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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dvocacy campaigns are among the most effective tools available t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looking to influence policymakers. Advocacy consists of a
series of planned actions that alliances undertake to pressure for policy changes related to a specific issue
(based on an assessment of which actors have the power to bring about the desired changes). Thus, an
advocacy campaign focuses on change in a government agency or department (aid ministry, finance
ministry, etc.), a multi-lateral institution (World Bank, regional development bank, etc.) or other
organization. Advocacy as a strategy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power available to organizations
and alliances by winning concrete victories.
Advocacy as a strategy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power available to organizations and alliances
by winning concrete victories. As described by Lisa VeneKlasen and Valerie Miller: “Power can be
defined as the degree of control over material, human, intellectual and financial resources exercised by
different sections of society. The control of these resources becomes a source of individual and social
power. Power is dynamic and relational, rather than absolute … It is also unequally distributed - some
individuals and groups having greater control over the sources of power and others having little or no
control.” 1
David Cohen in Advocacy for Social Justice describes social justice advocacy:
Advocacy is the pursuit of influencing outcomes – including public-policy and resource-allocation
decisions with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nd institutions –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lives.
Advocacy consists of organized efforts and actions based on the reality of "what is". These
organized actions seek to highlight critical issues that have been ignored and submerged, to
influence public attitudes, and to enact and implement laws and public policies so that visions of
“what should be” in a just, decent society become a reality. Human rights –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 is an overarching framework for these visions. Advocacy organizations draw their
strength from and are accountable to people – their members, constituents, and/or members of
affected groups.
Advocacy has purposeful results: to enable social justice advocates to gain access and voice in the
decision making of relevant institutions; to change the power relationships between these
institutions and the people affected by their decisions, thereby changing the institutions
themselves; and to result in a clear improvement in people’s lives.2
Ian Chandler, at the Pressure Group in the UK, describes the primary purposes of advocacy:
 “To influence public policy and practice
 To influence corporate policy and practice
 To influence public attitudes and behavior
 To influence decision making processes so that affected communities are involved
 To empower affected communities to influence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m
In all cases, advocacy and campaigning are about promoting and trying to achieve some positive change,
not just raising awareness of problems”3
Building power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virtually all political and policy issues are due to unequal
power relationships between the targeted institution, its decision makers and the advocates. Systems of
decision making and control do not exist by chance but rather are due to powerful forces in government,
A New Weave of Power, People, & Politics, Lisa VeneKlasen and Valerie Miller, 2002, page 41. Stylus Publishing at 1800-232-0223 in the US or http://www.styluspub.com.
2 Advocacy for Social Justice, David Cohen, Rosa de la Vega, and Gabrielle Watson, 2001, page 8, Kumarian Press, Inc
3 Advocacy and Campaigning How to Guide, Ian Chandler, The Pressure Group, UK, page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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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firms, and/or individuals who benefit from the systems of laws and policies they create. Once a
policy is changed it will still need to be implemented. Therefore additional pressure is needed to ensure
that policy changes are translated into changes in behavior of the institution, which requires the ability to
be persistent in the face of opposition. Campaigning organizations get only as much change as they have
the power to compel.
Advocacy Principles:
 An advocacy campaign is a series of planned actions, not an isolated event.
 The initial advocacy strategy will need to be revised during the campaign to take into account the
reactions of the target(s).
 Advocacy does not need to be confrontational but pressure is needed to create change.
 Advocacy must be adapted to the loca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religious context.
Leadership
 Development of leadership skills is essential for long-term success so advocacy includes educating
and training leaders in advocacy skills and on the substantive issues being addressed.
 A leader is someone who has followers, people she/he can mobilize.
 Leaders should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membership of the campaign including gender, ethnicity,
race, religion and class.
 An advocacy campaign should work to model the values and principles for which the process is
striving. Decision-making should be participatory and open yet sufficiently rapid to enable
responses to fast changing situations.
Focus:
 Focusing on a specific issue and a limited goal is essential for success.
 Working to achieve limited objectives for short-term change is useful because it builds experience,
sharpens skills, stimulates leadership development and creates more confident leaders. Victories
build strength and develop campaign momentum.
 An advocacy campaign is not undertaken in isolation but within a political context where there are
other forces in play that effect the institution in different ways. Relational meetings and strategic
research help to identify those forces and interests.
Relationships:
 Building relationships through face-to-face meetings with allies, targeted decision-makers, and
their staff is essential. These meetings can build trust, help assess interests and provide important
intelligen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access is not the same as influence. Meeting with high level
officials does not necessarily mean you can influence their decisions. Influence requires power and
the willingness to use it to obtain your goal.
Meetings
 In advocacy work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invited space” and claimed space”. When a
targeted institution invites an organization to a meeting or consultation you have little control over
the agenda or the participants. The meeting is not designed to result in the changes you’re
proposing.
 When you initiate a meeting you usually have more control over the agenda and participants and
thus a better opportunity to advance your position.
Written material:
 Policy briefs, reports, and proposals need to be concise, with an executive summary at the
beginning (1 or 2 pages) and contain carefully researched, accurate, and well-documented
information.
 An executive summary should describe your key positons,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The
executive summary may well be the only section the intended audience reads.
Inside vs. Outside:
 Advocacy strategies can be divided into two broad types: inside and outside.
 Advocates working on the inside emphasize building relationships of trust with decision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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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staff and important allies.
Outsiders focus on generating pressure on decision makers with external players, which include
the public and media. Outside strategies may include demonstrations, stunts and other public
activities.
 Advocacy campaigns can utilize both strategies but a strong outside strategy may limit or preclude
an inside strategy.4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inside strategies.
Alliances and campaigns:
 Most successful advocacy campaigns, which focus on complex issues, require the creation or
mobilization of an alliance.
 The term alliance, or coalition, describes a group of organizations which undertake an advocacy
campaign.
 In this paper the term campaign does not indicate any specific method or activity. Campaign
indicates the implementation of a plan energetically pursued to accomplish a goal through a series
of strategic actions.
Changing behavior:
 Changes in an organization's policy will not necessarily lead to changes in behavior.
 A campaign focusing on changing policy will usually require additional advocac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 new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can bring additional pressure and is often needed to ensure that policy
changes are translated into changes in behavior of the organization.
Ineffective campaigns often have one or more common weaknesses:
 Unclear goal and objectives.
 Lack of campaign focus, trying to influence too large an issue.
 Planning activities before developing a strategy.
 Scheduling actions based on an internal timetable instead of the strategy’s timetable.
 Failure to monitor and evaluate.


EXECUTIVE SUMMARY
No two advocacy campaigns are identical: each will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needs be adapted
to the specific social, cultural, religious, and political situation. The purpose of advocacy is to win victories
by increasing the power available to CSOs, NGOs and their allies to affect change. This model is one
example of several possible methodologies that can promote institutional change.
The elements of an advocacy strategy include: 1) selecting an issue, 2) defining a goal, 3) conducting a
power analysis of key decision makers, 4) increasing your power and influence, 5) developing individual
relationships, 6) building strategic alliances, 7) selecting objectives, 8) designing actions, 9) conducting
research, and 10) evaluating your efforts.
Elements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n advocacy strategy is fluid and may not occur in the
expected order. Plans often need to be revisited during a campaign due to reactions by key decision makers
and targeted institution(s). Evaluation, a critical element that is often overlooked, needs to be built into
each action/step to monitor and assess progress.
1. Selecting an Issue is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an advocacy campaign. The issue needs to be
sufficiently specific and concrete that the leaders can select a targeted goal to have an impact. The issue
also needs to generate sufficient interest to allow for the creation of an alliance.
2. Defining a Goal requires developing a statement of a desired change of a specific policy or behavior.
4 Advocacy and Campaigning How to Guide, page 4, Ian Chandler, The Pressure Group,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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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needs to be agreed to by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t needs to be attainable because the
purpose of an advocacy campaign is to win victories there by changing policies and behaviors.
3. Increasing your Power and Influence requires building an alliance and the active involvement of your
organizations’ staff, members, board, and donors to press for change. Visits by field staff, local allies and
partners can be a powerful addition to an advocacy effort.
4. Conducing a Power Analysis involves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key decision makers; an
examination of individuals with the most influence over the goal. For an advocacy campaign to be
successful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process of the targeted institution,
including methods, timing, and the individuals involved. If the key decision-makers cannot be identified
the goal may be unattainable.
A power analysis focuses on relationships, networks, and influence between key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o wants to change the targeted policy and who wants to
maintain the current situation. Within these relationships the analysis needs to also identify the individuals
who have influence over or provide advice to the key decision makers.
5. Developing Individual Relationships is important in most campaigns regardless of the other actions.
Successful advocacy requires building relationships with supporters, potential allies, key decision-makers
and their staff and possibly even opponents. Individual meetings, with direct interaction, are crucial for
strengthening relationships.
6. Building a Strategic Alliance is important to develop sufficient power to achieve the goal. You can
engage an existing alliance or create one for the campaign. Alliance members should be selected based on
what they bring to the campaign: resources and contacts as well as power and influence on the issue. It is
only necessary for the members of an alliance to agree on the campaign goal not on other issues, which do
not involve the advocacy focus. It is useful for a core group of leaders to select the issue and the goal
before building a broader alliance. Selecting an advocacy goal after the creation of an alliance often leads
to extended debates and delays among alliance members as organizations will differ on the most important
advocacy focus.
7. Objectives are statements of desired changes in the short-term, which will directly contribute to
reaching your goal. They are steps towards your goal.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objectives it is
important that a limited number be selected which are most likely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
8. Actions are used to influence the key actors identified in the power analysis and thus move towards the
desired change. Actions should be based on the power analysis and focus on attaining an objective or the
goal.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cultural, religious and political situation actions can reduce the
influence of opponents and strengthen allies. A risk analysis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security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Confrontation is not necessarily part of an advocacy
campaign. Possible actions include:
Utilizing social media
Conducting negotiations
Conducting pilot projects
Sponsoring conferences

Utilizing email, calls, letters
Utilizing traditional media
Working in collaboration
Undertaking study tours

Holding face-to-face meetings
Persuading indirectly
Building capacity
Demonstrations and vigils

9. Research is necessary dur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advocacy strategy because it is
important to hav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issues and your opponents. Research is also needed to
propose workable alternative solutions to the issue. It needs to be accurate, balanced and targeted for a
specific audience. It is often helpful to involve a third party with credibility in the field, such as a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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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r think tank. A critical element is opposition research about the key powerful individuals and
their position on your issue. Monitor their outreach and press work and be prepared to respond.
10. Evaluation: In addition to evaluating your campaign’s progress each action or activity should be
evaluated to improve the next activity in the areas of leadership, impact, logistics, and security (when
appropriate).

