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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커팅 이슈 빈곤: 1)

정우진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상임연구원목차서론.Ⅰ 빈곤의 정의.Ⅱ 빈곤의 측정.Ⅲ 국제적 빈곤 현황 및 동향.Ⅳ 빈곤감소를 위한 주요 접근법.Ⅴ 빈곤층 친화적 성장.Ⅵ 빈곤 감소를 위한 공여국의 역할.Ⅶ 결론.Ⅷ
서론.Ⅰ본고에서는 개발협력 공여기관들이 크로스 커팅 이슈로 빈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배경 정보를제공하고자 한다 빈곤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공통적인 관심사는 빈곤의 주체 및 현황 그리고 이. ,러한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빈곤의 개념.과 측정법을 간략히 설명한 후 달성 현황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빈곤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MDG논하겠다 다음으로 빈곤 감소를 위한 주요 접근법과 이니셔티브 를 분석 한 후 특히. (Initiative)에서 다루는 빈곤층 친화적 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공여국의 역할을 알아보OECD DAC Povnet겠다.1) 본 글은 교육원의 일반교육 고급과정 교재로 작성된 내용임KOICA OD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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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정의.Ⅱ절대빈곤과 기아퇴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유엔 새천년 목표의 첫 페이지는 세계 약 억의69인구 중 하루에 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가 총 억 명 즉 에 이른다는 문구로 시작한1.25 14 , 20%다 이러한 논의를 접하며 왜 빈곤인구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루 달러 미만으로 그어진 것인지. , 1 ,그렇다면 빈곤으로 인한 박탈이란 소득의 차원에만 국한된 것인지 여러 질문이 생긴다 이는 매우.중요한 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틀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빈곤을 구성하는 요소 빈곤에 관한 다면적 정의 그리고. , ,빈곤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빈곤의 개념1.빈곤의 개념은 박탈 의 여러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개인에게(Deprivation) .있어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여러 차원의 안녕과 복지를 달성하는 능력의 제약 이라 할, (Inability)수 있다2). 박스 빈곤 정의에 도움이 되는 개념< 1>• 복 지(Well-Being) :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불평등(Inequality) : 전체 인구적 차원에서 수입이나 지출과 같은 속성 의 분배(Attribute)• 취약성(Vulnerability) : 미래에 빈곤하게 될 위험성• 결 핍(Deprivation) :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불 충족된 상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 사회 및 사회적 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세계은행의 정의 : 명백히 복지가 박탈된 상태 경제적 기회 교육 보건과 영양 그리고(2000). , , ,권한부여 및 안전에 있어서의 인적 박탈(Empowerment) .• 의 정의UNDP : 인적개발 이란 자유와 존엄성 자기존중 및 사회적 지위(Human development) , ,를 포함하는 개인의 선택을 높이는 것 이와 대비되는 인적 빈곤 이란 핵심적. (Human poverty)인 능력 즉 건강하고 수명이 긴 삶 지식 경제적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가(Capability), , , ,능성 등을 박탈당함을 의미.• 빈곤층이 인식하는 빈곤3) : 빈곤이란 물질적인 안녕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재산 도로, ,2) OECD (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Key Policy Messages3) World Bank (1999). Voices of the Poor. Volu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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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 기본적 인프라가 결핍된 것이며 육체적 박탈을 가져오는 자원의 부족을 의미 또한 빈곤, .층이 착취와 무기력 모욕감 비인간적 대우에 노출되게끔 표현의 자유 힘 독립성 등이 박탈된, , , ,상태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포함, .빈곤의 다면성2.빈곤을 정의할 때는 개개인이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겪는 역량의 박탈이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 그림 은 빈곤의 정의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하고 별개의. 1 ,영역으로 구분되는 빈곤의 주요한 차원들을 보여주며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성평, ,등 및 환경 등 범분야 이슈들을 주류화해야 함을 나타낸다(Cross-cutting) .그림 빈곤의 다차원성< 1>

출처( : OECD 2001)• 경제적 역량 : 식량안보 물질적 복지 및 사회적 지위에 필요한 소득을 창출, ․ 소비하고 자산을,소유하는 능력 이는 또한 토지 숲 가축 어업장 신용 취업 등 생산적인 재정물리적 자원에. , , , , , ․접근할 수 있는 측면과도 연관.• 인적역량 : 보건 교육 영양 안전한 식수와 쉼터에 바탕을 둠 예를 들어 질병과 문맹은 생산, , , .적 업무를 통한 빈곤 감소에 장애가 됨.• 정치적 역량 : 인권 발언권 그리고 공공정책 및 정치적 우선 순위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 예, , .를 들어 빈곤으로 인해 경찰이나 공기관에 의한 부당한 폭력 등에 대해 대항할 권한이 제한됨.• 사회 ․ 문화적 역량 : 사회의 가치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빈곤층을 빈곤에 대한.평가에 참여시키는 참여적 빈곤 사정법 에 의하면 지리적(Participatory Poverty Asses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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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소외가 빈곤의 핵심적 측면임을 알 수 있음.• 보호적 역량 : 경제적 외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역량으로 빈곤 예방에 있어서 중요 기아와 식.량안보 질병 범죄 전쟁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불확실과 취약성은 빈곤의 주요 측면, , , , , .• 성평등 : 빈곤은 성중립적이지 않으며 빈곤의 근본적 원인과 탈출 방법은 여성과 남성에게 달,리 작용 예를 들어 문화적으로 여성은 차별과 편견 폭력 등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고 공공. , ,서비스 접근 기회와 안전에 있어서의 제약성이 큼, 4) 또한 여성 빈곤이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함. .• 환경 : 토양악화 산림소실 어업량 감소 공기 오염 등은 빈곤층의 삶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 ,됨 이들은 종종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 가축업 벌목 등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 , ,자연재해 공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와 기후변화로부터도 매우 취약, .빈곤의 원인3. 5)빈곤은 국가 산업 분야 지역사회 가구 혹은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 , , .빈곤의 원인이 주로 개인에 있다고 보았으나6) 점차로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적 환경에 대한,고찰이 부각되었다 즉 빈곤민은 무능이나 불성실함 등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낮을.수도 있지만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침체 등으로 노동 시장 접근이 제약되거나 사회적 안전망 미비,로 인해 같은 결과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빈곤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난해한 작업으로 단순한 통계적 분석 뿐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 .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교육 부족으로 인해 가난한 것인지 아니면 가난하기,때문에 교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약점을 염두해 두고 빈곤. ,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나 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지역적 차원의 특성(Regional) : 홍수나 태풍에 대한 취약성 고립성 정부의 질 재산권 보호, , , ,성 ․ 인종 ․ 민족 ․ 에 의한 차별 불평등 및 사회적 분열,• 지역사회 차원의 특성(Community) : 도로 물 전기와 같은 인프라 교육 보건과 같은 서비스, , , ,시장에의 접근성 사회적 자원 및 관계 유동성, (Social Capital) ,• 가정 및 개인적 특성 :- 인구학적 가구규모 연령 구조 의존성 정도 가장의 성별: , , (Dependency Ratio),- 경제학적 취업유무 고용시간 재산취득: , ,- 사회학적 보건 및 영양 상태 교육 주거: , ,4) 또한 여성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시간의 빈곤(Time poverty)”에 시달림.5) World Bank (2005). Introduction to Poverty Analysis6) 장애인 아동 노인 등 근로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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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측정.Ⅲ빈곤의 다차원적 개념을 이해하고 난 다음 이슈는 이렇게 복잡 다단한 측면을 가진 빈곤을 어떻게측정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빈곤 가정의 수나 빈곤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을 대상(Measure) . ,으로 하는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빈곤감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빈곤측정 시에는 성 나이 등 사회적 분류에 따라 세분화된 데. ,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 데이터의 질이나 측정의 목표에 따라 다른 측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는 빈곤을 측정하는 여러 수준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혼합 지2 , (1) (2)표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 차원의 별개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3) .단일 지표 측정1. 그림 다양한 차원에서의 빈곤 측정< 2>

