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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에서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개발원조에 과연 책임이 따르는가? 책임이 뒤따른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
을 져야하는가?



원조를 받는 국가가 실제로 공여주체에게 원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는 개발원조의 공여 내지 수원의 주체가 아님에도 제3자로서 원조의 책
무성을 요구할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개발원조의 책무성 이슈가 국제적으로 공유된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별로 또는 행위주체별로 책무성 준수에 차별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2019/08/12

6

7



Robert Keohane의 세 가지 요건

책무성의 정의



주인(Principal)은 대리인(agency)이 특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



책임성(responsibility)



주인은 대리인이 그 기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판단할 권리



응답성(answerability)



주인은 대리인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할 권리



강제집행성(enforceability)



민주참여성(democratic participation)



민주주의 제도라는 전제



국제사회에서의 global government의 부재



책무성 결핍(accountability deficits) 문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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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의 정의 (II)


“책무성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자가 특정 정당의 활동에 관하여 투명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고, 정당의 활동을 근거로 제재 또는 보상을 주는 정당한 행위” (Stokes,
2005: 316)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기준과 규칙 및 사회적 기대
에 맞게 행위를 평가함으로써,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만
드는 과정” (Steets, 2010: 15)



“소수의 정책입안자가 특정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그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사회구성원에게 그 정책의 실행이 왜 정당한가 그리고 실행이 제대로 이
행되었는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책결
정자가 누리는 통치의 자율성이 위임자에 대한 책무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제한
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김태균, 2013b: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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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의 정의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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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의 정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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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의 정의 (IV)

6

2019/08/12

9

국제사회의 책무성 규범화 과정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부산결과문서

(Accra Agenda for Action)

(Busan Outcome Document)


주인의식(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sation)



성과를 위한 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주인의식(ownership)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s)



성과배하(delivering results)



역량발전(capacity development)

9

책무성과 제재효과

(Paris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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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성과중심(focus on results)



포용적 개발파트너십(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투명성과 상호책무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2005)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2008)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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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관계와 책무성

10

사마리탄의 딜레마 게임
수원주체의 노력

역할전환
Role Reversal

높음

낮음

중단

2, 2

1, 1

지원

4, 3

3, 4

사마리아인
공여주체

자료: Buchanan (197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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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책무성 vs. 수직적 책무성



내부적 책무성 vs. 외부적 책무성
연성적 책무성 vs. 경성적 책무성



절차적 책무성 vs. 관계적 책무성



Investig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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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vs. 효율성


책무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잡기



World Bank Inspection Panel 사례

자연서식거주지(Natural Habitats)



병충해관리(Pest Management)



물리적 문화자원(Physical Cultural Resources)



재정주 강요(Involuntary Resettlement)



토착민(Indigenous Peoples) 인권



삼림(Forests) 보호



댐 안전(Safety of Dams)



국제수로에서의 사업(Projects on International Waters)



분쟁지역에서의 프로젝트(Projects in Disputed Areas)



위반 시 세계은행이 지원한 프로젝트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
단하는 개인이 Inspection Panel에 제소 가능



개인을 대신해서 NGO가 제소 가능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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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 phase (rejected)

7

11.8

Eligibility phase (rejected)

19

32.2

Rejected

3

5.1

Partial Approval

18

30.5

Board’s full approval

5

8.5

4

6.8

Accountable but ineffectual

Efficient but unaccountable

Under progress

3

5.1

(Participatory, representative
and inclusive such well-run
Parliaments or the UN General
Assembly)

(Non-participatory and often
strictly hierarchical such as a
central bank or military
command structure)

Total

59

100

Source: Woods (2007:31); Modification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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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Number of claims

Pending

Efficiency



Panel Claims Summary

Investigation phase

Accountability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에 위반

Source: www.worldbank.org/inspectionpanel

Phases (April 2010)

Legitimacy

Source: compiled by the author. Refer to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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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Inspection Panel Case Process