ELEMENTS OF AN ADVOCACY CAMPAIGN
The elements below are covered in an order in which they may occur. Every campaign is unique and a
strategy needs to be tailored to a specific situation. Moreover, campaigns take place in fluid environments,
so implementing plans is not a linear process. A campaign needs to remain flexible: at times elements need
to be repeated, while other times elements may be skipped if the process moves quickly.
1. SELECTING AN ISSUE
The first critical step is to carefully select an issue that will be the campaign focus. Chances are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addressed, but in reality only some of them can be effectively tackled through
advocacy. To be effective, a targeted advocacy campaign must focus on a discreet and concrete issue. This
means that if your long-term goal is to address a broad problem such as reducing hunger or improving
health care, you need to divide the larger issue into more manageable smaller issues for individual
advocacy campaigns.
The following questions can help determine if a particular issue would be a good focus for an advocacy
campaign:
1. Does the campaign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skills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issue and
propose alternatives?
2. If not, can the skills and information be developed using a reasonable amount of resources?
3. Is it an issue around which it is possible to develop an alliance?
4. Do members of the campaign sufficiently agree on the issue and potential solutions to hold an
alliance together?
5. Can the campaign influence how the issue is addressed?
6. Will addressing the issue put campaign members and/or individuals in danger?
Selecting an issue
In the mid 1990’s Belize joine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and applied for a US $16
million loan to pave 64 kilometers of Belize's Southern Highway and upgrade 176 kilometers of rural
feeder roads in Belize's two southernmost districts: Stann Creek and Toledo. The IDB conducted several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studies of the region assessing the upgrading the Southern Highway and
its feeder roads.
In March 1997,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IDB signed a loan agreement with Belize for a loan of U.S.
$2.6 million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ESTAP). ESTAP
was created to plan and write an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Plan for the area of the Southern
Highway. The communities along the Southern Highway were concerned about land rights of the Mayan
communities and degrading of the environment in the area due to anticipated development that would
follow the paving of the highway.
In May 1997 the Center for Democratic Education (CDE) was invited by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SPEAR) to conduct advocacy training in Belize. During the initial workshop one
of the breakout groups proposed the creation of an alliance of local organizations to monitor ESTAP and
advocate for community input into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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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ly seven community organizations and NGOs formed the Southern Alliance for Grassroots
Empowerment (SAGE) at a 3 day advocacy workshop, which was organized by the Belizean NGO SPEAR
and the US NGO Center for Democratic Education.
2. DEFINING THE GOAL
The goal is a statement of the desired change: what do we want? It is important that campaign leaders
clearly determine and agree on the fundamental issue and goal. It is useful to establish the goal by open,
participative discussions with a small group of key leaders, followed by a process of refining and
prioritizing the goal. The goal should be clear, understandable and limited. It needs to be achievable,
because the purpose of an advocacy campaign is to bring about real changes in policies and behaviors. In
setting the goal you can consider:
1. Is the goal specific, focused and attainable?
2. Is the goal clear and precise, or is it subject to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3. Is the goal of sufficient interest to mobilize potential allies to have the power needed to achieve it?
4. Does the alliance have the technical knowledge needed to achieve the goal?
5. What is the timeframe for achieving the goal? Is there sufficient time to implement a campaign?
6. Are the necessary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vailable to achieve the goal?
If the campaign is considering several possible goals, organizing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a chart
can make it easier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goal. The language describing the goal can be important.
Consider the wording in relation to your allies and those you want to influence.
The overarching goal is usually broken down into a number of “asks”, which when met can collectively
result in achieving the goal. Each “ask” is a specific action that you want the targeted institution, an ally, or
other entity to undertake. Each “ask”, when met, should be a step forward toward realizing the goal.
Goal and Asks
During the July advocacy workhop SAGE, the Southern Alliance for Grassroots Empowerment, drafted
their campaign goal: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structures and mechanisms that provide for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STAP
and the Reginal Development Plan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manner).”
Over time SAGE developed four asks:
1. “Seriously negotiate with indigenous people about land issues.
2. Implement a moratorium on the lease or sale of public lands or the issuing of concession in the
ESTAP project areas.
3. The Project Steering Committee be expanded to include SAGE members.
4. Budget for community representatives to assist in community outreach.”
3.

INCREASING POWER AND INFLUENCE

Power is central to an effective advocacy campaign. However power is also an uncomfortable and difficult
topic for many people, even advocates. At first glance power can appear to be monolithic and
unchangeable. This point of view can paralyze potential advocates and block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advocacy strategy. In fact, power is dynamic, multidimensional, and changes based on the context,
circumstances, and players. 5
Understanding your power, its strengths, obstacles and uses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an advocacy effort.
5 A New Weave of Power, People & Politics, Lisa veneKlasen and Valerie Miller, 2002, pag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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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how to wield power you need to:
5. Know how much influence you have (a self-evaluation) in relation to your goal,
6. Identify who you want to influence,
7. Conduct a power analysis of who can influence those individuals.
8. Take stock of your resources, tools, and contacts.
The self-evaluation should include an assessment of your core constituency, staff, board, donors, and
members. These are the primary elements of a CSO/.NGO’s powerbase and need to be deployed
strategically with careful planning. Research and identify other CSO/NGOs with similar goals and
advocacy aspirations, especiall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ich focus on issues that will expand and
broaden your powerbase.
There is one tool a CSO/NGO has which can increase its power by bringing to bear its field experience,
knowledge gained from years of overseas work. NGO staff are on the cutting edge of development,
assistanc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working directly with the people we aim to assist, and can provide
information and evaluation results in real time. Local staff and local allies from the field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ey actors you are working to influence. Be sure to utilize their knowledge when
they visit Washington or other areas where you are working to increase your influence.
Your power analysis (see next section) will help to assess your strengths and identify new opportunities
and targets. It will build the base of your organization with other influential people and with decision
makers. A CSO/NGOs’ core constituency can be engaged in outreach and advocacy through letters, emails,
phone calls, and meetings with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or administration offices.
Poll your staff: Develop a database of your staffs’ political districts. Operational CSO/NGOs have the
ability to bring their field experience to influence key decision-makers. This may involve a recently
returned field staff member or a partner from the field who can brief a key actor or his/her staff. When staff
members return from the field ensure they meet with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s to explain their work.
Provide guidance to help them feel comfortable and effective in those meetings.
Poll your board members:
 Do they know the decision-maker?
 Do they know someone who knows the decision-maker?
 Do they support the same political candidate in an upcoming election? Attend the same meetings?
Participate on a committee or board with the decision-maker?
Identify interests and the legislative districts of your donors and members. If your organization’s donors
and members are wide spread they may reside in a key districts, for example the district of a committee
chair or someone in a leadership position. You can offer the opportunity to your donors and members to be
engaged with your issue by volunteering to communicate with their legislative delegation on specific issues
during key moments just prior to a vote or decision.
Media: Place op-eds or arrange for the local paper, radio, or TV station to interview your staff member to
highlight the work he/she is doing. This helps build a base of power by using media coverage to highlight
the work of your NGO. It also helps to build name recognition and therefore increases influence and power.
Framing the issue: Language is important. How can you describe your issue most favorably?
Reports: Use policy briefs to communicate your position: CSO/NGOs can use well-documented, clearly
written policy briefs and talking points, of no more than two pages, to provide new information or to
buttress you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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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oral Politics: The best time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or to influence a candidate is when he or she
is running for office or for re-election. This can increase your future influence over time. Volunteering on
elections needs to be totally separate from a CSO/NGO and conducted only on personal time for example
on weekends, vacations, or by taking un-paid leave.
On their own time CSO/NGO staff and allies, as private individuals, can volunteer on political campaigns,
serve on policy advisory groups for a candidate, donate money, or in the United States set up an
independent 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 in support of an idea or issue. CSO/NGOs can hold
bipartisan candidate debates or propose questions for a candidates’ debate.
Building power takes time and is an on-going effort. New decision-makers appear on the horizon - new
people to influence and to inform. By acting in a steady, coordinated and consistent manner, a CSO/NGO
and its staff can wield enormous power over the issues that it cares most about.
Power and Influence
To increase their power over the course of the advocacy campaign the local Belizean organizations:
1. Identified indigenous organizations in Southern Belize interested in the issue.
2. Created a local alliance (SAGE) across racial and ethnic groups.
3. Provided training for the local organizations.
4. Built relationships with staff a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ESTAP.
4. POWER ANALYSIS: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Key Decision Makers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key decision makers is an examination of individuals with the most
influence over your goal. A power analysis focuses on relationships, networks, and influence between key
individuals and their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o wants to change the targeted policy and
in what direction as well as who wants to maintain the policy. Within these relationships, the analysis
should identify those individuals who have influence over or provide advice to the key decision-makers. It
is important to be realistic and not over-estimate your power or under-estimate your target’s strength.
Before undertaking a campaign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timing,
decision making method, and individuals involved. The target institution’s decision-making process may
be clear and simple or it may be complex and opaque. I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not publically
known it can sometimes be determined through investigation, research, and friendly contacts within the
institution. If the key decision-maker(s) and the process cannot be determined it may be impossible to
reach your goal. It may then be necessary to consider changing the goal in order to have an impact.
In any political situation there are a variety of forces at play. Individuals and groups jockey for position and
vie for power and control over aspects of your and other institutional issue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analyze the forc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that impact your issue and the targeted institution.
After identifying the key actors it is useful to list people who influence each of these decision-makers. In
three columns list other individuals or forces that can influence the decision maker. It is useful to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decision maker and to each other. The list should include allies,
undecided individuals you might recruit, and opponents. Look for patterns in relationships and for the
influence available to the alliance members. Be aware of the gender, religious, class, racial, and ethnic
dimensions of the situation. A power analysis should be developed for each of the identified actors with
influence over your goal. .
Key Decision Maker: _____________________
Individuals in support of your Individuals with influenc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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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who oppose your goal

goal and how they can a key actor but are undecided
influence the decision maker:
about your goal:

and how they can influence the
decision maker:

When analyzing the decision-maker you want to influence, ask yourself:
 What boards or groups is he or she a member of? (Perhaps the spouse or significant other sits on
the board of an organization with people from your CSO/NGO leadership or board.)
 Who advises them and who are their main endorsers?
For elected officials consider:
 His or her constituents, who can be a significant force. Are any of your allies constituents?
 Who are their donors (large and small) and do you know any of those donors?
 Who has endorsed them (unions, environmental groups, women’s groups, parent-teacher
associations, etc.)?
Much of this information is publicly available and will help build the list of people you need to influence
so that they in turn can influence your targeted individuals. Be realistic about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to contact the influencers. It is better to talk to three individuals you know really well who you can count
on than with ten with whom you have sporadic “hi-bye” relationships.
After the Power Analysis it is important for an alliance to revisit the goal:
 Is the goal achievable in light of the power analysis?
This needs to be answered realistically.
 Does the alliance have sufficient influence and power to achieve the goal?
 Should the goal be narrowed or changed to be more achievable?
 What are the risks to participants: personal and professional?
 Can targeted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reaten or harm the members of your alliance?
Risk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risks involved in an advocacy campaign:
 Physical risks to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risks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risks
 Risks to allies
An alliance needs to consider:
 Which risks are worth taking?
 What actions will the alliance not take?
 How does the alliance prepare for potential risks?
The power analysis may show that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impossible or too risky to achieve the goal.
If this is the case, the alliance needs to decide whether to:
9. Continue working on the campaign but select a more realistic goal;
10. Work on the same issue but with a different purpose, for example an educational process; or
11. End the effort before significant resources have been expended.
Members of an alliance need to be in agreement on the potential for success and the level of risk. If
members are not aware of the limited possibility of success or the risks involved they will become
discouraged and could withdraw from the process and/or refuse to join future advocacy efforts. For these
reasons a decision to change or not to proceed with an advocacy campaign is as valuable as a decision to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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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it is necessary for a Power Analysis to identify:
 Key decision maker(s) who support and oppose your goal, and how.
 Individuals who have influence over the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s.
 Their decision-making methods and timing.
 The risk involved and how to prepare for it.
Power Analysis
SAGE identified six key decision makers:
 The Prime Minister: Emanuel Esquivel
 The Chair of the ESTAP Steering Committee: Yvonne Hyde, Permanent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Junior Minister in the Ministry of Coordination and Mobilization and Area Representative in
Toledo: Dennis Usher
 The ESTAP Project Manager: Fred Hunter
 Inter-American Development staff: Jose Texiera, Belize Country Representative and Edward
Costello, Project Team Leader.
5.