출처 및 저자작성( : OECD, 2001 )먼저 “소득 기반 측정(Income-based measure)”라고도 불리는 단일 지표 측정은 일반적으로 지,출 소득이라는 단일한 지표를 기반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측정으로 빈곤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두고 있다.빈곤선1)얼마를 벌거나 소비하느냐를 기준으로 한 빈곤 측정법에서의 핵심은 빈곤선 이다(Poverty line) .즉 이 빈곤선 이하로 소비하거나 혹은 소득을 벌어들이면 빈곤층에 속하는 것이다 빈곤선 수립을.



국제개발협력 31

Ⅰ개발협력이슈
위한 데이터는 보통 가계의 수입 지출을 포함한 복지와 관련한 가계 조사, 7)를 통해 얻어진다 수.입과 지출 두 가지 데이터 중에서 보통 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적고 측정이 쉬운 인당 지출 데, 1이터가 활용된다 빈곤선은 보통 의식주 등 기초적 욕구 해결에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1) (2)가격정보가 부족할 때는 일 인 칼로리 섭취를 위해 얼마나 지출하거나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를1 1계산8)하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생계유지에 드는 최소한의 수입 수준을 질문하여서 계산한다(3) .빈곤선의 종류에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선과 국제빈곤선이 있다, .• 절대적 빈곤선 대 상대적 빈곤선 : 절대적 빈곤선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없이 고정된 선으로서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조정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빈곤선이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빈곤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함에 따라 빈곤선도변화.• 국제 빈곤선 : 빈곤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별로 상이하나 여러 국가를 비교하여 빈곤감소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년 세계은행은. 1990최소한의 영양과 소비에 대한 절대빈곤선으로 년 기준 하루 달러 미만을 제시했으며1985 PPP 1 ,이는 년 업데이트 되어 년 기준 하루 달러 미만으로 제시됨2007 2005 PPP 1.25 9) 이러한 국제.빈곤선은 달러는 어휘의 단순성과 충격성으로 인해 빈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강력1한 캠패인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됨 그러나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 에 대한 보편적 동의가 없고 국내소비자가격(Essential human requirements) , (National이나 환율이 빈곤층이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아닐 수 있Consumer Index) PPP으며 빈곤율이 기준해 에 따라 크게 변한다는 점 등 한계가 있음 즉 어떤 빈곤선도, (Base year) .임의적인 참조점이라 할 수 있음.빈곤의 정도2)빈곤선을 정하고 나면 크게 세 가지 지수 로 빈곤의 범위를 측정 가능하다, (Indices) .• 빈곤율(Headcount Index, Incidence of Poverty) :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 측정이 쉬우나.빈곤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의 정도를 알려주지는 않음.• 빈곤격차(Poverty Gap Index, Intensity/Depth of Poverty) : 빈곤선과 각 빈곤 개인 사이의차이로 빈곤 격차의 총합을 통해 빈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은 알 수 있으나 빈곤층, ,7) Household Budget or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s (HBS/IES),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 Surveys등(LSMS)8) 즉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음식물영양분을 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 계산( )9) 저소득국은 중소득국은 전환국은 임$1,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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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음.• 빈곤의 불평등(Squared Poverty Gap/Poverty Severity Index, Inequality of Poverty) : 빈곤격차를 제곱한 후 평균을 구해서 빈곤 개인 간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 더 빈곤이 심각한 개인에.게 가중치가 붙음.혼합지표2.경제적인 측면과 빈곤의 다른 측면을 혼합한 지표이다.• 인간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HDI) : 기대 수명 장수할 수 있는 역량 측정을 위해(태어났을때의 기대수명 데이터 사용 교육 지식 접근성 측정을 위해 성인 문맹율과 초중고 등), ( ,록율 사용 단위로 구매력 측정 의 평균으로 구함 의 역량적 관), GDP/capita(PPP ) . Amartya Sen점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UNDP HDI .에서는 각 국가별로 중요한 항목이 추가되기도 한다Sub-national Report 10).• 인간빈곤 지수Human Poverty Index(HPI) : 세 이전에 사망률 생존 문맹 지식 낮은 생활40 ( ), ( ),수준 대용지표 를 합한 지수이다 는 개도국은 으로 고소득 국Proxy indicator . HPI HPI1 OECD가는 로 분리해서 구하며 의 경우는 장기적인 실업율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배제에HPI2 , HPI2대해서도 다룬다.• 성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생식보건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로 구함 권한( , ),향상 남녀 의회 의석수 비율 중 고등 교육 달성율 노동시장에서의 성취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 ), (율 면에서 성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남녀가 평등한 부터 불평등한 까지의 수치로 나타) . 0 1낸다.별개 지표3.경제적 인적 사회 문화적 정치적 보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을 측정하며 주로 지역, , - , , ,사회 차원에서 기획과 모니터링 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
10) 예 :스외질랜드는 이집트는 오염과 건강 위험 멕스코는 폭력과 범죄 등 참고로 년 인간개발보고서는HIV/AIDS, , . 2010다면적 빈곤 지수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건강아동 사망률 영향 데이타 교육재학(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 ( , ), (년수 아동 등교율 생활수준전기 식수 위생 마루 바닥 재료 조리에 사용되는 연료 자산 세 가지를 같은 가중치, ), ( , , , , , )를 주어서 계산 (Alkire & Samtp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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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측정법별 특징 및 이슈4.각 측정법의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다 각 측정법을 사용할 때는 소득 및 비소득 측정법 국제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 포괄성과 단순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측정결과 뿐(local) , .아니라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표 각 측정법의 장< 1> ․단점장점 단점단일지표 이러한 지출 소득 기반 측정법은 여러 국가의/지출 소득 관련 가구조사에서 나온 것이기/때문에 국가별 혹은 연도별 비교 측정과빈곤에 대한 전반적 모니터링에 용이 빈곤의 한 측면만을 측정하고 빈곤선 수립과관련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며 한 국가내,예( :지역별 격차 혹은 한 가정 내 예) ( :장애인,여성 노인이냐에 따른 차이 분배 및 지출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혼합지표 빈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파악을가능케 하면서도 대상간예, ( :국가 계량적)비교와 순위측정 가능. 어떤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로 어떤 가산점을,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임의적 종종.선택의 자유나 안전 권리 등의 측정은,포함되지 않음.별개지표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세한 기획과 모니터링을위해서 다각적인 빈곤을 측정할 때 활용 가능.몇 국가에서 참여적 빈곤 사정법에 의해유용한 정량적 ․차원적 빈곤 관련 정보를 얻을수 있었음. 인간개발에 대한 국별 차원의 조사는 의UNDP인간개발보고서 와 세계은행의(HDR)세계개발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기적으로(WBR)수집되나 나머지 차원은 비교를 위해,표준화하고 계량화 하는데 어려움.출처 저자작성( : )불평등 측정법5. 박스 국가 빈곤 프로필< 2> (Country Poverty Profile)빈곤의 패턴 을 관찰하기 위해 빈곤 프로파일이 사용되며 주로 테이블과 그래프를 사용해서 표(Pattern)현된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특성도시 지방 산악지대 비산악지대 지역적 특징마을에 학교 유무 가. ( / , / ), ( ),계와 개인의 특징가족 구성원 수 가장의 교육 수준에 의한 빈곤의 패턴을 본다( , ) .출처 세계은행( : , 1996)소득불평등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율을 높이고 보건과 교육에서의 진보를 늦추, ,고 범죄에 기여하며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힌다는 면에서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평, , .등은 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에 대한 것으로 이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를 빈곤정,도로 분류한 후 최하위 혹은 와 최상위 혹은 의 소득 혹은 지출 비율을 비교하는20%( 10%) 20%( 10%)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는 전체 지출 소득의 를 가장 부자인 는 전체지출. 20% / 6-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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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를 차지한다 잘 알려진 다른 방법으로는 지니계수 가 있으며 은35-50% . (Gini coefficient) , 0완벽한 평등을 은 완벽한 불평등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인구당 지출, 1 , (Per capita expenditure)이 에 이른다 지니계수는 완벽한 평등선과 로렌츠 커브사이의 영역을 계산하여 도출한다0.3-0.5 . .
국제적 빈곤 현황 및 동향.Ⅲ 11)여기서는 전 세계적인 빈곤 현황 및 동향을 개도국의 극빈 고용 기아의 측면에(Extreme poverty),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미만의 극빈1. $1극빈의 국제적 지역적 추세에 관한 그림 을 보면 년 보다 년에 하루 달러 미만, [ 3] 1981 2005 1.25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격차가 있는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감소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아시아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절대적인 수가 오히려 늘었다 또한 중동. .과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유럽과 중앙 아시아에서는 극빈층의 비율에 거의 변화가, ,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 는 목표 인[ 4] MDG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달성 상황으로 년과 년의 국제적 빈, 1990 2005곤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의 왼쪽을 보면 하루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던 인구수가. 1.25년 억명에서 년 억명으로 빈곤율은 에서 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1990 18 2005 14 , 46% 27% .년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위축 원자재가격 하락 무역 및 투자 감소로 인해 개도국 성장률이2008 ,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빈곤율은 년까지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천년개발, 2015 15% ,목표 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1 .현재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빈곤이 감소하는 곳은 동아시아로 중국 년까지 수준, (2015 5%으로 감소 과 인도 년 에서 년까지 절반인 로 감소 로 이 두 국가가 전 세계 빈곤) (1990 51% 2015 24% )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새천년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 발생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유럽 동남아 지역에 년 천. 2009 5만 명의 극빈층이 양산되었으며 년 말까지 천 백만 명의 극빈층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2010 6 4 .11) United Nations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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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그림 극빈의 국제적 지역적 추세< 3> , , 1981-2005

