

는 동안 관광산업과 수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고 늘어나는 만큼 태국의 시민사회는 성장하고, 강력한 지역운동세력은 결

성되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가난한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이 출범했다. 이 모임은 지

난 수십 년 동안 태국의 공적감시단체로 성장하였다. 주요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200여 그룹 이상

이 활동하며, 정권이 바뀐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난한자들의 모임은 종종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국회에서 시위

를 벌였다.

캄보디아

현재 캄보디아 토지의 50%는 (정부로부터) 민간업체에게 권한이 이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캄보디아 천연자원에 대하

여 매우 높은 수준의 우려를 낳게 한다. 1990년 초반 유엔캄보디아과도행정국(UNTAC,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의 총선거는 독립적인 NGO기구들과 네트워크를 탄생시켰고, 수백 개의 NGO기구들은 모든 

주(州)에서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천연자원과 인권 분야에 대해서만 법의 강제력은 작동하지 않았

다. NGO기구들과 지역 단체들이 캄보디아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민간업체들, 

또는 주민들과 정부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캄보

디아 인들은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이 임박하고 있고, 이로 인해 톤레사프 호수의 물고기가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라오스와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캄보디아의 대부분의 강 유역에는 댐들로 가득 차 

있고, 대부분의 댐은 베트남에 전력을 판매하고, 캄보디아 내 새로운 산업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주변국들 사이에 천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들도 위험하다. 베트남 세산강 상류에 건설한 얄리폴스(Yali 

Falls) 댐은 그 하류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주변국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어려

움과 주변국의 불참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새

로운 댐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비슷한 양상으로 라오스 남부의 댐 건설은 톤레사프 호수에 치명적인 영

향을 머지않아 미칠 것이다. 이는 산란지역으로 물고기들의 이동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악영향

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메콩강 주류지역에 두개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인구 7천만인 베트남은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이다. 주변국과 비교하면 베트남은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잘 조

합시킨 사례를 지니고 있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에 의한 ‘도이모이’또는 혁신이라 일컬어지는 중앙집중개발계획은 

많은 자유시장산업을 허용하고 육성하였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1990년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서구와 아시아 자본주의 

국가와 남다른 외교관계를 구축하였다. 베트남의 개발계획과 방향은 다양한 개발계획들을 중앙고원과 메콩강 삼각주 

개발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메콩강삼각주는 메콩강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중 하나이다. 베트남에게는 메콩강삼각주가 최대 곡물 생산지이자 쌀 

수출의 본거지이다. “쿠우 롱(Cuu long)”또는 삼각주의 9개 용꼬리라 불리우는 이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곳에

서 농사를 지으며 삶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최대 밀집지역이기도 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서 개발프로젝트

를 진행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과수업과 쌀농사, 수상시장이 지역의 주요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는 외부 투자자들의 개

발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염분의 유입과 바다와 메콩강 ‘꼬리’지역의 봉쇄와 같은 문제들은 베트남 사람들과 주변국에

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경작지에서의 부동산 거래와 새우농장 확대등과 같은 ‘근대’삼각주 개

발 사업에 대한 우려는 장기 삼각주 개발방향의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시장과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도되는 경제개발정책 하에서, 베트남은 “에너지 빈곤국”의 멍에를 지

니고 있다. 자국내 수많은 댐 건설을 제외하고도, 베트남은 주변국 특히 라오스의 대규모 사업에 직접투자하거나 민간

투자를 지원하였다. 태국과 유사하게 베트남은 이 메콩강지역의 구매자와 투자자 역할을 하였다. 수력발전용 댐뿐만 아

니라, 베트남 투자자들은 고무플렌테이션을 포함한 라오스의 대규모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불행하게도 베트남의 투자

에 대한 평가와 조치에 대해서는 악명(惡名)이 높다. 예를 들어 베트남 세산강에 위치한 얄리폴스(Yali Falls) 댐은 그 

하류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 베트남 회사가 투자한 라오스 남부의 대규모 플렌테이션사업은 라

오스인들이 의존하는 천연삼림과 쌀농사지역, 커피 플렌테이션을 포함한 생산지역을 빼앗고 토지를 약탈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베트남 학계와 조사자 그룹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시민사회그룹은 활동을 시작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개발사업에 필요

한 전문가들로 개발사업 평가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아직까지 NGO라 하기 힘들지만, 다양한 그룹과 조직들

은  ‘제3세대’ 민중조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급속한 개발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활동가’로써

의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메콩강을 보호를 위한 캠페인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발을 감시하고 환경이슈를 다루는 지역네트워크 활동이 아직까지 초기상태에 머물

러 있다. 지난 40년 동안 태국은 공개적으로 개발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지만 메콩강 인근의 대부분 국가의 

NGO기구들과 네트워크 단체들은 정부와 그 동맹들에게 반대하는 활동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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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메콩강 인근 국가들의 변화와 함께, 메콩강 주민들은 정부와 개발기구간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나은 개발을 요구하는 연대활동을 시작하였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IFI)들은 초창기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세계자본이 이 

지역에 용이하게 유입되기 위한 구조개혁을 주도하였고, 특히 세계은행은 각 국가들의 산림법과 토지점유권과 같은 천

연자원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에 관여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뿐만 아니라 스웨덴국제개발기구(SIDA), 일본 국제

협력기구(JICA), 독일(GTZ)와 같은 크고 작은 개발기구들도 이 지역의 개발의 한축을 담당하며 참여하고 있다. 개발을 

목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차관과 원조는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졌고, 다른 분야의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민간업체들

도 유입되었다. 또한 6개국의 국경을 넘어서는 투자도 최근에는 지역경제개발의 주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국, 태국, 

베트남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은 주변국에 그들의 공적, 사적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Greater Mekong Sub region(이하 GMS)의 메콩강 개발 방식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각 정부에 제

안된 아시아개발은행의 GMS는 경제적으로 정부와 민간업체들 간의 협력을 용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업체들간의 의

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즉, 아시아개발은행의 GMS는 메콩강 주변국가들이 서로의 천연차원, 노동력, 자본의 소통 통로

를 열어둠으로써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한다. 그런 결과로써 GMS는 중국과 하류지역 국가들 간의 선박이동을 위

한 메콩강 개방뿐만 아니라 철도, 국경도로, 교각 등을 포함한 간접시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재자가 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은 민간업체들이 수력발전용 댐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

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은행의 라오스의 남테운(Nam Theun) 댐건설을 위한 지원은 1990년

대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캠페인 대상이 되었다. 

많은 시민단체들에게 의해 조사된 또 하나의 개발 방식은 “메콩강위원회(MRC, the Mekong River Commission, 

이하 MRC)”이다. 1950년대 “소(小)메콩강사무국(Lower Mekong Secretariat)”으로 알려졌던 통합메콩강지배방식

(inter-Mekong governmental mechanism)은 이 지역에 댐건설업체가 포함된 친(親)개발기구와 미국에 의해 착수되

었다.  메콩강하류지점과 삼각주지역에 연속적으로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지역에 전쟁이 발생하면

서 대부분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사무국은 MRC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고, 1995년에 5개 메콩강 지역 

국가들의 “메콩강유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개발을 지지하고 촉

진”하며“메콩강유역의 환경 영향과 감시를 강화”한다는 위원회 목적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여국의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연구조사, 모니터링 작업은 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MRC의 연구조사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대

부분의 MRC 연구결과가 정부의 의사 결정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MRC는 베트남의 얄리폴스 댐 문제

와 같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문제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MRC는 메콩강유역과 지역민들

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개 수력발전용 댐 건설 지지자들에 의해 기소가 된 상태이다.

 지난 수년 동안 MRC는 자신의 잘못된 역할 때문에 메콩강 지역내외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캠페인 대상이 되었다. MRC

는 메콩강 댐건설계획에 관여하고 최근 정부간 댐건설 협력을 촉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 20년 동안 주민, 학자들, NGO, 언론, 예술가와 지역 내 여러 그룹들은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요구

사항을 공동으로 제시하는 연대활동을 수차례 해왔다. 메콩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제기하는 수많은 모임이 생겨났다. 

첨부된 성명은 최근 개발정책과 이행으로부터 메콩강을 보호하려는 지역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그 중 2004

년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은 메콩 지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해외로부터 300여 NGO, 학자들, 언론인과 주

민들이 모여 채택했으며, 메콩강살리기연대(Save the Mekong Coalition)의 선언은 건설 계획 중인 11개의 댐으로부터 

메콩강 전역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연대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댐에 대

한 청원서에 서명을 하였다. 

2004년 메콩강지역 천연자원의 관리와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nd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Me-

kong Region-year 2004)

2009년 메콩강살리기연대의 선언(Announcement of Save the Mekong Coalition -year 2009) 참조: www.

savethemekong.org

결론

메콩강개발 위기의 시기에, 메콩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연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메콩강은 세계시장에 편입되기 

보다는 지구의 강으로써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메콩강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을 요청한다. 많은 공여국 시민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개발 방식을 감시하고 있

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사이의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계와 진실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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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운동:           
ODA Watch의 사례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박사과정

서론

전 지구적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환경, 여성, 인권과 평화와 발전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최근 OECD/DA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선

진 공여국들은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ODA정책 수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GNI 대비 ODA 0.7% 

집행을 지키기 위한 ODA의 양적 증대와 2005년 파리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개선

을 주 내용으로 한다. 많은 기업들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을 매개로 또, 시민사회는 전통적으로 지속

해온 개발사업과 정책감시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87년 수출입

은행(Korea Eximbank)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Overs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설립 이후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참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NGO가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사업 수행하는 것을 중

심으로 시작되었다. 또, 한국 기업들은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주로 개발NGO들의 사업을 후원하는 방식 또

는 정부의 유, 무상원조에 Contractor로 참여해왔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정부 기업, 개발NGO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한

국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개발협력관련 정책운동을 수

행하는 NGO들이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한국 ODA사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

에 대해 문제제기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2007년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출범하였고, 2008년부터 대학원들이 

국제개발협력과정을 설립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특별히 젊은 청년층이 후원자로 또 자원봉사자로 개발NGO의 사

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

책감시 활동은 어떠한가? 본 글에서는 한국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ODA정책감시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성과, 

한계 및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특별히 현재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관련 정책NGO인 ODA Watch를 중심

으로 소개하겠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참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한국 개발NGO의 개발사업 수

행이며,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운동이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감시운동의 현황을 특별

히 왜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정책 감시 운동이 여성, 인권, 환경운동에 비해 늦게 출범하였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

한 내용이다.  

1. 한국 개발NGO의 개발사업 수행 

급격한 양적 증대

199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국 개발NGO들은 현재 60개 이상으로 추산된다1. 한국 개발NGO들의 협

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 KCOC)의 회원단체들은 그림 1

에서 보여 지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성장에 따른 지구적 이슈에 대한 관심사 증대

와 ODA증대 등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1. 해외원조단체 협의회의 회원단체 수 증가

출처 : 이경신.2008.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역사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개괄적 보고, 현재의 Trend, 향후 전망. 4차 지구촌포럼 발제자료. 

한국 개발NGO들이 성격 : 기독교 기반단체, 사회복지단체의 증대

한국 개발NGO들의 설립기반을 본다면, 2006년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 기반 단체가 34.1%, 불교기반 단체가 9.1%, 기타

종교기반단체가 6.8% 종교적 성격이 없는 단체가 50%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단체가 전체 개발NGO의 1/3가량

을 차지하고 있다(윤병권 2006). 2008년 기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의 회원 단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단체들로 구성된 듯이 보인다. 이 중 교회/교단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가 24%에 불과하나, 사실상 국제단

체, 전문분야단체, 자생단체 등 여러 유형의 단체들 가운데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아 실질적인 종교기반은 

50%를 상회하며 이 중 기독교단체는 70%에 이른다(이경신 2008). 

1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 회원은 아니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등록되어 사업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상당수 있으며, 양 기

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존재한다. 

S e s s i o n 2   M o n i t o r i n g  E x p e r i e n c e s  o f  t h e  C i v i l  S o c i e t y
발 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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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유형별 분류

출처 : 이경신.2008.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역사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개괄적 보고, 현재의 Trend, 향후 전망. 4차 지구촌포럼 발제자료. 

개발NGO중 기독교 단체들의 대부분은 교회의 사회적 참여 보다는 개인적 신앙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기독교를 기반

으로 하는 단체들이며, 최근 들어 교회가 직접 개발NGO를 설립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대된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에

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NGO들과 국내 사회복지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요

청하는 정책운동보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개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통을 가져왔다. 이

러한 전통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도 적용되어 한국의 거의 모든 개발NGO들은 구호,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2. 최근 2-3년 전부터 세계시민교육, 지구촌교육, 개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

나, 상당수 모금캠페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김경연 2008). 개별적인 개발NGO들의 정책옹호

(Advocacy)활동은 거의 전무하며, 협의체인 해원협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이름으로만 정책옹호활동이 진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3. 

2.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ODA 정책운동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 MDG+5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 운동에 참여 하였다. 현재 한국시민사

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운동단체는 다음과 같다. 

2 David C.Korten의 세대적 분류법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개발NGO들은 시간적으로 프로젝트주기에 국한되고, 마을단위의 사업을 

하며, Mobilizer역할을 하며 프로젝트매니지먼트역할을 하는 총 4세대중 두번째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몇몇 단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개별단체 차원에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명확한 목적으로 정책운동을 전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2005년 6월 한국의 10개 개발NGO와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연합 운동체

이다4. 이는 세계적인 운동체인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의 한국 운동체로서, 개발사업에 집중하

던 개발NGO와 국내 이슈에 집중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연합하여, 국제개발협력관련 운동을 펼치는 의미 있

는 연대체이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4가지 사업 분야인 첫째, 화이트밴드데이 캠페인 수행 둘째, 국민들의 관

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셋째, 정부의 해외원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기위한 활동 넷째, 국제시민사회

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한국NGO의 위상 및 역할증대 활동을 전개한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한국 개발NGO

들의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2007년 ‘대외원조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또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관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

는 방식의 정책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2007년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에는 ‘ODA증액의 내용을 포함하는 화이

트밴드데이 성명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 153명과 시민사회단체 231개 단체 참여서명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 감시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연대 국제

위원회는 2005년 국제개발헌장 작성, 국정감사 통외통위 ODA정책 질의, 2006년 지구촌 ODA정책감시 뉴스레터 발행, 

7개의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정책 소개, 2007년 대선후보 ODA정책평가, 독일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ODA를 둘러

싼 쟁점에 대해 워크샵 개최, 2008년 ODA 정책보고서 발행, 인도네시아 ODA 연구 기행 등을 통해 정책운동을 전개하

고 있다. 특별히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6년 9차례의 지구촌 ODA정책감시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 한국 ODA 정

책이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1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 국가사업에 대해 체계

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5.  

바스피아 (BASPIA)

바스피아는 ‘인권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 HRBA)를 방

법론으로 하여 활동하는 정책NGO이다. 바스피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인권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변화의 현장과 

국제사회를 잇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NGO)으로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 바스피아는 2005년 설립이후 

‘인권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대해 NGO와 국기가관의 실무자 및 해외자원봉사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UN 및 주요기관들의 다양한 서적을 번역하여 한국사회

에 소개 하였다. 또한 바스피아는 ODA Watch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감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6. 

ODA Watch의 활동

1. 역사 

ODA Watch는 2006년 6월2일 당시 경실련(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국제위원장인 김혜경

의 제안으로 4인의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실련 국제위원회내의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ODA Watch는 이후 약 3년간

4 2009년 5월 현재 개발NGO 11개, 시민사회단체 13개로 총 24개 단체이다. http://www.endpoverty.or.kr

5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category/대외원조(ODA)

6 바스피아의 홈페이지 http://www.baspia.org



74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75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의 활발한 활동기를 거쳐 2009년 3월 경실련에서 독립하여 본격적인 정책감시 및 대안제시 운동을 전개하는 정책NGO

인 ODA(Our Development Alternative)Watch7로 재탄생하였다. 

2. 목적

ODA Watch는 인권, 평등, 연대에 기반하여, 한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ODA Watch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참여형’ 조직이다. 회원들은 2009년 5

월 현재 5인의 실행위원과 15인의 NGO 실무자 그룹(NGO Professional: NP) 그리고 약 100여명의 청년단원(Young 

Professional : YP)  약 2,000여명의 온라인 회원 그리고 사무국 간사 1인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 중으로 여성, 경

제, 인권, 환경, 사회정책, 교육,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 15명 규모의 정책자문위원

(Policy Advisor)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직상의 ODA Watch의 특징은 실행위원과 NGO 실무자그룹 그리고 청년단원

들이 조화를 이루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자가 조화를 이루어 표 1과 같이 각 팀별로 정책감

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표1> ODA Watch 활동조직

팀명 내용

AFRICA팀

Africa Research

아프리카에서 수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감시 및 연구조사 / 현재, 밀레니엄 빌리지 프

로젝트에 대한 조사활동 진행 중 

구성 : 이상훈 실행위원(아프리카 현장에서 개발사업 15년간 수행)과 아프리카에서 개발활

동 수행한 경험을 가진 현직 NGO실무자, 사회인, 대학(원)생 

활동 : 평상시 팀원들은 연구조사를 진행, 월 2회 그룹 연구조사 미팅 가짐 / OWL에 연구

조사내용 기고 (OWL은 ODA Watch Letter로써 ODA Watch의 기관지이다. 온라인뉴스레

터로써 매월 말일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DAC팀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주요 개발이슈에 대한 동향 파악

DAC의 주요 개발이슈에 대한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의 현황, 대응방안 파악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의 DAC의 주요개발이슈에 관한 국제회의 참여 동향 파악 

구성 : 김혜경 실행위원(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과 NGO실무자, 사회인, 대학(원)생

활동 : 평상시 팀원들은 연구조사를 진행, 월 2회 그룹 연구조사 미팅 가짐 /OWL에 연구

조사내용 기고

M&E팀

Monitoring & Evaluation

한국 ODA 및 국제개발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원조효과성, 효율성 제고

한국의 원조관리 및 원조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원조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개발NGO 및 민간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구성 : 이태주 실행위원장(한성대학 교수)과 NGO실무자, 사회인, 대학(원)생 

활동 : 평상시 팀원들은 연구조사를 진행, 월 2회 그룹 연구조사 미팅 가짐 / OWL에 연구

조사내용 기고

7 이는 ODA Watch 실행위원장인 이태주 교수가 2009년 3월 OWL의 OWL’s View를 통해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개발 

대안 (Our Development Alternative)’이고 ‘정책감시와 개발대안을 찾는 실천적 탐색자’로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http://cafe.naver.

com/ccejoda.cafe

NA팀

Network & Advocacy

홈페이지를 활용한 ODA Watch & OWL 홍보 및 시민 의견 수렴

국제개발협력 분야 단체(대학생/청년단체중심) 연대를 통한 Advocacy활동 효과의 극대화 

ODA 관련 해외/국내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 모색 

ODA Watch의 내부 팀 간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구성 : 이선재실행위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팀장)과 NGO 실무자, 유네스코 한국위원

회 직원, 사회인, 대학(원)생

활동 : 월 2회 그룹 미팅 통해 OWL 기획, 취재, 편집 및 발행 작업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Advocacy 활동 전개 예정

PR팀

Policy Review

국제개발협력정책에 관한 정책문건들을 통해 주요 국제개발정책들의  

내용과 흐름을 연구하여 정책적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해당 정책에 대한 제안을 

OWL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실행.

ODA정책, 빈곤, 거버넌스, 여성, 참여개발, 시민사회, 농업,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리뷰 

구성 : 한재광 실행위원(경희대 박사과정), NGO실무자, 직장인, 사회인, 대학원생

활동 : 평상시 팀원들은 연구조사를 진행, 월 1-2회 그룹 연구조사 미팅 가짐 / OWL에 연

구조사내용 기고

사무국 윤지영 간사(베트남개발 현장 근무, 국내 해외자원봉사 파견 기관근무)

  

4. 활동내용

ODA Watch는 크게 보아 5가지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각 사업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 ODA Watch의 활동

팀명 내용

한국 ODA 정책 감시 및 권고 ODA 기본법 재정을 위한 촉구 활동 전개 

총 4차례의 정책 포럼 개최

1차  2006.10.16 한국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2차  2007.3.29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3차  2008.6.19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진단: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  • 

4차  2009.5.11 녹색ODA의 가능성과 우리의 개발대안• 

국정감사 질의서 제시 및 국정감사 내용 모니터링 

인수위원회 ODA관련 정책 제안서 제출

자원외교를 위한 ODA 활용한 방안 반대 성명서 발표

한국ODA 사전 Peer Review

2008년 ODA 예산 삭감 저지 활동 전개

OECD/DAC Peer Review 팀과의 Position paper 작성 및 제출

원조시행기관 수장들과의 면담(KOICA총재 및 수출입은행 EDCF 본부장)

한국 ODA 연구 및 평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서발간

단기자원봉사파견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국제개발교육(대중인지제고) 

및 옹호

기관지인 OWL을 총 30호 발행 (2006.11 현재. 매월 발행)

총 4차례 200여명의 청년, 대학생 대상으로 기초 국제개발협력 교육실시

청년단원(YP)대상으로 년 1회 4년에 걸쳐 매월 연구조사모임 프로그램 진행

3차례 청년포럼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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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연대

18차례의 <ODA월례토크> 개최, 민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의 장 제공 

주제 :대중적 ODA 논의의 장 필요성, 아프카니스탄자원봉사자 피랍, 미얀마사태, 외• 

교부와의간담회,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과정,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 기후변화, 

케냐사태, 공정무역, 티벳사태, 국제개발컨설팅, 식량위기, 인권, 아크라회의,  세계시

민교육, 한국 시민사회개발운동전망, 이주, 환경 ODA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및 국내 시민사회와의 연대 

세계빈곤퇴치의 날 행사 참여

국제개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GCAP, Asia ODA Forum 참여

해외 원조 전문가 면담(독일, 노르웨이, 필리핀 등)

           

                    

5. 의미와 성과

ODA Watch가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운동을 전개한지 약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의 성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ODA Watch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을 다루는 유일한 독립적인 정책NGO로서 한국사회에 자리매김하였다.  ODA 

Watch의 등장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정부의 ODA정책 부서 및 사업수행 기관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본격

적인 시민감시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ODA Watch를 정책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정책분

야에서도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출범을 의미한다.

둘째, ODA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ODA Watch는 2006년 1차 정책 포럼에서 한국ODA에 대

한 사전 Peer Review를 실시하여 정부 당국자들에게 정책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 4차례에 걸쳐 

OWL을 통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한국 ODA이 고질적인 문

제인 원조분절화(Fragmentation)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원조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ODA Watch는 정책포럼과 매월 진행하는 ODA 

월례토크 및 매월 발간하는 온라인 소식지인 OWL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인 가치들을 한국 사회

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새로운 녹색 ODA상 제시, 유무상통합을 위한 10가지 이유 제시, 시민사회

단체와 개발NGO들의 소통과 협력 요구, 단기해외봉사단에 대한 개혁 요구, ‘수출’로 표현되는 한국ODA의 오염에 대

한 문제점 지적, 자원과 국익을 넘어선 ODA정책 촉구, 신정부에 ODA사용법이 아닌 철학과 입장에 대한 마련 촉구 등 

기존에 제시되지 못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주장에 그쳤던 가치들을 제시하였다. ODA Watch는 대안적 가치 제공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시민참여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ODA Watch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문제로 지적되는 ‘시민없는 시민운

동’을 지양하고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시민운동의 모델을 창출하기위해 노력한다. 