DEVELOPING INDIVIDUAL RELATIONSHIPS (6)

Building relationships is important in all campaigns regardless of the other actions. Successful advocacy
requires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supporters, potential allies, key decision-makers (or their staff) and
possibly even opponents. Individual meetings, with face-to-face interaction, are essential for building
relationships strong enough to be able to count on their active support during a campaign. Electronic
contacts and social media are useful for outreach, initial contact(s), mobilization, pressuring targets, etc.
However face-to-face work is needed to build the types of relationships necessary for advocacy. Building
trust is critical for success. Early in your interactions you should include direct contact. In an individual
meeting focus on the other person, for example:
 What’s important to them
 What were turning points, events in their life?
 Why they work for social justice
 What relationships they have
 You want to learn why they do what they do or why they made a certain decision.
 You want to learn how an event or situation shaped their life.
You also need to share similar information about yourself so it is not an interview.
An individual meeting should be:
 Scheduled, 30-45 minutes long.
 Face-to-face, one-on-one
 Built on personal stories about interests, history of political involvement
 An opportunity to share and learn about interests, thoughts and dreams.
 Involves active listening
 A search for talents and resources, not needs.
 A chance to identify your/their self interest
An individual meeting is not:
 An interview or sales pitch
 Endless - not more than an hour
 Chit chat or therapy
6 For a fuller description of individual meetings see Annex 1: Individual Meetings for Advocates: Eleven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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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to pry or gossip

Developing Relationships
 Because Belize is a small Country some of the SAGE leaders had relationships with the Permanent
Secretary in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Yvonne Hyde), the ESTAP Project Manager
(Fred Hunter) an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ountry Representative (Jose Teixeira).
 SAGE representatives held individual meetings with the ESTAP Steering Committee community
representatives to invite them to a caucus.
 The Center for Democratic Education Director met individually with each of the leaders of the
seven SAGE members prior to the three day advocacy workshop.

6.

BUILDING STRATEGIC ALLIANCES

Creating an alliance or mobilizing an existing one helps to build the power needed to achieve your goal.
Alliances can be ongoing or limited to a specific advocacy campaign. If you are building a new alliance a
core group of leaders needs to agree on an issue and a goal before recruiting additional members.
Otherwise, when an alliance is organized before selecting an issue and an advocacy goal significant delays
and debate between alliance members often result, because organizations differ on what should be the
primary advocacy focus. Each member organization will naturally want their primary issue to be the focus
of the campaign. This often results in advocacy campaigns that are too broad with too many issues to be
effective.
Decide whom you want to recruit for your alliance based on the power analysis of your advocacy targets
and the key decision-makers. Make an assessment of which potential alliance members have the necessary
interest, ability, resources, and power to influence your target individuals. Be sure that potential allies
agree with your goal and that they don’t want to change your focus. Your power analysis should give you a
good idea of the type of allies who will help. A good rule of thumb is that any organization you are
considering for the alliance should have something helpful to add to the effort and should not weaken your
impact.
While alliance members must agree on the issue and the goal of the advocacy campaign, they do not need
to agree on other issues not related to the campaign. Requiring agreement on all organizational issues will
greatly reduce the potential size and therefore the power of an alliance. So sometimes you need to “agree
to disagree” on extraneous issues.
Strategic Alliance
Belizean indigenous organizations and NGOs formed the Southern Alliance for Grassroots Empowerment
(SAGE) during their July advocacy workshop. The alliance included five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Toledo Maya Cultural Council (TMCC) - Chair
 National Garifuna Council (NGC) - Vice-chair
 Kek'chi Council of Belize (KCB) - member
 Toledo Maya Women's Council (TMWC) - member
 The Toledo Alcalde Association (TAA) - member
And two non-government organizations: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SPEAR) - member
 The Belize Audubon Society (BAS) - member
7.

SELECTING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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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advocacy campaigns it is not possible to reach the goal directly due to its complexity or the power
of those opposing change. It is useful to select objectives that, when achieved, will lead to your goal. The
objectives should be designed based on your power analysis and the type of influence you can employ.
Objectives lay out the changes you want to see in the short-term that contribute to reaching your goal.
Objectives - steps to the goal - can be mini advocacy campaigns. For example an objective may be to
obtain ministerial support for a specific position on your issue and announce it publically. Another
objective could be to obtain the release of a government, think tank, or university report that supports your
position or is critical of an opponent’s position.
A goal will suggest many possible objectiv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select only a limited number
most likely to lead to achieving your goal. Then carefully prioritize the objectives.
Objectives should:
 Be specific, clear, and understandable.
 Be attainable in the short run (1-3 months).
 Directly contribute to achieving your goal.
 Help build and strengthen your alliance.
 Be analyzed in terms of time and resources needed to achieve them.
 Be fundable: Is fun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ss available or obtainable?
It is usually necessary to undertake advocacy work to reach each objective. Developing manageable
objectives helps give alliance members confidence and encouragement to stick with the campaign.
Working on objectives is also useful in developing the experience and skills of leaders and alliance
members.
Objectives
During the campaign SAGE developed five objectives:
1. “To support / strengthen community representatives on the ESTAP Project Steering Committee.
2. To increase the capacity of Alliance member organizations.
3. To influence: Prime Minister, Yvonne Hyde, Roy Bowen, Melvin Hulse, Dennis Usher.
4. To educate and engage communities in Stann Creek and Toledo, regarding the broad impact of the
Southern Highway Project.
5. To identify resources necessary for the campaign (four years).”

8.

DESIGNING ADVOCACY ACTIONS

Advocacy actions are the means used to influence the key actors who can bring about your desired change.
The actions are based on your power analysis and designed to increase your influence to attain one or more
objectives and move towards your goal. Advocacy actions should contribute t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1. Putting pressure on your target(s).
2. Reducing the influence of your opponents.
3. Strengthening your allies.
4. Convincing undecided actors to join your effort.
5.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your issue.
Depending on the situation, you also need to assess the risks that an action may pose to the safety of your
staff and organization. Effective advocacy campaigns do not require you to take to the streets in protest or
to physically confront anyone. Doing so can be counterproductive and possibly dangerous in som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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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hoosing your actions make sure they take into account the local culture, religious practices, social
norms, and the political and security situation. The actions should draw upon and reflect the strengths and
interests of your alliance members. They should be carefully timed to occur at the right moment to
influence an institution’s decision-mak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iming of key decisions by different institutions. In legislatures it is often important to give input leading up
and just prior to a key vote on your issue. However when advocating on a G7 or G20 summit actions must
be taken much further in advance, usually four to eight months prior to the summit. G7 and G20 decisions
are often made six months or more prior to the actual summits, which may be only media events.
In advocacy timing is everything. You must know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decisions you are working
to influence.
There are a wide range of possible actions from which to choose, a sampling of which is described below.
1. Meeting with key individuals
Advocacy campaigns usually require face-to-face meetings with key decision-makers or their staff.
Remember these are busy people and you need to respect their time so be sure each meeting is carefully
planned. The following steps can help make the most of the limited time you have:
 Always hold a preparatory meeting with the alliance leaders attending the meeting. Use the prepmeeting to clarify the lead and who will present which points. The purpose of meeting with a
decision-maker or staff is to engage in a discussion not to lecture. It is important to avoid making
long presentations or reciting facts already understood by both the parties. Many meetings are very
brief, sometimes only 10 or 15 minutes in the case of a legislative aid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access is not influence. Meetings with key actors are important,
but meeting with them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y will adopt your position. Even if you
have access you need to have and use sufficient power and influence to successfully press your
position.
 Try to determine the decision-maker’s position in advance.
 Provide your materials early, several days or a week prior, which will allow for deeper and more
informed discussions. Policy makers and staff will not respond substantively to a proposal they
have just received.
 Carefully choose the leaders from your coalition to participate in each meeting. Include
representatives of influential coalition members as well as those who reflect the makeup of the
alliance, including women and minorities. Bear in mind, depending on the atmosphere you want to
create, bringing too many people can be counterproductive. The larger the group the less chance
for an in-depth discussion of an issue, especially if everyone wants to speak. However a group of
leaders representing a strong alliance can show strength if they have organizational discipline.
 Plan a method of accountability and follow-up. For example is an investigation or report to be
completed by a specific date or is a follow-up meeting to be held to review progress?
 Confirm agreements and thank them for meeting in writing.
 Meetings initiated by the targeted institution are generally not useful for advocacy. Some
institutions have perfected the “art of consultation” without ever agreeing to implement any
changes. It is important to be clear about the purpose of a meeting, the agenda, participants, and
the expected outcome or impact before agreeing to a meeting; remember: access is not influence!
2. Utilizing email, phone calls, petitions, and letter writing
While face-to-face interaction is critical, you will also want to consider using email, phone calls, petitions,
and/or letter writing to communicate a point or position to key actors. For an elected official more laborintensive efforts (such as meetings or personal letters) by constituents or donors have more impact than
ones requiring little effort, such as forwarding an email or signing a petition. When using these forms of
communication keep in mind the following po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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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brief and courteous. State your purpose and note points on which you agree with the intended
recipient early in your message. Remember the concept of “short and sweet.” The longer your
letter or brief, the less likely it is that it will be read. Aim for one page, with a two page maximum.
Only attach additional documents and materials to your main message if they are essential and you
have thoroughly re-checked them for accuracy, timeliness and relevance. It is important not to
present information or cover facts already understood by all the parties
A sign-on letter or issue brief (a letter or brief with multiple signatories) will take a great deal of
time if consensus is needed for all the points. A more efficient method is to have a disclaimer that
the listed organizations basically agree with the positions, for example: “While this statement is not
designed to be a consensus position of the contributors, it has been endorsed by x leadership. Each set of
recommendations was developed by a team who are listed below.”
Vetting the statement with each organization is a very time consuming process. This often results
in a statement that is too long with too many issues and is too late to be useful in advocacy.
Timing is key! Communications are usually most effective just prior to a decision (e.g., a vote in a
legislature). But make sure you know when the key decisions will actually be made. For example,
in most high-level, multiparty international meetings, such as G7, G20 and some UN Summits,
most decisions are made months in advance so work needs to begin six months to a year (or more)
prior to the final meeting. Email spam filters and security protocols may keep emails from reaching
an addressee.
An “action alert” can be used to mobilize alliance members and your supporters to take a specific
action at a given time.

3. Social media
Social media is an invaluable tool for mobilizing a broad network of supporters. It is a way to engage
grassroots networks in your campaign, identify potential supporters, educate existing supporters, initiat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e updates. Social media is a good way to further your message that you may
already be distributing in the press or email. The most popular sites for advocacy campaigns are Facebook,
Twitter and YouTube.
The main element of social media is being social. Reaching out to people on platforms that have the same
interests as you can help extend your reach. Likewise, in-person relationships can also help increase
participation in your campaign, as can engaging in conversations on these platforms (retweeting and
replying on Twitter, commenting and sharing on Facebook, etc.). Advances in live video streaming via
Twitter’s Periscope application and the Facebook Live feature provide another opportunity to connect with
your audience, especially for organizations with advocates disbursed widely across the country or the
world. Social media need not be a standalone activity but should be integrated into your broader advocacy
campaign
People will engage most with a person or group that already has a reliable reputation – the explosive
growth of social media over the past few years has made it so that almost anyone can start a social
advocacy campaign, so your supporters will want you to prove that you can follow through on your plans.
This wa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Kony 2012 Invisible Children
campaign7, since the organization behind it had some very loyal followers but also some very vocal
detractors who questioned their track record and ability to do what they set forth.
Social media works best as a piece of a strong overall online strategy, to include your website and emails.
The first social advocates for your cause will be the people who believe in you already. The key is to
inspire them to spread the word about your issue through their networks. This works because their
networks already view them as a trusted source so their support lends you credibility to their audience.
7 Joseph Kony is the leader of a rebel militia group Lord's Resistance Army (LRA), that uses forced recruitment of child soldiers
in northern Ugand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South S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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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online and social advocacy can be very powerful tools, you will inspire your supporters most if you
also give them in-person opportunities to get together and support your cause. This can be through
volunteering opportunities, demonstrations or “stunts.”
You will also get a better response if your asks are very specific – a good example of this is in the
advocacy emails the ONE Campaign sends to its network, with a clear, concise explanation and one simple
activity supporters can do. If your ask is too long for your social media platform (if it exceeds Twitter’s
140-character limit, for example), you can create a brief page on your website and link to your ask with a
catchy tweet such as, “Climate funding in danger! Tell your Senator to vote NO on ___ amendment! [link
to action page]” Examples of organizations that have effective social advocacy include: The ONE
Campaign, Oxfam, 350.org and the Sierra Club.
Resources to do social media well:
 Nonprofit Tech for Good (nptechforgood.com/)
 Mashable (mashable.com)
 Social Media Today (socialmediatoday.com)
4. Traditional media
Media attention to your issues can often be helpful. If this seems to be the cas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reaching out to relevant media outlets and members of the press. This is easier in small cities and towns
than in large cities like Jakarta, Seoul, Berlin, New Delhi, London or Rome. Your issue may tie into an
issue already on the national press agenda or members of your alliance may have close contacts with a
member of the national press corps who would be interested and able to take up your issue.
You can place op-eds or arrange for the local paper, radio, or TV station to interview a staff member to
highlight the work he/she is doing. This helps build a base of power by using media coverage to highlight
the work of your NGO. It also helps to build name recognition and therefore increases influence and power.
In any event, media coverage brings your issue to the attention of a wider audience. Ideally, you would like
that attention to convert into greater support for the change you seek. But you cannot control reporting, so
there is always a risk that the coverage you get might not take the track you want or, even worse, could
come across as more sympathetic to your opposition. The bottom line to remember is that working with the
media is complicated and requires careful research and often the involvement of people with particular
experience in such outreach. This is a bigger topic than we can take on in this article, so keep in mind that
you will need to do more research to explore this option.
5. Conducting negotiations
During an advocacy campaign an alliance may undertake negotiations with decision-makers or their staff.
Negotiation entails exchange and compromise, so it is important to select your negotiating team and enter
negotiation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team will probably not be able to secure every facet of your
goal. The team will need to compromise on some, or potentially many, points. In addition to the “meeting”
points described above the following will be useful:
 Presentation matters: Your negotiating team should present themselves to maximize their
potential effectiveness. Not only should the membership of the team reflect the diversity and
strength of your alliance (including its most powerful members), they need to present themselves
in a way that puts their best collective foot forward and maximizes their power. That includes the
way they dress for meetings, being on time, and presenting a disciplined and coordinated face in
negotiations.
 Make sure the team has clear instructions and a common understanding of its authority. For
example, can it agree to a negotiated position on a particular point on its own or does it need to
bring the best offer back to an executive committee, board, or the membership of 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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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and understand the people and groups with whom you will negotiate. It is very important to
do this homework in advance and to use what you learn about your counterparts to determine your
strategy and tactics.
o Who will represent the other party(ies) in the negotiations?
o What can you learn about their bottom lines and primary concerns related to the issues at
hand?
o What other major concerns do they have on other matters that might influence their bargaining
positions on the issue(s) of interest to you?
o Why have the groups and individuals they represent agreed to meet with you at this time?
o What are these people like as individuals and negotiators?
Determine fallback positions and bottom lines for each point before negotiations begin and make
sure everyone on the team understands them.
If your team is unsure about what to do next or how to respond, you can meet privately (caucus) to
address those questions.
Team members should never argue with each other during a meeting with the other party.

