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발협력동향

2. 공여국 원조동향 _ 2) 공여국 원조동향

아체∙니아스 지원을 위한
조정회의 개최

아체·니아스 지원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사업수행
기관 BRR은 2005.10.4(화) 자카르 타시 소재 보르부

Save the Children, Oxfarm 등 20여개 NGO 및
민간부문 사업참여자(아체지역 진출업체 등)

두르 호텔에서 주요 원조공여국, NGO, 국제기구 관계
자 및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체·

3. 회의 주요내용

니아스 지원을 위한 조정회의(CFAN:Coordination

1) BRR 사업추진 실적보고

Forum for Aceh and Nias)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피해사항 종합 집계, 발표

아래와 같음.

-131,000명 사망, 이재민 570,000명 발생
-주택 120,000채 손실 또는 파괴
-800km 도로 유실 및 교량 2,260개 파괴 또는

Ⅰ. 핵심 요지

통행불능
-693개 보건기관 (병원, 보건소, 의원 등) 파괴 또

1. 회의목적
□BRR 설립후 6개월간의 실적 평가 및 향후 효율적
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참여자 의견 수렴

는 피해
-1,662개 학교 파괴 또는 피해
□BRR 설립 목적 및 활동방향 제시
-아체.니아스 피해지역 재건·복구사업 수행 총

2. 참석국가(기관)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10여개 공여국(기관),
ADB, World Bank, Unicef 등 5 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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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을 위해 2005.4.16 설립
-전담직원 124명, 자문관 24명 확보, 활동
-재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Donor,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혜지역 및 주민간의

④아체·니아스 주민 생계 지원사업

협력체제 구축 및 조정

-31만 헥터 쌀 경작지 복구

-재건복구사업의 지역,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BRR 설립후 사업실적
①보건,의료분야
-총 285개 의료기관 복구계획 수립 (132개 기관
완료)
•9개 종합병원(6개 병원 완료), 30개 보건소(6개소
건립 완료), 80개 간이 의료소(30개소 복구), 166개
조산원 (75개 완료)

-각종 보건 프로그램 수행
•105만명의 어린이 홍역 예방주사 접종, 44만명 어
린이 영양공급 프로그램 집행, 의료요원 전문교육

-영세사업자금 4,951건 지원
-생계형 기술교육 7,000명 수료
-4,357척의 소형보트 건조 및 7,234척 추가 건
조, 지원계획 수립
-600헥터 양어장 복구 계획지원, 129개 어판장
건립 등
⑤주택건설
-국제기구, NGO 등과 협조해 76,039채 주택건
립 계획수립
•현재 10,119 채 완공 및 19,796채 복구 진행중

⑥종교시설 재건
-총 581개 종교시설 복구계획(141개소 완료)

및 훈련실시 등

②주요 기간산업 구축

2) 원조 공여국 및 참가기관(업체) 반응 및 의견

-울레레port 복구사업 착수(
‘05.7.28/호주정부

□BRR 설립후 어려운 현지 여건하에서 지난 6개월

지원)
-반다아체-물라보간 도로 복구 프로젝트 착공
(’
05.8.25/USAID, JICA)
-말라하야티port 복구사업 합의(’
05.8.22/네덜란
드정부와 MOU 체결)
-물라보부두 복구사업 진행중(’
06.2월 완공예정/
싱가폴 지원)

간 이룬 다양한 사업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아직 BRR의 사업수행 체계가 정립되지 않
았고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가 미흡하며 원조국, 원조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체
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현재 긴급구조활동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재건
복구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BRR의 주

③교육분야

도적인 사업계획 조정 및 총괄 기능이 강화되어야

-366개 학교 재건·복구 계획수립(119개교 완료)

한다고 제안

•55개 유치원(12개 완료), 221개 초등학교(74개 완

□재건·복구사업도 지역별, 분야별 편차가 심해 일

료), 56개 중학교(21개 완료), 34개 고등학교 (34개

부 중심지역은 필요에 비해 지나친 지원이 집중되

완료) 등

고 일부 원거리 벽지 지역은 지원이 일체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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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극화 현상 문제점 지적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료적, 수동적 자세와 정부기
관간의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

재건 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지 주민들을 대상
으로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NGO들의
의견제시가 많았음.(구호활동인력 비자 연장 불편
및 제도상 문제점, 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

Ⅱ. 관찰 및 평가

□그러나 회의 참석자의 다양성 (원조공여국, 원조기
관, 국제기구, NGO, 민간부문 사업 참여자 등)에

□금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아체·니아스 재건복구

따라 관심분야와 견해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사업

전담기구인 BRR이 기관설립 6개월을 맞이하여 그

집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 도출보다

동안의 사업실적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사업수행

는 각층의 의견을 파악하는 정도로 회의가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원조국(기관)과 사업참여자들의

된 바 BRR은 제시된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애로사항을 도출, 문제점 해결을 통해 향후 효율적

검토하여 향후 공지하기로 하였으며 매 6개월마다

인 사업수행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회의였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재건·복구사업 참여

□특히 동 회의는 아체·니아스 지역에서 현재 직접

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

사업수행을 하고있는 현장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
되었는 바 초기 긴급 구호활동 전개시부터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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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인도네시아 KOICA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