현재, ODA Watch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실행위원들과 NGO실무자 그리고 일반 시민인 직장인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

하고 있다. 특별히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그 내용도 단순히 회비를 내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을 벗어나 기관지

인 OWL발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청년단원들이 Advocacy활동의 주체로서 활약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ODA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판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는 개발 커뮤

니티에서는 실제적인 필요에 비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과 사업이나, 개발NGO들의 사업, 단기해외봉사단 등에 대

해 공개적인 건설적 비판의 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ODA Watch는 2007년부터 매월 총 18차례의 ODA 월례토크를 개

최하여, 이슈의 중요성, 긴급성, 잠재성의 3가지 원칙에 따라 다양한 국제개발협력관련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공론의 장

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관계자, 시민사회활동가, 개발NGO활동가, 학생, 시민, 학자, 기업인,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개발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하고 또 비판적인 관점을 키워나가는 성과를 가져왔다. 

여섯째, 시민사회단체와 개발NGO의 연결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DA Watch이 주축이 되는 실행위원들과 NP들

은 주로 진보적인 시민사회운동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발NGO출신들과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은 양진영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양측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DA Watch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개발NGO 인사들과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

민사회운동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6. 과제

ODA Watch는 우리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감시자(Watchdog)’이자 ‘개발대안을 찾는 실천적 탐색자’

의 역할을 위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다음의 여러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문성의 확보이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 및 여성, 환경, 거버넌스, 인권, 평화, 교육 등 각 개별 이슈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ODA Watch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욱 정교한 정책감시와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ODA Watch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운동 방향과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 ODA Watch는 지난 3년간 운동의 기초를 다지고, 한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보내왔다. 이제는 ‘우리의 개발대안 (Our Development Alternative)’에 따르는 구체적인 

운동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와 분야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ODA Watch

의 3대 운동의 방향으로 제시된 Watch, Search, Reach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연구, 캠페인전개, 대안적 프로그램이 

적용 등 실질적 운동력 강화를 위해 구성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의 시기가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 운동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ODA Watch에는 1인의 상근자가 타 NGO와의 공동사무실에서 근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 막 회원모집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운동의 안정적 지속성을 위해서는 재정, 인력, 

공간 등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국내외간 연대와 협력을 넓혀야 한다. ODA Watch는 한국 사회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성취해나가야 한다. 즉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계와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깊은 토론의 과정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하며, 학계, 진보적인 정치권, 국회도 그 대상이다. 또한 현재는 여력이 못 미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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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한다. 기존의 GCAP외에도, 각 국가, 지역, 현장 단위의 운동

체와 구체적인 협력도 이루어나가야 한다. 

결론: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운동은 현재 급변하는 정책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보다 성공적인 정책운동을 위해

서는 시민사회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해야할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전략에 대해 공동의 보

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공동의 의제로서는 국제개발협력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제정한 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ODA Watch, 참여연대 및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

견제시(필요하다면 조정과) 및 공동행보가 필요하다. 이후 장기적으로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에 대한 한

국 시민사회와 국제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도 중요한 의제이다.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KOICA, EDCF의 개발원

조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책감시 및 개발NGO들의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감시, 그리고 2008년 아크라회담에서 중요

시 강조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북반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과 남반구 CSO의 협력과 민관협력모델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등 및 무역, 기후변화 ,녹색성장에 연관된 국제개발협력 정책도 지속적으로 ODA 

Watch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정책운동을 위해서는 개발현장 경험을 가진 개발NGO들과 정책운동 경험을 가

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시민사

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9년은 국제개발협력 정책개선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내

부의 그리고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힘은 과

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보다 가치있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이제 그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과 경험이 국제

개발협력을 통해 전 지구촌에 실질적인 대안적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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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Korean Public: ODA Watch Accounts

by Han Jae-kwang 
Ph.D Stud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oration, Kyunghee University          

Executive Committee Member, ODA Watch

Korea’s Civil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Korean civilia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akes two main courses. One 
follows the development activities of development-related NGOs, and the other follows the policy op-
era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Knowing this differentiation helps in understanding why in Korea, 
watchdog campaig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set off belatedly compared to 
feminist, human rights, or environmental policy campaigns. 

The rise of Developmental NGOs and their operations

(1) Sharp increase in number.
From the 1990s to present day, more than sixty Development-related NGOs are tallied. Among them, nu-
merous organisations are registered at and subsidis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just as many are ran independently.

(2) Developmental NGO Common Traits: increase of Christian-based & Welfare Organisations.
Among organizations of various types that hold membership with the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
operation, around fifty percent had religious foundations; seventy percent of those were Christian-based. 
These Christian-based organisations, and welfare orientated organisations, being conservative in nature 
have traditionally engaged more in their own development operations or salvation campaigns than moni-
toring government policies. Independent NGOs focused on development rarely take on policy advocacy-
research roles.

ODA policy movement of the Korean CSOs

Korean Civil Society and NGOs started to buckle down for ODA policy movement in 2005, with the advent 
of)the 5th year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llowings are major activities currently in prog-
ress.  

1.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Korea (GCAP Korea) 

Established in June 2005, GCAP Korea is the Korean activist group of GCAP, one of the (an) international 
movement organizations. The GCAP is a coalition of 10 development cooperation NGOs and 11 civil organi-
zations. This is a quite significant coalition in a sense that NGOs which focus on development projects and 
policy centered civil organizations come together for the first time for ODA policy movement.   

Four projects of GCAP Korea are;
① Whiteband Campaign
② Publicity activity to promote atten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people
③ Urging the government for a breakthrough in ODA policy
④ Improving status and expanding roles of Korea through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GCAP Korea also tries to raise the status and broaden the roles of Korean development NGOs.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it submitted ‘Policy Proposal of Korean civil society 
for expanding and improving ODA’ to the government in 2007. On 17 October 2007,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it successfully collected signatures of 153 lawmakers and 231 civil organiza-
tions and NGOs for Whiteband Day Statement which included remarks on expanding ODA volume.

2.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of the PSPD has been engaged in ODA policy activities as follows.

2005 : Composed International Development Charter, Presented its opinions on Question and Answer 
(Hearing) session on ODA policy with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Audit 
2006 : Published newsletters on ODA policy watch in global village
2007 : Reviewed ODA policies of Presidential candidates, Held Workshop on ODA related Agenda
2008 : Published ODA policy report, Expedition to Indonesia for Observation of its ODA Research

Moreover, the Committee argued in eight editions of newsletters published in 2006 that ODA policy of 
Korea should be subjected to ‘Democratic Control’. It systematically watche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national projects for which more than one trillion Korean won to be pumped into in the near future. 

3. Blanket and Sponge Project in Asia (BASPIA)

BASPIA is a NGO that takes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for ‘Human rights-based social de-
velopment’. It is an intermediary NGO that bridges international society and execution ground of social 
changes for human rights-based soci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Since the establishment in 2005, 
it has organized seminars and invited foreign experts for lectures about HRBA. They were held for NGOs, 
working-level staffs of national organizations, volunteers for overseas projects and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books and reports about human rights based social development 
produced by UN and other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a part of BASPIA’s activity. 

Activities of the ODA Watch

There are five major projects of ODA Watch to a large extent. Description of each can be found in the table 
2 below.

S e s s i o n 2   M o n i t o r i n g  E x p e r i e n c e s  o f  t h e  C i v i l  S o c i e t y
P r e s e n t a t i o n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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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ODA Watch projects>

Projects Description

Surveillance and Recommendation for 
Korean ODA policy

Urged the government to reform the fundamental legis-•	
lation for ODA
Submitted questions for national assembly audit and •	
monitored audit processes and results
Announced counter-statement against the use of ODA •	
for energy diplomacy
Composed and submitted position paper together with •	
OECD/DAC peer review team
Campaign against reduction of 2008 ODA budget•	

Research and evaluation for Korean 
ODA

Published review report on ODA budget execution of •	
Minis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nd advocacy

Held four sess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	
tion for more than 200 youth and college students
Organized forum, and research and investigation meet-•	
ings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and pri-
vate sectors

Provided discussion tables for the government, private •	
sectors, civil society and academia by organizing ‘Month-
ly ODA Talks’ 18 times.

Networking with international devel-
opment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GCAP and Asia ODA Forum•	
Interviewed ODA experts from Germany, Norway, the •	
Philippines and so on.

Significances and Outcomes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ODA Watch actively started to work on ODA policy. Since a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as set up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2005, Korea’s ODA 
policy has made enormous changes. Various projects of ODA Watch have been carried out under this cir-
cumstance, and significances and outcomes are as follow. 

At first, ODA Watch has secured its stand as a sole and independent NGO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It was due the launch of the ODA Watch and its consistent activities 
that the government and ODA executing organizations started to recognize the start of civil watch on in-
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riously. Now, ODA Watch is treated as a policy partner. 

One of the significant activities of ODA Watch is substantial surveillance on ODA policy. Research and in-
vestigation on ODA budget execution of Ministries had found out that Korean ODA had a chronic problem, 
‘fragmentation’. This matter was pointed out and introduced in four editions of OWL, email monthly news-
letter, in the second half of 2008.

ODA Watch also suggests new valu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n society and 
takes opportunities to bring up these new alternative values at policy forums, seminars and OWL. 

The composition of ODA Watch members is in accordance to the ‘Model for civil participation’ , in which 

the people involved in ODA Watch include experts and executive members, working level staffs of NGOs, 
general citizens and college students. 

The virtue of ODA Watch is also expressed in providing discussion table for criticizing ODA and interna-
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n society. From 2007, 18 sessions of ‘Monthly ODA talks’ have 
been held for critical discussions in accordance with three principles; importance, urgency and potential 
of issues.

Most of all, it connects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NGOs. ODA watch is comprised of two member 
groups. One is members with the background of development NGO which values progressive civil activi-
ties. The other is experts’ group. Hence, both stands are well understood and they try to pair up and coop-
erate pursuing the same them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asks

No one would deny that Korea lacks exper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in civil society. 
In order for delicate surveillance and production of alternative measures, it is important to secure experts 
in the field of woman, environment, governance, human rights and peace. For this reason, ODA Watch is in 
the process of comprising policy experts committee.

It is essential to have detailed directions, targets and tactics of activities to accomplish ‘Our development 
alternatives’. Accordingly to priority list made, targets and specific fields need to be decided. Then, tactics 
should be prepared to make them happen followed by actions on the move. 

Furthermore, building up the foundation for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and space should be preceded 
for lively activities in order to carry out projects stably and continuously. 

Lastly, it is important to team up and cooperat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DA Watch needs 
to expand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a larger extent to people in various fields. In other word, network-
ing should be broadened to not only labor, woma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
eration but also academy, progressive political party and National Assembly. Needless to say,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must be realized.

Conclusion: Tasks and outlook of Korean civil society’s ODA policy activi-
ties

Policy movement of Korean society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standing in the middle 
of dramatic changes. For better and successful results of activities, diverse members of Korean civil society 
have to sit together, select target agenda and put collective efforts in them.  

One common agenda would be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fore, ODA Watch, PSPD and civil organizations should jointly react and express their opinions on bills 
drafted by the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and GCAP Korea.   

It is scheduled for Korea to host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2011. Korean civil society is 
requir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is coming forum together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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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perpetual missions of ODA Watch and Korean civil society. Traditional role as a watchdog should 
not be forgotten. It is important to monitor ODA policy of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EDCF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and to watch polic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NGO’s projects. In order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the importance of which was emphasized at the 
‘ACCRA high level forum’ in 2008, it is essential to have cooperation with Northern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and Southern CSO. Efforts also have to be made for proposing and realizing 
model for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S e s s i o n 3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Public Awareness and Civic Education for ODA

사회   이태주 (ODA Watch 대표 / 한성대학교 교수)

발제  한국의 ODA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팀 대리

  지구시민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박선영, 동서대학교 교수 

  외국 ODA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시민교육의 방향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최은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팀장)

Moderator Mr. Lee Tae-joo  Representative, ODA Watch/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Presentation  Civil Education for ODA in Korea: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Mr. Lee Sang-back Assistant Manager,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Development education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Oxfam an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in England
  Ms. Park Sun-young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Strategic Direction of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Korean Civil Society
  through Study on Overseas Experiences 
  Mr. Song Jin-ho Senior Executive Director,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Co-chair, Korean NGO’s Network Against Global Poverty 

Discussion Ms. Park Young-sun Chair, PSPD planning committee
  Ms. Choi Eun-jung Manager, One-body One spir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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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팀 대리

I. 서론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원조를 받아오던 수원국(recipient country) 입장에서 벗어

나 신흥 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세계 12위권

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기대와 요청,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국민

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시민교육이 초기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시민교육의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 국제협력단(KOICA)2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국민의 세계시민의식

을 함양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3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단의 노력 외에도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시민단체(NGO) 주도의 ODA(Official Develop-

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교육이 다년간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의 국제개발 협력분야에 대한 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4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 ODA 시민교육의 현황

�

가. ODA 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본격적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지 및 태

도에 대해 살펴보자. 2008년 8월 외교통상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ODA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ODA 인지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알고 있다’

고 답한 사람은 51%에 그쳐,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 중 2명당 1명은 ODA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들어보기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한국의 ODA 규모에 대해서는 ‘현 수준이 적절하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특별검토(보고서) 권고 사항

2 우리정부의 대 개도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외교통상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

3 국제협력단 홈페이지 www.koica.go.kr 공지사항 공모/접수

4 이 글에서의 개진되는 국제개발협력 시민교육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국제협력단 공식의

견은 아님을 밝혀둔다

다’(44%)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53.4%)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어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ODA 관련 국민인식조사 2005년 VS 2008년 비교>

조사내용 결과

2005 2008

공적개발원 제공 사실인지도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알고 있다 

37.1%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알고 있다 

51%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지지도 찬성 62.3% 현규모 적절 이상 답변 58%

국력감안시 현재 대외원조 규

모 평가

확대필요 47.6%  현수준 유지 53%

대외원조의 기여도 평가 국제사회 문제해결과 국익에 기여한다 

59.7%

국제사회 문제해결과 국익에  기여한

다 72%

중점 지원 지역 아프리카 지역 44.5% 아프리카 지역 81%

중점 지원 분야 아동, 환경, 인권보호 26.4%

재난구호 및 난민지원 등의 분야23.3%

보건 및 의료환경 개선 42%

인도적지원 18%

(자료: 외교통상부/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

나. 정부중심의 국제개발협력 교육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ODA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시민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관련된 한국의 시민교육은 크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교육과 민간단체(NGO)를 중

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 다시 정부중심의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초�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내용 소개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교육 또는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 교과

서에 실려 있는 지구촌 시대의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내용과 한국국제협력단 및 국경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등 비정부

기구(NGO)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세계시민 의식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지는 『7차 

교육과정5의 초등학교 교육목표 다항)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와 고등학교 교육

목표 마항)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등에서 엿볼 수 있

으며, 이러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또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시점부터 초�중

�고교 교과서에 게제6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교육 또는 인지제고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한

국 국제협력단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를 목적으로 ODA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

5 교육부 고시 1997-15호 제 7차 교육과정 개정/공고

6 대한교과서, 교학사,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지학사, 고려출판 등 (출처: 인도주의적 개발교육을 통한 ODA 역량강화 ; 제 4회 국제개

⋅협력 논문공모전 우수작 <박수연 등 3인>

S e s s i o n 3   P u b l i c  A w a r e n e s s  a n d  C i v i c  E d u c a t i o n  f o r  O D A
발 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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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8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4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특강을 실시한 바 있

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글짓기 대회7 및 대학(원)생 대상 국제개발협력 논문대회8를 실시하고, 수상자에게는 국제

개발 협력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2007과 2008년에는 각각 제 1,2회 ODA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주최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2009년에 들어오면서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9”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번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또한 국제협력단-NGO-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간의 상호이해와 

파트너쉽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세계시민 의식 함양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 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지원방법

개발협력 교육 Program 

구성 및 운영

개발협력 인지와 교육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강사 

Pool 구성�운영
1.3억원 해원협 위탁

민간단체 직접 발굴사업 

지원

국내 개발협력 인지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직접 사

업발굴 지원
3억원 공모 및 심사

대학교내 교과목으로 국제

개발협력과정 개설지원

대학교내 교양과목 또는 전공기초과목으로 국제개

발협력과정 개설 등 지원
2억원 공모 및 심사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국내외 개발협력관련 교육/교류 프로그램 지원 및 

월 1회 세미나 개최
1억원 기획중 

※ 사업규모는 2009년 사업예산(안) 기준으로 조정가능

다. 민간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시민교육

공교육 또는 정부중심의 국제개발협력 교육 이외에 현재까지 민간단체(주로 개발협력 NGO단체)를 통해 실시되고 있

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교육은 주로 빈곤, 환경, 인권, 평화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세미나, 캠프, 게

임 활동 등 형식으로 진행되어져 왔으며, 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한국 국제기아대책 기

구, 지구촌나눔운동, 세계청년봉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에서 실시되어오고 있다. 그 주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7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제 11회 글짓기 대회 실시 완료

8 2008년까지 5회 대회를 마치고 현재 6회 논문대회 접수중

9 국제협력단 민간협력팀에서 주관/실시 2009년 5월 현재 사업공모 심사중

형태는 다음과 같다. 

<NGO를 통한 시민교육 현황>

단체명 교육명 교육대상 주요교육내용 교육형태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지도밖행군단

Youth 개발,인권,평화,빈곤,타문화이해 Offline -3박4일캠프

교사아카데미 교사                         상기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contents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

-One Heart

초등학생 지구촌현실:빈곤,기아,재난

국제기관, MDGs, Case Story

Offline-학교방문

Online-동영상, 게임,  문

제풀이 등

세계시민교육-강사

교육과정

일반인 상기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법 Offline-워크숍 및 스터디

한 국 기 아 대 책

기구

글로벌시민교육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빈곤, 기아현황과 원인, 

나눔 및 실천방법

Offline-방문교육, 활동체

험, Online-게임

Perspectives on 

World Hunger

대학생이상 빈곤, 통합적개발, 옹호, 개발현장의 

소리, 타문화이해 

Offline-2박3일캠프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시민학교 주부 지구촌나눔운동의 필드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학습:국가현황, 문화, 

의식주 등

Offline-8주교육

지 구 촌 대 학 생 프 로

그램

대학생 빈곤,환경,인권,평화

국제원조활동 및 수행기관

Offline-캠프,포럼,방문단 

형태로 연간지속

지 구 촌 대 학 생 프 로

그램

청소년 현지사회,역사,문화이해, 

워크숍,조사연구,봉사활동

Offline-단기봉사

COPION 글로벌리더십교육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국제사회주요이슈

글로벌리더십/문화역사/문화교류

Offline-현지탐방

UNICEF 나눔교육-나커나 초등학생 나눔경제/세계역사와 문화/사회균

형감각

Online-웹사이트교육컨텐

츠이용(12주과정)

Offline-온라인컨텐츠활용

하여 강의자료로 사용

(자료: 한국 해외원조단체 협의회 조사/발췌)

III. 향후과제 및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시민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 분야 시민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민교육은 그 목표와 정의(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도 ODA 시

민교육, 국제개발협력 교육, 세계 시민교육 등 다양한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그 목표와 정의(용어)가 명확하게 통일

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교육 또는 세계 시민교육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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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데서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등 개발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선진국에서는 개발교육(Develop-

ment Education)이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10는 사실은 우리의 목표와 기준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제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게제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에 대한 내용이 장기적인 안목과 로드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

듯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지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 로드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필자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국제협력단), 민간단체를 포함한 민

관(民官)합동 “세계시민교육위원회”(가칭) 등의 창설을 통해 국가차원의 장기적 로드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로드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셋째, 올해 국제협력단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제고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것

이나, 만약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2009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관심과 과

시성 지원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보다 근

본적인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와 증대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교육 로드맵>

넷째,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육을 전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특화되어 실시하고 있는 기

관 및 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JICA에서 운영하는 개발교육연구센터와 민간차원의 개발교육협의회가 있어 

10 인도주의적 개발교육을 통한 ODA 역량강화 ; 제 4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우수작 <박수연 등 3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효과

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국제 개발협력 교육 연구센터”와 “국제 개발교육협의회”(가칭) 창설을 통

해 지속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대동

소이 비슷한 내용과 분야에 대한 비슷한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단체별 전문화, 특성화된 개발협력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세계시민 교육위원회(가칭), 국제 개발협력 교육 연구센터 및 개발교육 협의회(가칭)등

을 통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어져오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번역 및 재교육 등 선진국 프로

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실정, 문화,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교육은 정부, 민간단체(NGO), 학계, 학교 등

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협의 및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예산지원 등을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성 및 현장성이 뒷받침되어지고 학계와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국제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교육은 “百年之大計”라하여 예로부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여겨져 왔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

전에 힘입어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시작단계이다 하더라도 이제, 국제

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정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학계, 

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갈 때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선진화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품격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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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and Tasks of Civil Education for 
ODA in Korea

by Lee Sang-back
Assistant Manager,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troduction

Thanks to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Korea has shifted roles 
from a recipient country to an emerging donor country.

Despite growing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roles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ncreasing 
national interests abou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Korea’s civil education for ODA re-
mains at the preliminary stage is undeniable.

In this sense, the commencement of the ‘Program for Public Awareness Enhancement on international de-
velopment cooperation’ conducted by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s very timely and 
encouraging. This program aims not only to help Korean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also to win public supports and promote the spirit of global citizenship. Besides KOICA, 
various Korean NGOs also have carried out civil educations for OD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
eration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civil education 
in Korea and seek for its improvements and directions.  

Current status of Civil Education for ODA in Korea

a) National Consensus Survey on ODA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ssioned Gallup Korea to carry out an attitude sur-
vey on ODA, sampling 500 people of ages 19 or over, in August 2008. To an ODA knowledge question, 51% 
of the people responded ‘know well’ or ‘know about ODA’. Positive responses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e results of 2005 but it still shows that half of Koreans do not know or have not heard about ODA. In 
regard to the scale of Korea’s ODA, 44% answered ‘the current level is adequate’ and 53.4% said ‘should 
keep the current level’. Thus suggests that earning public support is necessary in order to expand ODA 
volume and improve its quality.    

b) Government-Led Educ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 example of a public/government backed education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gin 
with, is found in school textbooks. Since 1997, both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xtbooks introduce the 
spirit of global citizenship in the global village era and ODA activities of Korea. The government’s concerns 
and strong will are for education of global cooperation are also reflected in the 7th Education Phase of the 

Korean government; one of the goals is [Fostering human beings who knows how to value freedom, equal-
ity, the dignity of man, and who can live in harmony and contribute to the community].  

