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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모리타니(Mauritania), 카에디(Kaedi) - 카에디
영양회복 및 교육 센터(Centre for Nutritional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CRENI)에서 자녀의 치료를 위해 대기 중인 어머니들.
자료 제공: OCHA / I. Brandau1

머리말
지난 10년 동안 제공된 인도적지원의 규모와 비용 및 지속 기간은 인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기관 통합 인도적지원 요청(inter-agency
humanitarian appeals)에 따라 인도적지원이 제공되는 기간은 현재 평균 7년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발생한 인도적지원 요청의 규모는 거의 4배가량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인도적지원 노력과 개발 노력 간의 연계성 개선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피해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과 취약성 및 인도적
필요의 전반적인 수준도 경감하기 위해 유엔 2030 어젠다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목표는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들과 개발 활동
주체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향한 공통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고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 WHS)
에는 역대 최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도적지원-개발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 Nexus)
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태도적, 제도적, 재정적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

1
기관 통합 인도적지원 요청에서 요구되는 자금 규모는 2006년 48억 달러에서 2016년 197억 달러로 증가했다. 출처: Wold Humanitarian
Data and Trends 2016, OCHA,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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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사람들이 연료 효율이
좋은 난로를 제작하는 워크숍을 통해
식량안보와 영양 및 보건 수준을
개선해줄 실용적인 물품을 제작하는
동시에, 한데 모여 커뮤니티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제공: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원칙에 의거한 인도적지원 활동에 대한 헌신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약화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무력분쟁이 발생한 상황에는 이와 동시에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고 사람들이 지닌 인도적
필요의 정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줄여야 한다는 공통의 도덕적 의무도, 즉 분절된 영역(silos)을
아우르는 공동 성과(collective outcomes)를 달성해야 한다는 과업도 존재한다.
“공동 성과”는 새로운 업무 방식(New Way of Working, NWoW)을 향한 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으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HS)에 참석한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기구의 대표
8명이 서명한 ‘실천 공약(Commitment to Action)’에 요약되어 있으며, 세계은행(WB)과 국제이주기구
(IOM)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공동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도적지원과 개발 간의 간극을
초월하고자 하는 활동은 여러 공여국과 비정부기구(NGOs), 위기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 및 기타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았으며,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HS)에서
많은 약속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위험 및 취약성 경감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공동 성과를 지원하면서, 각국의 국내 및 지역 활동
주체들을 비롯해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들과 개발 활동 주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틀을 제시한다.
SDG 체계 하에 위험과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인도적 필요를 종식시키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인도적지원과 개발 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공통의 비전이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이
공통의 비전을 목표로 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으며 측정 가능한 방안을 제공한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변화들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복잡하며, 현실화되기까지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영향을 받은 인구를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가
개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험과 취약성을 경감해줄 것이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주어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인도주의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은 불변의 원칙으로, 항상 인도적지원 활동에 길을 제시하고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활동 주체와의 더 나은 조정 활동은 상호배타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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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인도적지원 활동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인도주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주어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인도적지원 노력과 개발 노력 간의 일관성을 증대시킬 최선의
접근법을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는 즉시 인도적지원 영역과 개발 영역의 거리를 더욱
좁힘으로써 위기에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위기에 따른 구조적 및 경제적
영향을 다루며, 새로운 취약점과 불안정성이 급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새로운 업무 방식(NWoW)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방식을 달성하려면, 각 기관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더 높은 책무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업무와 유엔 체계(UN system) 전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무성이 갖춰진 튼튼한 문화를 조성하려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메커니즘도 필요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지명자, 2016년 12월

2014년 2월, 모리타니, 카에디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
LAS)의 파에카 사예드 알 살레(Faeqa
Saeed Al-Saleh) 대사가 모리타니 남부
카에디에 위치한 영양회복 및 교육 센터
(CRENI)를 방문하고 있다. 모리타니는 사헬
지역에서도 식량 및 영양 측면에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이다.
자료 제공: OCHA / I. Bran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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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아이티, 제레미(Jérémie) - 로라
시몬(Laura Simon)이 허리케인 매슈(Matthew)로
인해 파괴된 집의 잔해를 배경으로 서 있다.
자료 제공: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UNICEF)