출처( : UNRIDS 2010)그림 오른쪽은 빈곤 격차율에 대해 나타내는데 년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평균[ 4] , 2005소득은 달러이다 지역별로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빈곤도가 감소하였다 빈곤도0.88 .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극심하였으나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년에 동아시아 수1999 1990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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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역별 빈곤율과 빈곤격차 년과 년 비교< 4> 1990 2005

출처( : UN 2010)고용2. 년 경제악화로 인해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노동생산성도 감소하였다 그림 왼쪽의 개2009 . [ 5]도국 고용율은 로 동아시아가 로 가장 높고 서아시아가 로 가장 낮으며 년62% , 70% , 46% , 1998 63%와 비교 년 로 약간 후퇴하였다 년 경제 악화는 취업률의 급격한 하락과 노동생산2008 62% . 2009성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그림 오른쪽에 나타난 취약한 고용 즉 임금 근로자가 아니거나 가. [ 5] , ,정 내 무급 근로자 혹은 독립 근로자 비율은 년 에 비해 로 감소하였으나 년 다1998 65% 59% , 2009시 로 늘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취약 고용이60% . , , 70%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서아시아는 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에 이른다 이와 함께 근로, 39% 27% .빈곤층 즉 가구원 한 명 이상이 취업해 있으나 소득이 하루 달러 미만인 경우의 비율은 개도, 1.25국 평균이 에서 로 감소하였으나 년 다시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48% 26% 2009 31% .남아프리카는 년 근로빈곤층이 로 가장 높으며 년 정도 상승이 예상된다 동아시2008 58% , 2009 6% .아는 에서 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체제전환국52% 11% , , , , /유럽 등도 낮은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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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 용< 5>