KOICA puts a lot of effort into raising students’ awarenes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panding civil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s and special lectures on ODA and international develop-
ment cooperation have been organized at more than 400 schools up till 2008. Essay contests and thesis 
contests for college and post-graduate students are held and winners are awarded opportunities to visit 
ODA partner countries. In 2007 and 2008, ODA International Conferences hosted by KOICA turned out to 
be successful that, and public awareness has grown consequently. The Education program operated by 
KOICA faced its turning point in early 2009 that it was advanced to ‘Program for Public Awareness Enhance-
men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The purpose of the Enhancement Program i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people and gain more supports support. Furthermore, the new program, by 
strengthening the understandings and partnerships among KOICA, NGO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
tutes targets to expand participation of the civilian society and improve the spirit of global citizenship.  

<Main projects for enhancing public awarenes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09>

Project Description Volume
(unit: mil. won)

Support method

Education program for de-
velopment cooperation 

Develop teaching materials and 
contents
Organize and manage lecturer 
pool

130 Consign to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
tion

Civil society initiative proj-
ects 

Support civil society initiative 
projects

300 Public invitation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upport universities for opening 
ODA studies as general and/or 
major subject 

200 Public invitation

ODA expert education Support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DA studies and 
exchange programs
-Organize monthly seminar

100 To be decided

Note: Volumes are based on the budget 2009(2009 Budget) and they are subject to change

S e s s i o n 3   P u b l i c  A w a r e n e s s  a n d  C i v i c  E d u c a t i o n  f o r  O D A
P r e s e n t a t i o n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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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GO-leading civil educ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urrent Status of NGO-leading civil educ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 Project Education for Contents Type

World Vision School of Global 
Citizenship
- Marching off the 
map

Youth Development, human rights, 
peace, poverty,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Offline - camp for 4 days 
3nights

Teacher’s Acad-
emy

Teachers

Good Neigh-
bors

Global Civil Educa-
tion
- One Heart

Primary school 
students

Reality of global village, poverty, 
famine, disast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DGs, case story

Offline – school visit
Online – movie, game, 
quiz and etc

Teacher training 
course for global 
civil education

General Teaching materials on subjects 
above

Offline – workshop and 
Study

Korea Food for 
the Hungry In-
ternational

Global Civil Educa-
tion

Kindergarten, Pri-
mary school stu-
dents, Youth

Poverty, status and causes of 
famine, ways and how to share

Offline – travel to lec-
ture, learn from experi-
ence
Online – Game

Perspectives on 
World Hunger

College students 
and above

Poverty, Integrated develop-
ment, advocacy, listening to de-
velopment site,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Offline – camp for 3 days 
2 nights

Global Civic 
Sharing

Global Civic 
School

Housewives Information on field countries 
of Global Civic Sharing : national 
status, culture, food, clothing 
and shelter

Offline – 8 weeks train-
ing

Global Student 
Camp

College students Poverty, environment, human 
rights, peace, ODA and its ex-
ecuting organizations

Offline – continuous 
camp, forum, delegation 
through out the year

Global Student Ex-
plorer

Youth Society, history, culture, work-
shop, research, volunteer activity 
in developing nations

Offline – short-term vol-
unteer work

COPION Global Leadership 
Education

Youth College stu-
dents General

Major issues of International So-
ciety,
Global Leadership/Culture and 
History/Cultural Exchange

Offline – visit develop-
ing areas

UNICEF Sharing Education 
- NaKeoNa

Primary school 
students

Sharing Economy/World History 
and Culture/Social sense of bal-
ance

Online – 12 weeks course 
of website training and 
using contents
Offline – utilize online 
contents for lectures

Source: Korean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Tasks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Firstly, it is very important to set objectives and clear definitions of terms for civil educa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When setting targets and standards, developed 
countries which actively teach development cooperation could be good reference: especi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etherlands, Norway, Sweden, UK and Ireland have switched from development centered 
education to global citizenship centered.

Secondly,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Education Committee for Global Citizenship (tentative title) or some-
thing with similar functions to build up the spirit of global citizenship. Such a Committee would consist 
of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ICA and NGOs, and set up long-term roadmap at the national level 

Thirdly, through the long-term and continuous supports and educations, the people should be able to 
hav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matured spirit of citizen-
ship. To accomplish these, securing and increasing the budget for enhancing public awareness on interna-
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accompanied. 

Fourthly, consistent research and effective education should proceed in order to found a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and a consultative body for development education (tentative). Up to the present, Korean 
NGOs teach similar contents and subjects. Even teaching methods have no difference. Therefore, it would 
be also significant for each organization to pursue in its expertise and specialty.

Fifthly, through the two tentative organizations I have previously mentioned (the Education Committee 
for Global Citizenship, and the Consultative Body for Development Education), education programs and 
contents that consider circumstances of Korea should be develop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have systematic and integrated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since existing proj-
ects are all scattered and disorderly conducted among the government, NGOs, academics and schools.



96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97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Development education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Oxfam and Depart-
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in England

by Park Sun - Young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I. Introduction

This paper explores development education in England. In particula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
lum in England includes development education and teaching global dimension in order to teach how to 
be a responsible citizen for young people. This paper has three parts. First, I will introduce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the models of global dimension as well 
a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will be presented from both Oxfam and DFID. 
Lastly, I will suggest how Korean NGOs and ODA organisations can extend the education for development 
education in (the Korean context.

II. Defini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1. Defini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DIFD(2003:13) defin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

… the journey the world must take in order for poor countries to become prosperous countries. At the very least (it is 
about making sure that the most basic of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can also be taken for granted by everyone else 
in the world. People in all countries should have food on their plate every day; a roof over their heads at night; schools 
for their children; doctors, nurses and medicines when they are sick; jobs which bring money into the home.

Also , DFID rega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 global development which is explained as the ‘collective 
efforts of all countries which are working to free people from poverty’(DFID, 2003:13)

Therefore according to DIFD, development equals opportunity and , is about

Creating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lead safe, fulfilling, creative and rewarding lives•	

Creating a global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live in peace and security. And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	
have a say in how their own community and the world are run

Creating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earn a decent living and the means to bring up healthy •	
and educated children 

Accordingly, development education is about the ‘development’ and about teaching how people can get 

involved in the global world. Oxfam and DIFD provide development education for young people under the 
nam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 ‘teaching global dimension’ because ‘development’ is all about 
global issues and requires ‘responsive and responsible’ global citizens.

2. Defini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

Oxfam(1997) explains what global citizenship is and what it is not as like the following table 1. 

 <Table 1>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s not

Asking questions and developing critical •	
thinking skills

Equipping young people with knowledge, •	
skills and values to participates as active citi-
zens

Acknowledging the complexity of global is-•	
sues

Revealing the global world as part of everyday •	
local life, whether in a small village or a large 
city

Understanding how we relate to the environ-•	
ment and to each other as human beings

Too difficult for young children to understand•	

Mostly or all about others places and peoples•	

Telling people what to think and do•	

Providing simple solutions to complex issues•	

An extra subject to cram into a crowded cur-•	
riculum

About raising money for charity•	

Global citizenship from Brownlie is:

Global citizenship is more than learning about seemingly complex ‘global issu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conflict and international trade- important as these are. It is also about the global dimension to local issues, which are 
present in all our lives, localities and communities (2001:2)

The West Midlands Commission on Global Citizenship (WMCGC) states that

Global citizenship is important to us in the West Midlands both because of its identity as a dynamic region involved in 
global trade and because of the multiple cultural identities and of its citizens…This means it is crucial that we look out-
ward, developing a disposition towards connecting with the wider world, as well as contributing to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in our region which could have an impact elsewhere(2002:14)

Davies suggests a very practical tool that helps to underst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e asks i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 be looked at in any one of the following ways;

global citizenship + education(definitions of the ‘global citizen’, and the implied educational frame-•	
work to provide or promote this)

S e s s i o n 3   P u b l i c  A w a r e n e s s  a n d  C i v i c  E d u c a t i o n  f o r  O D A
P r e s e n t a t i o n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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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hip education(making citizenship education more global or internationally relevant; •	
think global, act local)

global education+citizenship(international awareness plus rights an and responsibilities)•	

education+citizenship+global(introducing ‘dimensions’ of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understand-•	
ing into the school curriculum, but not necessarily connectedly)(2006 :13-14)

Schools and teachers may take different emphasis from the Davies practical tool;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learning in a global dimension is crucial to for everyone. 

At Oxfam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is goes beyond simply knowing that we are citizens of the globe to an acknowledgement of our 
responsibilities both to each other and to the Earth itself. Global Citizenship is about understanding the need to tackle 
injustice and inequality, and having the desire and ability to work actively to do so. It is about valuing the Earth as pre-
cious and unique, and safeguarding the future for those coming after us. Global Citizenship is a way of thinking and 
behaving. It is an outlook on life, a belief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Global Citizen as someone who:

is aware of the wider world and has a sense of their own role as a world citizen;•	

respects and values diversity;•	

has an understanding of how the world works economically, politically, socially, culturally, technologically •	
and environmentally;

is outraged by social injustice;•	

participates in and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t a range of levels from local to global;•	

is willing to act to make the world a more sustainable place;•	

takes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Oxfam 1997)

II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Oxfam

Oxfam puts a big emphasi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create a world of Global Citizens, education must be a priority. Global Citizenship is not an additional subject - it is 
an ethos. It can best be implemented through a whole-school approach, involving everyone with a stake in educating 
children, from the children themselves to those with teaching and non-teaching roles in the school, parents, governors/
school board members, and the wider community. It can also be promoted in class through teaching the existing cur-
riculum in a way that highlights aspects such as social justice, the appreciation of diversity an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ider school setting, Global Citizenship can be reflected in the way you relate to those 
around you: it is as much to do with how visitors are welcomed as it is about what and how teachers teach. 

This is because Global Citizenship in schools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The importance of reaffirming or developing a sense of identity and self-esteem.•	

Valuing all pupils and addressing inequality within and outside school.•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relevant values, attitudes, and 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Willingness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s around the world.•	

Relevance to young people’s interests and needs.•	

Supporting and increasing young peoples’ motivation to effect change.•	

A holistic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 that it should be an ethos permeating all areas of school life. •	
(Oxfam 1997)

These principles apply throughout school life, across all subjects and within all age groups. Global Citizen-
ship can be embedded throughout school life;

as a school ethos;•	

as an approach to teaching and learning across all curriculum and in non-curriculum areas;•	

through practical ideas for assemblies and for the classroom;•	

involving non-teaching staff, governors, parents and the wider community.•	

<Table 2> The key elements for responsible global citizenship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kills Values and attitudes

Social justice and equity•	

Diversity•	

Globalisation and interde-•	
pendence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and conflict•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argue effectively•	

Ability to challenge injus-•	
tice and inequalities

Respect for people and •	
things

Co-operation and conflict •	
resolution

Sense of identity and self-•	
esteem

Empathy•	

Commitment to social •	
justice and equity

Value and respect for •	
diversity

concern for the environ-•	
ment and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Belief that people can make •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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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Knowledge and understanding

Knowledge and under-
standing

Key Stage 3 Key Stage 4 Age16-19

Social justice and equity - inequalities within and 
between societies- ba-
sic rights and responsi-
bilities

- causes of poverty-
different views on the 
eradication of poverty-
role as global citizen

- understanding of 
global debates

Diversity - understanding of is-
sues of diversity

- deep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and 
societies

- deep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and 
societies

Globalisation  interde-
pendence

- awareness of interde-
pendence- awareness 
of our political system 
and others

- power relationships 
North/South-world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ethical con-
sumerism

- complexity of global 
issues

Sustainable develop-
ment

- different views of 
economic and social de-
velopment, locally and 
globally-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pos-
sible and preferable 
futures

- global imperative of 
sustainable develop-
ment-lifestyles for a 
sustainable world

- understanding of key 
issues of Agenda 21- 
lifestyles for a sustain-
able world

Peace and conflict - causes and effects 
of conflict, locally and 
globally-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and 
peace

-conditions conducive 
to peace

-complexity of conflict 
issues and conflict 
resolution

<Table 4> Skills

Skills Key Stage 3 Key Stage 4 Age16-19

Critical thinking - media literacy-making 
informed decisions

- critically analyzing 
information-making 
ethical judgments

- handling contentious 
and complex issues

Ability to argue ef-
fectively

-learning to develop/
change position 
through reasoned argu-
ment

-arguing rationally and 
persuasively from and 
informed position

- political literacy-
participating in relevant 
political processes

Ability to challenge in-
justice and inequalities

- staring to challenge 
viewpoints which per-
petuated inequality

- selecting appropriate 
action to take against 
inequality

- campaigning for a 
more just and equitable 
world

Respect for people and 
things

- growing ability to take 
care of things-animate 
and inanimate

-following a personal 
lifestyle for a sustain-
able world

- following a personal 
lifestyle for a sustain-
able world

Co-operation and con-
flict resolution

- negotiation - negotiation-mediation - negotiation-conflict 
resolution

<Table 5> Values and attitudes

Values and attitudes Key Stage 3 Key Stage 4 Age 16-19

Sense of identity and 
self-esteem 

- open-mindedness - open-mindedness - open-mindedness)

Empathy and sense of 
common humanity

- compassion-sensitivity 
to the needs and rights 
of others

-sense of common hu-
manity and common 
needs

- sense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and equity

- concern for injustice 
and inequality-will-
ingness to take action 
against inequity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and equity

-commitment to the 
eradication of poverty

Value and respect for 
diversity

- respecting the rights 
of all to have a point of 
view

- valuing all people as 
equal and different

- valuing all people as 
equal and different

Concern for the environ-
ment and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
ment

-concern about the ef-
fects of our lifestyles on 
people and the environ-
ment

-concern for the future 
of the planet and future 
generations-commit-
ment to a lifestyle for a 
sustainable world

-commitment to sus-
tainable development

Belief that people can 
make a difference

- willingness to take a 
stand on global issues

- willingness to work to-
wards a more equitable 
future

-willingness to work to-
ward a more equitable 
future

IV. The global dimension in the curriculum from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

1. What is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as created as a separate government department in 
order to tackle poverty around the world, and DFID operates in 150 countries. Firstly, DFID works to reac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which was approved by the United Nations(UN) to decrease 
world poverty by half by 2015. Secondly, the government’s Public Service Agreement (PSA) sets objectives 
and targets to measure the progress towar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lso DFID works with 
govern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charities, businesses and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World 
Bank, the UN agencie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In 2007/08 DFID spent £5.3 billion on aid to poorer 
countries and the budget will increase to £7.9 billion by 2010/11, rising by an average of 11% a year at to-
day’s prices. Going forward to 2013, the government has pledged to increase the aid to the equivalent of 
0.7% of the UK’s gross national income, from 0.36% in 2007/08.

The legal basis for DFID work i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 The act allows the secretary of 

1 Summarized from http://www.dfid.gov.uk/About-D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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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o provide ai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lfare however the 
secretary of state must make sure that the aid is likely to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lso the Interna-
tional Development Act (Reporting and Transparency) 2006 is another legal base and this act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port every year on how much DFID spent on aid, how effective it was in reducing 
poverty and how much DIFD gave to poor countries. 

Finally DIFD’s values are as follows:

ambition and determination to eliminate poverty •	

diversity and the need to balance work and private life •	

ability to work effectively with others •	

desire to listen, learn and be creative •	

professionalism and knowledge.•	

2. The eigh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DFID’s work.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re eight specific goals to be met by 2015 that aim to combat 
extreme poverty across the world.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Reduce child mortality•	

Improve maternal health•	

Combat HIV and 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These goals were created at the UN Millennium Summit in New York in 2000. The Millennium Declaration, 
adopted by the world leaders, promised to: “free all men, women, and children from the abject and de-
humanizing conditions of extreme poverty.” The MDGs are drawn from the Millennium Declaration. The 
declaration was adopted by 189 nations and signed by 147 heads of states.

3. DFID’s work with schools 

DFID spends around £8 million per annum on formal education project activities and products. It supports 
both work on education policy and support to schools on the ground to help them implement govern-
ment policy on teaching with a global dimension. DFID’s funding for it includes support to run the teachers 
Global Dimension website. This is a free online database of resources for teachers, including case studies 
of school projects, information on school speaker services,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p-
portunities.

1) Enabling Effective Support (EES)

The EES has been running for about seven years and complements the DEA at the local level. It is made up 
of twelve regional education networks, each with their own coordinator, funded by DFID. The EES initiative 
aims to put policy into practice by embedding global issues in the curriculum. It aims to build the capacity 
of the education sector locally to ensure global issues are taught in schools, furnishing teachers with the 
tools and skills they need to do this well. 

2) Development Awareness Fund (DAF)

The DAF is the main funding mechanism through which DFID funds development awareness activities in 
the UK. It is a competitive fund and applicants can apply for grants of between £10-100,000 per year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Around 60% of the projects funded through the DAF address the inclusion of a 
global dimension in the schools sector, and DFID requires that all proposals are consistent with and, where 
possible, linked with the EES initiative. 

3) DFID Global School Partnerships programme (DGSP)

DFID has been funding the Global School Partnerships programme, which has been run by the British 
Council for over five years. This is designed to strengthen a school’s capacity to adopt a ‘whole school 
approach’ to global education, through an active partnership with a school in a developing country. The 
DGSP offers support and guidance to teachers and grants to schools to make the most out of a school 
partnership as a learning tool. It aims to support 1800 UK school partnerships by March 2009 (there are 
currently around 1450 active partnerships).

4) School resources

DFID has also sought opportunities to build a more direct relationship with young people themselves, 
and also to increase the profile of DFID and its role within schools. This has included the production of 
resources or ‘products’ for educationalists and schools e.g. Joint DfES/DFID publication ‘Developing the 
Global Dimension in the School curriculum’; World Classroom –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s in educa-
tion, joint DFID/Treasury publication; ‘Change your school for good’ case history booklet on good practice 
in the classroom; New DFID publication offering guidance for educationalists 

5) DFID’s work with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There is regular contact around issues of joint interest concerning the inclusion of global issues in the cur-
riculum (across all four UK jurisdictions), including as part of the wider social cohesion agenda. Officials 
from DFID meet regularly with DCSF officials on areas for collaboration; similarly with Welsh, Scottish and 
Northern Ireland education ministries, to ensure complementarily with national strategies

6) Wider work with young people

More recently, DFID has also begun to develop activities to engage young people in development through 
non formal channels. This includes the volunteering scheme called Platform2 (managed by Christian Aid, 
BUNAC & Islamic Relief, and launched in February 2008) to fund young people from less advantaged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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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to volunteer in developing countries.

7) A framework for the global dimension

<Diagram 1> A framework for the global dimension

 

Values and 
dispositions for 
responsible 
citizenship

Skills for 
Successful 
learning

Awarenes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or 
confident 
individuals

Critical thinkers 
and effective 
contributors

A

B

C

D

Global citizenshipGlobal citizenship
InterdependenceInterdependence
Conflict resolutionConflict resolution

Social justiceSocial justice
DiversityDiversity

Sustainable developmentSustainable development
Human rightsHuman rights

Values and world newsValues and world news

A B

C D

4. A curriculum planning guide for schools: teaching the global dimension for development education

DFID believes that exploring the global dimension connects us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enables learn-
ers to engage with complex global issues and explore the links between their own lives and people, places 
and issues throughout the world. Therefore, DFID has several global dimension programmes which can fit 
into the cross-curriculum. 