새로운 업무 방식(NWoW) 정의하기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 각국 정부, NGOs, 민간
분야 활동 주체들이 지난 수년간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협력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장벽들을 제거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동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유엔 활동
주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지닌 각각의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바탕으로 수년간 노력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이미 존재하는 역량을 다지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성과는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들(및 기타 관련 활동 주체들)이 3~5년의
기간 동안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레라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에서 콜레라 감염 건수를 현재 5만 건에서 2021년에는 0건으로 줄인다거나, 어떤 도시에서
추가로 발생한 10만 명의 장기 국내이재이주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의 거주
및 지자체 서비스로의 통합 문제를 2021년까지 ‘법제화’하는 것이 공동 성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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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과는 피해인구의 필요와 위험 및 취약성은 경감하고 회복력은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정량화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결과 혹은 영향으로, 이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활동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비교 우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조직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혹은 조직보다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고 위험 및 취약성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이 더
큰 경우를 가리킨다.
다개년 일정(multi-year timeframe)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 목표나 때로는 가변적인
(dynami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분석과 전략 수립, 계획 및 조달 자금
운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지원 활동을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로부터 개발 활동 주체로
“이전(hand-over)”하는 접근법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는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들과 개발 활동 주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들 간의 잘 조정된 다양한 단·중·장기적 노력을 통해 인도적 필요와
위험 및 취약성 경감이라는 공동 성과에 기여할 길을 제시해준다.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들은 이미 취약성에 초점을 둔 다년간의 개입을 점점
더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성을 측정이 가능 할 만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동 성과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장벽을 허물고, 활동 주체들의 협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들의
협력이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국가 및 지역이 공동 성과 달성을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목표는 활동을 수행하는
맥락 및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지닌 각각의 비교 우위에 따라 구체화된다. 인도적 위기의 예방
및 인도적지원의 제공과 관련해 각 국가 및 지역의 활동 주체들이 갖는 역할들을 “강화하되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HS)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성과에 해당하며, 인도적 필요와 위험 및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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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과란 무엇인가?
공동 성과는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 및 기타 관련 활동 주체들이 3~5년의
기간 동안 공동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정량화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도표는 현재 5만 건의 콜레라 감염 건수를 2021년까지 0건으로 줄이고자 하는 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공동 성과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콜레라 발병 감염 인구수

공동 성과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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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발병 감염 인구수
콜레라 발병

감염 인구수

50,000

50,000

1년 차

2년
차인구수
1년 콜레라
차
2년 차
발병
감염

1년 차

35,000 35,000

2년 차

50,000

35,000

1년 차

2년 차

20,000

5,000

20,00020,000

5,0005,000

3년 차 3년 차

4년 차4년 차

3년 차

4년 차

0
0 0
5년 5년
차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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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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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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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2030
2030

0

3년 차콜레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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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
신규
방지하고
콜레라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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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신규신규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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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률을
x%로 경감
감염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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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공동 성과

감염을
방지하고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콜레라
위험과신규
취약성
경감하기

감염률을 x%로 경감
3~5년의 기간 동안 공동 성과를 달성할 경우, 2030년까지 수인성 질병을
퇴치하고자 하는 SDG 세부목표 3.3에 x% 만큼 가까워질 것이다.

2
배열(sequencing)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준이 충족되면 한 프로그램(예: 인도적지원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예: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전(handing over)”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첩(layering)은 지속 기간이 서로 상이한(인도적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지속
기간이 짧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예: 인도적지원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상의 지원을 동일한 대상에게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integration)은 모든 지원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3
아이티에서의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엔 체계 접근법: http://www.un.org/News/dh/infocus/haiti/Haiti_UN_System_Cholera.pdf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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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동 성과는 모든 활동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며, 각 활동 주체가
구상하는 계획과 사업은 공동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 및 공동 성과 달성에 기여할
역량을 지닌 주체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띠게 될 것이다.

공동 성과는 장기화된 위기 상황 속에서 활동 주체들이 협력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동 성과를 계획하려면 어떤 활동 주체가 어떤 역량을 통해 공동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인도적지원 및 개발 프로그램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sequencing)하고, 어떤 것들은 중첩(layering),
통합(integration)해야 위기에 가장 취약한 인구의 필요를 가장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든, 공동 성과는 인도적지원을 동일한 지리적 영역 내의 동일한-가장 취약한-가구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2