Eligibility
Phase

책무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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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constraint
s manipulating the
Panel processes


Phased-denial: Inte
rnalised screening p
rocess designed to sl
ow down or deactiv
ate NGOs’ requests
for inspection



Downplaying accou
ntability for maintai
ning efficiency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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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세이프가드와 책무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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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estern Poverty Reduction Project

17

World
Bank
Local NGOs
Displacement
of Tibetans



2013년 도입



유상원조일 경우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세이프가드
와 책무성 제도 필요




책무성 요소 중 강제집행성에 관한 내용 부재


Resettlement of
poor farmers

세계은행과 같은 MDBs의 경우
세계은행처럼 세이프가드 위반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 부재



책무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사회영향평가 공개 필요



제소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책무성 제도는 협
력대상국과 시민사회에 신뢰를 줄 수 없음.

2019/08/12

KOICA의 세이프가드와 책무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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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의 책무성 사례



2013년 도입

1. 보도내용



책무성 요소 중 강제집행성에 관한 내용 부재

□ KBS는 2013년 3월 26일에 방송된 ‘시사기획 창’「누구를 위한 원조인가?」를 통해



세이프가드 위반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
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 부재



사업전략기획실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 부분
적 관리

18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몽골 화력발전소 사업과 필리핀 통근철도 사업에 대해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니, 부실공사나 사업중단
사태 등이 속출해 현지의 원성과 조롱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해명내용
□ KBS는 몽골 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 “우리나라 측의 부적절한 기계·장비 선정, 운영에 대한 교육지원 부족, 사후관리 미비 등이 잦은 고장·가동중단을
야기했다”고 방송했습니다.



환경사회영향평가 공개 필요

ㅇ 하지만 EDCF 지원 당시 양측은 발전소 건설 자체 외에 ‘운영과 관리’는 수원국인 몽골 책임하에 실시하기로 문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소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책무성 제도
는 협력대상국과 시민사회에 신뢰를 줄 수 없
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몽골 측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추가 지원을 요청해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인도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정기적 기술연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발전소 가동 정지 횟수 추이: (‘03년) 43 → (’05년) 13 → (‘11년) 2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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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책무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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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또한 필리핀 통근철도 사업과 관련해선 “철도 건설로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고 이주민 생활여건이 악화됐다”고 방송했습니다.
ㅇ 주민 이주 및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수원국인 필리핀 정부가 결정·집행할 사안이나,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사업심사 초기단계부터 주거이전 계획 및 예산 배정을 확인하는 등 필리핀 정부에 이주문제의 원만한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소속의 이주 컨설턴트도 고용해 이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유상원조 사업의 사후관리와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ㅇ 특히 올해부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이주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파괴 및 주민이주 등 사회영향평가를 제도·의무화
ㅇ 아울러 EDCF 사업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EDCF가 2011년 도입한 수원국 관계자와의 공동평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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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기본정책과
한국 정부 ODA 투명성
EDCF의 책무성 사례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건



EDCF가 955억월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으로 SK건설(시공)이 26%, 한국서부발전
(발전소 운영)이 25%, 태국RATCH(전기 판매)가 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전기
판매)가 24%씩 출자한 합작법인 PNPC가 건설



한국기업이 라오스에서 수행한 최초의 민간투자사업



2013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한겨레 2018.7.25)





당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
외비라는 사유로 공개되지 않음.



ADB는 환경사회영향평가를 한 후 본 사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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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준호 서기관
국조실

환경사회영향평가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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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기본정책과

정부의 ODA 투명성 제고
2019. 8. 13.
국무조정실 맹준호 서기관

< 국제개발협력 분야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의결 (’19.1월, 제32차 국개위)
< 파트너십 목표 >
동 분야 투명성/책무성/포용성/국민인식 및 참여 제고를 위해
정부-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 → 효과적인 개발협력 이행
< 파트너십 이행방안 중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
1. 국제개발협력 추진 과정(정책/사업)과 결과(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2.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3. 국제개발협력 규범 준수 – 환경/사회/인권적 영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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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책무성과 투명성 유래 - 2