According to DFID teaching the global dimension through the cross-curriculum will help young people to

Explore and make sense of the big issues in the world•	

Think critically and creatively about topical and controversial issues•	

Deconstruct issues and events and consider them from a range of perspectives•	

Communicate with people with from a range of countries and cultures•	

Develop self-awareness and a positive attitude to difference•	

Argue a case on behalf of themselves and others•	

Reflect on the consequences of their own actions now and in the future•	

Link learning to taking responsible action•	

Participate in society as active and responsible global citizens•	

To achieve these outcomes, learners need opportunities to

Explore global dimension concepts including conflict, diversity, human rights, interdependence, so-•	
cial justi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ipate in sustainable global partnerships, which can be a powerful and exciting way of bringing •	
a global dimension into the classroom

Make links between personal, local, nation and global issues and events•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a global contexts and engage in a range of culturally diverse experi-•	
ences

Critically evaluate their own values and attitudes, appreciating the similarities between people every-•	
where and learning to value diversity

Develop skills that will enable them to identify and challenge injusti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Understand and potentially make their own distinctive contribution to local and global communities•	

Consider probable and preferable futures, and how to achieve the latter•	

The global dimension can be taught through:

Whole-school development plans, policies and ethos•	

Subjects, with links across subjects being made through common topics or themes•	

Separately timetabled thematic days, activity weeks and events, often including block timetabling•	

Activities integrated into the routines of the school, such as running a mini-enterprise or fundraising •	
event

Collaborative curriculum projects with partner schools in other countries•	

Visits, assemblies, out-of-hours learning and bringing experts into the school•	

Any combination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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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actical activities

Example of global learning skills chart (QCA,2007) 

<Table 6> Global learning skills chart

Low score 1 2 3 4 5 6 How score

Lost confidence Gained confidence

Worked on my own with difficulty Found working on my own easy

Found working with a group difficult Worked easily as part of a group

Found contributing to discussions 
difficult

Contributed easily to discussions

Expressed my own opinion with 
difficulty

Expressed my own opinion easily

Found listening to other people’s 
opinions difficult

Listened to other people’s opin-
ions easily

Found challenging opinions difficult
Challenged my own/other 
people’s opinions easily

Did not negotiate well Negotiated well

Did not make decisions Made decisions

Did not reflect on ideas Reflected on ideas

Did not make a difference Made a difference

V. Conclusion

Building up governmental body for citizenship education•	

Move from development education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to National curriculum(cross-curriculum) •	

Experts/professional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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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민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박선영 동서대학교 교수

1. 개발(Development)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건강,교육 등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지역에서 지구적인 문제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2.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개발(development)’이란 사람들이 이상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이란 개발도상국이나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3. 개발교육의 당위성: 세계화의 병폐

강대국의 세력 확산 : 경제 강대국이 기업을 앞세워 시장을 개척, 경제 약소국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 예속 시키려는 

현상

초국적기업의 초대규모화 : 거대기업의 시장 독점, 지배 현상

 지역 블록화 : 세계화는 선진 강대국들의 지역주의의 미화된 표현. 북미나 유럽이 국가 간 통합을 주도하는 과정에

서 내건 명분

 강대국, 선진국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개발도상국가와의 경제차이 심화⋅ 개발교육의 당위성

EU, NAFTA, APEC으로 구별⋅ 인종국가의 등장 가능성

4. 개발교육:지구화

세계화의 문제점과 병폐를 해결하고 전 지구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보는 관점

자국의 이익이나 논리보다는 공동운명체의 이익과 발전을 고려

지구온난화와 환경, 교육, 개발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

인권, 평화, 새로운 시각에서의 민주주의 논의 필요

5. 지구시민성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넘어서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실천

S e s s i o n 3   P u b l i c  A w a r e n e s s  a n d  C i v i c  E d u c a t i o n  f o r  O D A
발 제 ②

6. 지구시민이란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구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에 대해 가치부여를 하는 사람

지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7.지구시민교육

지구 시민성+교육

지구적 사안+시민교육

지구에 대한 교육+시민성

교육+시민성+지구적 사안

8.지구시민교육이란

YES NO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행사할 지

식과 기술 가치를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 

지구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인정 

어떤 지역이 작은 마을이건 혹은 대도시이건 간에 일상의 

지역생활로서의 지구적 관점을 인정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연관되어있고 인간들끼리 어떻게 

연관되어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기본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 

대부분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관한 것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를 가르치는 것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바쁜 교과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과목 

자선행위를 위한 기금마련에 관한 것

9. 지구시민교육의 요소(Oxfam)

지식과 이해 기술 가치와 태도

● 사회정의와 평등

● 다양성

● 지구화와 상호의존성

● 지속가능개발

● 평화와 분쟁

● 비판적 사고

● 효과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

● 정체성과 자아존중감

● 공감

●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책임

● 다양성에 대한 가치인식과 존중

●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책

임의식

● 사람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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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빈곤해결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양성평등과 여성 임파워먼트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HIV, AIDS,말라리아 등의 질병 퇴치

지속가능개발

개발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11. DFID의 지구시민교육

공교육과정 내 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개발 지원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교사교육

예산지원

학교의 자금지원 및 DFID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제공

12. 지구시민교육과 개발교육 모형

 

Values and 
dispositions for 
responsible 
citizenship

Skills for 
Successful 
learning

Awarenes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or 
confident 
individuals

Critical thinkers 
and effective 
contributors

A

B

C

D

Global citizenshipGlobal citizenship
InterdependenceInterdependence
Conflict resolutionConflict resolution

Social justiceSocial justice
DiversityDiversity

Sustainable developmentSustainable development
Human rightsHuman rights

Values and world newsValues and world news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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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ODA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시민교육의 방향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1. 들어가는 말; 지구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세계화와 진전과 함께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한 지구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은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는 ‘국가

의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의 시민권(Rights as a citizen)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한편 동

전의 양면처럼, 시민적 책임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이웃들에 대

한 윤리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왔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이 21세기 인류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제기되면서, 근대성의 한 축인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넘

어 동식물, 자연과 생태계 등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지구시민의식의 개념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시민(world citizen)이 아니라 지구시민(global citizen)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지구촌 시민사회

가 주목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으로서의 지구시민의식 (GC)이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그리고 한 공동체가지구상

에 태어나서 지구시민으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한(혹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구시민사

회가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외국 지구시민교육 사례 

2-1. 외국 지구시민교육의 현황 (북미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에 걸쳐 유럽과 북미주 여러 나라의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서는 지구시민교육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여왔다. 예컨대, 그 결과로 하와이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

적 도전과 글로벌 이슈와 친해지는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개발, 촉진, 교육하기 위한” 목적

으로 다양한 지구시민의식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왔다. (2003, 하와이 교육협회)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북미 교육기관들은 교육과 학습의 기초로서 지구시민의식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 교육기관들의 자신들의 교육 목적을 통하여 오늘날 인류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불공정한 세

계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교육은 학생들이 이러한 세계 속에서 경쟁적으로 성공하는 법 못지않게 이러한 불공

정한 세계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데 지구시민교육이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1997년부터 1999년 까지 

스코틀랜드 애버딘대학교의 Global Citizenship Project는 지구시민의식 코스가 대학교육에서도 촉진될 수 있음을 입

증하였다.  또한 미국의 9.11 테러를 통하여 전미대학교협의회 (AACU)는 “공동의 미래; 지구촌 학습과 사회적 책임”

이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10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지구촌 이슈에 대한 이

해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인 동시에 지구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구시민의식 개념이 캐나다국제위원회(CCIC), 캐나다 국제 협력단 (CIDA), 캐나다세계대학봉사단

(WUSC) 등의 기관을 통하여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2003년 CIDA는 학교 내 지구시민교육 리소스 개발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Global Classroom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청소년들이 지구시민의 개념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가도록 지원하여오고 있다. 또한 2004년 CCIC는 “캐나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

구시민의식 육성 활동을 전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USC 또한 자기 미션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캐나다 청소

년들의 지구시민의식 함양과 국제화를 강화시켜나가는 일감을 채택하였다. (2004) 

2-2. 외국 시민교육의 영역과 커리큘럼 사례 

2-2-1. 캐나다 CIDA 지구시민교육 교사 핸드북 사례 

변화하는 세계 속의 지구시민교육; 세계관과 교실에서의 실천 

전문가 학습 오리엔테이션: 학습자 서클 •	
시민의식이란? 시민의식교육이란? •	
교실에서의 실천 •	
글로벌 개발의 영향 •	

지구시민의식 영역 탐구 

지구와 연관되기 •	
글로벌 세계관 (당신의 커피에는 무엇이 담겨있나요?•	
지구시민의 이미지: 규정짓기•	

전 지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포용력 있는 교실환경 만들어가기 

당신 이름의 역사•	
인생 지도 만들기 •	
모두의 것과 유일한 것 (공통성과 독특성)•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기: 비판적인 탐구 기술 개발하기

인권으로서의 아동권리, 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 •	
캐나다 이민과 난민보호법 분석 •	

전 지구적인 공공 이슈 조사하기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는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하여 “•	
이론적 논쟁방법”을 활용하기 

S e s s i o n 3   P u b l i c  A w a r e n e s s  a n d  C i v i c  E d u c a t i o n  f o r  O D A
발 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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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정치학” 학습을 위하여 “통합 교수법” 활용하기•	
일상의 생활 속의 지구윤리 

“인종” 개념의 해체 •	
인종차별의 역사 •	
역사 바로보기와 자기성찰 •	

지구시민의식 연구와 실천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심포지움 조직하기•	
시민행동 연구 프로젝트 •	
지구시민의식의 한계 시험하기 •	

지구시민으로서 실천: 변화를 위한 행동 

인권: 신화와 현실? •	
인권침해사례: 멀티미디어 발표 •	
아동 노동 반대행동 조직: 범 학교적 실천과제 개발 •	

범 학교적 실천을 통한 지구시민의식 육성 

글로벌 협동조합 프로그램과 글로벌 학교 인증제도 •	
글로벌 스피커활동 / 글로벌 직업의 날 •	
학교-지역사회-지구촌 파트너쉽 •	

학습 평가활동과 지구시민의식 

평가활동과 지구시민의식에 대하여 고찰하기 •	
학생 성취도 평가활동 •	
평가척도와 활용방법 •	
성취도 인증과제 •	
평가등급과 평가항목 •	
평가 소견 •	
시험과 포트폴리오 •	

2-2-2. 스코틀랜드 MercyCorps & Scotdec 중등학교 지구시민교육 가이드북 사례 

PART 1.

1. 지구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It is...

문제 제기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다.

글로벌 이슈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을과 도시 생활세계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관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자신의 삶이 환경과 이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It is not...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된다.

대부분 나와 다른 지역 사람들에 관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짓고 훈육하는 일이 아니다.  

복잡한 이슈들에 단순한 해결책 제공해주는 일이 아니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추가되는 새로운 교과목은 아니다.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를 촉진시키는 활동은 아니다.  

지구시민교육의 주요 요소

가치와 태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	
공감•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책임•	
다양성 가치 인식과 다양성의 존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책무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기술

비판적 사고•	
효과적인 토론능력•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함에 맞서는 능력•	
사람과 사물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감•	
협력과 갈등해결•	

지식과 이해도

사회 정의와 평등•	
다양성•	
지구화와 상호의존성•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와 갈등•	

 

2. 지구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

A Curriculum for Excellence 및 전 교육 과정을 관통하는 지구시민교육 방법들

전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주제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학습 가능케 할 것인가에 관

한 아래와 같은 불변의 쟁점들을 시종일관 제기되고 있다. 

단일 교과목을 뛰어넘어 제 커리큘럼들과 연관성을 지닌 기술과 이해력들, •	
피상적으로는 전통적인 커리큘럼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쟁점과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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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iculum for Excellence와 지구시민교육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상호의존적인 지구촌에 살고 있

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지구시민교육은 인권, 다양성, 갈등 해결, 사회 정의, 상호의존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요 개

념들을 통합하고 있다. 그 교육내용과 방법론들은 청소년들이 공공의 삶에서 가치관의 역할을 인식

하는 데 기여하며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실천자로서 성공적인 학습자로서 자기신념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A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교육 목표와 목적, 교육 원

칙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구시민교육의 요소들은 이미 유아교육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그리고 나서 초등교육은 모든 학습활

동에 녹아있는 더욱 복잡한 개념들과 함께 그 요소들을 형성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는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의 틀을 짜고 조직해나가기 위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된 중등과정 커리큘럼은 교과목 선정 및 교육인증의 부담들이 중등학교

들이 교과목 중심에서 초월하여 전 지구적 영역에 걸친 광범위하고 진취적인 경험을 추구하는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커리큘럼들에는 지구시민의식의 지식과 이해도, 기술과 가치들을 개발하는 

상황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눈의 띄는 중등교육의 우선순위를 입증하고 개발하는 일감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교수학습 접근을 통한 지구시민의식의 가치를 실•	
천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 학교적인 추진의 필요성

커리큘럼 간을 넘나드는 지구시민의식의 효과적인 조정의 중요성•	
지구시민의식 관련 성공적인 실천사례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개발해나가는 일의 필요성•	
학과, 학습자 지원, 고위경영자, 교육자원센터, 보충학습 및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모든 영역•	
의 적절한 개입에 관한 인식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커리큘럼들은 여전히 좀 관념적이고 실질적 구속력이나 윤리적 교육행정

적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교육 디자인과 학습법이 박편화되어 있어서 단편적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이 

없다. 지구시민교육은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들을 지지하고 촉진시킨다. 

지구시민교육의 목표는 여타의 교육 우선과제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

하고 학업성취를 증진시켜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범위하고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이루

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커리큘럼의 경계를 넘어선 연관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

로써 지구시민교육은 각각의 교과목과 커리큘럼 사이의 연계성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PART 2.

미술, 경영, 연산, 공예와 디자인, 영어와 연극, 지리, 역사, 가정경제, 수학, 현대 외국어, 음악, 체육, 

사회, 종교 교육과 도덕, 과학 교과목을 관통하는 온라인 교육자료 및 교재 사례들

 

1. 미술 과목

The Heart of West Africa: a practical and educational art and citizenship resource (Global •	
Education Derby)

Passion for Fashionan exploration of the global fashion industry (RISC)•	
Child Art with Everyday Materials (Tara Publishing)•	
Puppets Unlimited (Tara Publishing)•	
Toys and Tales with Everyday Materials (Tara Publishing)•	
Mad About Art  (www.madaboutart.org)•	
Creative Exchange (www.creativeexchange.org)•	

2. 경영 과목

The Real Price of Cotton: a Teaching Resource for Business Studies, Economics and •	
Citizenship (NEAD)

Global Learner: Leisure and Tourism, Business, Health and Social Care (Christian Aid)•	
3. 연산 과목

The Computer Game: Explore the Working Conditions in a Mexican Computer Factory •	
(CAFOD)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 Handbook for Teachers of 11-16 years olds•	

4. 공예, 디자인, 기술 과목

Wall to Wall Design: a Sustainable Housing Pack for Key Stage 3 Design and Technol-•	
ogy (ITGD)

Out of  the Bin and into the Secondary Curriculum (Aylesbury Development Education •	
Centre)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5. 영어, 연극 과목

Once Upon a Conflict (Pax Christi)•	
Partners in Rights: Creative Activities Exploring Rights and Citizenship for 7-14 year olds •	
(Save the Children)

Time for Rights -Activities for Citizenship (UNICEF / Save the Children)•	
Nelson Mandela: Biography and Autobiography (www.oxfam.org.uk/education/resourc-•	
es)

A Different Story: Literacy to Open up the World at key stage 2 (TIDE)•	
Just Acting (Christian Aid)•	
Global News (www.globalnews.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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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리 과목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 Handbook for Teachers of 11-16 year olds (Oxfam)•	
What is Development? -Teaching about Development Issues (TIDE)•	
This City Life Geography Pack (Leeds Development Education Center)•	
⋅Young Lives, Global Goals (Save the Children)•	
Mapping Our World (Oxfam)•	

7. 역사 과목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History (Amnesty)•	
Working Children Worldwide (Save the Children)•	
When Rights are Left: History (Anti Slavery International)•	
Breaking the Silence (www.antislavery.org/breakingthesilence)•	
Understanding Slavery (www.understandingslavery.com)•	

8. 가정 경제 과목

Food and FarmingLocal and Global: Planning Ideas Growing Ideas (TIDE)•	
Discussing Global Issues: The Healthy Diet? Who Decides? (UNICEF)•	
Bananas and Cocoa Beans: a Basketful of Fair Trade Activities (RISC)•	
Food for Life Curriculum Pack (Soil Association)•	

9. 수학 과목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Mathematics (Amnesty International)•	
Photo Opportunities Maths: Photographs and Activities for the Primary Classroom (Ox-•	
fam)

Out of  the Bin and into the Secondary Curriculum (Aylesbury Development Education •	
Centre)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10. 현대 외국어 과목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French (Amnesty)•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Spanish (Amnesty)•	
Development Challenge Interactive Resource  (World Bank; http://youthlink.worldbank.•	
org/4teachers)

Eye to Eye with Child labour (Save the Children; www.savethechildren.org.uk/eyeto-•	
eye)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11. 현대 사회 과목

Making PeaceTeaching about Conflict an Reconciliation (Oxfam)•	
Making Sense of World Conflicts (Oxfam)•	
Refugees: We Left Because We Had To (Refugee Council)•	
J8 Resources (www.j8summit.com)•	

12. 음악 과목

Thursday’s Child Songbook: a Children’s Rights Musical (UNICEF)•	
Global Music (Oxfam)•	

13. 체육 과목

Show Racism the Red Card (Study Notes)•	
Kick Start (CAFOD)•	
Win-Win Games for All Ages (New Society Publishers)•	
Parachute Games (Human Kinetics)•	

14. 종교교육, 도덕 과목

Partners in Rights: Creative Activities Exploring Rights and Citizenship for 7-14 year olds •	
(Save the Children)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 Handbook for Teachers of 11-16 year olds (Oxfam)•	
Developing Rights (Oxfam)•	

15. 과학 과목

Global Perspectives in Science: Some Resources for Teaching Chemistry, Biology, Phys-•	
ics and Science

Climate ChangeLocal and Global: an Enquiry Approach (TIDE)•	
Waking UpUsing Plants to Investigate Sustainable Development at KS2 (TIDE)•	
Out of  the Bin and into the Secondary Curriculum (Aylesbury Development Education •	
Centre)

Scientific and Medical Discoveries that come from the Museum World (www.1001innovations.•	
com)

Energy Today (www.sciencemuseum.org.uk/exhibitions/energy/site/teacher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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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타 지구시민교육 사례 

(1) 요안 프리스의 Get Global! 

제목 Get Global! ?지구시민의식 활성화를 위한 기술 측면의 접근: 고등교육과정 (Key Stages 3&4-)

집필 요안 프리스

펀드 ActionAid, CAFOD, Christian Aid, Oxfam, Save the Children, DFID 

구성 I N T R O D U C -

TION

Get Global! 과정

Get Global의 핵심 주제들

Get Global!의 배경

Get Global! 그리고 전 학교적인 접근법

GET STARTED SECTION ONE Get Global Steps! ?글로벌 스텝-

Step 1  Get asking questions! -질문하기-

Step 2  Get an issue! -이슈 따라잡기-

Step 3  Get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

Step 4  Get planning! -계획 수립하기-

Step 5  Get achieve! -목표 달성하기-

Step 6  Get thinking about it! -재검토하기-

SECTION TWO Get assessed! -평가하기-

S E C T I O N 

THREE

Get playing games! -게임을 통한 학습-

GET IN TOUCH

STEPS WORKSHEETS

ASSESSMENT & EVALUATION WORKSHEETS

(2) 세계은행 지속 가능한 개발교육 교재 

제목 Beyond Economic Growth 

 -An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 경제 발전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이해- 

집필 Tatyana P. Soubbotina

펀드 The World Bank 세계은행

구성

1. What is Development? 개발이란?

Goals and Means of Development 개발의 목적과 수단•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2. Comparing Levels of Development 발전 단계 비교

Gross Domestic Product and Gross National Product: GNP와 GDP •	
Grouping Countries by Their Level of Development 발전 단계별 국가군•	

3. World Population Growth 세계 인구 증가

4. Economic Growth Rates 경제성장율

5.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 

Cross-country Comparisons of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의 국가간 비교•	
Lorenz Curves and Gini Indexes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Costs and Benefits of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 비용 편익분석•	

6. Poverty and Hunger 빈곤과 기아 

The Nature of Poverty 빈곤의 속성•	
The Geography of Poverty 빈곤의 지리학•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 빈곤의 악순환•	
 The Challenge of Hunger 기아의 도전•	

7. Education 교육

Education and Human Capital 교육과 인적 자산•	
Primary Education and Literacy 초등교육과 문해율•	
Issues in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중등 및 제3차 교육(대학/ 직업교육) 이슈•	

8. Health and Longevity 건강과 장수

Global Trends 글로벌 트랜드 •	
Population Age Structure 인구 연령 구조 •	
The Burden of Infectious Disease 전염성 질병 문제 •	
Lifestyle Challenges 라이프 스타일 문제•	

9. Industrialization and Post-industrialization 산업화와 후기 산업화 

Major Structural Shifts 주요 구조의 변화 •	
Knowledge Revolution 지식 혁명 •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Sustainability 개발 지속가능성의 함의•	

10. Urban Air Pollution 도시 대기 오염 

Particulate Air Pollution 특정지역 대기오염 문제 •	
Airborne Lead Pollution 공기로 전파되는 오염문제•	

11.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Finding the Right Mix 공기업과 사기업

The Dilemma of Public-Private Ownership 공-사기업의 기업소유권 딜레마•	
Is There a Trend toward Privatization? 민영화의 경향은 있는가?•	

12.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Migration 지구화: 국제 무역과 이민

Waves of Modern Globalization 현대 지구화의 물결•	
Costs and Benefits of Free Trade 자유무역의 비용과 편익 •	
Geography and Composition of Global Trade 글로벌 교역의 지리학과 그 구성 •	
International Migration 국가 간 인구의 이동•	

13. Globalization: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Aid 지구화: 초국가적 투자와 해외 원조 

Private Capital Flows 민간 자본의 유입•	



122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123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14. The Risk of Global Climate Change 지구촌 기후변화의 위험성 

Whose Responsibility Is It? 누구의 책임인가? •	
Will the North-South cooperation work? 남북협력은 작동할 것인가?•	

15. Composite Indicators of Development 개발의 복합지표들 

“Development Diamonds” 개발 다이아몬드 •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16. Indicators of Development Sustainability 개발 지속가능성 지표들 

Composition of National Wealth 국부의 구성 •	
Accumulation of National Wealth As an Indica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로서•	
의 국부의 축적

Material Throughput and Environmental Space 지구환경의 자기처리능력 •	
Social Capital and Public Officials’Corruption 사회적 자본과 공무원의 부패•	

17. Development Goals and Strategies 개발 목표와 전략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	
The Role of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국가 발전 정책의 역할 •	
Difficult Choices 어려운 선택들•	

Glossary

Annex 1: Classification of Economies by Income and Region

Annex 2: Data Tables

Annex 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3) 어려운 질문, 다양한 대답 (Difficult Questions, Different Answers); 

게임으로 만나는 지구시민교육 사례 

초콜릿 게임 (The Chocolate Trade Game) •	
종이봉투 게임 (The Paper bag Game) •	
무역 게임 (The Trading Game) •	
신발끈 게임 (Trading Trainers Game) •	

(4) 학교 교육 전반의 참여와 변화를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Whole-School Development and the Global Dimension / Global Citizenship)

Organization Project / Initiative Web-link 

African Initiatives Teachers’ Forum and Global 

Schools project

http://www.african-initiatives.

org.uk/ 

Cheshire DEC, DEP Manchester, 

NEAD

DEC Partners in Developing Citi-

zenship project

http://www.developingcitizen-

ship.org.uk/pubs.htm 

GGlobal Education Milton Keynes Sustainable Schools project be-

gun in 2003, currently involving 12 

schools.

http://www.gemk.org.uk/page.

cfm?pageid=gemk -sustainable-

schools

HHampshire DEC includes project: Sustainable 

Schools Sustainable Futures - A 

Right for All

www.hampshiredec.org.uk/edu-

cation%20for%20sustainable%20

development.htm

IDEAS Global Dimension Strategy and 

DE and Education for GC across 

Scotland and Making the Global 

Journey to Excellence- confer-

ence, June 2007

http://www.ideas-forum.org.uk/

schools.html 

Lanarkshire Global Education 

Centre

Global Schools Partnerships http://www.globaleyes.org.uk/ 

Lancashire GEC Beyond Citizenship project and 

publication Successful Global 

Awareness in Schools: Develop-

ing and consolidating the Global 

Dimension

http://www.lgec.org.uk/educa-

tion.html http://www.lgec.org.uk/

publications.html 

Leeds DEC, NEAD &GLADE Secondary school project Glob-

al Schools for  a Global Future 

and Global Schools UK Primary 

schools: Entitlement & Enrich-

ment

http://www.globalschools.org.

uk http://www.leedsdec.org.

uk/global_schools.htm http://

www.nead .o rg .uk/schoo ls/

globalschoolsuk

Liverpool World Centre Fair Trade Schools Project and 

Climate Conscious Schools

www.liverpoolworldcentre.org 

Montgomery DEC Whole School approach to Fair 

Trade

www.montgomerydec.org.uk 

montgomerydec@btconnect.com 

One World Centre Dundee Whole School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http://www.oneworldcentre-

dundee.org.uk/schools/schools.

htm  

Oxfam, UNICEF,Save the Chil-

dren

Developing Citizenship http://www.developingcitizen-

ship.org.uk/ 

Pestalozzi International Develop-

ment Education Centre

including School Placements http://www.pestalozzi.org.uk/

PIDEC/PIDEC+Services.htm 

Rea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re

including Global Schools partner-

ships with 4 primary and 2 sec-

ondary schools

http://www.risc.org.uk/educa-

tion/globalschool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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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ish Development Education 

Centre

A Global Approach pack (primary) http://www.scotdec.org.uk/re-

sources/download/

TIDE~Centre Including Quality Global Learning http://www.tidec.org/Tide~talk/

conferences/QGL%20conf%20

6-07/QGL%20conf%20report.html 

UNICEF Rights Respecting School Award http://www.unicef.org.uk/tz/

teacher_support/rrs_award.asp 

http://www.unicef.org.uk/tz/re-

sources/assets/pdf/rrsa_power-

point0507.pdf 

World Education Centre (Bangor) including ESDGC school partner-

ships - Secondary and Primary, 

Working with Schools and Em-

bedding ESDGC in ITET courses

http://www.bangor.ac.uk/addys-

gbyd/eng/schools.html http://

www.bangor.ac.uk/addysgbyd/

eng/teachereducation.htm 

Yorkshire & Humber Global 

Schools Association

Global Schools Award http://www.yhgsa.org.uk/global_

awards_guidelines.htm

3. 지구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1) 영국의 DFID는 물론이고 캐나다의 CIDA 및 UBC, 미국의 USAID 및 일본 개발 교육 협회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

면서 지구시민교육의 공통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 가능하다. 