출처( : UN 2010)기아3.그림 의 왼쪽 위 차트를 보면 영양결핍 인구 수는 년에 비해 년에 백만명[ 6] , 1990-2 2005-7 817에서 백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구 비율은 년 에서 년 수준830 , 1990-92 20% 2005-7 16%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의 왼쪽 아래를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년 의 사람들이. [ 6] 1990 31%제대로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년 로 감소하였다 년 식량가격 상승, 2005-7 26% . 2008과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감소는 이러한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UN년 영양실조 인구는 억 년은 처음으로 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 9 , 2010 10 .그림 오른쪽 아래 차트의 세 이하 아동의 영양상태를 보면 년에 비해 년대에 진전[ 6] 5 , 1990 2000이 있었지만 아직도 의 개도국 아동이 저체중이고 특히 남아시아는 이 비율이 에 이른, 31% , 46%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농촌지역 아동이 도시지역 아동보다 저체중일 확률이 배나 높으며 동. 2 ,아시아의 경우 년에 비해 년에 이러한 도농간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1900 2007 .고 동아시아에서는 저체중 아동비율이 년의 절반으로 줄어 새천년 개발목표가 초과 달성 되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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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계 부에 따른 저체중 정도는 그림 오른쪽 위 차트가 나타낸다 극빈층 아동은 부유층. [ 6] .아동에 비해 저체중일 경우가 두배가 높다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극빈층 아동의 가 저체중인. 60%반면 부유층 아동의 만이 저체중이다25% . 그림 기 아< 6>

출처( : U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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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빈곤감소를 위한 주요 접근법.Ⅳ지난 년간 빈곤감소를 위한 주요 접근법과 이니셔티브는 의 새천년개발목표10 , UN (Millenium세계은행의 빈곤감소전략보고서Development Goal: MDG),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의 그리고 각 국가별로 실시하는 빈곤층 대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PRSP), OECD Pov-Net, .1. MDG : UN는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절대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MDG 2015 8개의 개발 목표이다 년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서 현재 개국에 의해 받아. 2000 UN 189들여지고 개국의 국가원수에 의해 서명되었다 는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의 핵심 목표가147 . MDG빈곤감소임을 재확인 하였으며 빈곤의 다차원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빈곤외에도 기아, ,보편적 초등교육 성평등 질병퇴치 모자사망율 감소등을 포함한 개의 목표를 세웠다 는, , , 8 . MDG모든 형태의 극빈을 절반으로 감축시키자는 계량적인 목표를 세우고 개의 목표에 개의 타겟, 8 21그리고 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박스 는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개발목표라는 점60 [ 3]. MDG ,목표를 계량화하고 달성 연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점 보편적 교육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이루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을 만 하다 그러나 개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치중되어 있어서 목.표간 시너지를 이루는 메카니즘이 부족한 점 고용의 역할 불평등의 확산 특정 거시경제 정책의, , ,대조적인 영향력 권력과 소외를 낳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 등 빈곤 감소에 중요한 이슈가 제대로,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한계이다.박스 개의 및 의 타켓과 지표< 3> 8 MDG Goals MDG 1

출처( : http://www.undp.org/mdg/goal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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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2. PRSP : IMF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는 개도국의 거시경제 정책 빈곤PRSP) ,감소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 정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외부 자본에 대해 다루며 많은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는 년대 경제위기 국가들의 거시. PRSP 1980-90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나치게 정형화되고 공여기관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을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감소를(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주 목적으로 내세우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협의하에서 계획이 세워짐으로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고양하고자 한다 는 고채무국 이니셔티브에 의해 채무변제국의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해. PRSP IMF와 세계은행에 요구되는 문서로 채무변제에 의해 가용할 수 있게 되는 자원을 빈곤감소를 위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 채무변제를 위해. PRSP “요구”되는 문서라는 점이나 세계은행이 초안 작성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인의식 고양은 요원한 면이 있다 또한 년에 형성된 의 빈곤 퇴치. 1999 IMF ․ 성장 금융(Poverty Reduction and GrowthFacility : 은 이러한 의 성장 빈곤감소 수원국 주인의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실PRGF) PRSP , , ,제로는 의 재정적 안정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적틀 및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를 위한 타겟에 초PRSP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한 재정적 정책은 원조 정책 기초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면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농업과 산업에대한 역량 개발 등 기타 성장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달성,하는데는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2).3. Pov-Net : OECD13)년 수립된 빈곤감소 네트워크 는 빈곤퇴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1998 DAC (DAC Pov-Net)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의 멤버는 회원과 영구 참관자 세계은행. Pov-Net DAC ( , IMF, UNDP)로 이루어져 있으며 멤버 및 산하기구 도 직Non-DAC OECD , UN, CSO ․ 간접적으로 참여한다14).에서는 빈곤의 다면성을 인정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택하며 의 빈곤감소Pov-Net (Holistic) , MDG타겟을 참조하고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원칙을 지원한다 관심 영역은 주로 빈곤 불평등 성장의, . - -관계와 경제성장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력 향상에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내용측면에서 빈, .12)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10). Combating Poverty and Inequality:Structural Chane, Social Policy and Politics13) Povnet Mandate 2009-2010 http://www.oecd.org/document/57/0,3343,en_2649_34621_46076985_1_1_1_1,00.html,총회 결과보고IECD DAC Povnet (11.3-4, 2010)14) 산하기구로는 나OECD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f the OECD(BIAC) Trade Union Advisory가 미팅에 참여하며 에는 기관들과 도 관여한다Committee to the OECD (TUAC) , Task team UN C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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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곤층의 고용확대를 수반하는지의 여부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기반 및 생산기반,개선 가능성 농업생산성 제고 사회보장프로그램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 . 2011년과 년 활동의 핵심이슈는 빈곤층 친화적 녹색성장 식12 Pov-net (Greening Pro-poor growth),량안보 사회적 보호 으로 선정되었다 의 주 산출물은 회(Food Security), (Social Protection) . Povnet원국의 합의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개발원조를 통해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촉진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모범관행에 대한 공유 개도국에서의 워,크숍과 공여국 스태프들에 대한 훈련 나아가 수원국을 대상으로 빈곤 친화적 관점의 국가 빈곤 퇴,치 전략수립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의 주요 문서로는. Pov-Net “DAC guideline on poverty reduction(2001)”, “Promoting Pro-Poor Growth :Key Policy Messages (2006)”, “Ex ante Poverty ImpactAssessment(2007)” 등15)이며 현재 개 작업반인 이행팀 과 역량강화팀, 2 (Implemetation) (Empowerment)이 운영되고 있다16) 은 그러나 공여국 중심의 논의이며 빈곤감소라는 주제의 광. Pov-Net DAC ,범위함으로 인해 타 네트워크와의 주제가 중복되고 전문적 분야로서의 논의가 어렵다는 한DAC ,계가 있다.국가차원의 사회보장 및 보호 프로그램4. 년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개도국 정부가 보편적 사회보호망 을1980 (Social Safety Net)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였다 이는 교육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지출은 증가시키되 주로 구조조정의 여파로부터 완충작용을 하는 잔여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효율성면에서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빈곤감소 및 소비의 유지, . ,노동시장 참여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부작용도 컸다 먼저 프로그램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는 상당한 행정적인 소요가 되며 특히 빈곤이 만연한 개도국에서는,프로그램 대상자를 가리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생기거나, ,빈곤층에 대한 낙인과 소외를 강화시켜 사회적 응집력을 떨어뜨리거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결과를 가져왔다.
15) 구체적으로 의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Pov-Net . DAC Guidelines : Poverty Reduction (2001)/Poverty and Health(2003), Promoting Pro-Poor Growth : Key Policy Messages (2006)/Private Sector Development(2006), Agriculture(2006)/Infrastructure(2006)/Ex 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2007), Promoting Pro-Poor Growth : SocialProtection and Empowerment/Employment and Labor Markets (Forthcoming)16) Implementation Task Team :·Pro-poor growth in DAC peer review, Joint learning events, ODA for socialprotection, China-DAC study group / Empowerment Team : Pro-Poor Growth Strategy Policy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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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빈곤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분과 장< 2> ․단점구분 구분 장점 단점보편적대선택적지원 보편적 • 보편성으로 정치적 지지 확보용이• 행정적 편의성•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문제 없음*• 형평성 높임• 낙인의 문제 없음 • 대상자 수가 많음• 불필요 한 참가자까지 혜택• 일반적으로 더 고비용
선택적 • 대상자 수가 적음• 비용 절감적 효율성 • 빈곤층만 해당되므로 정치적 지지 확보어려움• 행정 비용과 복잡성• 수혜자 선정시 투명성 공정성 문제,• 낙인 문제• 개도국에서는 선정 실적 저조