6. Persuading indirectly
Sometimes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convincing a decision-maker to adopt your position is indirect
and behind the scenes. Indirect persuasion can involve informal “off the record” meetings or discussions
with officials and supporters. Or it can involve meeting with people whom the decision-maker respects and
then letting those individuals carry your message forward to the decision-maker in an informal manner.
This sort of indirect persuasion is conducted quietly and may never be something that can be discussed
publically, but it can, at times,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achieve your goal.
7. Working in collaboration
Collaborating with key decision-makers on shared tasks and goals in some countries can be the best road to
influence. Working with decision-makers, their staff and supporters can produce changes that otherwise
would be difficult or impossible to obtain. Being generous in giving your collaboration partners credit for
new ideas or successful changes is often helpful.
8. Conducting pilot projects
Pilot projects can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a particular idea.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you have the
permission and resources needed to complete a pilot project before you begin one. You also need to keep
complete records and conduct careful evaluations during and after the project in order to collect solid
evidence that you can use to convince decision-maker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volving
decision-makers or their staff in the project design and evaluation can be helpful as it allows them to more
fully understand the project.
9. Building capacity
It may be necessary to strengthen capability of alliance members and possibly decision-makers to perform
functions key to achieving your goals. Capacity building can involve training workshops, consultations,
conferences, study tours, and other activities.
10. Undertaking study tours
Study tours can introduce decision-makers and their staff to new information and ideas, but they need to be
part of a broader strategy. Study tours are popular but consume a great deal of time and financial resources.
Without an advocacy strategy, careful planning, appropriate preparation, and follow-up study tours won’t
move you towards your goal. You should also be careful about the details of who will cover what costs on
the tour and possible issues concerning public perceptions for participants if your study tour will be to an
exotic or desirable location, or involve notable entertainment activities.
11. Organizing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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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s consume significant resources and may have little or no influence on actual policy-making so
they should not be undertaken lightly. Carefully consider why you might hold a conference and make sure
it will support your broader strategy. You can use conferences to present information about the issue and
proposals to decision-makers, their staff and interested members of the public. To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 information you present, make sure you carefully choose the conference venue, the way you present
the information and the mix of people you use to present the information.
12. Organizing demonstrations, vigils and other public gatherings
Demonstrations take a great deal of resources and effort, and in the United States they are often ignored by
decision-makers. Demonstrations, vigils, marches, and other mass gatherings need to be used very
selectively, be carefully planned, and most importantly be part of an overall strategy. If there is little or no
media coverage of the event the effort will have little impact. Demonstrations should not involve
confrontation unless it is strategic, carefully planned (not spontaneous), and part of your overall strategy.
Keep in mind that confrontation can have very negative consequences for your campaign. Media coverage
may not produce a positive impact if the media does not cover the situation in a way that is sympathetic to
your goals. Confrontation may lead to violence and/or arrests, which will be covered by the media. The
media will more likely focus on the violence and not on your message.
If after selecting a goal, conducting a power analysis, and setting objectives, you decide that a
demonstration is an effective means to achieve your goal, the demonstration should be carefully planned
and executed. Issues to consider include:
 Who is the target of the demonstration? Will the demonstration you plan influence him or her to
support your goal or oppose it?
 What size demonstration do you need to attract media coverage and have an impact on the target?
In large cities like Jakarta, Seoul, Berlin, New Delhi, London or Rome it takes a very large
demonstration to obtain media coverage to have an impact.
 To obtain media coverage it is important to have speakers with a high public profile such as
credible celebrities or members of the legislature.
 What are the logistical requirements necessary to transport and supply the demonstrators (e.g.,
food, water, sanitary facilities, public address system, housing and security)?
 What permits do you need for the demonstration?
 Having disciplined participants is important but it is not always possible. If some demonstrators
want to commit violence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prevent and the media is likely to focus on the
violence.
 Media coverage is useful to publicize your issue and to strengthen an advocacy campaign.
However the media cannot be controlled and they may accentuate unpopular aspects of the
campaign.
 How can you protect the physical security of the demonstrator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vent?
Actions
Some of the actions undertaken by SAGE during the campaign included:
 Obtained detailed information on ESTAP's background, objectives and work plan.
 Met with the Project Manager of ESTAP and the Director of the Community Participation Unit
to get an update on ESTAP and discuss possible areas of collaboration.
 Wrote to ESTAP's Project Steering Committee to influence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Community Representatives to the Project Steering Committee.
 Met with Community Representatives from Stann Creek and Toledo districts to explore SAGE
support for them in carrying out their mandate.
 Supported Community Representatives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 among them,
encouraging them to caucus before ESTAP Steering Committee Meetings, reviewing their agenda
and appointing a spokesperson to lead discussions in the PSC meetings.

20




Conducted skills training sessions with SAGE members during SAGE's monthly meetings.
Sent a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utlining SAGE's major concerns and requesting that these
points be negotiated before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decides on the loan for the
Southern Highway Rehabilitation Project.



Followed-up with the Prime Minister and the Chair of the ESTAP Project Steering Committee on
the five point letter of concerns.
Lobbied to be included as a member of the ESTAP Project Steering Committee.
Shared information on ESTAP's progress by making presentation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on a local radio station.
Sent press releases with information as necessary.
Met with the East Indian and the Creole Council's of Belize to share information about SAGE and
to obtain their cooperation on issues of concern to people of the Southern Region.
Conducted public forums to share information about SAGE and ESTAP.







9.

CONDUCTING RESEARCH and PUBLISHING REPORTS

Accurate information and solid analysis are important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advocacy
strategy, which requires research. For example, identifying who and how to target key actors (your “power
analysis”) requires research into the key decision-makers, those who influence them,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iming within the target organization. You also need to develop solutions for the issue
you are addressing. Carefully conducting and presenting research to back up your positions and ideas is
important. This often takes the form of policy briefs and reports.
Government policy staff often only read the first page or two of a document. Briefs used in conjunction
with advocacy campaigns need to follow several principles which are different from an academic paper:
 The brief needs to be concise and begin with a short executive summary.
 The executive summary should list the key recommendations on the first page.
 Additional information, which is carefully vetted, attach it in appendices.
 Lengthy descriptions of the issue are not necessary if it is already understood by the target
audience.
 The longer the paper the less likely it will be read.
A major weakness of advocacy research is the lack of a valid 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Research
needs to be well documented, balanced, and methodologically defensible to be taken seriously. It can’t
exaggerate claims or draw conclusions not backed by documentation. Outside sources should be used for
documentation, not your organization’s publications. You can increase the credibility of a report by
utilizing respected universities, think tanks and experts with strong reputations, as authors, endorsers, or
quote experts. Publishing research in respected peer reviewed journals can increase your credibility and
reach a wider audience.
The analysis needs to be accurate and targeted to the audience you want to influence. Analysis based
primarily on anecdotes is risky because it can be attacked for being subjective and not having a rigorous
methodology. The use of case studies needs a credible process for picking the cases, a sufficiently broad
sample of examples and a similarly broad range of related data. In many cases CSO/NGO research is not
sufficiently rigorous methodologically to be useful in promoting your position with the targeted
institution(s).

The material needs to be adjusted to your audience. For academics and think tanks a longer and more
documented paper including a complete description of your research methodology is useful. However for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staff reports need to be very concise. In such situations be careful no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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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jargon or technical research techniques that might not be understood by our target audience. For
grassroots activists and the public the report needs to avoid jargon and acronyms and have a short, punchy
clear message.
Research
 SAGE Researched ESTAP to obtain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s background, objectives,
work plan and other issues.
 Researched the loan agreement between Belize an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0.

CONDUCTING EVALUATIONS

Evaluation is an integral part of advocacy. You should evaluate not only your overall progress but also the
effectiveness of each action in the campaign. This helps you to determine if you are moving toward your
objectives and goal, or if you need to readjust your efforts to get back on track. After each action it is
useful to evaluate a number of issues in the areas of leadership and impact, and for some events, logistics
and security. Relevant questions to ask include:
Leadership:
 Did the leaders know the issue and did they communicate it clearly?
 Did the action involve making agreements with decision-makers? If so did your team leaders make
agreements acceptable to the members of your alliance?
 Did the team take advantage of the event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leadership abilities of
the teams and train new leaders?
Impact:
 Did the action move you closer to an objective or your overall goal?
 Did the action create new opportunities to have an impact?
 Did the action strengthen the alliance?
 If the action was intended to demonstrate broad support for your position, was the turnout
sufficient to have that effect?

Evaluation
1. SAGE successfully presse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o delay the Belize loan for
the Southern Highway. This was a key victory which forced the government to negotiate with
SAGE.
2. The Belie government granted a moratorium on all development within a mile of the Southern
Highway.
3. SAGE obtained a seat on the ESTAP steering committee
4. Sage organized an ESTAP Community Representatives caucus.