ODA 투명성

개발협력 책무성과 투명성 유래 - 1

Accra HLF-3
Alliance for
Development
Partners
(2008)

Rome HLF-1
Harmonisation (2002)

20

Paris HLF-2
Aid
Effectiveness
(2005)

Busan HLF-4
Partnership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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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제고

투명성 제고

IATI 정보공개 -1

정보접근성
증진

공개정보 환류

MultiStakeholder

ODA 책무성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 수원국,
국제기구,민간기관 등이
원조사업(ODA)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자발적 협의체

IATI 정보공개 -2
ODA 관련 공통의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
회원이 자발적으로
ODA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등
관련 정보를 IATI
양식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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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유용성

IATI Standard는
과거 통계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와
수원국에 지출 예정인
지원액을 포함하는
포괄적 원조정보
CRS(과거통계)
FSS(미래원조배분계획)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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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I 정보공개 절차

iatistandard.org / www.odakorea.go.k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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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보?

수원국 정부

납세자

시민사회

미디어

IATI 정보가 필요한 이유?
온라인 상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26

Different
formats

Hard to find

Inconsistent

In multiple
locations

Not current

Not forward
looking

Not comparable

Not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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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I DATA 활용사례-1

발표 3


IATI DATA 활용사례-2

한국 개발협력CSO
투명성, 책무성
활동현황과 시사점
/
이하늬 대리

devtracker.dfid.gov.uk

KCOC 정책센터

www.openaid.nl

www.openaid.se

| 한국 개발CSO 투명성 토론회 |
개발협력CSO 건강한 생태계 만들기 : 투명성/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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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협력CSO 건강한 생태계: 투명성, 책무성 토론회

한국 개발협력CSO
투명성, 책무성 활동현황과 시사점

KCOC 정책센터 대리 이하늬

1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www.ngokcoc.or.kr
•

KCOC는 세계 여러 분쟁지역과 기근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사업을 하는 개발NGO의 협의체입니다.

•

KCOC는 해외원조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회원단체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하고, 실무자 역량강화에 힘쓰며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국
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전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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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협력CSO 투명성, 책무성 강화 필요성

목차
-

2018년 KOICA민관협력 보조금 사업의 출연금 전환에 따른 개발협력CSO 투명성,
책무성 강화 필요성 증대.

• 개발협력CSO 책무성 강화 목적과 구성요소

-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한국 개발협력CSO 참여가 증가(CSO통계응답단체수 09’ 50개
-> 17’ 144개, 해외사업시작년도 2000이전 39개 -> 2000년 이후 101개)하고 섹터
가 다양화됨에 따라 조직 및 사업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 개발협력 CSO 투명성, 책무성 활동과 시사점

-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규모의 양적 확대(해외사업비총액 09’ 1,700억 > ’17 5,400억)와 더불어 질적 향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민사회가 이해관계자들에
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책무성 문제가 대두

-

2019년 1윌 채택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상호
이행을 위해서 파트너십 공동 목표인 투명성,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3

(출처: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KCOC)

5

한국 개발협력CSO 투명성, 책무성 제도와 시스템

개발협력CSO 책무성 강화 목적과 구성요소

❍ 국내

❍ 시민사회 책무성 강화 목적

- 반부패투명사회협약, 2005

-

사회적 책임과 사업 개발효과성 향상

-

정부, 학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

대내외 개발NGO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정당성 확보

- 국세청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법인 회계 기준

-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기부금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

건강한 개발NGO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

- 단체 홈페이지 정보 공개 및 연간보고서 공유 등

-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헌장 및 행동규범, 연합체, 2007
-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기부금품법, 시민공제회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위원회법, 민주시민교육법 등