지구화와 상호연관적인 세계 이해 •	
문화 다양성과 소수자의 인권 •	
다문화 사회의 이해 •	
사회정의와 평등 •	
빈곤과 개발•	
지구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성 •	
평화와 갈등해결 •	

2)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구시민교육의 중요한 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의 반영하는 일과 평생교육으로서의 지

구시민의식 육성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학교교육의 과제 

새로운 교과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을 지구차원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 •	
교육 대상별 다른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맞춤형 교육 모색 및 체계적이고 전문을 갖춘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육•	

방법 모색 

지구시민교육의 특성상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실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 •	

4)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구시민의식 육성활동 강화 

 지구시민교육은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 지구차원에서 인식하고 지구화 시대를 대비하•	
도록 준비하는 일종의 재교육과정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구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

램의 필요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 •	

5)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 

6) 실천행동으로서의 GCP (Global Citizenship Project) 개발 

기존 대학들의 ‘글로벌 리더쉽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기 •	
지구시민인 동시에 지역주민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4. 지구시민의식 육성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운동과제 제안 

현재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과 그 영향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지구시

민의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운동의 과제를 포착할 수 있다. 

4-1. 지구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위한 교육 

21세기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위기 등 제반 위기 상황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전지구적 차원의 행동을 이끌어

낼 새로운 지구적 정신(new global spirit)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지구윤리에의 요청”에 다름 아니다. 지구윤리

란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성을 지닌 윤리로서 비폭력, 생명 존중, 다양성과 관용, 평화, 정의, 참여, 연대, 보이지 않

는 타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을 포괄한다. 

이에 우선 지구시민사회의 창출과 확장 그리고 이의 성숙을 위한 행위의 주체로 지구시민(global citizen)을 상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Joyce & Nicolson (1979)에 의하면, 지

구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문화교육, 미래교육 등을 포괄하며, 그 내용은: 

    

지구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인과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타협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 제공•	
엄청나게 복잡한 지구촌의 현상을 현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원주의를 촉진시키고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도덕적 감정이입을 통하여 전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지구•	
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현재의 전지구적 문제들을 지구시민의 공동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신념을 키우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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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구공동체교육의 큰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영역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구촌의식(Global consciousness)’ 교육으로서 이는 평등과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권리와 책임감

을 강조하며, 국가 단위의 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공선(global public good)을 확대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구시민의식(planetarian sense of citizenship)에 대한 교육 (참여적, 창조적, 문화적으로) 

지구촌시대에 요구되는 지구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에 대한 이해증진 생명에의 감수성 교육 (문화감수성 및 

영성, 새로운 감성, 개성과 예술 감각을 갖춘 인간 교육) 상생과 공존의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이다. 

둘째, 다원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자민

족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 간 소통능력 배양하는 일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경우, 우리문화 

속에 있는 폐쇄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보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및 차별의식을 체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

며, 재한 외국인과의 대화마당,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 및 현장 방문, 외국인 입장에서 방송모니터링, 모의국제회의, 

지구촌 음식탐방 등을 들 수 있겠다. 

셋째, 체험이 가장 빠른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구촌의 현실인식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많은 NGO에서는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몽고 등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Work Camp”나 “평화캠프” 등을 조직하여, 민박을 하면서 빈곤의 현장, 환경파괴와 벌목의 현장, 인권유린

의 현장, 소수민족의 삶의 양식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대안여행 또는 착한 여행 프로그램 및 국제자원활동(IVS;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 또는 국제봉사학습(ISL; international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실

천해오고 있다. 

넷째, 지구촌 전체를 책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깊은 자기성찰 체험 교육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떼제 공동

체, 아시아의 여러 아쉬람 (명상 공동체) 등 영성 공동체들을 방문, 체험함으로써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체험, 영성적

인 삶, 깊은 자기성찰의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요즈음 많이 회자되는 침묵으로 장시간 걷는 “걸으며 명상하기” 

“명상춤” “음악과 예술을 통한 명상” 등도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2. 전지구적 차원에서 정의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 

UN을 비롯하여, World Bank, IMF, WTO 등 초국가적 경제, 정치 기구들이 결정하는 제반 정책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적 살림살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의 결정과정(governance process)에의 참여를 비롯하

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등을 시민사회의 초국가적 연대를 조직함으로써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아울러 신

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가적 기업들의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감시하는 운동 등이 애드보커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시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Clean Cloth Campaign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정책과 공적원조자금(ODA)에 대한 모니터 및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활동, 국내의 대기업(초국가적 기업)이 저개발 국가에서 행하는 기업행위의 정당성을 모니터하고 시정을 촉구하

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4-3. 대안 경제활동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창출 및 확대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양극화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무역과 윤리적인 소비, 지속 

가능한 관광과 윤리적인 여행, 로컬 푸드 캠페인과 슬로 푸드 캠페인, 지역화폐운동 등 초국가적 민간 네트워크의 형

성을 통해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창출하는 일이다. 

4-4.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실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슬로건처럼, 전지구적 공공성과 지

속가능성을 강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community)에서 다양한 실천을 조직하

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속에서 지구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운동 과제들로서 채택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어보면: 

땅을 살리고 지역농업을 보전하기 위한 생활협동운동 그리고 도농 교류 운동이 발전된 형태인 공동체의 지원을 •	
받는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로컬 푸드 캠페인 

지역에서의 다양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운동, 숲 가꾸기, 자원재활용 운동, 자원순환운동 등. •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역화폐운동(LETS: Local •	
Exchange and Trade System) 

우리지역 제품사기 운동, 지역사회의 도구대여관 등 지역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	
지역문화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지역축제의 조직, 지역 토산물 전시장, 씨•	
앗은행 설립 등 

지역의 사정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걸맞은 대안교육운동의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와 이주결혼여성들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어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 및 지원활동,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 •	
다문화 가정 지원활동, 이주결혼자와 자녀들의 인권(특히, 사회적 시민권) 보호를 위한 활동, 소수자들의 문화와 •	
생활양식을 존중하고 지키는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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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Direction of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Korean Civil Society through Study 
on Overseas Experiences 

by Song Jin-Ho 
Senior Executive Director,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Co-chair, Korean NGO’s Network Against Global Poverty 

1. Seeking for the Possible Agendas for Global Citizenship 

From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a newly conceived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which was emerged 
with the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has been discussed mainly as the “expansion of rights as a citizen 
beyond national boundaries.”  From ethical perspective, like the other side of the same coin, civil responsi-
bility has expanded the horizon of our thought, as it was perceived as “the ethical responsibility for global 
neighbors beyond national boundaries.”  

At the same time, ethical responsibility for non-human creatures- such as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nature and ecosystem- has been added to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crossing the boundary of 
human-centered perspectives, as the topic of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been at 
the center of hum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n this respect, global citizen replaces world citizen.  What 
global civil society focuses on is global citizenship from ethic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global civil 
society feels the sense of obligation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s the ethically just (or right) way for a 
person- and a community- to live as a global citizen?” 

2. Case Study 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2-1. Current Situation of EGC in Western Context 

For the past several years, a number of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Europe an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been rethinking their goals and priorities of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For ex-
ample, Hawaii’s Department of Education has developed K-12 curricula supporting the various elements 
of global citizenship to “develop, foster and nurture the knowledge, skills, and values students will need 
to work effectively and collaboratively across cultural and linguistic boundaries to meet global challenges 
and to resolve shared global issues” (2003). In revising their mission statements, they have included global 
citizenship as a foundat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ir institutions. Their new mission statements 
emphasize that people live in an interdependent but unequal world and that education can help prepare 
students not only thrive in such a world but also remedy its inequities. From 1997 to 1999, a Global Citizen-
ship Project at the University of Aberdeen looked at ways courses on global citizenship might be promoted 
at university level (Dower, 2003). As a response to the September 11 attacks in the USA, the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launched a project called Shared Futures: Global Learning and So-
cial Responsibility. This project supports ten member institutions in their efforts to develop curriculum to 
foster student understanding of domestic and global issues and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s local and 
global citizens. 

In Canada, global citizenship as a concept was first embraced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Canadian Coun-
cil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CIC), 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and the 
World University Service of Canada (WUSC). In 2003 CIDA launched a Global Classroom Initiative that sup-
ports the development of school-based global education resources and activities. This program encour-
ages young Canadians to become “informed and involved global citizens.” In 2004, the Canadian Coun-
cil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iders “encouraging all sectors of Canadian society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part of its mandate. Instilling a sense of global citizenship in young Canadians and increasing 
internationalization are also an important part of WUSC’s mission (2004). 

2-2. Case Study; Elements & Curriculum of EGC 

2-2-1. EGC Curriculum of CIDA, Canada 

1)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in a Changing World  Perspectives and Classroom Practices 

Professional Learning Orientation: A Circle of Learners •	

What Is Citizenship? What Is Citizenship Education? •	

Classroom Practices •	

Impact of Global Developments •	

2) Exploring the Dimensions of Global Citizenship 

Connecting to the Global •	

Taking a Global Perspective (What is in Your Coffee?) •	

Images of a Global citizen: Building a Definition •	

3) Creating an Inclusive Classroom Climate with a Global Perspective 

History of your Name •	

Life Map •	

Every’s and Only’s •	

4) Examining Social Justice and Our Human Rights: 

Developing the Skills of Critical Inquiry •	

Children’s Rights as Human Rights, the UNDHR, and the UNCRC •	

Analyzing 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5) Investigating Public Issues of Global Importance 

Using “Academic Controversy” to Investigate “Does the world need an international body for resolv-•	
ing global issues?” 

Using “Complex Instruction “ to Investigate “The Politics of Food”•	

6) Connecting Moral Issues of Global Importance to Students’ Lives 

Deconstructing “Race” •	

World History of Racism in Minutes •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	

S e s s i o n 3   P u b l i c  A w a r e n e s s  a n d  C i v i c  E d u c a t i o n  f o r  O D A
P r e s e n t a t i o n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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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uilding Collaborative Partnerships for Enquiry and Engagement in Global Citizenship 

Organizing a Symposium •	

Civic Action Inquiry Project •	

Global Citizenship Lab: Testing the Limits •	

8) Getting Involved as a Global Citizen: Taking Action for a Change 

Human Rights: Myth or Reality? •	

Human Rights Violations: A Multi-Media Presentation •	

Taking Action Against Child Labor: Developing a School-Wide Initiative •	

9) Infusing Perspectives of Global Citizenship Through School-Wide Activities 

The Global Co-op Program and the Global Education School Certificate •	

Global Speaker/Global Career Days •	

School/Community/Global Partnerships •	

10) Assessing Student Learning and Global Citizenship 

Thinking about Assessment and Global Citizenship •	

Assessing for Student Success •	

Assessment Tools and Their Use •	

Performance (Authentic) Tasks •	

Rating Scales and Rubrics •	

Reflection •	

Tests and Portfolios •	

2-2-2. Introducing Global Citizenship -Essential Guidance and Resources for Secondary  Schools- by Mercy-
Corps & Scotdec, Scotland 

PART 1.

1. What is Global Citizenship? 

It is...

asking questions and developing thinking skills 

equipping young people with knowledge, skills and values to participate as active citizens 

acknowledging the complexity of global issues 

revealing the global as part of everyday life, whether in a small village or a large city 

understanding how we relate to the environment and to each other. 

 

It is not...

too difficult for young people to understand 

mostly or all about other places and people 

telling people what to think and do 

providing simple solutions to complex issues 

an extra subject to cram into a crowded timetable 

about raising money for charity. 

 

Key Elements of Global Citizenship

Values and attitudes

Sense of identity and self-esteem

Empathy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and equity

Value and respect for diversity

Concern for the environment and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Belief that people can make a difference

Skills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argue effectively

Ability to challenge injustice and inequalities

Respect for people and things

Co-oper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ocial justice and equality

Diversity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and conflict

 

2. Why Global Citizenship is Important /  and how it fulfills on requirements of A Curriculum 
for Excellence and cross-cutting themes

Cross cutting themes address the enduring issue of how best to enable young people to 
learn coherently about: 

Skills and understandings that transcend single subjects, and have relevance across •	
the  curriculum, and 

Issues and themes that don’t, on the face of it, fit neatly into traditional curricular •	
boundaries. 

 

A Curriculum for Excellence and Global Citizenship both recognize the indisputable fact 
that we now live in an interdependent global society. 

Global Citizenship incorporates key concepts of human rights, diversity, conflict resolution, 
social justice, interdepend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ntent and methodol-
ogy contribute to young people’s awareness of the role of values in public life, and sup-
ports the development of young people as effective contributors, successful learn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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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 individuals - all of which reflect the aims, purposes and principles of A Curriculum 
for Excellence. 

Elements of Global Citizenship can be introduced in early education then primary schools 
can build upon and extend this with more complex concepts being embedded in learning 
activities. An element of this is that pupils can be encouraged to take increasing responsibil-
ity for framing and organizing their work. 

However, the subject-based organization of the secondary curriculum, subject choice and 
the pressures of certification create particular challenges for secondary schools in securing 
an appropriate broad, progressive and relevant experience of the global dimension at this 
stage. 

Nevertheless the secondary curriculum abounds with contexts for developing the knowl-
edge, understanding, skills and values associated with Global Citizenship. 

Identifying and developing these highlight a number of priorities for secondary schools: 

The need for a whole school lead to highlight the school’s commitment to the values •	
of   global citizenship, through raising awareness of global issues and supporting ap-
propriate approaches to learning and teaching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ordination of global citizenship across the curriculum •	

The need to recognize, evaluate and develop within an overall plan existing good •	
practice in global citizenship 

The recognition of appropriate contributions to global citizenship by all sections of the •	
school community, including subject departments, learner support, senior manage-
ment, the school resource centre, extra curricular activity and parents. 

 

The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an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still too often 
conceived, designed and taught in fragmented pieces, with no real obligation, moral or 
administrative, to make connections across the fragments. Global Citizenship encourages 
and supports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to help overcome such challenges. 

The aims of Global Citizenship sit well with other educational priorities and have been 
shown to motivate young people and thus contribute to raising achievement. It ensures a 
broad and balanced curriculum and helps learners see connections across the curriculum 
and in the world at large. In doing this, Global Citizenship can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helping make sense of the connections between and among the subjects and courses 
of the curriculum.  

 

PART 2.

A mixture of online resources and books covering Art, Business Studies, Computing, Craft 
and Design, English and Drama, Geography, History, Home Economics, Math, Modern For-
eign Languages, Modern Studies, Music, Physical Education, 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Science 

 

1. ART

The Heart of West Africa: a practical and educational art and citizenship resource •	
(Global Education Derby)

Passion for Fashion - an exploration of the global fashion industry (RISC)•	

Child Art with Everyday Materials (Tara Publishing)•	

Puppets Unlimited (Tara Publishing)•	

Toys and Tales with Everyday Materials (Tara Publishing)•	

Mad About Art  (www.madaboutart.org)•	

Creative Exchange (www.creativeexchange.org)•	

2. BUSINESS EDUCATION

The Real Price of Cotton: a Teaching Resource for Business Studies, Economics and Citi-•	
zenship (NEAD)

Global Learner: Leisure and Tourism, Business, Health and Social Care (Christian Aid)•	

3. COMPUTING

The Computer Game: Explore the Working Conditions in a Mexican Computer Factory •	
(CAFOD)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 Handbook for Teachers of 11-16 years olds•	

4. CRAFT, DESIGN and TECHNOLOGY

Wall to Wall Design: a Sustainable Housing Pack for Key Stage 3 Design and Technol-•	
ogy (ITGD)

Out of  the Bin and into the Secondary Curriculum (Aylesbury Development Education •	
Centre)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5. ENGLISH and DRAMA

Once Upon a Conflict (Pax Christi)•	

Partners in Rights: Creative Activities Exploring Rights and Citizenship for 7-14 year •	
olds (Save the Children)

Time for Rights -Activities for Citizenship (UNICEF / Save the Children)•	

Nelson Mandela: Biography and Autobiography (www.oxfam.org.uk/education/re-•	
sources)

A Different Story: Literacy to Open up the World at key stage 2 (TIDE)•	

Just Acting (Christian Aid)•	

Global News (www.globalnews.org.uk)•	

6. GEOGRAPHY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 Handbook for Teachers of 11-16 year olds (Oxfam)•	

What is Development? -Teaching about Development Issues (TIDE)•	

This City Life Geography Pack (Leeds Development Education Center)•	

Young Lives, Global Goals (Save the Children)•	

Mapping Our World (Oxfam)•	

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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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History (Amnesty)•	

Working Children Worldwide (Save the Children)•	

When Rights are Left: History (Anti Slavery International)•	

Breaking the Silence (www.antislavery.org/breakingthesilence)•	

Understanding Slavery (www.understandingslavery.com)•	

8. HOME ECONOMICS

Food and Farming - Local and Global: Planning Ideas Growing Ideas (TIDE)•	

Discussing Global Issues: The Healthy Diet? Who Decides? (UNICEF)•	

Bananas and Cocoa Beans: a Basketful of Fair Trade Activities (RISC)•	

Food for Life Curriculum Pack (Soil Association)•	

9. MATHEMATICS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Mathematics (Amnesty International)•	

Photo Opportunities Maths: Photographs and Activities for the Primary Classroom (Ox-•	
fam)

Out of  the Bin and into the Secondary Curriculum (Aylesbury Development Education •	
Centre)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10. MODERN FOREIGN LANGUAGES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French (Amnesty)•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Spanish (Amnesty)•	

Development Challenge Interactive Resource  (World Bank; http://youthlink.world-•	
bank.org/4teachers)

Eye to Eye with Child labor (Save the Children; www.savethechildren.org.uk/eyetoeye)•	

Here, There and Everywhere (Derbyshire Advisory and Inspection Service)•	

11. MODERN STUDIES

Making Peace - Teaching about Conflict an Reconciliation (Oxfam)•	

Making Sense of World Conflicts (Oxfam)•	

Refugees: We Left Because We Had To (Refugee Council)•	

J8 Resources (www.j8summit.com)•	

12. MUSIC

Thursday’s Child Songbook: a Children’s Rights Musical (UNICEF)•	

Global Music (Oxfam)•	

13. PHYSICAL EDUCATION

Show Racism the Red Card (Study Notes)•	

Kick Start (CAFOD)•	

Win-Win Games for All Ages (New Society Publishers)•	

Parachute Games (Human Kinetics)•	

14.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Partners in Rights: Creative Activities Exploring Rights and Citizenship for 7-14 year •	
olds (Save the Children)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 Handbook for Teachers of 11-16 year olds (Oxfam)•	

Developing Rights (Oxfam)•	

15. SCIENCE

Global Perspectives in Science: Some Resources for Teaching Chemistry, Biology, Phys-•	
ics and Science

Climate Change - Local and Global: an Enquiry Approach (TIDE)•	

Waking Up - Using Plants to Investigate Sustainable Development at KS2 (TIDE)•	

Out of  the Bin and into the Secondary Curriculum (Aylesbury Development Education •	
Centre)

Scientific and Medical Discoveries that come from the Museum World •	
(www.1001innovations.com)

Energy Today (www.sciencemuseum.org.uk/exhibitions/energy/site/teachers.asp)•	

2-2-3. Some Other Cases on EGC 

(1) Joanne Price’s Get Global! 

Title Get Global! A skills-based approach to active global citizenship; Key Stages 3 & 4-

Author Joanne Price

Fund ActionAid, CAFOD, Christian Aid, Oxfam, Save the Children, DFID 

Composition INTRODUC-
TION

Get Global! process

The core themes of Get Global

Background to Get Global!

Get Global! and a whole-school approach

GET STARTED SECTION ONE Get Global Steps! ?

Step 1  Get asking questions! 

Step 2  Get an issue! 

Step 3  Get more information! 

Step 4  Get planning! 

Step 5  Get achieve! 

Step 6  Get thinking about it! 

SECTION TWO Get assessed! 

SECTION 
THREE

Get playing games! 

GET IN TOUCH

STEPS WORKSHEETS

ASSESSMENT & EVALUATION WORK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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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by the World Bank 

Title Beyond Economic Growth -An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uthor Tatyana P. Soubbotina
Fund The World Bank 

Composition 
1. What is Development? 

