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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10.5-6, 파리) 참석
- 공통의 가치 :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0.5.(화)-6.(수)간 ‘공통의 가치 –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 (Shared Values :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 정부대표단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경식 과기부 2차관,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

관리관도 포함

※ 2021 OECD 각료이사회

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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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금년에는 총 2회 개최 (1회는 5.31.-6.1.
-

의장단

:

Asselborn

-

의장국) 미국

(

Blinken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연 1회 개최되나

OECD

신임 사무총장 취임 등 목적으로 화상 기개최)

국무장관,

부의장국) 우리나라 및 룩셈부르크

(

외교장관

△개회식 △회원국 전체 회의 비공개 △국제조세 문제 관련 조찬 △
녹색의 미래 구축 탄소중립 달성 △통상장관 업무 오찬 △포용적 미래 구축 디지털 전환 등
△폐회식
주요 프로그램

:

(

,

(

),

),

,

,

(

),

□ 정 장관은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의 수석대표로서 10.5.(화) 각료
이사회 개회식과 회원국 전체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 정 장관은
OECD 창설 60주년을 평가하고,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OECD의 역할과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 금년 OECD 가입 25주년이 된 우리나라와 OECD간 협력 경험과
향후 기여 확대 의지를 전달할 예정
◦ 한편, 회원국 전체회의에서는‘공통의 가치’를 주제로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 시장경제체제 등 OECD의 핵심가치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각종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과 이를 위한 역할 등을 논의하고,
회의 말미에 OECD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을 채택할 계획

□ 또한, 정 장관은 이번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여타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는 한편,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사무총장과도 면담
할 예정이다.
□ 한편, 10.6.(수)에 진행되는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토의
및 국제조세 체계 관련 업무 조찬,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무역을 주제로
하는 업무 오찬 세션에는 각 소관 부처 고위급 대표가 참석,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1. OECD약황
2. 2021년 각료이사회 개요. 끝.

참고
참고 11

OECD 약황

q 일반사항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사헬 서부아프리카클럽(SWAC)
• 자문기구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설립 : 1961.9.30.
• 목적(OECD 협약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 q OECD 예산 및 분담금
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2021년 예산 : 약 4억 유로
-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Part I : 206.5 백만 유로
- 다자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
분담률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부담
• 회원국 : 38개국
․ Part I 예산의 30%는 회원국간 균등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배분, 잔여 70%는 회원국 경제규모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최근 3년간 국민소득)가 반영된 분담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률로 산정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 2021년 우리 분담률(Part I)은 3.5%(회원국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중 7위)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q 우리나라와의 주요관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 • ’93.05 NEA(원자력기구) 가입
타리카
• ’93.09 OECD 철강위원회 가입
•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의결
q 주요 기관
• ’96.10 OECD 가입협정 서명
• ’96.12 OECD 가입
• 이사회(Council)
• ’97.01 주OECD대표부 개설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 ’09.06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통상 연1회 개최(2021년은 2회)
• ’10.01 OECD 개발원조위(DAC) 가입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37개)
- 개별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과제를 수행하는 • ’15.06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300여 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 운영 • ’19.05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 ’21.05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 사무국
• ’21.08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 지휘
공동의장국 수임
․ 사무총장 : Mathias Cormann(호주)
• ’21.10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 사무국과 14개 局(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지원
q OECD 의장단 및 사무국 진출
- 직원 : 3,965 (2021.9. 기준)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한승수 총리) 및
• 준 독립기구(PART II 기구)
1998년, 2006년, 2015년, 2019년, 2021년(2
- 원자력기구(NEA)
차례) 부의장직 수행
- 국제에너지기구(IEA)
• ’21.9월 기준 우리 국민 80명 근무 중
- 개발센터(DC)
- 국제교통포럼(ITF)

참고
참고 22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개요

1. 참석 대상
◦ 의장국(美), 부의장국(韓, 룩셈부르크) 등

개 회원국․초청국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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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38) : 미국, 한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초청대상(11)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페루 / 홍콩(통상 세션에만 참석)
※ 국제기구(11) : EU, UNESCO, ILO, IMF, UNCTAD, UNDP, UNEP, WBG, WTO,
BIAC(OECD 기업산업자문위), TUAC(OECD 노동조합자문위)

2.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주제

(대외 생중계)

10.5
(화)

10.6
(수)

12:30

14:45

17:00

우리측
참석자

Blinken 국무장관

정의용
장관

Fernandez
국무부 경제차관
Kerry
기후변화특사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
관리관

통상장관 오찬

Tai 美 USTR 대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전체 세션)
포용적 미래

Rouse 백악관
국가경제위 의장

(분임) 포용적 디지털 전환

韓 과기부 2차관

각료성명 채택

Blinken 국무장관

Shared Values
(비공개, 회원국)

15:55

10:00

주 재

개회․기조연설

15:00

08:30

내 용

국제조세

디지털 조세 논의 조찬

기후변화

(전체 세션)
녹색의 미래 : 탄소중립
(분임) 넷제로를 위한
녹색 금융

포용적 무역

포용적 미래
구축

폐회

조경식
과기부
2차관
정의용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