현금대물자지원
현금 • 참가자가 선택의 자유 가짐• 원조 전달에 있어서 효율성• 행정적인 편의•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침• 빈곤층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소비자로 규정 •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용이• 정치적 지지가 적음• 빈곤층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고자 하므로“자가선정(Self targeting)” 효과가 적음.• 인플레이션이나 계절에 따른 가격변동으로인해 빈곤층의 실질 구매력이 약해질 수있음.물자 • 지원목적 이외의 사용이 어려움• 정치적 지지 획득 용이• 보급 물자의 질이 낮으므로 이를 꼭필요로 하는 빈곤층만이 프로그램에참가하여 자가선정 효과가 높음.•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구매력 유지• 보호주의적 접근법(Paternalistic)

•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 하는경제적순손실 발생(Dead weight loss)• 원조 전달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행정적 비용• 보급물자예( :식량의 시장가격 하락)• 보급물자의 가격상승시 정부 재정 지출이늘어남
조건부대무조건적지원 조건부** •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함으로서 빈곤의원인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보건,서비스 등에 접근성 높임 • 조건부로 제시된 서비스가 열악하거나부재할 수 있음• 조건부로 제시된 서비스에 대한경제사회적 수요가 적을 수 있음+․• 복잡한 서비스 전달 및 원조형태를 관리할역량이 요구됨• 행정 및 관리에 있어 드는 비용• 보호주의적 접근법무조건적 • 즉각적 빈곤 감소• 노동제약을 가진 극빈층 유리• 빈곤층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가장잘 알고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자• 효율성 • 빈곤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이기 보다임시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임• 도덕적 해이와 의존성 문제출처: Coady, D. (2003) Choosing Social Safety Net Programmes and Targeting Methods in LDCs, International를 참고하여 저자가 분석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 대상자는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대상이 되는 인구 그룹을 의미 프로그램 참가자라고도 함. .** 조건부 지원 은 현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가족들이 정기적인(Conditional Transfer)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예를 들어 교육받은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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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빈곤층 친화적 성장.Ⅴ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빈곤의 감소는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 빈곤층 친화적 성장.이란 주로 빈곤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한 여성과 남성이 성장의 혜택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와 는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사회서비스 근. Mehorotra Delmonica ,무환경 환경보호 측면에서 빈곤층을 빈곤층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성장으로 정의했다 빈, .非곤층의 소득이 빈곤층보다 비율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거나 빈곤층의 소,非득이 증가하는 절대적인 속도를 보는 것이다 빈곤층 친화적 성장은 가계의 소득 및 아동들이 미.래에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산의 변화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다.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통한 경제적 빈곤 감소1.빈곤층 친화적 성장으로 경제적 빈곤을 감소시킴에 있어 주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성장의 속도와 패턴1)의 인구당 소득 증가는 국가에 따라 의 소득빈곤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성장률1% 1-4%외에도 성장의 속도와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이 다양한.산업 분야에 기반을 해야 하며 빈곤층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 .인프라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빠른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빈곤가정에게 이로운 성장의 패턴을 가져온다 이는 사업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이며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성을 높. ,이고 교육 보건 식수 등의 주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 , .지역에서 년대 이래로 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이 줄었고 특히 년과 년 사이에 양자1990 , 1997 2003공여국의 인프라 지원은 전체 의 에서 로 감소하였다 농업분야의 활동 역시 성장과ODA 35% 15% .빈곤가정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확장도 가져온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아시아에서의 녹색혁명은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다 예를 들어 남인디아의. .소규모 농민의 소득은 녹색혁명을 통해 가 증가되었다 의 수확물 증가는 의 절대90% . 10% 6-10%빈곤층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농업에서의 성장은 제조나 서비스업에서의 같은 비율 성장보다, 1%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빈곤감소 효과는 토지와 같은 자산의 형평성 있는 분배나.도시 지방간의 연결성이 높아 빈곤층의 시장 접근성이 높을 때 가장 커질 수 있다- 17) 농업연구는.17)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이 빈곤층 친화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아시- .아만큼 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프리카는 곡물과 가축의 혼합이 다양한 생태학적 지역에서 자. ,라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국내외 농업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는 사회적 보호제도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못하며 인프라가 열악해서 시장접근성이 낮고 선진국 시장에의 진출, ,을 위한 무역 및 기술 장벽의 존재 등 때문이다.