Goals and Means of Develop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	

2. Comparing Levels of Development
Gross Domestic Product and Gross National Product•	
Grouping Countries by Their Level of Development •	

3. World Population Growth 
4. Economic Growth Rates 
5. Income Inequality  

Cross-country Comparisons of Income Inequality •	
Lorenz Curves and Gini Indexes •	
Costs and Benefits of Income Inequality •	

6. Poverty and Hunger  
The Nature of Poverty •	
The Geography of Poverty •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 •	
The Challenge of Hunger •	

7. Education
Education and Human Capital •	
Primary Education and Literacy •	
Issues in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	

8. Health and Longevity 
Global Trends  •	
Population Age Structure  •	
The Burden of Infectious Disease  •	
Lifestyle Challenges •	

9. Industrialization and Post-industrialization  
Major Structural Shifts  •	
Knowledge Revolution  •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Sustainability •	

10. Urban Air Pollution  
Particulate Air Pollution  •	
Airborne Lead Pollution •	

11.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Finding the Right Mix 
The Dilemma of Public-Private Ownership •	
Is There a Trend toward Privatization? •	

12.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Migration 
Waves of Modern Globalization •	
Costs and Benefits of Free Trade  •	
Geography and Composition of Global Trade •	
International Migration •	

13. Globalization: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Aid  
Private Capital Flow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14. The Risk of Global Climate Change  
Whose Responsibility Is It?  •	
Will the North-South cooperation work? •	

15. Composite Indicators of Development  
“Development Diamonds”  •	
Human Development Index •	

16. Indicators of Development Sustainability  
Composition of National Wealth  •	
Accumulation of National Wealth As an Indica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	
Material Throughput and Environmental Space  •	
Social Capital and Public Officials’ Corruption •	

17. Development Goals and Strategie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The Role of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	
Difficult Choices •	

Glossary
Annex 1: Classification of Economies by Income and Region
Annex 2: Data Tables
Annex 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3) Difficult Questions, Different Answers; EGC through Playing Games 

The Chocolate Trade Game •	

The Paper bag Game •	

The Trading Game •	

Trading Trainers Game •	

(4) Whole-School Development and the Global Dimension / Global Citizenship 

Organization Project / Initiative Web-link 

African Initiatives Teachers’ Forum and Global 
Schools project

http://www.african-initiatives.
org.uk/ 

Cheshire DEC, DEP Manchester, 
NEAD

DEC Partners in Developing Citi-
zenship project

http://www.developingcitizen-
ship.org.uk/pubs.htm 

GGlobal Education Milton 
Keynes

Sustainable Schools project be-
gun in 2003, currently involving 
12 schools.

http://www.gemk.org.uk/page.
cfm?pageid=gemk -sustainabl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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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ampshire DEC includes project: Sustainable 
Schools Sustainable Futures - A 
Right for All

w w w.hampshiredec.org.uk /
education%20for%20sustain-
able%20development.htm

IDEAS Global Dimension Strategy and 
DE and Education for GC across 
Scotland and Making the Global 
Journey to Excellence- confer-
ence, June 2007

http://www.ideas-forum.org.uk/
schools.html 

Lanarkshire Global Education 
Centre

Global Schools Partnerships http://www.globaleyes.org.uk/ 

Lancashire GEC Beyond Citizenship project and 
publication Successful Global 
Awareness in Schools: Develop-
ing and consolidating the Global 
Dimension

http://www.lgec.org.uk/educa-
tion.html http://www.lgec.org.
uk/publications.html 

Leeds DEC, NEAD &GLADE Secondary school project Glob-
al Schools for  a Global Future 
and Global Schools UK Primary 
schools: Entitlement & Enrich-
ment

http://www.globalschools.org.
uk http://www.leedsdec.org.
uk/global_schools.htm http://
w w w. n e a d . o r g .u k /s c h o o ls /
globalschoolsuk

Liverpool World Centre Fair Trade Schools Project and 
Climate Conscious Schools

www.liverpoolworldcentre.org 

Montgomery DEC Whole School approach to Fair 
Trade

www.montgomerydec.org.uk 
montgomerydec@btconnect.
com 

One World Centre Dundee Whole School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http://www.oneworldcentre-
dundee.org.uk/schools/schools.
htm  

Oxfam, UNICEF,Save the Children Developing Citizenship http://www.developingcitizen-
ship.org.uk/ 

Pestalozzi International Develop-
ment Education Centre

including School Placements http://www.pestalozzi.org.uk/
PIDEC/PIDEC+Services.htm 

Rea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re

including Global Schools part-
nerships with 4 primary and 2 
secondary schools

http://www.risc.org.uk/educa-
tion/globalschools.htm 

Scottish Development Education 
Centre

A Global Approach pack (pri-
mary)

http://www.scotdec.org.uk/re-
sources/download/

TIDE~Centre Including Quality Global Learn-
ing

http://www.tidec.org/Tide~talk/
conferences/QGL%20conf%20
6-07/QGL%20conf%20report.
html 

UNICEF Rights Respecting School Award http://www.unicef.org.uk /tz/
teacher_support/rrs_award.asp 
http://www.unicef.org.uk/tz/re-
sources/assets/pdf/rrsa_power-
point0507.pdf 

World Education Centre (Bangor) including ESDGC school partner-
ships - Secondary and Primary, 
Working with Schools and Em-
bedding ESDGC in ITET courses

http://www.bangor.ac.uk/addys-
gbyd/eng/schools.html http://
www.bangor.ac.uk/addysgbyd/
eng/teachereducation.htm 

Yorkshire & Humber Global 
Schools Association

Global Schools Award http://www.yhgsa.org.uk/glob-
al_awards_guidelines.htm

3. Some Crucial Agendas to foster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1) Throughout lessons from overseas organizations’ experiences 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cluding DFID of UK, CIDA in Canada, UBC in Vancouver, USAID in the United States, and DEAR of Japan, we 
may identify the common key elements as follows; 

Understanding of Globalization and Global Interdependence•	

Cultural Diversity & Human Rights of Minorities •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Justice and Equity•	

Poverty and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Sustainability•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2) From the overseas experiences, the main crucial tasks for the education are to reflect it to the school life 
and curriculum, and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in the civil society as a lifelong education.

3) Task for Whole-School Development and the Global Dimension

The need to understand as whole school approaches on global dimension, not as a newly innovative •	
extra subject 

The importance of holistic perspectives on cross curricular approaches•	

Development of different education levels to best fit with specific age range•	

Not only developing the knowledge, understanding, skills, and values, but also action–oriented ac-•	
tivities to overcome the conceived and conceptual character of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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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sk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within civil society as lifelong education

The need to recognize as the re-education of citizenship •	

The need to re-interpret as an extension of the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	

5) Task to develop quality expertise and leadership for the education

6) Task to develop GCP (Global Citizenship Project) in every settings of educational institution

Overcoming current distorted notions of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Develop-•	
ing Global Leadership”

Global Learn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emphasiz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s both local and •	
global citizens  

4. Korea Civil Society’s Responses towards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Taking the wave of so called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its negative effects into consideration, we can 
identify some possible agendas for global citizenship as follows: 

1-1. Awareness Building for Self-consciousness as a Global Citizen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calls for a ‘new global spirit’ that will foster global-wide actions based on the 
acute acknowledgement of urgency of overall situations such as global warming crisis.  That is identical to 
“calling for global ethic.”  Global ethic is a universal ethic at global level including non-violence, respect for 
life, diversity and tolerance, peace, justice,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for unseen neighbors 
and future generation.  

So we define global citizen as the main body of actions for conceptualizing, expanding, and maturing 
global civil society, and propose systematic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diverse educational activi-
ties to foster it.  According to Joyce & Nicolson (1979),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covers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eace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and future 
education,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o provide comprehensive views to resolve divers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	
living together in the global village, 

To cultivate intellectual capacity to grasp tremendously complicated phenomena of global village as •	
realistically as possible, 

To promote pluralism that enables individual cultures to enrich each other while growing with cultural •	
identity, 

To raise global citizenship based on global perspectives through ethical empathy with geographically •	
distant and culturally different people, 

To grow a common belief that global problems facing today can be resolved by cooperative efforts •	
of global citizens. 

Following areas of education can be set in the large framework of education for global community.  

First, the education for ‘global consciousness’ that focuses on individ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pluralism and that expands public good not only within national boundaries but also 
beyond national boundaries -global public good-.  

Specifically,    

Education on globalization and planetarian sense of citizenship (Participatory, creative, and cultural) •	

To promote global sens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s key elements of global citizenship in the •	
era of globalization 

Education on sensibility for life (human education embodied with cultural sensibility and spirituality, •	
new sensitivity, personality and artistic sense)  

Education on the co-prosperity and co-existence •	

Second; education on pluralism design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iverse cultures and cultural 
diversity to seek for measures to overcome self-oriented extreme nationalism and to cultiva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Self-examination of closed and exclusive nature within our culture, implementation 
of programs to check our sense of exclusiv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and organizing various 
programs such as open dialogue with migrants residing in Korea, exploration of diverse cultures and field 
trips, media monitoring from foreigners’ perspectives, model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global food 
fair would be examples which we have been experienced.  

Third; programs promoting first-hand experiences and awareness of global realities, as experiencing is be-
lieved to be the best way to learn.  In case of Korea NGOs, they have conceived and implemented programs 
so called alternative tourism or responsible traveling including home stay program, IVS -international vol-
unteer service program- or ISL -international service learning- that enable young generations to first-hand 
experience and eyewitness poverty, environmental destruction, human violations, socio-cultural minority 
groups’ way of life at fields by setting up camps- such as “Work Camp” and/or “Peace Camp”- in historically 
and culturally diverse communities in Asia, including Myanmar, Cambodia, East Timor and Mongolia.          

Forth is experience education of deep self-examination teaching youths to think responsibly for the entire 
global village.  For this, they visit spiritual communities- such as Taize community in France and many Asian 
ashrams (meditation communities) and experience simple and spiritual life as well as deep self-examina-
tion.    

1-2. Advocacy Action Raising Global Issues on Justice and Equality  

This means a) assessing the impacts of economic policies implemented by trans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UN, World Bank, IMF, and WTO- on household economies of each country and 
their communities, b) participating in governance process, and c) taking criticism on policies and proposal 
of alternatives into action through building global civil action networks. At the same time, watchdog and 
monitoring on entire proces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leading neo-
liberalism can be another major task of the advocacy.  Clean Cloth Campaign in Europe is another good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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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t the national level, actions can be taken to monitor the government’s ODA policies for under-de-
veloped countries and to make alternative proposals, while keep an eye on business activities of Korea’s 
multi-national companies in less-developed countries and demand for corrections, if necessary. 

1-3. Creation and Expansion of Systems and Network for Alternative Economic Activities 

This is to create alternative economic systems through building an global civil network such actions as 
Fair Trade and Ethical Consumption Campaign, Sustainable Tourism and Responsible Traveling, Local Food 
Campaign and Slow Food Campaign, and LETS -Local Exchange and Trade System-, in response to negative 
impacts of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accompanying worldwide economic bi-polarization.  

1-4. Think Globally, Act Locally 

As the slogan ‘Think Globally, Act Locally’ states, this involves organizing diverse actions in local communi-
ties where CSOs has taken roots with direction of strengthening global public goods and global sustain-
ability.  In other words, examples of local actions that can be adapted in the realization of global public 
goods and sustainability are as follows; 

Life co-op to preserve soil and local agriculture,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as an advanced •	
output of urban-rural exchange campaign, and local food campaign, 

A variety of local actions for environmental and ecosystem preservation such as community forest •	
campaign, reusing & recycling campaign and so on, 

“Local Exchange and Trade System,” also known as LETS system, to prevent outflow of local resources •	
while reinforcing sense of community, 

Activities focusing on strengthening local economies, such as “Buy Local” movement and establish-•	
ment of local tool rental centers, 

Programs to preserve and develop identity and diversity of local cultures including organization of •	
local festivals as well as establishment of local products showcase and Seed Bank, 

Alternative schooling activities to incorporate different local context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	

In addition, in Korean society that experiences multi-cultural society with rapid influx of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the following programs can be adapted 

Legal Consultation and support activities for immigrants and action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	

Support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io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of foreign spouses •	
and children (especially, social citizenship), and various activities to build a multi-cultural society re-
specting minority people’s culture and wa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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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법 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 제언
 

손혁상 

경희대학교 교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1. ODA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한국은 국제 원조 사회에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emerging donor country)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대외 원조 공여에 힘입어 전후 빈곤 사회에서 탈피하여 세계 경제 규모 상

위그룹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공여국과 달리 개도국으로부터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원조규모, 원조의 질과 내용, 집행기구, 평가분야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OECD 개

발원조위원회(이하 DCA) 회원국의 2008년 GNI대비 ODA 평균비율이  0.30%인데 비해 우리는 3분의 1 수준인 0.09%

에 그치고 있다.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협의 및 조정이 미흡함에 따

라 수원국에 대한 무상과 유상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됨으로써 원조의 성과가 낮다. 또한 무

상원조의 경우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해외원조 집행부서 (복지부, 농림부, 문광부, 정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체)로 분절화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 되고 있지 않고, 공유된 원칙과 투명한 선정절차가 무시됨으로 해서 많은 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원조의 질을 보여주는 유무상원조 비율, 원조구속성 비율 등도 선진국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중점지원국 선정의 일관성 부재, 수원국지원전략(CAS)과 체계적 평가시스템 미비, 민관협력파트너십 

부족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2010년 DAC가입과 함께 우리 정부의 ODA규모 확대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과 정책에 조응하는 ODA기본법 

제정노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ODA법체계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국제금융기구가입조

치법, 정보격차해소법 등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국제원조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을 통해 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3개 DCA회원국 중에 이미 영국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ODA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중 미

국과 스위스 등 7개국이 헌장이나 정책문서(Policy statement)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 독일과 나머지 11개국은 기본

법 제정 없이 정책문서를 채택하여 ODA기본정신과 목적 등 주요 정책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DAC회

원국이 ODA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이 공여정책의 역사가 짧고 정부 내 정책적 합의와 일관성이 문

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외원조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정을 통해 ODA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제정이 필요

하다고 본다. 

표1. DAC회원국 ODA관련 입법 유형

입법 유형 해당 국가

ODA기본법과 정책문서 영국, 스위스, 덴마크, 미국,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ODA기본법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태리, 오스트리아, 그리스

정책문서 독일, 핀란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17대 국회 회기 중 김부겸의원, 권영길의원, 우제창의원이 각각 대외원조기본법안을 발의한바 

있었다. 김부겸안은 위원회 심사까지 거쳤으나, 결국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발의되는 ODA기본법의 제안 경위의 논의를 차치해 두더라도, 어떻든 17대 국회에 이어 ODA기본법에 관한 논의가 국

회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ODA를 접근하는 관점의 미흡함이나 원조집행기관의 분절성 

등 문제점도 여전히 노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발표문을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항목별 검토

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ODA 기본법 제정을 위해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법안 내용에 대한 항목별 검토

 

(1) 법안 명칭

현재까지 발의된 다섯 개 법안은 명칭은 ‘공적개발’ ‘대외원조’ ‘국제개발협력’ ‘대외개발협력’ 등을 명칭

에 담고 있다. 우선 ‘대외원조’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크게 개도국 대상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원조로 나뉜다.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대북원조는 민족 간 거래로 간주하여 ODA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직접적인 수혜관계를 드러내기 때

문에 DAC회원국들 중에 오직 미국만이 대외원조를 법률명<Foreign Assistance Act(1961)>에 사용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경우는 캐나다가 유일하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2008)에서 사용하

고 있는데, 이는 ‘원조’의 수혜성을 강조하게 되는 점과 더불어 ODA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기관간의 재

원흐름(resource flow)으로 한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ODA 분야에서 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반영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기관의 다양

한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내용이 담긴다면 국제개발협력이 더 적합해 보인다. 또한 협력의 용어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대등한 관계 및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ODA 관련법을 가지고 있는 DAC 회원국 중 반 이상이 개

발협력을 법률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수혜관계를 나타내는 

원조보다는 상호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국제개발협력’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기본정신, 목표 및 원칙

ODA는 OECD DAC의 정의에 따르면, ‘ODA 수혜국으로 DAC 목록에 기입된 국가/지역에 투입되는 자금을 말하며 

이는 국가, 지방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제공한다. 공적개발원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복지 발전을 

원 탁 토 론  주 제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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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ODA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일 뿐이다. DAC회원국들은 법과 정책문서를 통해 ODA의 목적을 대부분 ‘전 

세계적인 빈곤감소, 세계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DAC 회원국 중 질적인 측면에

서, 양적인 측면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덴마크의 경우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개도국 정

부 및 공공기관의 경제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력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사회적 

진보와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이 경제 및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

화적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연대를 증진해야 함을 명시1’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는 

개도국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인권 실현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DAC 가입 

회원국들 대부분이 ODA 기본 목적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복리 증진에 두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2 

일본만이 예외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번영을 확보한다는 다소 동떨어지며 이기적

인 목적을 명기하고 있다. 캐나다도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자국의 국익신장을 목표로 밝히

고 있다. 

원조 목적과 관련하여 국익에 대한 규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민감한 문제이다. 국익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가

능한데, 전통적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 확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생존(physical survival), 자율성(autonomy), 경제적 복리(economic well-being)3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최

근에는 집단적 자긍심(collective self-esteem)까지 국익개념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4. 여기서 집단적 자긍심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거나 위상이 높아짐으로서 가지게 되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좋은 감정을 말한다. 

해외원조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에 실시한 대

외원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5를 살펴보면, 개도국의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여론이 62.3%로 34.2% 반대 여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국제적 이미지나 국가위상 제고’가 23.6%,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

치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28.9%,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은 것

을 보답’는 차원의 대답이 27.7%였다. 이에 반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이라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18.6%

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국민들도 생존, 경제적 복리, 집단적 자긍심과 관련된 국익 차원에서 대외원조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평화와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국가위상 제고는 

집단적 자긍심의 국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원조수혜에 대한 보답에 관한 응답 역시 간접적이지만 우리자신

에 대한 존중차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단기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대외원조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 찬성 응답자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외로 적은 숫자인데 일부가 가지는 여론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

적 차원에서 국민들과 대화하여 대외원조가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국익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최철영, 2005,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민주법학』

2 참여연대. 2008. 『2008 ODA 정책보고서: ODA 목적과 원조체계』.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pp.7-8

3 Alexander George and Robert Keohane. 1980.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s: Uses and Limitations,” in George, 
Presidential Decisionmaking in Foreign Policy, Boulder: Westview, pp.217-238
4 Alexander Wendt. 2000,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33-8 여기서 집단적 자

긍심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존경심이나 높은 위상을 받음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말한다.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공적개발원조(ODA) 개선방안』대외정책연구원

현재 무상원조를 규율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목적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으

며, 유상원조를 규율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급법은 EDCF의 목적을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부겸, 배영식안이 제시하고 있는(경제적)호혜협력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원조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도국에 제공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호혜성을 단기적인 정치, 경제적 이익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인도주의에 기

반을 둔 원조이념과 대치될 수 있다. 송민순, 진영안은 모두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참여 확대를 목표에 포함

시키고 있는데, ODA의 목표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정신과 목표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도주의와 지속가능개발의 실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보편

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이 외에도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의 목표 

이행> <대상국의 주인의식 존중 및 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의 사업진행 원칙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

가 있다. 

(3) 원조집행 책임기관

효율적 원조를 위한 DAC 회원국의 원조체계와 조직 구성의 개선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

무부 산하에 USAID의 업무를 두어 실시체계의 일원화를 유지하며 ODA 규모를 확대하고 체제 개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과 원조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ODA 증가정책을 채택하고 2003년 ODA 

헌장을 개정, 2008년 10월에는 JICA와 JBIC를 통합하는 외무성 기구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본의 ODA 개혁의 

효과는 한국정부의 정책변화에 적절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평가된다. 

캐나다 역시 2002년 기존의 원조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원조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수립하여 기존의 단위 프로

젝트를 탈피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2000년과 1998년에 관련부

처 정책을 조정하는 조정기구를 두고 원조수행 기구를 개편하여 국제적 권고에 부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정책

조정을 전담하는 경제협력부를 통하여, 프랑스와 일본은 관계부처 장관의 정례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원조정책을 조

율하고 있다. 

한편 원조전담부서를 두는 경우는 호주, 캐나다, 영국과 같이 외교부와 독립적으로 설치된 사례와 네덜란드, 아일랜

드,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이 외교부 내 관할인 사례로 나눠지는데, 대체로 경험이 풍부한 ODA 전문가의 외부인력 

강화가 보장된 독립적 전담기구의 활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공

여국들이 효과적인 원조수행을 위한 단일한 ODA 추진체계(정책�집행기관의 일원화) 또는 통합조정체계(단일 총괄

기관 지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반해 한국의 ODA는 크게 무상과 유상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운영된다. 외교통상부가 관리하는 

무상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가, 유상사업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 이외 30여개 

6 입법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과거 외교통상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법안들에서 표현된 이러한 적극적인 가치 항목을 참고해 

볼 만 하다. 2003년에 마련된 국제개발협력법(안)에서는 ‘보건ㆍ의료여건 개선 및 성평등 구현에 기여’가 제시되었고, 2005년에 마련된 대외무

상원조기본법(안)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발전 지원’, ‘민주주의, 인권 및 인도주의 실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가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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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제각각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조정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처럼 분산된 ODA집행체계는 담당부처별 업무조정력과 연계성을 떨어뜨려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 등 ODA의 효율

성을 저하시키며 일관성 있는 ODA정책 구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7.

표2. DAC회원국 원조집행체계 유형8

외교부 통합형 해당 국가

외교부형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진행중), 네덜란

드, 노르웨이

특별부처형 영국(국제개발부)

외교부 산하 원조기관형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2개), 미국(다수)

정책일관성을 위한 원조기관 관리형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칼, 스웨덴

타 부처 분산형 해당 국가

특별부처-다수원조기관 독일(경제협력개발부)

유상원조 별개 부처 프랑스, 일본, 스페인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기관별 ODA실적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KOICA)와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외에도 24

개의 정부부처와 7개의 지방자치단체 등 총 31개 기관이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 기준, 표

2) 이들 정부부처의 예산은 연간 7천7백만달러로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

체 ODA 예산의 11%가 넘는 규모이다. 앞으로 2010년 OECD DAC의 가입을 앞두고 원조규모를 늘려가는 한국의 상

황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ODA사업이 외교통상부, 기획재정

부의 유무상사업과 업무조정이나 정책협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뚜렷한 원조 목적이나 규범

에 입각한 원조정책 하에 일관된 ODA가 실시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3. 기관별 2007년 ODA 지원실적(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기관명 양자간 다자간 ODA 합계 (%)

과학기술부 등 부처(24개) 43.55 30.11 73.66 (11%)

서울시 등 지자체(7개) 3.88 -  3.88 (0.5%)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271.36 38.72 310.08 (46.1%)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143.31 140.85 284.16 (42.3%)

총계 462.1 209.68 671.78 (100%)

ODA기관별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보 공개한 자료를 재구성, 2008.5. 

2008년 참여연대는 총 54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ODA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중 ODA 관련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기관은 24개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의 기관별 ODA 실적 자료와 교차 확인한 결과 이중 

7 참여연대(2008) pp.5-6

8 OECD,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이태주교수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회의 책무와 ODA 기본

법’ 2008 재구성

7개 기관9이 ODA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몰랐거나 그 원인과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ODA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의 수치가 불일치하는 기관

도 상당수이다. 단위표기가 원화 혹은 달러로 통일적이지 않고 지속사업의 경우 한해의 예산이 얼마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단순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은 해당기관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이를 관리하고 통할하지 못하는 현행 집행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0. 

다자협력의 경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위가 부재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

구에 대한 출자출연을 포함한 제반 업무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유엔 관련한 분담금은 외교통

상부가 관할하고 있는 반면, 각 공공기관들은 관련된 국제기구별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2006년까

지는 외교부가 금융부분을 제외한 다자협력부분을 총괄했었으나 지금은 그것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무상원조의 

이원적, 분절적 원조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은 어떠한 입법논의도 성과를 거둘기 어려울 것이다. 

