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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취약국 여성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KOICA 포럼 개최
한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분쟁  취약국 여성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 방
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8회 개발협력 포럼”을 오는 6.29(화)에 개최한다.
유엔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12년 전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20만명의 여성과
여아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 한해에만 1만6천여 건의 성폭력 발
생이 접수되었다.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이 “전쟁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은 국제사회
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취약국이란, 열악한 국가조직 역량과 취약한 거버넌스,
정치적 불안정 등 극심한 개발의 도전에 직면한 국가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잔재하는 지속적인 무력분쟁에 영향을 받는다. 취약한 국가기
능과 분쟁상황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계층은 다름 아닌 여성과 여아인데,
반대로 이러한 현실은 분쟁  취약국의 경제 및 안보 재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
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평화유지와 국가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젠더적
관점을 통합해야 함을 골자로 하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를 국제사회가 채택한지도 올해로 10주년이 된다.
최근 잦은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구호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 제고에 대한 국민
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프간, 이라크 등 분쟁  취약국에 대한 KOICA의 정
책 우선순위 역시 상승하면서, 분쟁  취약국에 대한 한국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시 성 인지적 관점의 적용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KOICA가 8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JICA의 젠더전문가 유미코 타나카
(Yumiko Tanaka), UN 아프가니스탄 미션 곽숙희 박사, 필리핀 민다나오 여성 위원
회 (Mindanao Commission on Women)의 패트리샤 사례나스 (Patricia Sarenas) 위
원을 연사로 초빙하여 분쟁  취약국에서 활동하는 양자 및 다자기구, NGO의 젠더

통합적 정책과 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권혁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외교통상부, KOICA, 대학에서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분쟁  취약국 파
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OICA 개발협력 포럼은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전문가 및 학생 등이 특정 주제
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KOICA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번 포럼은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KOICA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031-740-030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