44 한국국제협력단

특히 국제공공재로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공여국의 지원은 지난 십년간 감소해 왔다.민간기업 개발18)은 민간부문이 직업을 창출할 수 있게 하며 빈곤층에 대한 소득을 높인다 개도, .국에서의 민간부문은 크게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비공식 부문SMEs),경제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세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공여국FDI) .들은 의 를 투자와 관련 있는 거시경제 친투자적 환경조성 기업지원에 섰으나 기업 및ODA 20% , , ,공급적인 역량개발 제도적 정책적 개혁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또한 특정한 부류의 회사에, .대한 지원 특정 규모 활동 혹은 분야에 속하는 회사들 에 치중하고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직( , )업창출력 혁신성 현지시장에 서비스 제공능력 등에 기반하지 못한 까닭에 시장을 왜곡하고 지속, ,가능성을 낮게 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공여국들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인프라투자와 금융.시장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현지자생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에 대응하고 외국.투자과들과의 관계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토지시장 등을 빈곤층에게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창업 등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2)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처럼 빠른 성장의 속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안정 건전한 정부 효율적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안정이라는 목표는, , .확장과 긴축을 반복하는 경제 사이클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잠재적으로,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재정긴축의 부담이 고스란히 빈곤층,에게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정책들은 지속가능하고 빈곤층.친화적 성장을 위한 정책들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세계경제와의.통합을 이루는 것은 빠른 성장을 가져오지만 형평성 있는 국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나,국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빈곤층이 새로운 교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불평등 다루기3)성장과 불평등 그리고 빈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성장이 빈, . ,곤층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를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년 에티오피아에서 빈곤층이 성. 1981-95장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렸다면 성장이 의 빈곤감소에 기여했을 것이나 실제로는 의 빈곤, 31% , 6%감소 효과 밖에 거두지 못했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전의.18) OECD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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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시각과는 달리 성장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는 성장의 패, .턴 분석을 비롯하여 취약성에 대한 보호 장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아동발달에 대한 조기투자, , ,교육 보건 인프라와 같은 기초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등이 있다. 박스 성장과 불평등 그리고 소득빈곤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틀< 4> 19)I) 와 가계소득증가를 비교하여 성장의 거시 미시 연계성을 파악하고 성장의 원천을 분야 지출의GDP - , ,형태소비 투자 등 투입 요소노동 및 재화 등 증가 요소별 생산성에 따라 분석, ), ( ) ,2)성장의 지리적인 분배지방 수도 등 성장으로 인한 고용의 패턴 변화남녀 고용시장 참여율 고용( , ), ( ,분야 공식대 비공식 실업 등 이로부터 얻어지는 임금과 소득에 대해서 관찰, , ),위험과 취약성 다루기4)친빈곤층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농업 부문 소득의 안정성 증가 민관 협정을 통해 재난 재해 등에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시장의 강화 연금 등의 사회안정망 수립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도록 유도, ,하는 현금지원 등이 필요하다.시장의 실패 보완5)시장은 빈곤층을 성장의 과정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 20) 혹은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차별 및 시장접근에 드는 높은 거래비용에 대해 다루어야 빈곤층 친화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은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면에서 제한된 경쟁을 하는 등 시장 실.패의 요소가 존재하므로 소액금융제도 등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액금(Microfinance) .융지원 사업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므로 일반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거시경제 환경 등의 조정을 통해 빈곤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가능하게 높여야 한다 시장 참여의 평등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지식과. ,기술 자본 토지 부족 등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시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룹을 위한 보, ,완장치21) 역시 마련되야 한다.19) McKay (2005). Tools for Analysing Growth and Poverty: An Introduction20) 부적절한 정책과 제도 시장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시장지배력의 집중 높은 거래비용 조율실패 환경과 같은, , , , ,외부성 에 대한 고려부족 등(externality)21) 공공근로 연구와 사업개발 서비스를 위한 바우처 제공 등,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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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친화적 정책 대 빈곤층 친화적 정책2.경제학자들에게 강조되온 성장 친화적 정책과 정치 사회학자들에게서 강조되 온 빈곤층 친화적 정책은 개발에 대한 관점에 있어 서로 양립 불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이집트 같은.나라들은 년대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인적역량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아 결국 노동1970 ,생산력이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졌다 반대로 자메이카와 같은 나라에서는 성장률, .이 낮아 빈곤층의 역량에 대한 투자가 소득빈곤의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역량이 높아진,빈곤층일지라도 높은 소득을 창출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중국은 고속의.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전 인적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물론 성장 친화적 정책과 빈곤층.친화적 정책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충관계가 있으나 이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 예를 들어, .인적개발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높은 세율을 요구하고 이는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과 보건 향상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중기적으로는.높은 성장을 가져오며 조세기반을 넓혀서 인적역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한 친 성장 및 친 빈곤층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류 금융 사업의 일부로 실시되는 소액금융이나 빈곤층에게 접근가능한 인. , ,프라 제공 빈곤층의 생산적 사용을 위한 전기공급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가능케 하는, ,재정적 동기부여 빈곤층의 식수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이러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격정책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빈곤층 친화적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빈곤층의 정치적 권한 강화3.빈곤층 친화적 성장 정책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 그들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입안과정에,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즉 농민단체 여성. , ,단체 소기업 무역조합 등이 빈곤층 친화적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을 파악하고 분석할, , , NGO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서로 다른 이해집단간의 경쟁의 산물인 따.라서 빈곤층에게 필연적으로 불리한 정책으로부터 증거에 근거한 대화를 통한 정책으로 옮겨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에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국가 빈곤층. ,친화적인 사회 계약 입법, ․ 사법 ․ 행정 등 서로 다른 정부 조직간의 균형 및 인적재정적 자원이 뒷․받침된 분권화가 필요하다 또한 빈곤층 친화적인 성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합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유권자,들 변화의 매개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연구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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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빈곤 감소를 위한 공여국의 역할.Ⅵ마지막으로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여국이 를 통해 효과적으로 빈곤 감ODA소 및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22) 빈곤감소를 주류화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략에 대한 재정비와 변화를 의미한다 공여기관은 우선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 ,개발, 국제 공공재 등 상위 개발협력의 목표를 정립하고 반드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들 간의,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빈곤 감소가 가장 비중이 높고 우선순위가 되는 목표일.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빈곤감소에 초점을 둔 지역적 원조 배분1.지역별 국가별 원조 배분은 개발협력 기관의 양자 원조 정책 및 전략의 핵심이다.국별 배분1) ODA일반적으로 최빈국을 우선시 해야 한다 또한 인당 원조가 높을 지라도 빈곤층 인구의 대부분이. 1 ,살고 있는 인구 규모가 중간이상의 국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수원국 자체의 빈곤감소 전략이.적절성 빈곤퇴치를 위한 정치적 약속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룹별 원조 전략2)수원국에 대한 원조전략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수원국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원조 의존적이지 않은 대규모 국가 : 개발협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협력국과 대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형성에 있어 의 발언권을 높여야 함 민간부문 발전, , CSO .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구조 개선 공여국의 무역 농업 재정 정책 간의 정책 일관성 증진이, , ,협력의 개입지점(Entry point).• 빈곤감소 전략은 존재하나 이를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 :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국가전체의전략과 공공투자 우선순위에 맞추어 그 일부를 담당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제도적 개발 의, , CSO역량 개발 및 섹터개발 있어 기술협력 등이 원조의 주 분야.•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을 개발할 역량과 제도적 메카니즘이 부족한 국가 : 수원국의 빈곤관련 분22) 일반적인 원조효과성 원칙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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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역량을 지원해야 하며 성 불평등과 같이 사회적 소외 및 역량제한 등과, (Disempowerment)관련된 사회 경제 정치 데이터를 분석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수 있음.• 분쟁 및 자연자해 등으로부터 회복하는 국가 : 재난의 파급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제 인프라와기초 사회사비스를 복원하는 것이 공여국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긴급구호 재건 평화구. , ,축 노력의 일환으로 빈곤층이 노출된 위험과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함.• 정부가 빈곤감소에 대한 의지와 책임성을 보이지 않는 국가 : 거버넌스 인권 원조 효과성 측면, ,에서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방당국 등을 통해 특정 개입 대상층, , NGO에 대한 빈곤감소 노력을 할 수 있음.국별 프로그램 분석틀3)양자공여국의 국별 지원 전략에 포함되는 항목과 과정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빈곤감소를 중.심으로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할 때는 박스 와 같은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이중 항은 협력국의 빈곤감소전략을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1-3 .박스 양자공여국의 빈곤 중심 국별 전략 모델< 5>

