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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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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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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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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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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
[번역]
다음 지문을 읽고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Despite the frequency with which the phras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voked, its precise meaning - like its origins - is
difficult to discern. For some, an international community simply
does not exist. For others, the term refers, more pragmatically,
to all countries when they decide to act together. Still another,
more

accurate

definition

encompasses

all

countries

with

international influence - that is, any country whose identity and
sovereignty is recognized, and that chooses to participate in
global discussions and decision-making.
Beyond semantics lies the more consequential, but equally
ambiguous, ques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ole and
responsibility. Just as too broad a definition could undermine a
country's sovereignty, too narrow a definition - like that which
seems to predominate today - allows violence and instability to
proliferate.
For centuries, sovereign states have regulated their relations
- from ending wars and demarcating borders to establishing
diplomatic privileges and conducting trade - with treaties.
Together, these official agreements comprise international law,
which

compensates

establishing

strict

for
and

its

lack

of

unambiguous

specific

penalties

concepts

and

by
one

overarching sanction - universal blame for its transgression that matters to everybody.
And

yet,

throughout

these

centuries

of

treaty-making,

violence between countries persisted. So countries began to
deepen

and

institutions.

develop

international

law

by

building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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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술
[공통]

제목 : 개발재원 양적 규모 목표와 현황
개발재원은 개발도상국이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자금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는 ‘개발을 위한 재원’이라고 표현된다.
UN은 1970년 「UN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을 통해 선진국의
목표는 GNI(Gross National Income) 대비 0.7%의 공적개발원조
(ODA) 달성이라고 제시했으며, 이후 여러 포럼에서 선진국들의 0.7%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ODA는 지난 40여 년간 그 절대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여건과 공여국의 국내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큰 변동폭을 나타
냈다. 개발재원으로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7%를 넘은 시기
는 없었다. ODA 개념이 정립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OECD 개발원
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평균치는 대략 0.22% ~ 0.36% 범위
내에서 오르내렸다. 반면, 2000년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
해서는 2004년 800억 달러에서 매년 500억 달러씩 확대하여 2010년
까지 1,300억 달러에 도달해야 한다는 G8 정상회담(2005년)의 발표가
있었으나, 2010년 기준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는 때보다 중
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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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재원은 그 출처에 따라 크게 국내 재원, 국제 재원, 혁신적 재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내재원은 자국의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자금을 의미하
며, 국제 재원은 ODA와 부채탕감 같은 공적자금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
투자(FDI)와 무역거래를 통한 외화 획득 등을 포함한단. 그리고 혁신적 재
원은 새로운 개발재원 모색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ODA 이외 출처
에서 조성하는 창의적인 개발재원을 의미한다.
위 세 가지 개발재원 중 하나를 선택한 뒤, 1) 현재 해당 개발재원 관련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과 2) 해당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 또는 아이디
어를 제시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