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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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들⋯

NGO? CSO?

개발은

환경을 파괴하지

시민사회단체?

않을까?

NGO에 기부한
내 후원금은
투명하게 쓰이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개발일까?

가난한 사람들의

NGO들은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일까?

숫자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성공적인
개발일까?

자선?
원조? 개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Civil Society
국제개발협력속의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은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하여 이제 약 60년이 지났습
니다. 전쟁피해 복구와 구호물자 제공을 위해서 시작했던 국제개발협력은
이제 그 분야를 넘어 빈곤퇴치와 인도주의적 구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은 어느 한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여러 국가와 단체들
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기관, UN 등의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바로 국제
개발협력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주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사회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서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
리고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
럼’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공식적으
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인 NGO는
국제개발협력 내에서 비정부기구를 의미함. 하지만 개발협력의 주체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과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 중 공적 영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총칭하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는 단어가 새롭게 사용되고 있음. CSO는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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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CSO? 시민사회?

Efforts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시민사회는
내·외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투명성과 효율성, 개발협력의 성과 그리고 개발협력 현장에서 부딪히는 복
합적인 위기와 고민들은 시민사회에 커다란 도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
적인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을 새

롭게 정립하고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된 국제 시민
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이란?
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원조효과성을 위해서 3년마다 개최하는
고위급 포럼.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에 이어 2011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부산회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라는
한국어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Open Forum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의견수렴

오픈포럼 주도로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
별, 대륙별 협의과정Open Forum Consultations을 가졌습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의
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개발협력을 위하여 아래로부터 모아진 국제적인 노력은 2010년 9
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차 오픈포럼 세계총회Open Forum Global Assembly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세계 각국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
로 하여 8가지 원칙, 즉 이스탄불 원칙Istanbul Principles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Development Effectiveness
‘원조’만으로는 가난과 불평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
등 경제정책, 인권과 성평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사회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개발효과성은 정부, 국제기구, 주민 공동체,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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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효과성’이란?

Istanbul Principles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정식명칭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The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이며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때
효과적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활동할 때에 효과적으로 개발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01

인권과 사회정의를 존중하고 증진한다.
Resp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시민사회는 개인적 및 집단적인 인권을 증진하는 전략, 활동, 실천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발전권, 인간의
존엄성, 양질의 일자리, 사회정의 및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02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구현한다.
Embody gender equality and equity while promoting women and girls’ rights
시민사회는 여성이 충분한 역량을 지닌 행위자로서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며 개인과 집단적인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반영한 성형평성을 실현하는 개발협력을 촉진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03

주민의 역량강화,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주민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Focus on people’s empowerment, democratic ownership and participation
시민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그들의 민주적
주인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강화와 포괄적인 참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04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Promo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시민사회는 생태적 온전성과 환경정의를 위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고유의 조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긴급대응을 포함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접근방법과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05

투명성과 책무성을 실천한다.
Practi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06

공평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추구한다.
Pursue equitable partnerships and solidarity
시민사회는 공유하는 개발 목표와 가치, 상호존중, 신뢰, 단체의 자율성, 장기적 동반관계, 연대와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개발의 주체들과 자유롭고 동등한 입장에서 투명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07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학습을 추구한다.
Create and share knowledge and commit to mutual learning
시민사회는 다른 시민사회단체 및 개발 주체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배우는 방법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의 지식과 지혜를 포함하는 개발 경험과 결과로부터의 증거를 포함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비전과
혁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08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의 실현을 약속한다.
Commit to realizing positive sustainable change
시민사회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까지 지속되는 변화를 보장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며, 주민을
위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결과와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 활동의 지속가능한 결과와 영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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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다차원적 책무성과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Enabling Environment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여건조성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은 단지 시민사회만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
닙니다. 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건Enabling
Environment

을 조성하는 정부들의 책임 역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위하여 모든 정부는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을 위한 행동을 조
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대상국* 및 공여국 정부와 공여
기관들은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진 개발협력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발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주적인 정책 대화를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

개발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책임지고 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대상국이란?
오랫동안 수혜국(Recipient country)라고 지칭되었지만 최근에는 차별적
의미를 제거한 협력대상국(Partner country)라는 단어를 사용.

Process
이스탄불 원칙이 만들어지기까지⋯

국내에서는 해원협(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의 주도로 2010년 3월 다양
한 한국개발협력 NGO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더불어 2차 워크숍 및
다자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과 관련한 의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 6월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발족

2010년 1~12월
2010년 3월

각 국별 Open Forum(70여 개 국가)
제1회 한국 Open Forum Workshop 개최

2010년 9월

제 1회 Open Forum Global Assembly
(터키 이스탄불):
CSO개발효과성 이스탄불 원칙 수립 합의

2011년 4월
2011년 6월

제2회 한국 Open Forum workshop 개최
한국 다자간 포럼 개최

2011년 6월

제2회 Open Forum Global Assembly
(캄보디아 시엠립):
CSO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 (시엠립 합의문)

2011년 10월

한국정부가 CSO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승인(endorse)하고,
국제프레임워크를 인정(acknowledge)

Practice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원칙에서 실천으로

2010년 이스탄불 원칙을 제정한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이스탄불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오픈포럼 제2차 총회에서 CSO 개발효과성 국
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SiemReap Consensus o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국제 프레임워크는 이스탄불 원칙을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
다.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스탄불 원칙은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구
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는 이스탄불 원칙에 담겨 있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달성해 나
갈 것입니다.

From Principle
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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