22

Glossary
Advocacy: A series of planned actions, based on a power analysis, which organizations undertake to
pressure for changes in a specific issue, policy, or behavior of an institution, government agency, or
corporation.
Lobbying: Advocating to influence specific legislation with either the executive or legislative branches. In
the United States lobbying is legal however there are limits placed on non-profit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amount of funds they can expend to influence legislation.
NGO: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s a non-profit, voluntary citizens' group, which is organized on a
local,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 Task-oriented and driven by people with a common interest, NGOs
perform a variety of service and humanitarian functions, bring citizen concerns to governments, advocate
and monitor policies and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ome are
organized around specific issues, such as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or health. They provide analysis
and expertise, serve as early warning mechanisms and help monitor and impl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UN definition)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ssociations around which society voluntarily organizes itself and
which represent a wide range of interests and ties. These can include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From the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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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효과적인 애드보커시 캠페인
-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효과적인 애드보커시 캠페인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포괄적 전략을 갖춘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시민단체가 정책당국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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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 가이드북은 지난 1994 년 민주교육센터(Center for Democratic Education)의 존 루스라우
프, 타니아 팔렌시아, 롭 에버츠가 중앙아메리카의 시민사회단체를 위해 『애드보커시 방
법론(An Advocacy Methodology)』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작성했다. 이후 가이드북은 베트
남 옥스팜의 부홍안, 애드보커시연구소(Advocacy Institute)의 데이비드 코헨, 옥스팜의 소
피아 티클, 가브리엘 왓슨, 리즈 움라스, 야마다 타쿠모 등 수많은 동료들의 제안과 비판에
따라 수정 및 보충되었다. 그 외에도 인터액션의 사라 판스워스, 필모나 하일레미카엘, 라
이아 그리노, 마가렛 크리스토프, 조 플라거, 조 맥그랜, 데이비드 린더, 칼렙 짐머만, 산업
지역재단(Industrial Areas Foundation)의 아르니 그래프, 아리 리프먼, 영국 프레셔그룹(Pres
sure Group)의 이안 챈들러도 여러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저자가 진행한 애드보커시 트레이
닝 워크숍의 참석자들도 방법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본 가이드북의 일부는 2009 년
인터액션 발간 잡지 『월간동향(Monthly Developments)』에 9 개월간 연재된 ‘애드보커시 스
텝 바이 스텝’ 편집자 케이시 워드에 의해 보완되었다.
본 가이드북은 주기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되며 의견과 피드백을 환영한다. 의견은 존 루
스라우프의 이메일로 취합한다(jruthrauff@interaction.org).
2016 년 8 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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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정책당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가 사용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애드보커시는 일련의 계획된 행동으로 구성된다. 연대기구는
특정 이슈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위해 이러한 행동으로 압력을 가한다(누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
킬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따라서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정부기구 또는 부처
(해외원조 담당 기구, 재무부 등), 다자간 기구(세계은행, 지역별 개발은행 등), 기타 조직의 변화에
집중한다.
애드보커시는 구체적 승리를 얻어냄으로써 단체와 연대기구의 힘(power)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다. 리사 베네클라센과 발레리 밀러는 이렇게 설명한다.
권력(power)이란 물질, 인간, 지적 자원, 재원에 대해 사회의 여러 집단이 행사하는 통제력의 크기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개인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이 된다. 권력은 절대
적이라기보다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다. (중략) 또한 권력은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권력의 원천에 큰
통제력을 행사하는 개인, 집단이 있는 반면 통제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1

데이비드 코헨은 『사회정의를 위한 애드보커시(Advocacy for Social Justice)』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애드보커시는 정치, 경제, 사회제도 및 기관의 공공정책과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해 사람들
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일이다.
애드보커시는 지금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노력과 행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적 행동은
지금까지 무시되고 가려진 중요한 이슈를 조명하고,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법률과 공공정
책을 수립 및 실행함으로써 정의롭고 좋은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은 이러한 비전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틀이다. 애드
보커시 단체는 사람, 즉 회원, 지역주민, 활동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 등을 원동력으로 삼으
며 이들에게 책임을 진다.
애드보커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 1) 사회정의를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가가 관련 기
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하고 발언권을 얻는 것. 2) 관련 기관과 그 기관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
람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켜 결국 그 기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3) 사람들의 삶을 분명히 개선
하는 것.2

영국 프레셔그룹의 이안 챈들러는 애드보커시의 주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공공정책 및 관행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기업의 정책 및 관행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A New Weave of Power, People, & Politics, Lisa VeneKlasen and Valerie Miller, 2002, page 41. Stylus Publishing at 1800-232-0223 in the US or http://www.styluspub.com.
2 Advocacy for Social Justice, David Cohen, Rosa de la Vega, and Gabrielle Watson, 2001, page 8, Kumarian Press, In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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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해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자력화(empowerment)를 통해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다.

모든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단지 문제에 대한 의식 제고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3
거의 모든 정치적 이슈, 정책 이슈는 해당 기관, 그 기관의 의사결정 책임자, 애드보커시 활동가 사
이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권력 또는 힘(power)을 키우는 것은 특히 중요하
다. 의사결정과 통제력을 규정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정부, 기관, 기업,
개인이 강력한 힘을 통해 법률 및 정책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정책이
바뀐 후에는 실행 단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해당 기관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 압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대에 부딪혀도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야 한다. 어떤 조직이 캠페인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변화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밀고 나가는 힘
에 비례한다.

애드보커시의 원칙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련의 계획된 행동이다.



처음에 수립한 애드보커시 전략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타겟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애드보커시가 반드시 물리적 대치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다.



애드보커시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맥락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리더십


리더십 역량의 발전은 장기적 성공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애드보커시에는 리더의 애드보커
시 역량 및 현재 다뤄지는 실질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다.



리더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이 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진 사람이다.



리더 집단은 성별, 민족, 인종, 종교, 계급 등 캠페인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스스로 닮아야 한다. 의사결정은 참
여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
어져야 한다.

초점


성공을 위해서는 특정한 이슈와 제한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기적 변화를 위해 제한적 세부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경험 축적, 스킬 연마, 리

3 Advocacy and Campaigning How to Guide, Ian Chandler, The Pressure Group, UK,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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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발전, 리더의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승리를 통해 조직은 힘을 얻고 캠
페인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혼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타겟 기관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다른 힘들이 작동하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와 전략
적 연구를 통해 그러한 힘들과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관계


조력자, 타겟 기관의 의사결정 책임자 및 실무자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갖고 관계를 구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자리는 신뢰 구축, 이해관계 판단, 주요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된
다.



접촉이 영향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고위급 관료와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결
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은 권력,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발생한다.

회의


애드보커시 활동에서 ‘초청받은 공간(invited space)’과 ‘얻어낸 공간(claimed space)’은 다르
다. 타겟 기관이 회의나 협의 자리에 어떤 조직을 초청할 때 초청받은 사람은 의제나 참석자
에 대해 거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회의의 틀 자체가 원하는 변화가 달성될 수 없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먼저 제안할 때는 의제와 참석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통제력을 행사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도 좋다.

서면자료


정책브리프, 보고서, 제안서는 간명해야 한다. 맨 앞에 1~2 쪽 분량의 요약을 첨부하고, 신중
한 연구로 얻은, 잘 기록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요약에는 자신의 핵심 입장, 권고, 결론이 서술되어야 한다. 문서를 받은 사람은 요약만 읽
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vs 외부


애드보커시 전략은 크게 내부/외부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에 주목하는 애드보커시 활동가는 의사결정 책임자 및 실무자, 주요 조력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외부에 주목하는 활동가는 대중과 미디어 등 외부 주체를 통해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한 압
력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한다. 외부전략에는 집회, 이목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 기타 대중
활동이 포함된다.



애드보커시 캠페인에는 두 전략 모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외부전략은 내부전략
을 제한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다.4 본 가이드북은 내부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4 Advocacy and Campaigning How to Guide, page 4, Ian Chandler, The Pressure Group,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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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구와 캠페인


복잡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애드보커시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대부분 새로운 연대기구를
결성하거나 기존의 연대기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연대기구 또는 연합체(coalition)란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함께 수행하는 단체들의 모임을 말
한다.



본 가이드북에서 ‘캠페인’은 특정한 방법 또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
해 일련의 전략적 행동과 함께 활발히 추진되는 계획의 실행을 뜻한다.

행동의 변화


어떤 조직의 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캠페인에는 새로운 정책의 실행을 위한 애드보커
시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추가적 압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 정책 변화가 조직의 행동 변화로 이어
지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효과적이지 않은 캠페인의 공통적 단점


목표와 세부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지나치게 큰 이슈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 초점을 잃는다.



전략을 수립하기도 전에 활동을 계획한다.



전략에 따른 일정표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일정표에 따라 행동 계획을 짠다.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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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로 똑같은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있을 수 없다. 캠페인마다 서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애드보커시의 목적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연대단체/개인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다.
본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모델 외에도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
다.
애드보커시 전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이슈 선정, 2) 목표 설정, 3)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의
권력분석, 4) 자신의 힘과 영향력 강화, 5) 개인적 관계 형성, 6) 전략적 연대기구 결성, 7) 세부목표
선정, 8) 행동 계획, 9) 연구, 10) 활동 평가.
구성요소
애드보커시 전략의 수립과 실행 과정은 유동적이며 예상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캠페
인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와 타겟 기관의 반응에 따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도 많다. 평가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구성요소로, 진척상황에 대한 판단과 모니터링을
위해 각 행동 및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슈 선정은 애드보커시 캠페인 수립의 첫 단계다. 이슈는 리더가 효과를 위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슈는 연대기구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2.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특정 정책 또는 행동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서술해야 한다. 목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한다. 애드보커시 캠
페인의 목적은 정책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연대기구를 구축하고 자신의 조직에서 직원, 회원, 이사회, 후
원인들이 변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4. 권력분석은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를 파악 및 분석하는 활동, 즉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애드보커시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겟 기관의 의
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방법, 시점, 참여하는 사람 등
이 포함된다.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렵다.
권력분석의 초점은 주요 인사 및 기관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 영향력이다. 타겟 정책을 바꾸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분석 과
정에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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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적 관계 형성은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대부분의 캠페인에서 중요하다. 애드보커시 캠페
인이 성공하려면 지지자, 잠재적 조력자,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 및 실무자, 나아가 반대편과도 관계
를 형성해야 한다. 직접 소통하는 개인적 만남의 자리는 관계 강화에 필수적이다.
6. 전략적 연대기구 결성은 목표 달성에 충분한 힘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기존의 연대기구에 제안
을 하는 방법, 캠페인을 위해 새로운 연대기구를 만드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연대기구의 참가단체
는 자원, 접촉 가능한 지인, 해당 이슈에 대한 힘과 영향력 등 캠페인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참가단체는 해당 캠페인의 목표에만 동의하면 된다. 애드보커시의 초점이
아닌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각 참가단체 리더들의 핵심 그룹에서 이슈
선정과 목표 설정을 마친 후 연대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연대기구를 구성한 다음 애드보커
시의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면 애드보커시의 가장 중요한 초점에 대한 참가단체들의 이견으로 인해
논쟁이 계속되고 행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7. 세부목표는 단기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를 서술한 것으로,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다
시 말하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 달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위주로 적당한 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8. 행동은 권력분석에서 파악한 주요 주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원하는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된다. 행동은 권력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세부목표나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
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행동을 통해 반대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연대단
체/개인을 강화할 수 있다. 물리적 대치가 애드보커시 캠페인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활용
할 수 있는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소셜미디어 활용

이메일, 전화, 서한 활용

직접 만나는 자리 만들기

협상

올드미디어 활용

간접적 설득

시범사업 실시

협력

역량강화

컨퍼런스 주최

현장견학 실시

집회 및 시위

9. 연구는 애드보커시 전략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하다. 해당 이슈와 반대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는 해당 이슈에 관해 실행 가능한 대안적 해법의 제시를 위
해서도 필요하다. 연구에는 정확성과 균형이 필요하며, 누가 수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평판이 좋은 대학교나 싱크탱크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 신뢰도 높은 제 3 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다. 또한 반대편의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 해당 이슈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조사하
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편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10. 평가: 캠페인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각 행동 또는 활동 역시 평가해서 다음 활동을 개
선해야 한다. 평가 분야는 리더십, 효과, 실무, 안전성(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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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보커시 캠페인의 구성요소
다음의 구성요소는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순서로 서술했다. 캠페인은 서로 같을 수 없고, 전략은 구
체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캠페인은 유동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의 실
행은 선형적 과정이 아니다. 캠페인은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요소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이 빠르게 진척될 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1. 이슈 선정
첫 단계는 캠페인의 초점이 될 이슈를 주의 깊게 선정하는 것이다. 보통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매우 많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드보커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애드보커시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슈를 신중하게 선정해 집중해
야 한다. 기아 감소나 보건수준 향상과 같이 폭넓은 문제의 해결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면, 다루
기 좋은 작은 크기로 이슈를 나눠서 별도의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다음 질문은 어떤 이슈가 애드보커시 캠페인의 초점으로 삼기에 적절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1. 해당 이슈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정보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2.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분량의 자원을 사용해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3. 해당 이슈에 관해 연대기구를 구축할 수 있는가?
4. 캠페인 멤버들은 연대기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해당 이슈와 해법에 동의하고 있는가?
5. 캠페인이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6. 해당 이슈를 다룰 경우 캠페인 멤버나 다른 개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가?

