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High Level Panel, 4차 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코뮤니케 발표

Key Areas highlighted by HLP
• Reshaped & revitalized global
governance and partnerships
•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Strengthened means of
implementation

코뮤니케 내용 (요약)
• Post-2015 개발 아젠다 정립을 위해 구성된 고위급 패널(이하 “HLP”)은 ‘13.3.25~27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여,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개발 아젠다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 HLP는 논의 과정을 중시하며, 아젠다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4차 회의를 전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여성, 청년층은 물론, 정계, 시민사회, 학계,
민간분야를 아울러 의견을 청취
- 이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HLP는 Post-2015 개발 아젠다 이행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동의
- 새로운 파트너십은 평등, 지속가능성, 상호협력, 인간존중, 각자의 역량을 감안한 책임 공유를 원칙
- Post-2015 비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극단적 빈곤 해결이며, 이를 위해 자발적인 이행노력 필요
• Post-2015 비전은 명확한 실행 수단과 모든 개발 논의를 아우르는 파트너십이 갖추어질 때 실현 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은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 프레임을 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HLP는 Post-201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진전을 보여야 할 핵심 분야로 아래 강조
1.
2.
3.
4.
5.

Reshaped and revitalized global governance and partnerships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rengthened means of implementation
Data availability and better accountability in measuring progress

Post-2015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1. 글로벌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의 재구성 및 활성화
세계가 접한 복잡하고, 범분야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면서 국가, 사회, 개인 모두
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중복 없고 범분야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post-2015 개발 아젠다 수립을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지지가
필요
2. 전세계적 환경 보호
Post-2015 아젠다는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 복원력 강화 및 재해 방지역량 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에
명기되어야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Sustainable production & consumption)
미래의 개발 프레임워크는 인구 증가와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는 모든 나라의 행동 변화가 필요한 과제로,
새로운 아젠다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4. 이행수단 강화
Post-2015 아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 개선 약속이 있어야 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만큼 중요한 문제인 바, 국내재원 조달, 민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통적 원조 외
남남협력, 삼각협력, 부채 스왑, 보증 등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조세 회피 관련
규제 정비와 불법 자금 흐름 역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며, 지식공유와 역량 강화, 기술 이전
역시 핵심 과제
5. 개발노력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 등 개선

수원국 측면에서는 데이터 관리 미비로 개발 노력 및 결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고, 공여국의 경우 모
니터링 및 평가 체제 개선이 필요한 바,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