출처( : OEC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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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빈곤감소 초점의 개발협력 분야2. 지원대상 주요 정책 분야1)국가와 지역 측면 다음으로 분야적인 측면에서 빈곤감소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수원국이, .다음과 같은 정책분야에서의 개혁을 꾀할 때 빈곤감소 초점에서 공여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 부패감소와 공공부문관리의 효율성 향상 등 굿 거버넌스 에 대한 지원(Good Governance)• 능력에 기초한 공무원 기용 공공행정의 질 향상 등 공공서비스 개혁,• 조세 관세에 관한 법안개혁 및 집행 개선 등 재정관리 개혁,• 공공부분에 빈곤층의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등 분권화 실시• 재산권을 강화시키고 성별과 관련된 편견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토지 임대법 개혁• 전문가 연합회 혹은 인권 단체 등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시민사회조직 지원• 투자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금융부문을 강화하며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등 민간부문 개발,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위한 주요 분야2)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개발 인프라 농업의 세 분야가 특히 중요하다 박스, , . [은 각 분야에서 주요 아젠다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아젠다를 다루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6] ,해서 보여 준다. 박스 친빈곤층 성장관련 주요 분야 및 아젠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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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를 위한 원조방식3.국별지원은 다양한 원조 양식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직간접적 개입이 균형을 이루어, ․야 하고 수원국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야 한다 주요 원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원조1) (Program aid)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지불 을 할 수 있, (Disbursement)다 그러나 지원금의 대체가능성 로 크므로 수원국의 정책틀과 환경이 우수해야 하. (Fungibility) ,며 세계은행이나 의 개혁 프로그램 맥락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IMF .섹터지원2) (Sector support)교육 보건 등 빈곤감소 목적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인 섹터별 접근법 을, (Sector-Wide Approach)활용할 수 있다 섹터지원은 상당한 제도적인 개혁을 포함하므로 역량개발의 요소가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주로 섹터프로그램이 중앙정부부처의 책임소관이여서 다부문적 접근을 하는 지방정부.를 소외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 섹터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빈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부문간 시너지를추구해야 한다 또한 섹터지원은 국가 예산과 별도로 존재하는 평행적인 재정 메카니즘을 통해.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하며 원조 실시에 있어 국내외 모두의,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지역기반 접근법3) (Area-based approaches)년대 상향식 통합적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1970 (Top-down) (Integrated) ,수원국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화와 함께 특정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부분의 통합적 접근법이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상지역이 되는 농촌지역은 지방당국의 권한이 충분하고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이전과 같은 청사진식 처방을 필요치 않는다 이러한 접근법은, (Blue-print appraoch) .빈곤의 다차원성 뿐 아니라 다양한 섹터와 종합적 접근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생계, (Sustainablelivelihood)23)의 관점 다시 관심을 얻고 있다.23) Livelihood as a whole represents “the capabilities, assets and activities required for a mean of living.” Alivelihood is sustainable when it can cope with and recover from stresses and shocks, maintain/enhance itscapabilities and assets, while not undermin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Scoones, 1998). The latest attemptto confront the issues of rural poverty in as holistic a manner as possible (Ellis, 2000). It challenges the“farming first” mentality and considers the full range of livelihood strategies. Rural poverty reduction istypically structured quite explicitly on sectoral basis while it depends on inter-sector mobility and adaptability.PRSPs do not acknowledge this by encouraging rapid urban and non farm growth in low-income agrarianeconomies but rather stick to liberal market orthodoxies such as linking farmers to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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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발협력이슈
프로젝트 지원4) (Project)공여국들은 단독 프로젝트 방식보다는 국가 기획 예산 틀이나 섹터별 접근법과 연계된 프로젝트를실시해야 한다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생계의 측면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그들이 처한.빈곤상황에 대한 사정을 하고 빈곤층을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그들의 스스로가 가진 상황인식 및,개선방안을 적극 활용하며 젠더를 프로젝트 사이클 전체에 주류화 시켜야 한다 빈곤 감소에 초, .점을 둔 인프라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 기계장비보다는 노동집약적 방법을 택할 것 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서 노동집약적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비용도 저렴할 수 있음.• 지역 :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함 예를 들어 도시 전력화보다는 빈.곤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고립된 시골지방 전력화 사업이나 슬럼가 인프라 향상 등으로 지역적타겟을 정하는 것이 더 빈곤 초점이 강하다 할 수 있음24).• 초점 : 빈곤층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촘촘한 차 도로를 만드는 것, 2이 높은 질의 도시 내 수송수단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 또한 공여국이 지원하는 초기 도로.건립비용보다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유지비용에 대한 고려 필요.• 조직 : 인프라 사업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시작되나,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지역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 정도를 알아야 함 따라서 지.역주민의 욕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업 운영의 여러 방안에 대해서 선택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빈곤층 초점의 개입 프로그램5)이밖에 빈곤층 초점의 개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통합적 식량안보 프로그램 식량을 위한 근, ,로 프로그램(Food for Work) 25) 빈곤 지역 주민들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적 기금, (Social Funds),빈곤층의 소득 창출 가능성을 넓히는 소액금융26)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27) 등을 포함한다.