사례: 이슈 선정
벨리즈(Belize)는 1990 년대 중반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가입하고
1,600 만 달러를 빌려 남부고속도로 64 킬로미터 구간 포장 및 최남단 스탠크리크(Stann Creek)와 톨
레도(Toledo) 연결도로 176 킬로미터 개선공사에 투입하고자 했다. IDB 는 벨리즈가 계획하는 도로
공사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1997 년 3 월, IDB 이사회는 환경사회기술지원사업기구(ESTAP, Environmental and Social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설립을 위해 벨리즈에 260 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협약을 통과시켰다. ESTA
P 의 목적은 남부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남부고속
도로 주변 지역주민들은 마야족 공동체의 토지권, 그리고 고속도로 포장 이후 예상되는 개발로 인
한 환경파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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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년 5 월 민주교육센터는 교육연구진흥협회(SPEAR,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초청을 받아 벨리즈에서 애드보커시 교육을 진행했다. 처음 개최된 워크숍에서 한 그
룹이 지역단체들의 연대기구를 구성해 ESTAP 을 모니터링하고 지역개발계획에 지역주민들의 의
견을 반영시키자고 제안했다.
그 해 7 월, 지역주민 단체 및 비정부기구 7 개는 벨리즈의 비정부기구 SPEAR 와 미국의 비정부기
구 민주교육센터 주최로 3 일간 진행된 애드보커시 워크숍에서 ‘풀뿌리 자력화를 위한 남부연대(S
AGE, Southern Alliance for Grassroots Empowerment)’를 결성했다.

2. 목표 설정
목표란 우리가 바라는 변화, 즉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서술한 것이다. 캠페인의 리더들은 이
슈와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서로 합의해야 한다. 핵심 리더들의 작은 그룹에서 개방적이고 참여
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다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목표
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또한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한다. 애드보커시 캠
페인의 목적은 정책과 행동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목표는 구체적이고 초점이 분명하며 달성 가능한가?
2. 목표는 명확하고 정확한가, 아니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가?
3. 목표 달성에 필요한 힘을 모으기 위해 연대단체/개인을 움직이게 만들 만큼 관심을 불러일
으키는가?
4. 연대기구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5. 목표 달성까지 소요될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캠페인을 실행할 만큼의 시간이 있는가?
6.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적 자원이 존재하는가?
캠페인에서 몇 가지 목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표로 작성해 보면 좀
더 수월하게 가장 적절한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어떤 언어로 서술하느냐
도 중요하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연대단체/개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표현을 선택하
는 것이 좋다.
전체적 목표는 보통 다수의 ‘요구’로 나눌 수 있다. 여러 요구가 수용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요구란 타겟 기관, 연대단체/개인, 기타 주체가 하기를 바라는 구체적 행동을 말한다. 요구 하나가
수용될 때마다 목표 달성에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
사례: 목표와 요구
SAGE 는 7 월에 열린 워크숍에서 캠페인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ESTAP 및 지역개발계
획의 수립과 실행에 대해 민중과 지역주민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와 메커니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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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후 SAGE 는 4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1. 토지문제에 관해 선주민들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
2. ESTAP 사업지역 내의 국유지에 대한 임대, 매각, 사용허가를 전면 중단하라.
3. 사업조정위원회에 SAGE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라.
4. 지역주민 대표의 활동 예산을 확보해 지역공동체 아웃리치를 지원하라.

3. 자신의 힘과 영향력 강화
권력 또는 힘(power)은 애드보커시 캠페인의 효과에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런데 권력은 애드보커시
활동가를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불편하고 까다로운 주제다. 얼핏 보면 권력은 튼튼하게 하나로 뭉
쳐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관점은 애드보커시 활동가가 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효과적
애드보커시 전략 수립을 방해한다. 사실 권력은 역동성, 다층성을 가지고 있으며, 맥락, 조건, 주체
에 따라 변화한다.5
애드보커시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과 그 장점, 걸림돌, 사용 방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달성에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자기평가).
2.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상을 파악한다.
3. 타겟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권력분석을 실시한다.
4. 자신이 가진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접촉 가능한 지인을 점검한다.
자기평가에는 핵심 활동지역 주민, 직원, 이사회, 후원인, 회원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들은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의 핵심 기반이며, 신중한 계획 수립을 통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비슷한 목표나 애드보커시 방향을 가진 다른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 특히 자신의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이슈에 주목하는 조직 및 개인을 조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수년 간
의 해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과 지식이다. 비정부기구 직원들은 개발과 원조 등의 분야에서
계획 수립과 실행의 최전선에 있고 지원 대상과 직접 함께 일하기 때문에 정보와 평가결과를 실시
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지 직원과 현장의 협력 파트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요 주체에
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이 워싱턴 등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을 방문할 때는 이들의
지식을 활용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 소개할 권력분석은 자신의 장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기회 및 타겟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영향력 있는 인사, 의사결정 책임자와 함께 조직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5 A New Weave of Power, People & Politics, Lisa veneKlasen and Valerie Miller, 2002, pag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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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 핵심 활동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편지, 이메일, 전화를 통한 아
웃리치 및 애드보커시,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지역의 행정기관 관계자를 만남으로써
가능하다.

직원 조사/파악: 직원들의 지역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비
정부기구는 현장 경험을 활용해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
장에서 막 돌아온 직원이나 협력 파트너가 주요 주체나 그 실무자에게 직접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직원이 돌아오면 자기 지역의 정치인을 만나 그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마
련해야 한다. 직원이 그런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사회 조사/파악


의사결정 책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가?



의사결정 책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있는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그 사람과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있는가?
의사결정 책임자와 같은 위원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가?

후원인, 회원들의 관심사와 지역구를 파악하도록 한다. 후원인, 회원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존재한
다면 핵심 지역구,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지도부에 속하는 인사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후원인, 회원들에게 표결이나 결정 직전의 중요한 시기에 구체적 이슈와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캠페인에 기여할 기회가 있
다고 제시할 수 있다.
미디어: 글을 기고하거나 지역 신문, 라디오, TV 에 자신의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이 현재 수행하는
일을 소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비정부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미디
어에 알리면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지도를 높이고, 자연히 영향력과 힘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슈의 프레임 짜기: 언어는 중요하다.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이슈를 최대한 유리하게 서술하는 방
법은 무엇인가?
보고서: 정책브리프를 활용해 입장을 전달한다.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는 두 쪽 이내로 명확하
게 서술된 정책브리프와 토킹포인트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선거: 후보와 관계를 구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선거에 출마했을 때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이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자원활동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사
회단체/비정부기구와 완전히 별개로 주말, 휴가, 무급휴가 등 개인적 시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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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 및 연대단체의 직원은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자문그룹에 참여하거나, 후원금을 보내거나, 미국이라면 어떤
아이디어나 이슈에 대한 독립적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만들 수 있다. 시민
사회단체/비정부기구는 초당적 후보자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토론회를 위한 질문을 제안할 수 있
다.
힘을 강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새로운 의사결정 책임자
가 등장하면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보를 제공할 대상도 새로 생긴다.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 및
그 직원들은 꾸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
에 대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례: 힘과 영향력
벨리즈의 지역단체들은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1. 이슈에 관심이 있는 벨리즈 남부 선주민 단체 파악
2. 여러 인종 및 민족을 아우르는 지역 연대기구 결성(SAGE)
3. 지역단체를 위한 교육
4. IDB 및 ESTAP 직원들과의 관계 구축

4. 권력분석: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의 파악과 평가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의 파악과 분석은 목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일이다. 권력분석은 주요 인사들과 소속 기관들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타겟 정책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책을 누가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분석은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야 한다. 현실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과대
평가하거나 타겟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결정의 시기, 방법, 참여자 등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타겟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하고 분명할 수도, 복잡하고 불투명할 수도 있다. 의사결
정 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나 연구, 해당 기관 내의 우호적 지인을 통해 파악해야 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과 그 책임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그럴 경우 효과 발생
을 위해 목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든 움직이는 세력은 다양하다. 여러 개인과 집단은 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
고, 자신 또는 기관의 이슈에 대해 힘과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싸운다. 자신이 다루는 이슈와 타
겟 기관에 영향을 주는 정치상황에서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는지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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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체를 파악한 후에는 이러한 의사결정 책임자 각각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명단을 작성
하는 것이 좋다.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세력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자. 표에는 캠페인의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설득할 가능성이 있
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들 속에서는 패턴을 찾고, 연대기구 참가단체는 어
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때 해당 상황이 가진 성별, 종교, 계급, 인종, 민
족 등의 차원에 주의해야 한다. 권력분석은 목표에 영향력을 가진 주요 주체 각각에 대해 실시되어
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 _____________________
캠페인의 목표를

주요 주체에 대해

캠페인의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

그가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캠페인의 목표에 대해

그가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입장을 정하지 않은 사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책임자를 분석할 때는 다음을 고려한다.


참여하는 이사회나 집단이 있는가? (배우자나 연인이 참여하는 어떤 조직 이사회에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 리더나 이사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 조언을 듣는가? 주요 지지자는 누구인가?

선출직이 타겟일 경우 다음을 고려한다.


지역구 주민 중에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연대단체/개인 중에 지역
구 주민이 있는가?



후원인은 누구인가(고액/소액), 후원인 중에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지지를 선언했는가? (노동조합, 환경단체, 여성단체, 학부모-교사단체 등)

이러한 정보는 상당수가 공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타겟 주요 주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들과
접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이 정말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셋과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 열 명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다.
권력분석을 실시한 다음에는 연대기구 차원에서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분석에 비추어 기존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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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구는 목표 달성에 충분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수정하거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는가?



캠페인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개인적, 직업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타겟 인물 및 기관이 연대기구 참가단체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

리스크
애드보커시 캠페인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여자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



정서적, 심리적 리스크



정치적, 조직적 리스크



연대단체/개인에 대한 리스크

연대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감수할 만한 리스크는 무엇인가?
 연대기구가 취하지 않을 행동은 무엇인가?
 연대기구는 잠재적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권력분석에서 목표 달성이 극도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
다. 이때 연대기구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되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같은 이슈를 다루되 교육사업 등으로 목적을 변경한다.
 자원의 소모가 커지기 전에 활동을 종료한다.
연대기구 참가단체들은 성공 가능성과 리스크의 정도에 대해 합의한 상태여야 한다. 참가단체가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나 캠페인에 어떤 리스크가 수반되는지 모를 경우 기운이 빠지
고 캠페인에서 빠지거나 나중에 있을 애드보커시 활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애드보커
시 캠페인을 중단하거나 목표를 변경하는 것도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다.
권력분석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가 캠페인의 목표에 어떻게 찬성/반대하는지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



그러한 인사들 사이의 관계



그러한 인사들의 의사결정 방법과 시기



캠페인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그에 대비하는 방법

사례: 권력분석
SAGE 는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 6 명을 파악했다.


마누엘 에스퀴벨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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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 하이드 ESTAP 사업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개발부 장관



데니스 어셔 조정동원부 차관 겸 톨레도 지역대표



프레드 헌터 ESTAP 프로젝트 매니저



호세 테익세이라 벨리즈카운티 대표, 에드워드 코스텔로 프로젝트 팀장 등 IDB 직원

5. 개인적 관계 형성6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항상 중요하다. 애드보커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지자,
잠재적 조력자,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 및 실무자, 나아가 반대편과도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개인적
으로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캠페인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받을 만큼 탄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 연락을 취하는 경우, 아웃리치, 동원, 타겟에 대한 압박 등에는 이메일, 전
화, 소셜미디어 등이 유용하다. 하지만 애드보커시에 필요한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
접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 신뢰 구축은 성공에 결정적이다.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면 초기부터 직
접 접촉해야 한다. 만남의 자리에서는 상대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상대방의 인생에서 전환점이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나?