❍ 국제

❍ 책무성 구성요소

- 국제NGO 책무성 헌장(INGO Accountability Charter) 2005

-

책임성: 책임있는 개발사업 이행 기준 제도화, 의무화

-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데이터베이스 구축/편람 응답 2003~현재

-

응답성: 정보 수집과 공유, 모니터링과 평가, 글로벌규범으로의 원조투명성 확장으로 단계화되

- 국제개발협력NGO 책무성 자가진단서, KCOC, 2013

는 응답의 의무(투명성 보장)

- Kopis KOICA사업 시스템, e-나라도움 보조금 시스템

-

강제집행성: 기준/규정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 NGO지속가능보고서

-

민주적 참여성: 책무성 구성 3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개변수

-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 TAP Network, Accountability now 등

(출처: 손혁상, 2015,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도국 NGO의 역할과 한계/ 민지혜, 2014, 원조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IATI 가입)

(출처: 김태균, 2018, 대항적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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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NGO 책무성 자가진단(2014 제정, 2019 개정)

목차
• 개발협력CSO 책무성 강화 목적과 배경
• 개발협력 CSO 투명성, 책무성 활동과 시사점

7

책임성책임성국제개발협력NGO
국제개발협력NGO
행동규범(2007
행동규범(2007
제정,
제정,
2014
2014
개정)
개정)

한국 국제개발협력CSO 데이터베이스 구축(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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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개발협력CSO 데이터베이스 구축(2003~)

DAK(Development Alliance Korea) 가이드라인(2014)

11

13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2014 제정, 2016개정)

한국 국제개발협력CSO 데이터베이스 구축(2003~)

- 미디어 모니터링 TF
- KCOC 회원단체 모금/홍보 활동 모니터링 및 개선 요구
- SBS 희망TV 방송 모니터링 및 개선 요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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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발협력CSO 협의체의 투명성, 책무성 활동
조직 책무성 제도

InterAction(미국)

BOND(영국)

VENRO(독일)

•

PVO 기준

•

시민사회 헌장

•

투명성, 조직 운영과 평가에 대한 행동강령

•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

책무성 온라인 자가진단<health check>

•

아동 권리 보호 행동강령

위한 NGO 기준

•

책무성 실무그룹

•

개발협력관련 모금/홍보 행동강령(인권, 파트

•

회원단체 자체평가/ 회원단

너십, 국제 규범기반)
•

체 간 동료검토

이스탄불 원칙 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
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공개

•

IATI CSO 실무 그룹

•

IATI 실무그룹

•

회원단체의 공동 투명성 이니셔티브

•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view) 발간

•

웹기반 정보공유(국제투명성기구 협력, 1,199

<NGO Aid Map> 구축

(투명성 정책, 조직정보, 거버넌스와 재정,

곳 참여)

사업과 성과)

사업효과성

•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MY BOND> 구축

•

Impact builder 지원: 성과, 지표, 데이터

•

회원단체 사업 질적 향상: 웹기반 사례 공유

•

적응관리프로그램

•

효과성/영향력 확대 실무그룹: M&E 지식 교

•

증거기반원칙과 체크리스트, 평가가이드,
민관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VfM

세이프가딩

•

조직 성희롱, 성폭력 예방,

•

권리기반 사업책무성 현장 피드백 체계

•

세이프가딩 역량 강화 교육(중소단체 맞춤

괴롭힘 방지에 대한 이니셔
티브, RBP(Result based

형 지원): 온/오프라인 교육, 컨설팅
•

Protectoin), NGO위험관리

환 및 ICT를 활용
•

사업효과성을 위한 현지 참여 모니터링 프로
젝트: NGO-IDEAs 프로젝트 추진

•

세이프가딩 교육 및 세미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고충처리 매커니즘, 내부고발지침

세이프가딩: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 채용
과정에서의 체계, 내부고발 메커니즘

15

시사점
❍ Upward(기부자), Downward(수혜자) 책무성
❍ 사업효과성/효율성과 책무성 의 균형
❍ No one size fits for all
❍ NGO책무성에 대한 단편적인 개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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