 

송민순안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KOICA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한 원조집행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통합된 원조개념

과 일관된 방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영,김부겸, 이미경안은 현재의 시행체계와 유사하게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장관 책임 하에 KOICA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책임 하에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자기구 지원을 국제적 흐름에 맞게 유상(국제기구출자/차관)과 무상(국제

기구분담금/출연)으로 구분하여 무상 다자원조는 외교부가 유상 다자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배영식안은 유무상원조의 이원화를 인정하면서, 다자원조 중 국제개발금융기구는 기재부가 총괄하고 유엔 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는 외교부가 총괄하도록 한다.  김부겸, 이미경안의 경우 자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원조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 정부행정체계 개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외교부산하에 원조를 총괄하는 ‘(가칭)대외원조청’을 두거나 

외교통상부 중심의 집행체계 수립이 원조집행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을 제시한 송민순안은 현재의 분절화된 원조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조정문제, 조직의 통합 방

안, 전문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ODA 기본

전략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조위원회의 역할을 미미하게 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장관

의 권한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유무상원조집행기관의 이원적 총괄구조를 지지하는 나머지 네 법안 또한 현재 유무상간, 다양한 원조집행기관간의 정

책일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제도적으로 승인해서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ODA관련법 제

정 시점과 현실적 고려 때문에 다자원조를 포함한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총괄하는 것을 한시적으

로 허용하더라도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할 독립부처가 생길 때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유무상원조를 일관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4) 정책조정기구: (가칭)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9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가청렴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라남도, 통계청

10 참여연대 (2008). p.11



154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155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08년 우리나라 원조에 관한 특별검토(special review)에서 우리원조의 분산화 � 파편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발협력의 목적�정책 � 전략을 총괄하는 단일한 조직 구성을 권고하였다. 분산된 집행체

계를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기획조정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범한 것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다. 국제개발협력위

원회는 2005년 11월 정부의 <대외원조 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유 � 무상원조 정책을 통합해 총괄심의하기 위한 목

적 하에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심의와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ODA실적 평가를 담당하기 위한 취지에

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었다.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각 정부부처 장관과 

KOICA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지원을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

도록 했다. 이로써 부분적이나마 분산된 한국의 ODA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총괄적인 정책수립과 업무조율을 할 수 있

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살펴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 후 지금까지 단지 몇 차

례 회의가 소집되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계획안의 수립과 심의, 실적평가,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국제

개발협력위원회의 폐지가 거론되는 등 그나마 활동조차 지연되었다. 현재 실질적인 심의�조정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발의된 다섯 법안 모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미경안은 더 나아가 이 

위원회에 의결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먼저 송민순안의 경우 위원회의 소속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장

관에게 ODA 정책결정 기능을 집중시켜 위원회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의 정책조정 등이 필요한 ODA 관련 업무의 특성상 원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조위원회에 주요 계획의 심의 및 최종 결정권한을 포함한 실질적인 ODA 

정책결정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위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원조위원회에 정책결정 권한이 부여되

어야만 ODA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영의원 등 나머지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원조위원회가 ODA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송민순안과 대

비된다. 다만, 진영안은 원조위원회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

다. 다른 네 법안은 다소차이가 있으나 민간전문가의 원조위원회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는데, 진영 

안은 이들에 비하여 상당히 후퇴한 태도로 보인다. 원조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는 ODA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에도 진영 안이 이를 간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위원회가 심의�조

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원조시행계획 책임기관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시행계획은 개별기관이 수립하고, 책임기관이 

이를 총괄�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기재부는 시행계획은 개별기관이 수립하고, 총괄기관은 이를 단순 취합(종

합)하여, 원조위원회가 심의�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절화된 우리 원조를 최소한 무상원조 분야에서만이라도 외

교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편 수긍할 수 있으나, 원조위원회가 중장기 기본계획만 심의하고 시행계획을 심의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유무상간의 정책일관성문제를 여전히 풀어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가 유무상원조 시행

계획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 위원회의 간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통상부장관이 간사위원을 맡고, 위원회 부의

안건에 관하여 사전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30여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원조체계를 원활하

게 조정하고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5) 원조 대상국가 

 

배영식안을 제외한 나머지 네 법안 모두 개발도상국의 범위를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선정과정상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배의원안의 경우 대외원조위원회 심의를 거

쳐 국무총리가 개발도상국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원대상을 부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

는 부작용의 가능성 있다.

송민순안과 진영안은 나아가 개발도상국 중에서 다시 협력대상국과 중점협력대상국을 정하여 원조범위와 우선순위

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는 GNP, 경제 및 사회발전단계, 산업구조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하고 있다. 중점협력대상국과 관련하여서는 송민순안이 UN 최빈국 중심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진영 안은 일정한 기준 없이 각 책임기관이 이를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과정상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넓게 두고 있다. 정치적 고려나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안이 추구하는 

원칙을 반영한 대상선정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무상 책임기관에서 각각 다른 중점협력대상

국을 선정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과 국가별 중기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개발경험의 전수

 

개발경험 전수사업은 ‘한국형 대외원조모델’과 연계되어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은 공개적으로 명시되지 않도록 권

고해 왔다. 왜냐하면 ‘개발경험과 지식의 전수’를 ODA의 내용으로 전면에 내세울 경우 우리의 ODA가 현지의 특

수성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 분야보다 우리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는데 치중해서 ODA의 본질적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뿐 아니라 이미 대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이 ODA의 목표로 제시

된 마당에 굳이 이를 반복할 필요도 없다.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외교부 산하 KOICA가 무상 기술협력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타 부처에서도 별도 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2004년 이후 KDI를 통해 경제개발분야에 초점을 둔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KSP)>를 별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부처�기관간 통합된 ‘개발경험 공유활성화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실적은 미비한 상태이다. 

개발경험 전수 사업은 무상원조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중복 및 혼선이 야기되는 사례이다. 사업의 목적, 분야 및 대상

국이 대부분 KOICA 무상원조사업과 유사하고 무상원조의 국별지원전략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수원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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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KOICA의 기상예보, 국제통상, 관세행정지원사업이 KSP의 

기상조기경보시스템, 수출, 관세행정개선 사업과 중복되어 시행되었다. 이외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알

제리에서도 중복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송민순, 진영안은 개발경험 전수 사업은 무상원조 총괄기관이 총괄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배영식안은 기획재정부

가 전문관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농촌�도시개발, 과학기술, 인력개발 등 개도국 국가발전에 필요한 광범위

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 공동참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무상원조 총괄기관

의 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재부의 경우 기존 ‘KSP 사업’의 성과 및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전

략,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분야를 분담해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업

무분장은 시행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7) 평가 

 

평가의 경우 다섯 법안 모두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예전에 제출된 법안에 비하여 가장 크게 퇴보한 부분으로 평가된

다. 예산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의 적정성 확보는 ODA 기본법안이 규정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평가

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송민순안은 외교통상부장관, 배영식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주관하여 원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영, 김부겸, 이미경안은 국무총리가 평가를 주관하며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세칙

이 마련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1991년 DAC이 채택한 투명하고 공정한 원조평가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기존의 평가나 발의된 법안의 평가방

식을 보면 모두 내부평가방식으로 외부평가에 비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결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체계적인 피드백을 거쳐 중장기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2. 

 

(8) 국회 보고 의무

공적개발원조는 정부 예산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된다. 이는 국민이 공적개발원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고,  반대로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당 장관에게 원조의 

중장기 계획과 기본 전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ODA에 대한 국회의 평가 및 감시 기능을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를 국민에게 성실하게 공개해서 시민사회에서 ODA 집행에 대한 감시와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는 <국제금융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1년 이후 작년까지 58억불 이상 (올해 계획 포함 시 

11 장현식⋅아더 엠. 펠⋅마이클 레어드. 2007. 『OECD/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관리체계 비교』정책연구 2007-6-141. KOICA. 

pp.177-89

12 김혜경. 2008.  “한국 ODA 선진화를 위한 제언: ODA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 ODA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ODA 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송민순의원실, 국회 한국외교와 동북아 평화연구회 

66억불 이상)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예산이 아닌 한은의 외화보유고 등을 이용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였

다. 이와 관련해서 송민순, 이미경안은 ODA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8

조는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 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맞게 <국제금융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가에 중요한 재정적 부담

을 지우는 출연�출자는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하되,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ODA기본법에 관련조항 반영이 필요하다. 

 

(9) 민간해외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1990년대 이후 민간영역의 국제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오고 있으나 민간해외원조단체들을 통한 ODA 사용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발의된 다섯 법안 모두 민간해외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하는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OECD DAC 국가의 평균인 전체 ODA 예산의 5% 정도

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10) 재외공관의 역할

 

송민순의원, 진영의원, 이미경안은 재외공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원조사업을 발굴, 계획,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서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국별원조전략을 수립

할 때 재외공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고,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결과가 유무상 원조책임기관에 전달되어 정책결정과 실

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영안의 21조(재외공관의 역할)은 존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재외공관의 자의

적인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제안 요약

조항 제안 내용

법안 명칭 국제개발협력법

기본정신, 목표 및 원칙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도주의와 지속가능개발 실현,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원조집행 책임기관

1.(가칭)대외원조청 신설 

2. ①양자:무상 외교부, 유상 기재부  

    ②다자:무상(분담금,출연)외교부, 

    유상(출자,차관)기재부 

정책조정기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외교부장관(간사)

원조 대상국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 /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개발경험의 전수 외교부: 무상원조 사업 총괄 / 기재부: 거시경제분야 유상원조 총괄

평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소속 평가위원회 구성

국회 보고 의무 원조사업 국회보고 의무화 / 정부예산이외의 출연�출자는 국회동의 의무

민간해외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전체 ODA규모의 5% 명시

재외공관의 역할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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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ODA정책보고서 : 
ODA 목적과 원조체계
2008. 10. 6 참여연대

1. 정책보고서를 펴내며 

2005년 9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ODA1감시팀을 만들고 대외원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당시의 최대 

관심사는 ODA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감시활동의 전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ODA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였다. 국민들 대부분이 ODA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정부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지

원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국민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3년이 지난 지금은 ODA

에 관한 논의들이 여기저기에서 한창이다. ODA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각 당 의원들도 ODA에 관한 법률

안을 제안하고 있다.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송민순, 진영 의원이 대표하여 약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으

로 각각 ‘대외원조기본법’과 ‘공적개발원조기본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ODA국을 설치해 대외원

조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서 ODA의 개선방향

과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극소수 국가 중의 하나로써 선진화된 원조정책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대

외원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위 선진 원조공여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제도적 기반을 쌓고 있

는 것이다. 2010년 가입을 목표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입 이래 12년간 가입을 미루어왔던 개발원

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신청이 대표적인 예이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리 없고, 정부가 잘 알아서 지원하면 되는데, 왜 시민단체가 나서서 ODA 감

시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지원에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법률적 차원

의 근거 역시 필요하다. 2008년 1조 이상 계획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ODA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사용 내

용은 적절한 것인지, 혹여 지원을 하고도 오히려 나쁜 평가를 받는 상황은 없는지 등의 문제는 개개의 시민 또는 시민

단체의 당연한 감시와 참여대상이 된다. 

실제로 한국의 ODA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공적개발원조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목적

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본 보고서는 ‘대외원조’, ‘국제개발협

력’, ‘공적개발원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다. 우선 기여외교의 수단으로 강조되는 바와 같이 대외원조 철학의 부재, DAC회원국의 평균 ODA/GNI 비율 0.28%

에 턱없이 낮은 0.07% 수준의 ODA 예산, 파편화되어 있는 원조 시행 기구, 지원의 우선 순서와 원칙이 없는 중복 집

행의 양상, 원조 효과성 평가체제 미비 등 원조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내부 성찰도 전제돼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판단되는 ‘원조 목적’과 ‘ODA 집행체계’에 

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한다2.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

년간의 각 정부기관의 ODA현황에 대해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각 부처의 ODA 집행 실상을 

접하면서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지적하였던 ODA 규범의 부재, 목적의 상실과 원조 집행체계의 문제

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본 보고서를 통해 소개한 사례는 전체 ODA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가 보다 책임있

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은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선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일별하고, 3장에서는 원조목적 부합성과 다

원화된 원조체계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갈 것이다. 이후 4장에서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의 입장에서 이들 문제

를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참여

연대의 의견서를 덧붙인다.

2. ODA 국제동향과 시사점

ODA는 역사적으로 식민지국가의 해외영토에서의 개발활동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주도하의 경제협력 

프로그램과 미국의 마샬플랜, 사회주의 국가 간의 원조활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협력의 의제가 인권과 환경, 젠더, 빈곤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ODA의 개념과 목적도 변화 발전

하게 된다. 특히 UN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가 채택되면서 빈곤의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로 국

제개발협력의 최대이슈가 되었다. 최근에는 빈곤과 개발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빈곤과 개발, 인권 그리고 평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들이 시도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대상황을 반영하면서 DAC 회원국들도 ODA의 목적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실현이나 빈국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규범 안

에서 그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접근법에 있어서도 수원국의 민주적 자력화,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 ODA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2000년 UN에서 MDGs가 발표된 이래 국제사회는 OECD DAC을 중심으로 일련의 회의를 가지면서 국제개발협력 분

야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ODA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원조배분의 효율성 증가를 위한 논의, 개

발파트너십 개혁을 위한 원조시스템과 개선권고 등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포괄한다. 그 의제들은 원조 피로와 공여국

의 책임성, 수원국의 능동적 참여를 고르게 고양시키고, 공여국들이 수출이나 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의 목적

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경향을 지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원조의 효율성을 높

2 ODA규모확대, 효과성 제고, 국민적 참여확대, 유무상 비율조정, 평가제도 확립 등의 다른 주요 이슈는 차기 정책보고서에서 다루

어 질 예정이다. 

A N N E X   참 여 연 대  정 책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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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는 개발원조 사업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원조 공여국 및 수원

국 모두의 강화된 파트너십과 상호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와 공여국간의 원조 일

치(Alignment), 공여자간의 원조 조화(Harmonization)를 필요로 한다.

원조효과에 대한 논의는 UN과 OECD를 축으로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UN은 2002년 몬테레이회의(개

발 재원마련을 위한 국제회의)를 통해 공여국들의 개발재원확충에 대한 촉구와 무역발전 등 수원국의 발전을 촉진하

는 방안과 동시에 수원국의 책임 및 개발에 대한 원조 조화를 위해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ach)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UN은 워싱턴과 말라케시에서 개발협력 성과관리를 위한 국제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이와 동시에 OECD DAC은 1991년 개발원조 평가의 원칙을 발표하고 1996년 21세기를 위한 개발전략을 논의하여 결과

중심 사업관리(RBM)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DAC을 중심으로 ODA의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02

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다. 제시된 6개 방안은, ① 원조국간 협력체제 ② 수원국에 대한 분석과 사업 및 프로그램 ③ 

공적 재무처리 과정에서 성과 측정 ④ 보고 및 감독 ⑤ 재무보고 및 회계 감사 ⑥ 위임된 원조체제에 대해 기본원칙이

다. 마침내 2005년 3월 고위급포럼에서는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파리선언을 채택하고 5대 과제 12개 지표를 제시한

다. 각국의 개발협력기구들은 DAC의 원칙과 권고를 수용하여 나라별 개발협력 수행체계와 전략을 정비하기 시작하

였다.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전략과의 조응, 공여국간의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화, 

개발결과 지향, 공동 책임의 5개 원칙은 각국이 빈곤퇴치 전략보고서를 통해 상호 비교되며 효율적 수행을 위한 법제 

및 수행체제를 개혁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20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포럼’은 파리선언 이후 3년의 평가와 실천과제

를 담은 ‘아크라 행동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AAA)’를 채택했다. AAA의 주요 내용은 수원국의 국가리더

십 강화, 인적자원과 제도,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수원국이 설정한 개발목표에 맞추어 ODA를 제공하는 등 수원국이 

ODA의 우선적인 이행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공여국은 지속적인 원조계획으로 수원국의 ODA의 예측성 제고

와 비구속성 원조의 축소, 원조의 성과를 위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파리선언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원칙들

을 재확인하고 공여국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제시한 AAA는 향후 국제사회의 원조정책을 좌우할 가이

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국제동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일련의 ODA 관련 국제사회의 합의 결과는 한국뿐 아니라 소위 원조선진국이라 불리는 DAC회원국 간에도 원조정책 

수립과 수행에서 굴곡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글에서는 대외원조정책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규율하는 시스템 및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한 DAC 회원국의 사례를 통해 신흥공여국으로서 ODA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OECD DAC의 회원국 대부분은 대외원조정책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미국, 덴마크,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대외원조법을 제정한 국가가 11개국, 대외원조 관련 헌장(charter) 또는 정책교

서(policy statement)와 같은 정책문서를 채택한 국가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을 포함해 20개국에 이른다. 

이들 나라들은 법과 정책문서를 통해 ODA의 목적을 대부분 ‘전 세계적인 빈곤감소, 세계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만이 예외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번영을 확

보한다’는 다소 동떨어지며 이기적인 목적을 명기하고 있다. 이밖에 ‘수원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이 보장되

어야한다’는 수단적 측면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18대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을 보면 ‘개도

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 원조를 위한 회원국의 원조체계와 조직 구성의 개선에 관한 국제적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무부 

산하에 USAID의 업무를 두어 실시체계의 일원화를 유지하며 ODA 규모를 확대하고 체제 개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과 원조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ODA 증가정책을 채택하고 2003년 ODA 헌장

을 개정, 2006년에 이르러 JICA와 JBIC를 통합하는 외무성 기구의 개혁을 단행했다. 2008년 10월부터 발효되는 일본

의 ODA 개혁의 효과는 한국정부의 정책변화에 적절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평가된다. 

캐나다 역시 2002년 기존의 원조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원조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수립하여 기존의 단위 프로

젝트를 탈피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2000년과 1998년에 관련부

처 정책을 조정하는 조정기구를 두고 원조수행 기구를 개편하여 국제적 권고에 부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정책

조정을 전담하는 경제협력부를 통하여, 프랑스와 일본은 관계부처 장관의 정례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원조정책을 조

율하고 있다. 

이렇듯 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공여국들이 효과적인 원조수행을 위한 정책조율과 조정을 위해 경주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원조전담부서를 두는 경우는 호주, 캐나다, 영국과 같이 외교부와 독립적으로 설치된 사례

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이 외교부 내 관할인 사례로 나눠지는데, 대체로 경험이 풍부한 ODA 

전문가의 외부인력 강화가 보장된 독립적 전담기구의 활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외원조정책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국제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ODA목적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빈곤감소를 최우선의 가치로 동의하는 원조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중심으로 65% 가량의 높은 차관비율을 보이는 국가들의 유상원조 비율은 축소되는 것이 원조흐름에 부합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는 2001년 DAC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미 권고한 내용으로 비구속성 원조에 대

한 DAC 평균이 90.6%, 아일랜드와 영국은 100%를 실천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상사업의 비중이 높고, 상위 4대 기업

에 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공사 수주가 집중되고 있는 한국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DA규모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도 주요의제이다. GNI대비 원조 예산 0.7%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예산확충을 촉구하

며 2005년 제프리 삭스는 유엔의 개발 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원조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 역시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재원을 보다 많이 늘릴 것

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이다. 

원조배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점 지원국 및 중점 지원분야 선정 등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지원방안 마련과 중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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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을 피하기 위한 공여국간의 조율회의도 열리고 있다. 그러나 DAC 회원국의 원조는 2003년과 2004년 사이 이라크, 

콩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5개 나라에 집중되고 있어 여전히 최빈국에 대한 빈곤퇴치보다 전략적 지원국 선정이 

선호되어 특정국(자원부국)에 ODA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상위 10개국에서 최빈국이 차지

하는 비율이 적고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 전략국가에 집중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중심의 사업평가를 위해 각국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사업

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평가의 궁극적 목적인 ‘사업의 목적 부합성/ 사업의 

달성여부/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 지속가능성’등 수행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평가체

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DAC회원국의 일반적인 관례이며 

영국의 경우는 ODA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의회 내에 두고 있다.  

3. 목적부합성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ODA의 문제점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5월, 한국의 ODA현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총 54개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ODA현황(사업내역, 예산, 집행체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30개 부처와 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했고, 24개 기관이 사업내역이 없다며 자료부존재 사유로 자료를 비공개했다.(표1)

표1. ODA현황에 대한 54개 부처 및 기관의 정보공개 및 비공개 현황 

공개 비공개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교육과

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기

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노동부, 행정안전

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산림청, 문화재청, 공

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총 30)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금융위원회, 대검

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경찰

청,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식품의약품안전

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

주광역시(총 24)

 

참여연대는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ODA가 원조목적에 부합한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지, 다원화된 

집행체계가 드러내는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ODA는 OECD DAC의 정의에 따르면, ‘ODA 수혜국으로 DAC 목록에 기입된 국가/지역에 투입되는 자금을 말하며 

이는 국가, 지방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제공한다. 공적개발원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복지 발전을 

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ODA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일 뿐이다. DAC 회원국 중 질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덴마크의 경우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제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력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사회적 진보와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이 경제 및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연

대를 증진해야 함을 명시3’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는 개도국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인권 

실현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DAC 가입 회원국들 대부분이 ODA 기본 목

적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복리 증진에 두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은 아직 ODA 이념이나 철학, 목적을 담은 법이나 정책 교서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ODA의 정의가 불명료하

다. 그러므로 ODA 관련 규범이 전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현 상태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요 공여국들간의 원조 정

책을 결정하는 OECD DAC가입을 공식 추진하기로 공표4하였으므로 OECD DAC의 정의에 따라 ODA의 목적 부합성

을 살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현재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진영 의원의 ‘대외원조기본법안’과 송민순 의원의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란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 (이하 양자간 개발원조라 칭한다) 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이하 다

자간 개발원조라 한다)하는 무상 또는 유상형태의 원조 등을 총칭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ODA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집

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 목적부합성의 측면에서 본 ODA 문제점

가. ODA 사업이 일반적인 국제 교류, 협력 사업과 구분되지 못한 채 집행되고 있다  

OECD DAC에서도 기술협력 분야에서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대한 비용을 ODA 통계로 잡고 있다. 이에 따

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초청연수 사업이란 명목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현 교육과

학기술부)의 과학기술자 초청 연수사업(2006)이나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지방공

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2005-2007)이 그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한국 ODA가 ODA의 기본 목적이나 근

본 취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행안부의 초청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외

국 자매도시와의 교류 협력이 주요 목적이다. 내용도 한국어강의 등 한국이해와 기업 방문이나 문화 유적 시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청 대상도 개도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사업은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교류 사업이지,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보기는 부적절한 것이다. 즉 

개도국의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 개발, 교육,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3 최철영, 2005,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민주법학』

4 정부는 2007년 5월, 관계부처합동회의를 통해 「OECD DAC가입 로드맵」을 통해 2010년 DAC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하였고 2008년 8월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DAC가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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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국제 협력 사업까지 ODA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지자체의 국제협력사업 중 자

매도시 체결 기념 및 교류 사업을 ODA통계로 잡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원조 실시 기관들은 일

반적인 국제�교류사업과 개도국 인력 개발 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ODA사업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진

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DA사업을 통할하는 부처와 기관에서 넓은 의미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모두 ODA 예

산에서 지출되거나 통계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사업에 ODA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한국학지원사업(2006)을 ODA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로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과연 이런 사업이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이란 ODA의 목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즉 이 사업은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학술인력 지원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한국

학의 국제적 보편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학 강의를 담당하는 강의 지원, 한국학 연구 및 학술

회의, 학술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본연의 ODA목적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건복

지가족부가 NGO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사업의 경우도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

을 살펴보건데, ODA 목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한방의료봉사 사업의 경

우 목적이 아예 ‘한방의료봉사를 통한 6.25전쟁 참전 우방국에 대한 보은’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수혜자도 인도 

뭄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용사를 비롯한 현지 주민 및 교민 2,200여명으로 되어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도 현

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도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ODA는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의 혜택이 개도국 주민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여전히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ODA가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ODA를 외교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활용해 왔다. 즉 ODA의 목적 부합성이나 근본 취지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교 활동을 측면 지원하거나 국익을 추구하는 방편의 하나로 ODA를 도구화했던 것이다. 최근 실용정부가 표방

하고 있는 ‘기여외교’나 ‘자원외교’의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ODA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없이 

ODA를 섣부르게 국익을 위한 단기적 도구로 생각하는 발상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으며 효과성 측면에서도 의심

이 든다. 그러나 현실에서 ODA가 외교의 한 부분으로 쓰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ODA 본

연의 프로그램과 공여국의 외교적 목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균형점은 ODA의 정의에서 벗어나

서는 안 될 것이다. ODA가 원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DAC은 2001년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보았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도국청년문화봉사단(2006-2007), 문화동반자사업(2006-2007) 

등은 재고해봐야 하는 사업으로 보인다. 이 사업들은 문화교류, 한국의 국가 이미지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원국의 사회, 문화 개발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2007년 CIS지역 청년문화봉사단 사례를 보면 사

업 목적이 한국문화 소개 및 확산계기 마련,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 및 국가이미지 제고로 설정되어 있다. 사업 내용도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공자(사물놀이 등) 15명을 파견한 것이다. 문화동반자 사업의 경우도 한국문화의 소개 및 상대국 

문화를 체험하는 양방향 프로그램으로 동반자, 동반관계 구축으로 한류의 지속 및 확산,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호혜적 협력모델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한류 등 문화사업의 성장

의 기초 제공이 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ODA를 외교수단화 하는 발상은 이제 벗어버리고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관점에서 엄정하게 ODA를 실시해야 한다.