사례: 아이티의 콜레라에 대처하는 새로운 유엔 체계 접근법(UN System Approach)
아이티의 콜레라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유엔 체계 접근법은 새로운 업무 방식(NWoW)과 구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접근법은 필요를 충족하고 경감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2010년 이래로 거의 80만 명의 아이티인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으며,
그중 9,000명 이상이 콜레라로 사망했다. 2016년, 유엔 사무총장은 아이티에서 발생한 콜레라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물자 지원 제공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콜레라
확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엔은
아이티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콜레라를 치료하고 경감하며 궁극적으로는 콜레라 확산을 종결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엔의 목표는 급수와 위생 및 보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를 마련하고 곧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해결책에 투자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3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 필요를 충족하고 위험 및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인명구조 프로그램
설계. 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지역에 긴급대응팀을 파견하여 임상 치료와 수분 보충,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 살균, 상수도에 대한 염소 처리, 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일종의 예방 조치로서 콜레라 백신을 제공한다.
개발 활동 주체: 개인과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과 기반 시설 및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보건 관련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공동 성과를 SDG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일관성 유지.
관련 부처를 통한 조정 작업을 비롯해, 인도적 대응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유엔은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 다른 핵심 파트너와 협력하여 현존하는
장기적인 개발 해결책에 대한 투자를 확실시하고, 아이티가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4
시민사회: 지역 및 풀뿌리 차원에서 공동 성과를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s)
로서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공적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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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필리핀 카가얀(Cagayan)
카말라뉴간(Camalaniugan) - 태풍 하이마
(Haima)가 발생한 이후, 필리핀 정부 소속의
긴급피해조사팀(우측)이 피해 커뮤니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 제공: OCHA / T. Arao

새로운 업무 방식 추진하기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달성하려면 유엔 기구, 국제 및 지역 NGOs, 민간 부문, 시민사회
활동 주체, 정부들 사이에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인도적지원과 개발 원조의 진행 과정과 조정 및 자금 조달 방식을 더욱 긴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일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상황이 적절하다면 다음 네 가지
핵심 분야를 긴밀하게 조정할 기회를 탐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i) 분석: 방대한 분량의 신뢰할 수 있는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려면, 상황과 문제에 관한 예측 가능한 공동 분석이 필요하다.
(ii)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설계: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들이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설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공동 추진하면, 일련의 공동 성과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3~5년
이내에 달성하기로 한 성과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것은 공동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어떤 활동 주체들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iii) 리더십 및 조정: 문제의식의 공유 및 공동 성과의 파악과 이행 및 자금 조달을 촉진할
권한을 지닌 유엔 상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 RC)과 인도적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HC)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정 활동을 수행한다. 상주조정관(RC)과 인도적지원
조정관(HC)은 여러 국가 및 지방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공동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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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든 활동 주체와 역량 간의 연계성도 지원한다. 이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지원받아야 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NWoW)에 기여하는 각각의 활동
주체들이 지닌 공동의 책무성과 개별적 책무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iv)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들 가운데 공동 성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특히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으며 예측 가능한 다개년 사업을 설계하고
자금 조달 도구들을 다양화하는 것이 자금 조달 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 다양화된 자금 조달
도구들을 조정하면 세계은행 및 기타 여러 다자개발은행에서 제시한 단·중·장기 프로그램들을
중첩(layering)해서 시행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금 조달이 공동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 발전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활동 주체들이 인도적 위기에 대해 더욱 집단적이고, 더욱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인도적지원을 위한 노력과 결합하여 여러 취약한 환경에서 일자리와 의료 서비스 및
교육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추진하려면,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들이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회복력과 자립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울라 토르네스(Ulla Tørnæs) 덴마크 개발협력부(Danish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장관

2016년 10월, 아이티 제레미 - 언덕 위에
집들이 무너져 있다. 자료 제공: UNI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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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취약성을 경감해줄 “공동 성과”를 파악하면, 향후 3~5년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UN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계획과 공동 성과 간의 연결성을 파악함으로써
중·단기 프로그램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에 가장 취약한 인구가 개발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적용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에 제시된 단계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동 성과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가구 및 커뮤니티 수준의 취약성과 이러한 취약성을
다루는 데 필요한 각 지역의 역량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적 필요 개괄(Humanitarian Needs Overview)
및 주요 위험과 취약성을 다룬 기타 활용 가능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공동 국가 분석(Common Country Analysis)
을 실시한다.