상대방이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상대방이 지금 그 일을 하는 이유, 어떤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대화가 인터뷰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면 위의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도 공유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한다.


사전에 시간을 정하고, 길이는 30~45 분 가량으로 한다.



일대일로 직접 만난다.



개인적 관심사,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다.



서로의 관심사, 생각, 꿈에 대해 알아본다.



능동적으로 경청한다.



필요(needs)가 아니라 능력과 자원을 탐색한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개인적 만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나 세일즈가 아니다.



최대 1 시간 이내로 끝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단순한 수다나 상담이 아니다.

6 For a fuller description of individual meetings see Annex 1: Individual Meetings for Advocates: Eleven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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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캐내거나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례: 관계 형성


벨리즈는 작은 국가로, SAGE 리더 몇몇은 이본 하이드 경제개발부 장관, 프레드 헌터 EST
AP 프로젝트 매니저, 호세 테익세이라와 관계가 있었다.



SAGE 대표단은 ESTAP 사업조정위원회 지역대표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지역대표들
의 모임에 초청했다.



민주교육센터장은 3 일간의 애드보커시 워크숍 이전에 SAGE 참가단체 7 개의 대표 전원과
각각 모임을 가졌다.

6. 전략적 연대기구 결성
새로운 연대기구를 결성하거나 기존의 연대기구에 캠페인을 제안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힘을 확
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대기구는 상시기구일 수도, 특정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위해서만 운영될
수도 있다. 새로운 연대기구를 구축할 때는 리더들의 핵심 그룹에서 이슈와 목표에 먼저 합의한 후
참가단체를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 이슈와 애드보커시의 목표를 결정하기 전에 연대기구를 결성하
면 애드보커시의 최우선 초점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참가단체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 참가단체마다 자신의 최우선 이슈가 캠페인의 초점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이럴 경우 애드보커시 캠페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다루는 이슈가 많아져 효과를 발휘
하기 어렵다.
애드보커시의 타겟과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한 권력분석을 토대로 누구에게 연대기구 참가를
제안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 타겟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관심, 능력, 자원
, 힘을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다. 참가를 제안할 단체는 기존에 결정한 캠페
인 목표와 초점에 동의해야 한다. 권력분석을 통해 어떤 유형의 단체/개인이 도움이 될지 충분히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한 기준 하나는 캠페인의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단체들은 애드보커시 캠페인의 이슈와 목표에 합의해야 하지만 그와 무관한 다른 이슈에 대해
서는 견해차가 있어도 무방하다. 모든 이슈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경우 연대기구의 규모가 크게 제
한되고, 그만큼 힘도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캠페인과 무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사례: 전략적 연대기구
벨리즈의 선주민 단체와 비정부기구는 7 월에 열린 애드보커시 워크숍에서 SAGE 를 결성했다. 여
기에는 지역주민단체 5 개와 비정부기구 2 개가 참여했다.


톨레도 마야문화협의회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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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리푸나인협의회 – 부의장



벨리즈 켁치인협의회 – 참가단체



톨레도 마야여성협의회 – 참가단체



톨레도 알칼데협회 – 참가단체(이상 지역주민단체)



교육연구진흥협회 – 참가단체



벨리즈 아우두본협회 – 참가단체(이상 비정부기구)

7. 세부목표 선정
애드보커시 캠페인에서는 목표가 복잡하거나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 때문에 목표를 바로 달
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부목표를 먼저 선정하고 그것을 달성해서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 세부목표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와 권력분석을 토대로 설계
해야 한다.
세부목표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단기적 변화를 말한다. 세부목표, 즉 목표에 이르는 단계는
하나의 ‘작은’ 애드보커시 캠페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장에 대해 정부
부처의 지지를 얻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싱크탱크, 대학 등이 자신
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편의 입장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도 세부목표가 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목표가 많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세부목표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성, 명확성, 이해가능성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1~3 개월).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한다.



연대기구 결성과 강화에 도움이 된다.



달성을 위해 시간과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석할 수 있다.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애드보커시 활동은 보통 세부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감당할 수 있는 세
부목표를 선정하면 연대기구 참가단체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캠페인에 계속 함께할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하면 리더들과 연대기구 참가단체들의 경험과 역량 강
화에도 도움이 된다.
사례: 세부목표
SAGE 는 캠페인의 세부목표 5 개를 선정했다.
1. ESTAP 사업조정위원회의 지역대표들을 지원하고 발언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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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기구 참가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총리, 이본 하이드 장관, 로이 보웬, 멜빈 헐스, 데니스 어셔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4. 남부고속도로사업의 광범위한 영향과 관련하여 스탠크리크 및 톨레도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교
육한다.
5. 캠페인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한다(4 년 간).

8. 애드보커시 행동 설계
애드보커시 행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주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
단이다. 행동은 권력분석을 토대로 하며, 목표에 도움이 되는 세부목표 한두 가지를 위한 영향력 강
화를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애드보커시 행동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한다.
1. 타겟에게 압력을 가한다.
2. 반대편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3. 연대단체/개인의 힘을 강화한다.
4. 입장을 정하지 않은 주체가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설득한다.
5.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행동으로 인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와 그 직원들의 안전에 어떤 리스크가 발
생할지 판단해야 한다. 효과적인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위해 반드시 거리시위를 하거나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대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행동은 목표 달성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
래할 수도 있다.
행동을 선정할 때는 해당 국가의 문화, 종교적 관행, 사회적 규범, 정치/안보상황을 고려한다. 행동
은 연대기구 참가단체들의 역량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타겟 기관의 의사결정에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기관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입법부의 경우 이슈에 관한 주요 표결을 앞둔 시점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다. 반면 G7/G20 정상회의를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한다면 회의가 개최
되기 훨씬 전, 보통은 4~8 개월 전에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G7/G20 정상회의는 미디어를 위한 행
사에 그치고 실제 결정은 최소 6 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애드보커시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시기와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음은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의 예시다.
1. 주요 인사와의 만남
일반적으로 애드보커시 캠페인에서는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나 실무자와 직접 만나는 자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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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우리는 바쁜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사전에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밟는 것
이 좋다.


참석할 연대기구 리더들과 항상 준비회의를 갖는다. 준비회의에서는 누가 대화를 주도할지
, 각자 어떤 포인트를 제시할지 분명히 정한다. 의사결정 책임자나 실무자를 만나는 것은 일
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발제를 길게 하거나 양측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자리는 매우 짧게 진행되며
, 의원 보좌관의 경우 시간이 10~15 분에 불과하다.



접촉을 했다고 해서 영향력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주요 주체와 만나
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의 입장을 채택할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 접촉을 시작한 후에는 충분한 힘과 영향력을 활용해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사전에 의사결정 책임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남을 갖기 며칠 전이나 일주일 전에 자료를 미리 제공하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정책결정 책임자와 실무자는 회의 직전에 받은 제안에 실질적인 답
변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기구의 리더들 중 누가 참석할지 매번 신중하게 결정한다. 영향력이 강한 참가단체의
대표는 물론 여성, 소수자 집단 등 연대기구의 구성을 반영하는 이들도 포함하도록 한다. 회
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따라 참석자가 많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참석 규모가 클수록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렵다. 모두가
발언을 하려고 한다면 더욱 그렇다. 단, 리더들이 조직적 규율을 유지한다면 연대기구의 힘
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책임성 확보 방안과 후속조치를 계획한다. 예를 들면 특정 일자까지 조사활동이나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거나, 캠페인 진척도를 검토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서면으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타겟 기관이 먼저 제안한 자리는 일반적으로 애드보커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변화
에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협의만 진행하는 기관도 있다. 회의의 목적, 의제, 참석자
, 예상되는 결과 또는 효과를 분명히 한 다음 일정에 동의해야 한다. 접촉을 했다고 해서 영
향력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이메일, 전화, 청원서, 서한 활용
직접 만나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주요 주체에게 의견이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 청원
서, 서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선출직의 경우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상
대적으로 손쉬운 방법보다 지역구 주민, 후원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개별적으로 서한을
쓰는 등 품이 많이 드는 방법이 효과가 좋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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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고려한다.


간결하고 정중한 태도를 취한다. 목적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동의하는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한다. ‘짧고 상냥하게’를 기본 컨셉으로 한다. 서한이나 브리프가 길수록 상
대방이 읽을 가능성은 낮다. 한 쪽 분량을 목표로 작성하고 최대 두 쪽을 넘기지 않는다. 꼭
필요한 추가 문서나 자료가 있으면 정확성, 시의성, 연관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본문 뒤에
첨부한다. 모두가 아는 정보나 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서명한 서한이나 이슈브리프는 내용 전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경우 작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름을 올린 단체들이 기본적인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따로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본 성명서는 [연대기구 명칭]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참가단체 전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
은 아닙니다. 각 권고사항의 작성자 명단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단체가 성명서를 상세히 검토하면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내용이 길
고 너무 많은 이슈가 포함된 성명서가 나오거나, 시기를 놓쳐 애드보커시에 도움이 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타이밍은 정말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입법부의 표결 등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장 효과가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 실제로 언제 내려지는지는 정확히 파악해
야 한다. 예를 들어 G7, G20, UN 정상회의 등 다자간 고위급 국제회의는 대부분 몇 달 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최종회의 개최 6 개월에서 1 년, 혹은 그 전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한
다. 이메일을 보내도 스팸메일로 분류되거나 보안 문제로 인해 상대방이 받지 못할 수도 있
다.



연대기구 참가단체와 지지자들이 특정 시점에 행동을 취하도록 ‘행동 알림’을 활용할 수 있
다.

3.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광범위한 지지자 네트워크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캠페인을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와의 소통, 잠재적 지지자 파악, 기존 지지자 교
육, 새로운 관계 형성, 새로운 소식 공유가 가능하다. 이미 언론이나 이메일을 통해 내보낸 메시지
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애드보커시 캠페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사이트는 페
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다.
소셜미디어의 핵심은 사회적 연결이다. 플랫폼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소통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 참여도를 높
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트위터의 리트윗과 답변, 페이스북의 댓글과 공유 등). 트위터의 페
리스코프 앱과 페이스북 라이브 등 생방송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
다. 이런 기술은 애드보커시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체가 활용하기
좋다. 소셜미디어 활용은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애드보커시 캠페인의 일부가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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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들은 기존에 신뢰할 만한 평판을 가진 개인/집단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지
난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누구나 소셜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지지자들은 캠페인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이
는 ‘코니 2012 사라진 아이들’ 캠페인7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캠페인을
실행하는 단체에는 충성도 높은 지지자도 많았지만 해당 단체의 과거와 계획의 실행능력에 적극
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는 자체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포함한 온라인 전략이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갖춰진 상태
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캠페인을 알리는데 가장 먼저 동참할 사람들은 캠
페인을 실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미 신뢰하는 이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자의 인맥을 통
해 캠페인이 다루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이들은 주위에서
이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는 캠페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온라인와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효과적인 애드보커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지자들에게 가장 확
실하게 영감을 주려면 실제로 모여서 캠페인에 기여할 기회가 필요하다. 자원활동, 집회, 이목을 끌
기 위한 퍼포먼스 등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요구는 구체적일수록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원 캠페인(ONE Campaign)이 좋은 사례다. 원 캠페
인은 자신의 네트워크에 이메일을 보내 간명한 설명과 함께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쉬운 활동 하나
를 첨부한다. 요구의 내용이 길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맞지 않을 정도라면(예를 들어 트위터의 14
0 자 제한에 걸릴 경우) 자신의 웹사이트에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링크를 첨부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렇게 트윗을 하는 것이다. “기후문제 대처 예산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상원의원에게
OO 법 수정안에 반대하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행동 페이지 주소]”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단체로는 원 캠페인, 옥스팜, 350.org, 시에라클럽(Sierra Club) 등이 있다.
소셜미디어 활용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Nonprofit Tech for Good (nptechforgood.com/)
 Mashable (mashable.com)
 Social Media Today (socialmediatoday.com)
4. 올드미디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성격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 주요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활동은 자카르타, 서울, 베를린, 뉴델
리, 런던, 로마 등의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쉽다. 이슈가 이미 언론이 전국적으로 다
7 조셉 코니(Joseph Kony)는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라는 반정부 민병대의 지도자로, 우간다 북부, 콩
고민주공화국, 남수단에서 소년병을 강제로 징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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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의제와 연관될 수도 있고, 이슈에 관심이 있고 기사로 다룰 만한 전국언론 관계자와 연대기구
참가단체의 누군가가 아는 사이일 수도 있다.
글을 기고하거나 지역신문, 라디오, TV 에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비정부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언론
에 알리면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과 힘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도 있다.
언론 보도가 나가면 캠페인의 이슈를 인지하는 사람은 항상 많아진다. 그런 인지도를 자신이 원하
는 변화에 대한 지지로 연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도의 내용은 통제할 수
없다. 보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 언론 접촉은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 복잡한 일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
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다. 적어
도 언론 접촉은 충분한 조사 후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5. 협상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연대기구 차원에서는 의사결정 책임자나 실무자와 협상을 진
행할 수 있다. 협상에는 주고받기와 타협이 수반된다. 따라서 협상에서 원래의 목표가 전부 달성되
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협상팀을 선정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팀이
타협해야 하는 부분은 일부일 수도, 많을 수도 있다. 앞의 ‘개인적 관계 형성’ 항목에서 설명한 것과
함께 다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연출’이 중요하다. 협상팀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신경을 쓰도록 한다. 협상팀의 구성은 연대기구의 다양성과 역량을 반영하고(가
장 강력한 참가단체를 포함할 것), 하나의 팀으로서 전체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연출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의 복장, 시간 준수, 당당하고 절제된 표정 등이 포함된다.