24) 물론 공장 건립 등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장 가동 후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요금도 지속적으로,징수가 가능한 도시에 전력화 사업을 추진하면 이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을 빈곤층의 복지로 사용 가능할 것임 따라서.이러한 다른 정책적 선택이나 전략들은 목적측면에서 반드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님.25) 근로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빈곤에 대한 지속적 영향력이 아직 확실치 않다. .26) 그러나 극빈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있으며 빈곤탈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하는,등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지역 특판 물품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고 사업기술을 같이 개발시키는 지원이 같이 제공되야.더 영향력이 크다.27) 협력국의 사회적 서비스 향상을 통한 인적역량 정책입안 역량 및 프로그램 기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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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구6) : 채무변제 인도적 지원 지역적 협력 지원, ,그 밖의 원조 양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 가능하다.• 채무변제 : 빈곤감소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채무금을 갚기 위해 선진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것을 막기 위한 과다채무빈국 이니셔티브는 빈곤감(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중의 하나임 그러나 공여국이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이 아닌 채무변. DAC재만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만큼 다른 원조를 줄이는 경우 빈곤감소 효과가 줄어들 것임 또한, .협력국이 채무변제로 인해 확보한 자금을 국가예산의 일부로 적절히 사용하는지 모니터링 하는시스템이 필요함.• 분쟁예방 및 인도적 지원 : 지역시장을 원조 물품으로 포화시켜 지역생산품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며 지역민들이 구호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지,원을 해야 함.• 지역협력 지원 : 이민문제 그리고 토양침식 사막화 등 자연자원과 관련된 문제 등은 지, AIDS, ,역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별전략에 이를 통합시켜야 함, .정책일관성 유기성4. / (Policy coherence)개도국의 빈곤 감소는 지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ODA ,여러 대외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여국 내의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즉 선진국이 수출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자국 상품의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주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는 공여국의 범 정부적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유기성이란. /정책형성을 하는 다양한 관리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는 정책조율 이나 개별적 정(Policy coherence)책이 서로 대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일치성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개념으(Policy consistency)로 국제적 빈곤감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서와 기관간에 서로 시너지가 되는 정책 행동,을 체계적으로 고취하는 것이다 정책일관성 증진을 위해서는 빈곤감소에의 공약과 책무를 전정부.적으로 지키도록 하며 정부부처 및 기관 간에 실무그룹이나 사안에 따른 등을, TF(Task Force)수립가능 하다 이 정책 일관성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는 국제 무역 농업 및 식량 안보 자연재해. , ,및 환경 이주 노동규범 불법약물 등의 사회 이슈 거버넌스와 인간안보 및 분쟁 문제 등이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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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 기관의 조직 변화5.빈곤감소라는 목적을 공여 기관의 모든 활동 및 모든 조직의 차원에서 주류화 하기 위해서는 원조조직의 시스템 구조 인센티브 및 문화를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 , .• 리더십의 역할 : 빈곤감소를 위한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다양한 개발목적들간의 상충,성과 보완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함.• 업무 프로세스 : 프로젝트 심사 과정 복무규정 외부용역 및 연구 등, , TOR(Terms of Reference)이 빈곤감소 목적과 일치해야 함.• 기술 : 관계형성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 외교부 직원들의 개발 이슈에 대한 이해 강화 국별 차, ,원에서의 다학문적인 팀 형성 능력 빈곤 감소와 관련된 기술과 성과를 가진 직원 고용 정책개, ,발의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과 본부에서의 정책분석지식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인적자원개발 추진• 조직 : 단순한 프로젝트 달성의 목적에서 벗어나 빈곤감소를 주류화 하는 책임을 가진 전문적,인 부서 및 담당관 을 전사적인 차원의 빈곤감소 목표 달성과 함께 활용 다학문적(Focal point) .팀과 지식 네트워크도 빈곤감소 영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현장의 변화.하는 빈곤 환경에 대한 반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권화 실시.• 인적자원관리 : 직원의 성과 관리 조직의 보상 및 인센티브 시스템 직원들의 동기와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및 훈련이 빈곤감소 목적과 일치되어야 함.실용적 도구 활용 사전빈곤영향 평가6. : (PIA)지금까지 공여기관이 빈곤감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펼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정책적 차.원 이외에 공여기관에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관리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를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빈곤사회 영향 평가의 목적1)공여국과 수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 사전 빈곤 영향 평가(Ex ante) (Poverty ImpactAssessment`: 가 있다 이는 공여국과 협력국의 개입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의도된PIA) . ,혹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정도구 이다 는 특정 개입전략을 가정. PIA논리적 근거 및 자원분배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빈곤감소(Assumption), ,와 빈곤층 친화적 성장에의 효과가 큰 개입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는 빈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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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향 평가(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 : 의 축소판으로 정책차원보다는 프PSIA) ,로젝트와 프로그램 등 적용 범위가 작으며 주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보다 시간과, PSIA비용이 적게 든다28).빈곤사회 영향 평가의 분석틀2) 29)는 그림 과 같이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있다PIA [ 7] 5 .그림 사전빈곤영향평가 분석틀< 7>

출처( : OECD, 2007)• 모듈 빈곤과 계획1 : 수원국의 일반적 빈곤 상황 빈곤감소 계획과 같은 국가적 전략과 계획, ,국가전략과 개입 프로그램간의 관련성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의 원천 과 질을 다룸, (Source) .• 모듈 이해관계자 및 제도 분석2 : 개입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및 제도에 대한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은 개입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혹은 개입의 직 간접적 타깃이 되는그룹을 분석 그룹핑은 성별 나이 사회계층 직업 등이 될 수 있음. , , , .- 제도분석은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입은이러한 규칙을 수정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음 조직 지도 등의 방법. (Organizational mapping)사용 가능.28) 는 주 걸리며 이 소요되는 반면 는 개월이 걸리며 이 소요됨PIA 2-3 USD 15-40,000 , PSIA 6-18 USD 50,000-200,000 .29) OECD (2007). A Practical Guide to Ex 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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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전도경로 파악과 그 결과3 (Transmission Channel) : 개입 프로그램은 여러 전도경로를 거쳐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어 특정한 결과를 낳게 됨 일차 경로는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활성.화 되는 경로이고 이차 경로는 이해관계자의 행동 변화의 결과로 인해 촉진되는 간접적 경로,임 개의 전도경로는 가격 임금 포함 고용 공적 민간 자금 흐름 및 세금 재화와 서비스에의. 6 ( ), , ,접근 권위 자산이 있음, , .• 모듈 이해관계자 및 프로그램 대상자의 역량 변화에 대해 평가4 : 개입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대상자의 빈곤탈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중단기적으로 향상시켰는지 사정 여기서 다루는 가지. 5․역량은 경제적 예( : 소득 인적 예), ( :교육 보건 쉼터 정치적 예, , ), ( : 인권 발언권 사회, ), ․ 문화적예( :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 참여 보호적 예), ( :취약성을 줄이는 보험 및 보호 역량을 말함) .• 모듈 와 다른 전략적 목표에 대한 결과 사정5 MDG : 개입 프로그램이 와 국가전략 등MDG /PRS에 기반한 다른 보편적이고 고차원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지를 평가.
결론.Ⅶ본고는 빈곤의 개념 및 현황을 이해하고 빈곤감소 및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함께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빈곤감소 파트너십에 대한 배경지식에 대해서 간략히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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