공동 성과 달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법을 조정한다.
(단·중·장기 개입에 대한
자금 조달이 3~5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자금 조달
도구를 통해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동 성과의
파악에서부터
달성까지

각 기관의 사업과 업무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을
제안하고 지원함으로써 공동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위험 및 취약성과 관련된
핵심 분야 중에서
유엔개발지원체(UNDAF)
혹은 다른 국가별
프레임워크에서 취약성을
경감하고자 하는 전략적
우선분야를 파악한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우선분야가 국가별 SDGs와
연관성을 갖도록 한다.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들이 “공동
성과”로 채택할 수 있는, 변화를 가능케 하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필요와 위험 및
취약성의 경감 결과를 파악한다. 이러한 작업은
유엔개발지원체제(UNDAF)의 전략적 우선분야
및 국가별 SDGs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동 성과에 맞게 “
간결한(compact)” 혹은 유사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5
새로운 유엔개발지원체제(UNDAF) 지침은 “유엔 활동 주체 및 유엔에 속하지 않은 활동 주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파트너들이 각자가 지닌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표명한 수년에 걸친 공동의 비전과 공동 성과”를 보여준다.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설계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기구들은 각자의 권한과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여러 활동과 개입 및 사업을 비롯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함께 계획하며, 필요와 취약성 및 위험을 경감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한다.” https://undg.org/main/undg_document/undg-meeting-22-februar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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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아프가니스탄, 쿤두즈(Kunduz) 쿤두즈에서 분쟁으로 인한 이재이주가 발생하자, 각
기관의 임무 수행에 이어 인도적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자료 제공: OCHA / Mohammad Sadiq Zaheer

장기화된 국내이재이주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업무 방식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특히 국내이재이주를 비롯해 장기화된 이재이주 상황을 다루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분쟁과 폭력에 의해 강제 이재이주한 사람은 6,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대다수-거의 4,100만 명-는 자국의 국경 내에서 이재이주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이재이주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에
해당한다. 국내이재이주민(IDPs)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 인도적지원과 개발에서의 주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처해 있는 곤경에 대한 항구적 해결책(durable solutions)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의 국내이재이주민(IDPs)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재이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당면하고 있는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롭고도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화된 국내이재이주
상황에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적용하면, 국내이재이주민(IDPs)과 수용 커뮤니티의 취약성을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이들의 회복력을 기르며, 각각의 인도적지원 활동 주체와 개발 활동 주체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각국 정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관 및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장기화된
이재인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2017년 중순에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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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예멘 사나아(Sana’a) 바이트 마야드
(Mayt Mayad) 인근 - 6월 13일, 6개의 미사일이 이
지역을 강타했다. 집들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자료제공: OCHA / Charlotte Cans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공동 성과를 향한 대대적인 변화는 새로운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주요 조치들은 이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속적이며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태도와 행동 및 접근법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 존재하는 정치적, 제도적, 구조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적절한 상황에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년에 걸쳐
구체적인 결과를 측정하며, 공동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 유형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장기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제한적인 (그리고 점차 줄어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을 추진할 때에는 - 자금 조달의 유형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자금이 조달되는지
(예방, 지속가능성, 현지화된 대응에 더 초점을 맞추어)의 측면에서 -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보다 현명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성위기대응(acute crisis response)을 위한 단기적인 자금
조달과 더불어 양허성 자금 조달(concessional financing), 위험보증(risk insurance), 채권 및 기타
유사한 수단들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업무 방식(NWoW)의 실행 및 정책 관련 논의들은 이미 관련 실무 집단과 현장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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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와 성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성공은 우리가 얼만큼의
식량을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루려면, 우리가
달성해야 할 성과는 어떤 것이며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게리 코닐(Garry Conille), 2016년 12월 국제적십자·적신월사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사업 및 운영 사무차장

콜롬비아 - 유엔인간안보신탁기금(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UNTFHS)의 재정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콜롬비아 분쟁 지역에서의 국내이재이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사진에 담긴 엠베라(Embera)
부족의 마을은 이재이주 위험이 가장 높은 분쟁 지역의 최전선 인근에 위치해 있다. 자료 제공:UN / Mark 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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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ocha.org

표지 사진: 2015년 7월, 예멘 사나아. 주베이르(우측)와 그의 친구가 물을 얻기 위해 사나아 인근 무사이크(Musaik)의
급수처에서 도착했다.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급수처에 의존하는 인구수는 3만 명이 넘는다.
매일 각각 3천 리터의 물을 실은 트럭 3대가 무사이크에 위치한 몇 개의 급수처에 물을 공급하는 이 프로젝트는
GIZ와 UNICEF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상 봉쇄와 연료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물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은 급수 트럭에 의존하고 있다.
자료 제공: OCHA / Charlotte C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