협상팀은 모두 분명한 지침을 받고 자신의 권한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안에 대한 타
협을 협상팀이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얻은 최선의 결과를 연대
기구 집행위원회나 이사회, 참가단체 전체회의 등에 가져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협상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조직인지 파악한다. 사전에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상
대방에 대해 알아낸 것을 전략과 전술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o

상대방의 협상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o

해당 이슈에 대한 상대방의 최종 제안, 최우선 관심사항은 무엇인가?

o

협상 포지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문제에 관해 상대방이 크게 우려하는 사항은 무
엇인가?

o

상대방이 대표하는 집단 및 개인은 협상 전에 어떤 합의를 했는가?

o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협상가로서 어떤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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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에 각 항목별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과 최종 제안을 결정하고 협상팀 전원이
이를 파악한다.



협상팀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음은 어떻게 진행할지 불확실한 경우 팀원들끼리 별도
로 모여 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다.



상대방과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협상팀 구성원끼리 절대로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6. 간접적 설득
의사결정 책임자가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접적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때도 있다. 간접적 설득에는 비공식적 ‘오프 더 레코드’ 모임, 타겟 기관
의 관료, 내부 지지자와의 논의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의사결정 책임자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
나 그들이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간접
적 설득은 공식적 논의 없이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도
있다.
7. 협업
어떤 국가에서는 공통의 과제와 목표를 위해 의사결정 책임자와 협업하는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의사결정 책임자, 실무자, 내부 지지자와 협업하면 다른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
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성공적인 변화에 대해 협업 파트너의 공을 충분히 인
정하는 것이 좋다.
8.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증명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
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을 자세히 기
록하고 종료 이후 신중한 평가를 실시해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의 효과를 설명할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설계와 평가에 의사결정 책임자나 실무자를 참여시키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9. 역량강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대기구 참가단체나 의사결정 책임자의 역량강화가 필
요할 수 있다. 역량강화에는 연수 워크숍, 협의회의, 컨퍼런스, 현장견학 등이 활용될 수 있다.
10. 현장견학
현장견학은 의사결정 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방법이지만 폭넓
은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견학을 좋아하지만 시간과 재원의 소모가
많다. 애드보커시 전략, 신중한 기획, 적절한 준비, 후속조치가 없을 때 현장견학은 목표 달성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누가 어떤 일정의 비용을 부담할지, 현장견학 장소가 인기 있는 휴양지 또
는 외국 여행지이거나 눈에 띄는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포함된 경우 참가자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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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세부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컨퍼런스 주최
컨퍼런스는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
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최 이유를 신중히 검토하고 전체적인 전략에 뒷받침이 되도
록 해야 한다. 컨퍼런스는 의사결정 책임자, 실무자, 관심 있는 대중에게 이슈에 대한 정보와 제안
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시하는 정보의 설득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컨퍼런스 장소, 정
보를 제시하는 방법, 정보를 제시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2. 집회, 시위, 대중 행사 주최
집회에는 많은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의사결정 책임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 시위, 행진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매우 선택적으로, 신중한 기획에 따라 전체적
인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가 거의 없을 경우 이러한 행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집회에서는 전체적인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중하게 기획된 것이 아닌 이상 물리적 대치
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대치는 캠페인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 보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캠페인의 목표에 공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대치는 폭력사태나 체포로 이어질 수 있고, 언론은 이를 보도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의 초점은 행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폭력사태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목표 설정, 권력분석, 세부목표 선정 이후 집회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신중
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집회의 타겟은 누구인가? 집회로 인해 그가 캠페인의 목표를 지지하게 될 가능성, 반대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언론이 주목하고 타겟에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집회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자
카르타, 서울, 베를린, 뉴델리, 런던, 로마 등의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려
야 언론에 보도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언론 보도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유명인사나 국회의원을 연사로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회 참가자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음식, 물, 위생시설, 마이
크와 스피커, 숙소, 보안 등)



집회를 위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집회 참가자 모두가 규칙을 지키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다. 참가자 일부가 폭력을 사
용하려고 한다면 미리 막기가 매우 어렵고, 언론은 폭력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는 이슈를 알려내고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통제할 수 없으며 캠페인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



집회 전후와 진행 중에 참가자의 물리적 안전을 확보할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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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행동
SAGE 는 캠페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다.


ESTAP 의 설립 배경, 세부목표,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보



ESTAP 프로젝트 매니저 및 지역주민 참여 담당부서 책임자와 만나 ESTAP 의 업무 진행상
황을 파악하고 협력 가능성 논의



ESTAP 사업조정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해 위원회에 참여할 지역대표 선정 기준에 영향력
발휘



스탠크리크 및 톨레도 지역대표들과 만나 SAGE 가 그들의 역할 수행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색



지역대표들 사이의 소통 지원, ESTAP 사업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역대표들의 사전모
임 참여 독려, 지역대표들이 제기할 의제 검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주도한 대변인 선출
등 지역대표 지원 활동



SAGE 의 월간회의에서 참가단체들을 위한 스킬 교육 진행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SAGE 의 주요 우려를 설명하고 IDB 가 남부고속도로사업을 위한 차
관 제공을 결정하기 전에 우려사항에 대해 협상할 것을 요구



총리 및 ESTAP 사업조정위원회에 5 가지 우려사항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이후 지속적인 후
속조치 실시



ESTAP 사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로비 활동



벨리즈 국내 행사, 국제회의 발표, 지역라디오 등을 통해 ESTAP 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한 경우 언론에 보도자료 발송



벨리즈 동인도인/크리올족협의회와 만나 SAGE 를 알리고 남부지역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SAGE 와 ESTAP 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대중적 포럼 개최

9. 연구 및 보고서 출간
애드보커시 전략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가 필
요하다. 예를 들어 주요 주체를 누가 어떻게 공략할지 판단하려면(권력분석)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
, 그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인사, 타겟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다루는 이슈에 대해 해법을 개발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과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중히 연구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정책브리프와 보고서의 형태를 띠는 경우
가 많다.
정부의 정책담당 실무자는 문서의 첫 한두 쪽만 읽어보는 경우가 많다. 애드보커시 캠페인과 함께
사용되는 정책브리프는 학술논문과는 다른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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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명하게 작성하고 맨 앞에 짧은 요약을 첨부한다.



요약의 첫 쪽에는 핵심 권고사항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신중히 검토한 후 부록에 첨부한다.



브리프를 읽을 사람이 해당 이슈를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해 길게 서술할 필요가 없다.



내용이 길수록 상대방이 읽을 가능성은 낮다.

애드보커시 연구는 유효한 방법론과 기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가 진지하게 수용되려
면 철저한 기록과 균형이 필요하며 방법론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으로 뒷받침되
지 않는 주장이나 결론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기록을 위해서는 캠페인을 실행하는 단체의 자체 발
간물이 아니라 외부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저자나 지지자로 평판이 좋은 대학교, 싱크탱크, 전문가
를 활용하거나 전문가를 인용하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동료검토가 이루어지는 평판
좋은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기고하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분석은 정확성을 갖춰야 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들을 독자로 상정해야 한다. 개별 사례
위주의 분석은 주관적이며 엄밀한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사례연구(c
ase study)를 활용하려면 신뢰도 높은 사례선정 절차, 충분한 수의 사례, 충분한 양의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의 연구는 엄밀한 방법론의 부족으로 인해 타겟 기관 설득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독자에 따라 자료 활용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학자와 싱크탱크가 대상이라면 연구방법론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자료가 많이 포함된 긴 보고서를 활용한다. 반면 정부의 정책입안 담당
자나 실무자를 위해서는 매우 간명한 보고서가 좋다. 이때 예상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학술
용어나 연구방법론 관련 내용은 배제한다. 풀뿌리 활동가나 대중을 위한 보고서라면 소수만 이해
하는 용어나 줄임말을 피하고,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짧고 분명하게 사용한다.
사례: 연구


ESTAP 의 설립배경, 세부목표, 업무계획 등의 이슈에 대해 SAGE 차원의 연구 실시



벨리즈 정부와 IDB 사이에 체결된 차관협약 분석 실시

10. 평가
평가는 애드보커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평가 대상에는 캠페인의 전반적 진척도는 물론
각 행동의 효과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세부목표와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캠페
인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으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행동 후에는 리더십
과 효과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 좋고, 행사 성격에 따라 실무와 보안 측면도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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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리더들은 이슈를 파악하고 분명히 전달했는가?



의사결정 책임자와의 합의도 이번 행동에 포함되었는가? 그렇다면 리더들은 연대기구 참
가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했는가?



행동은 캠페인 주체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리더를 육성할 기회로
활용되었는가?

효과


이번 행동으로 인해 세부목표나 목표 달성이 가까워졌는가?



캠페인의 효과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가?



연대기구가 강화되었는가?



캠페인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참가자 수는 충분했는가?

사례: 평가
1. SAGE 는 IDB 가 벨리즈 남부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연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중요한 승리로 인해 벨리즈 정부는 SAGE 와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2. 벨리즈 정부는 남부고속도로 주변 1 마일 이내의 모든 개발을 전면 중단했다.
3. SAGE 는 ESTAP 사업조정위원회에 공식 참여했다.
4. SAGE 는 ESTAP 지역대표들의 모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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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애드보커시(Advocacy): 권력분석을 토대로 어떤 이슈, 정책, 행동 변화를 위해 특정 기관, 정부기구
,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자 기획, 실행되는 일련의 행동.
로비(Lobbying): 어떤 법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행정부 또는 입법부를 대상으로 펼치는 애드
보커시 활동.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이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우 법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대해 예산 규제가 있다.
비정부기구(NGO): 비정부기구는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비
영리 집단이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과업 중심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 및 인도주
의 사업, 정부에 대한 여론 전달, 정책 애드보커시 및 모니터링,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참여 장려 등
의 활동을 한다. 인권, 환경, 건강 등의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분석과 전문
성을 제공하고 조기경보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며, 국제적 합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행에 기여한
다(UN 의 정의).
시민사회단체(CSO): 시민사회단체는 사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계를 대변하는 결사체이다. 지역공동체 기반 단체, 선주민 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
다(OECD 통계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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