라. ODA가 지한 인사 양성의 통로가 되고 있다

DAC 통계지침에 따르면 기술협력이란 ‘수원국 국민의 지적 자본 및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능력 증가를 목적으

로 주로 교육 및 훈련 등 인적 협력 수단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기술협력’을 지칭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도 ODA자금을 통해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우수학생을 초

청하여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주요 목적인지 혼돈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재외동포지원과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주요기

능으로 하는 국제교육진흥원(현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계획안을 보면, 이 사업의 대강은 외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한국어연수 및 대학(원) 수학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한 인사 양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지한 인사 양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업에서 ODA 본래의 목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참여연대는 좀 

더 많은 개도국의 우수 인력이 한국에 와서 연수나 학업 기회를 갖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경

우 좀 더 ODA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외국인 초청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 ODA의 기본 정의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들

이외 ODA의 기본 정의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집행 사례도 있었다. 2005년, 경기도는 미국 허리케인 피해지역에 2억7

백만원을 위문금으로 지급하였다. ODA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원 대상국은 개도

국으로 제한되며 수혜 대상도 개도국 주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사업내역이 긴급재난구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도

국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해 및 전쟁 등의 상황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공여규모가 가장 큰 국가의 한인들에게 원조를 한 것이다. 이 사업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에 2억7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참여연대는 어떻게 이런 사업이 ODA로 간주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국제보

건의료재단을 통해 2007년 재외동포지원사업에 ODA 자금을 지원한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정부의 ODA 인식

이 얼마나 저열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2)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

한국의 ODA는 크게 무상과 유상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운영된다. 외교통상부가 관리하는 무상사업은 한국국제협력

단(이하 KOICA)가, 유상사업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 이외 30여개 이상의 정부부처와 지방자

치단체도 제각각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조정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처럼 분산된 ODA집행체계

는 담당부처별 업무조정력과 연계성을 떨어뜨려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 등 ODA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일관성 있

는 ODA정책 구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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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산된 각 부처간 ODA사업의 조정 및 통할 시스템 미비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기관별 ODA실적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KOICA)와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외에도 24

개의 정부부처와 7개의 지방자치단체 등 총 31개 기관이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 기준, 표

2) 이들 정부부처의 예산은 연간 7천7백만달러로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

체 ODA 예산의 11%가 넘는 규모이다. 앞으로 2010년 OECD DAC의 가입을 앞두고 원조규모를 늘려가는 한국의 상

황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ODA사업이 외교통상부, 기획재정

부의 유�무상사업과 업무조정이나 정책협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뚜렷한 원조 목적이나 규범

에 입각한 원조정책 하에 일관된 ODA가 실시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2 기관별 2007년 ODA 지원실적(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기관명 양자간 다자간 ODA 합계 (%)

과학기술부 등 부처(24개) 43.55 30.11 73.66 (11%)

서울시 등 지자체(7개) 3.88 - 3.88 (0.5%)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271.36 38.72 310.08 (46.1%)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143.31 140.85 284.16 (42.3%)

총계 462.1 209.68 671.78 (100%)

ODA기관별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재구성, 2008.5. 

이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총 54개 정부부처와 지자체 중 ODA 관련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기관

은 24개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의 기관별 ODA 실적 자료와 교차 확인한 결과 이중 7개 기관5이 ODA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실적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몰랐거나 그 원인

과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ODA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의 수치

가 불일치하는 기관도 상당수이다. 단위표기가 원화 혹은 달러로 통일적이지 않고 지속사업의 경우 한해의 예산이 얼

마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단순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분명히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은 해당기관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이를 관리하고 통할하지 못하는 현행 집행구조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다자협력의 경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위가 부재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

구에 대한 출자출연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유엔 관련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가 관할하고 있는 

반면, 각 공공기관들은 관련된 국제기구별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2006년까지는 외교부가 금융부

분을 제외한 다자협력부분을 총괄했었으나 지금은 그것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ODA사업의 편중과 중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여 개의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 입법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상원조사

업을 실시하고 있어 KOICA가 진행하는 무상사업과 중복되거나 같은 분야에 지원이 편중될 소지가 높다.

5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가청렴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라남도, 통계청

과학기술부 산하 정보문화진흥원6의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의 경우,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생, 

IT산업 종사자 등 전문 IT인력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개도국에 파견해 정보화교육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에 한해에만 36개국에 323명 규모의 인력을 파견했다. 이는 KOICA가 중점사업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는 

IT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대상 면에서도 KOICA의 봉사단 활동과 거의 유

사하다. 예산 규모면에서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2007년 기준 18억5천만원을 집행했는데 과기부가 진행하는 

다른 IT관련 ODA사업인 IT전문가초청연수(28억7천만원), 개도국 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18억원)을 합치면 65억2천만

원으로, KOICA가 2006년 IT분야에 집행한 242억7천4백만원7의 25%에 이르는 규모이다.(표3)

표3 과학기술부 IT관련 사업(2007) 

부 처 시 행 기 관 사 업 내 용 연 도 지 원 규 모

과학기술부 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2007 1,850,000,000원

IT전문가초청연수 2007 2,870,000,000원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2007 1,800,000,000원

합계 6,520,000,000원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재구성, 2008.5. 

또 다른 예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과 개도국 지원사업 등도 KOICA 보건의료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커 업무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해외의료봉

사활동지원 사업에 2006년 기준 209,310달러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개도국지원사업에 1,555,188달러를 집행했는

데 해당 연도에 KOICA 역시 보건의료분야에만 26,663,000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표4) 비슷한 분야의 사업이 조율

없이 진행될 경우 원조비용의 조달 부담이 늘고 사업집행의 일관성이 떨어져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저하로 이어

질 수 있다. 

표4 보건복지부의 의료관련 사업(2006) 

부 처 시 행 기 관 사 업 내 용 연 도 지 원 규 모

보건복지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해외의료봉사활동지원 2006 209,310달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개도국 지원사업 등 2006 1,555,188달러

합계 1,764,498달러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재구성, 2008.5. 

그 외에도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초청연수사업 프로그램은 각 단위의 전문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KOICA 연수생초청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서로간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분산된 ODA집행체계가 갖는 한계점은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라는 비효율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보다 근원

적으로는 전략수립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난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ODA에 

대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획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체계가 요구된다.

6 정부문화진흥원은 2008년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7 2006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분야별총괄표 6p 

8 2006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분야별총괄표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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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명무실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이러한 분산된 집행체계를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기획조정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범한 것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

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5년 11월 정부의 <대외원조 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유�무상원조 정책을 통합해 총괄심

의하기 위한 목적 하에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심의와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ODA실적 평가를 담당하

기 위한 취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었다.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각 정부

부처 장관과 KOICA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지원을 위해 산하에 실

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로써 부분적이나마 분산된 한국의 ODA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총괄적인 정책수립과 업무조

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살펴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 후 지금까지 단지 4번

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계획안의 수립과 심의, 실적평가,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게다가 올 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뒤에

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폐지가 거론되는 등 그나마의 활동조차 지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8월에서야 첫 회의가

(4차 회의) 재개된 실정이다.

4. 정책제언

• ODA 목적을 담은 법 혹은 정책 교서의 제정이 필요하다

• 사전 원조 목적 심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무상 원조를 통할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 ODA관련 공무원에 대한 ODA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 정확한 ODA통계관리를 위해서는 ODA 실적보고에 관한 지침과 규정의 마련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1) ODA 목적을 담은 법 혹은 정책 교서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대외원조 사업이 ODA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

니다. 하나의 사업이 ODA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과 벗어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명시적 목적과 숨겨진 목적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범위에서라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태도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ODA는 국민들의 세금을 원천으로 하

기 때문이다. 

현재 ODA의 사업 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ODA 목적을 담은 제도적 기반이 없

기 때문이다. 즉 ODA 목적을 밝히는 법이나 정책 교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지자체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DA의 목적이란 개도국에 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기본 방향을 담

는 것이다. 따라서 시급히 입법화를 하여 한국 ODA의 기본 원칙을 공표하고 이에 따라 ODA가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프로그램별로 정책 성명서가 있는 실정이다9. 현재처럼 뚜렷이 ODA 목적이 사회적으로 합

의되지 못한 경우에는 앞에 서술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공동의 합의하에 제시된 OECD DA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2) 사전 원조 목적 심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기관들이 다양하게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거의 모든 정

부 부처와 지자체가 대외원조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조직들이 원조 사업에 동참하여 원조 기

관이 확대될 경우, 일관된 기조 하에 ODA를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ODA 사업이 단일한 목적과 일관된 정책 하에 추

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건데, 정부는 각 원조 기관의 ODA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계를 산출하는 데 급급

할 뿐 사전에 목적 부합성 심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각 기관의 원조실시 계획을 사

전에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이런 절차가 제도화된다면 ODA 집행의 비효율성을 낮

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3) 유�무상 원조를 통할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분산된 ODA 집행체계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차원의 원조전략의 수립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ODA를 통할하는 독립적 ODA 집행기구(가칭 대외원조청)의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에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기타 정부기관의 ODA사업을 조율하

는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마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ODA

에 대한 정책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리란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ODA의 조정과 총괄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는 형해화된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을 정상

화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ODA 조정기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위

원회를 정상화하는 등 ODA집행의 조정과 통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그간 분산된 원조체계가 원조

를 담당하는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4) ODA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ODA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가 이뤄져야한다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접한 ODA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OD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일부 지

자체 담당자의 경우 ‘ODA가 무엇인지’ 기본 정의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심시어는 현재 ODA에 대북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ODA 홍보와 인식제고에 앞서 우선적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ODA에 관한 기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 Policy on Poverty Reduction(1996), Policy on Meeting Basic Needs(1997), Policy on gender Equalit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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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확한 ODA통계관리를 위해서는 ODA 실적 보고에 관한 지침과 규정의 마련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ODA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와 기관은 매년 ODA실적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것을 취합해 OECD

에 보고하는 동시에 한국의 ODA 전체통계로 집계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담당자의 자의에 판단이 맡

겨져 있다 보니, 담당자의 이해정도에 따라 보고내용이 달라지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일선에서는 ODA통계 

입력절차나 방식이 복잡해서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각 정부부처 ODA 사업은 사후적으로 실적을 보고

하는 것 외에는 한마디로 방치돼있는 셈이다. 이는 전체 ODA통계 자료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선 담당자

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도록 ODA 사업운영 및 실적보고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실적 

보고시스템의 개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역시 ODA사업의 일 주체로서 국가의 ODA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되고 그 역할

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ODA의 정책결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최근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

외원조기본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조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은 ODA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ODA 집행비율을 OECD DAC 국가의 수준에 준하는 전

체 ODA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17대 국회 회기 중 김부겸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각각 대외원조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김부겸 의원안은 위원

회 심사까지 거쳤으나, 결국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권영길 의원안은 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임

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18대 국회에 들어와 2008년 7월 4일 송민순 위원 외 36인의 발의로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이하 송민순 안)이 제안

되었고, 약 1주일 후인 같은 달 10일 진영 의원 외 27인의 발의로 <대외원조기본법(안)>(이하 진영 안)이 제안되었다. 

비록 발의에 참가한 국회위원의 수와 구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불과 1주일 간격으로 발의된 두 법안은 기본적인 골격

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두 법안의 내용상 차이는 ODA 운영의 무게중심을 외교통상부로 옮길 것인가, 현재와 같이 

유무상 체계를 각각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할 것인가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제안 경위야 어떻든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ODA 기본법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ODA를 접근하는 관점의 미흡함이나 운영기관과 관련한 부처 중심주의 등 문제점도 여전히 

노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의견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항목별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지

적하고, ODA 기본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 법안 내용에 대한 항목별 검토

 

1) 원조의 대상

양 법안 모두 개발도상국의 범위를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선정과정상

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법안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다시 협력대상국과 중점협력대상국을 

정하여 원조범위와 우선순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는 GNP, 경제 및 사회발전단계, 산

업구조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하고 있다. 중점협력대상국과 관련하여서는 송민순 안이 UN 최

빈국 등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진영 안은 일정한 기준 없이 각 책임기관이 이를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과

정상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넓게 두고 있다. 정치적 고려나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안이 추구하는 원칙을 반영한 대상선정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기본정신, 목표 및 원칙

기본정신 부분에서 과거에 제안된 법안들이 고집했던 ‘호혜협력’ 개념이 제외된 것은 이번 법안들을 상당히 긍정적

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다만, 양 법안 모두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참여 확대’를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

는데, ODA의 목표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ODA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 이외의 다른 보편적인 가치의 전달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입

법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과거 외교통상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법안들에서 표현된 항목을 참고해 볼 만 하

다. 2003년에 마련된 국제개발협력법(안)에서는 ‘보건ㆍ의료여건 개선 및 성평등 구현에 기여’가 제시되었고, 2005

년에 마련된 대외무상원조기본법(안)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발전 지원’, ‘민주주의, 인권 및 인도주의 실

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가 제시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

의 목표 이행’, ‘대상국의 주인의식 존중 및 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의 사업진행 원칙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원조의 내용

양 법안은 공적개발원조라는 단일 개념 하에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ODA의 개념 자체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하던 종전 법안에 비하여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원조개념이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개념 통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송민순 안은 원조의 내용에 우리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대상국이 스스

로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받고자 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경제개발의 능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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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수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경험과 지식의 전수’를 ODA의 내용으로 전면에 내

세울 경우 자칫 ODA 제공이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와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ODA의 본질적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뿐 아니라 이미 대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이 ODA의 목표로 제시되었으므로 굳

이 이를 반복할 필요도 없다.

 

4) 시행체계

송민순 안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KOICA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한 시행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통합된 원조개념과 일

관된 방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영 안은 현재의 시행체계와 유사하게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장관 책임 하에 KOICA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책임 하에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체계는 유무상 원조의 개념적 통합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 

외교통상부 중심의 시행체계를 제시한 송민순 안도 문제는 있다. 현재 ODA 운영체계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두 축으로 한 유무상 원조 이외에 다수의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는 원조들로 나뉘어 있다. 송민순 안의 외

교통상부 중심 체계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양한 원조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간의 조정 문

제, 조직의 통합 방안, 전문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안은 이러한 고려를 반영하

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송민순 안은 ODA 기본전략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최종 결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조위원회의 역할을 미미하게 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

고 있다. 

 

5) 원조위원회의 구성

양 법안 모두 원조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심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송민순 안의 경우 위원회의 소속이 불

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ODA 정책결정 기능을 집중시켜 위원회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정책조정 등이 필요한 ODA 관련 업무의 특성상 원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조위원회에 주요 계획의 심의 및 최종 결정권한을 포함한 실질적인 ODA 정

책결정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위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원조위원회에 정책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야만 ODA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영 안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의 원조위원회가 ODA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송민순 안과 대비된다. 다

만, 진영 안은 원조위원회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송민순 

안이나 과거 제안된 안들이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민간전문가의 원조위원회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취

하고 있었는데, 진영 안은 이들에 비하여 상당히 후퇴한 태도로 보인다. 원조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는 ODA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에도 진영 안이 이를 간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6) 평가 및 결과 공표

 

평가의 경우 양 법안 모두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이전에 제출된 법안에 비하여 가장 크게 퇴보한 부분으로 평가된

다. 예산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의 적정성 확보는 ODA 기본법안이 규정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평가

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결과의 공표는 평가 그 자체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ODA 정책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획

득할 수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법안은 평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의 공표 

측면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국민 공표에 대한 구체적 절차, 경유 기관, 공표시기 등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진영 안에 대해서는 송민순 안에 제시된 OECD 등 국제기구에 대한 실적, 통계 제출도 고려될 필요가 있

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7) 민간단체 지원

양 법안 모두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하는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OECD DAC 국가의 평균인 전체 ODA 예산의 5% 정도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8) 재외공관의 역할

기존에 제안된 법안들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재외공관의 역할이 양 법안에서 언급되었다. 실제로 해외 현지에서 진행

되는 ODA 사업에 관해 재외공관이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총평

 

양 법안 모두 ODA 문제를 경제론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다소 탈피하여 유�무상 원조를 통합한 공적개발원조의 개

념을 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ODA 정책의 시행체계, 평가절차 및 민간 참여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본다. 

 시행체계와 관련하여 송민순 안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일원화된 체계의 방향성은 타당하나, 다른 부

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 반면, 진영 안의 경우 

현행의 이원적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ODA 정책이 일원화된 기관에 의하여 집행되고, 나아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예를 들어, 독립적인 대외원

조청 등)를 설치하여 일원화된 ODA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중복 지원 등 한국 

ODA 정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독립 집행기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립 집행기구를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부서 설립 자체의 어려움, 분산된 권한의 통합 및 부처간

의 권한배분과 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원화된 독립적 ODA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구체적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관련 입법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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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N E X   국 외  참 여 단 체  소 개 

국외 참여단체 소개
List of Participant Organization

INFID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는 1985년 INGI (Inter-NGO Conference on IGGI Matters)라는 이름하에 설립되었습니다. INFID는 인도네시아

에 관심이 있는 국제기관 혹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자문 역할을 해주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로 구성된 NGO 

네트워크입니다. INFID의 주된 역할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다국적 개발협력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

사와 담론을 알리는 것입니다. INFID는 빈곤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빈민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

네시아 안팎에 소재한 NGO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NINDJA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는 1998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NINDJA는 일본의 ODA 투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환경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NINDJA는 연구 조사 및 서류 조사, 정보 발송과 국가정책 모니터

링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일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대중들이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ROA (The Reality of Aid)

ROA는 전 세계 NGO들이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로비, 애드버커시, 회원단체 간 정보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0 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네트워크가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쌓

아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ROA는 주로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

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개발협력에 관련된 여러 이슈, 정책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

고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TERRA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1991년 설립된 TERRA는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생태회복과 지역연대를 향하여)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으로, 이는 생태회복재단(Foundation for Ecological Recovery: FER) 이라는 비영리재단에 속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FER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메콩 강 유역의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

하는 기금으로 1986년 태국 방콕에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TERRA 역시 메콩 강 유역의 환경과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연구, 정책 제언 및 애드버커시, 연대 활동으로서, 환경과 자원 활용에 관

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메콩 강 유역 국가의 NGO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NGO들과 연대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기구들에게 문제를 제

기하거나 직접 협상을 벌이기도 합니다. 

INFID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NFID stands for the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June 1985, 
under the name of INGI (Inter-NGO Conference on IGGI Matters) based on the initiative of several Indone-
sian NGOs and their partners in the Netherlands. INFID is an open and pluralistic network of NGOs from 
Indonesia and various member countries of the 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 as well a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ith an interest in and  commitment to Indonesia. 

INFID aims at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NGOs inside and outside Indonesia in order to promote 
policies to alleviate structural poverty and to increase the capacity to improve conditions of the poor and 
the disadvantaged in Indonesia.

NINDJA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is a people’s organization, established in February 
1998. NINDJA’s main activities are research, documentation, information dispatch and policy advocacy. 
NINDJA aims to prevent Japan’s ODA and investment from human rights violation and environmental de-
struction in Indonesia, and to establish a equal relations with grassroots people and CSOs between Indo-
nesia and Japan. 

ROA (The Reality of Aid)

The Reality of Aid project is the only major north/south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initiative focusing 
exclusively on analysis and lobbying for poverty eradi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aid 
regime. It brings together more than 40 civil society networks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
eration in the 22 donor countries, in Asia, the Americas and Africa. The project builds on a ten-year track 
record of independent assessment of aid policies and practices, accompanied by constructive dialogue 
with policy maker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ERRA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TERRA IS the Mekong non-government organization based in Bangkok Thailand. TERRA monitors, shares 
information and campaigns on environmental issues in the region including large scale hydropower dams 
and the plantation. TERRA is also committed to support the open forums where people can voice their 
opinions towards their ow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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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소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제개발헌장 작성(2005), 국정감사 ODA

정책 질의(2005), 대선후보 ODA정책평가(2007), 독일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OD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워크샵 개

최(2007), ODA 정책보고서 발행(2008), 인도네시아 ODA 연구 기행(2008) 등을 통해 한국 ODA 정책 감시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NGO들과 공동행동 뿐만 아니라 포럼, 출판을 통해 아시아의 이슈를 한국 시민사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대는 2004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of the PSPD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is one of the departments of the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
ticipatory Democracy), which was established in 1994 for full realization of democracy by promoting citi-
zen participation in watching and monitoring the state power exerting.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m-
mittee mainly monitors the ODA policies and promotes international networking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n countries.

It focuses on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s presenting its 
opinions at public hear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monitoring ODA related positions of each political 
party at the election, publishing ODA newsletters and reports, and researching ODA implementation of 
other countries. 

It also promotes it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with other international NGOs, 
especially with Asia countries, for uphol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It participates in global cam-
paigns and publishes books and articles for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move-
ments and related issues to the Korean society. Besides, the PSPD has obtained the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 ECOSOC since 200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132 Tongin-Dong Jongno-Gu Seoul 110-043,Korea
T +82 2 723 5051 
F +82 2 6919 2004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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