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
원조단체
협의회

2010 연간보고서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국제개발 NGO협의체 입니다.”
해원협은 개발 NGO간의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원조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역량강화
민간단체 역량강화란?
해외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개발NGO의 사업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원협이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NGO 실무자의 개발원조와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원조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포럼 및 세미나,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추구합니다. 또한 해외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 맞추어 계층별, 사업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 교환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분야별 체계도
실

무

자

교육분야

전문가/강사
필 수

기 본

국제개발이해교육

Sphere Project

국제개발/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인권기반 접근
(RBA)

UN 과
국제 인도적 지원 체계

인도주의 헌장

PCM 기본교육
(Project Cycle Management)

사업계획서
작성워크숍

PCM
현지 워크숍

프로그램운영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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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심 화

-

-

WASH sector workshop
FOOD sector workshop
SHELTER sector workshop
HEALTH sector workshop

Assessment Advanced Training
Design Advanced Training
M&E Advanced Training
PCM Field Research

퍼
실
리
테
이
팅
/
티
칭

외부전문 교육기관
파견교육을 통한
필요분야 전문가/ 강사육성

<예상교육>
- IDHA 과정
- Impact M&E 과정
- Sphere TOT-강사
- PCM 자격인증-강사
- 위기관리전문가과정

경영자
정기 워크숍
및 연수

www.ngokco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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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역량강화

해외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부와 현지 실무자의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칙과 사업 수행절차 개관 및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4월 20일 ~ 21일
참가 : 총 38명 (25개 단체)
강사 : 김성호, 고영 (월드비전)
내용 “해외사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를 활용한 사업수행능력 훈련
기초 : 개발사업의 원칙과 철학, 접근방식
실제 : 프로젝트 주기 설명, 지역조사, 기획, 실행 및 모니터링, 평가, 종료

DME (Design Monitoring Evaluation) 교육

2 . PCM 현지교육 워크숍 (네팔)
사업발굴부터 사업 계획(Design), 모니터링(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까지
사업수행 전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PCM(Project Cycle Management)을 교육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6월 1일 ~ 3일 (2박3일)
장소 : 네팔 카트만두
참가 : 총 22명 (10개 단체, 현지 지부장 및 직원, 봉사단)

PCM 현지교육 워크숍 (네팔)

강사 : 김성호, 정지선 (월드비전)
내용 “해외사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를 활용한 사업수행능력 훈련
기초 : 개발사업의 원칙과 철학, 접근방식

PCM 현지교육 워크숍 (네팔)

Sphere Project 교육

실제 : 프로젝트 주기 설명, 지역조사, 기획, 실행 및 모니터링, 평가, 종료
현지 한국 NGO-KOICA 네팔사무소의 협력 방안 모색

3 . Sphere Project 교육
본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사업수행 과정을 Group work을 통해 학습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10월 5일 ~ 7일
참가 : 총 24명 (22개 단체)
강사 : 이경신(해원협), 김성태,정지선(월드비전)
내용

Sphere Project 와 긴급구호의 공통기준
Sphere handbook 활용법
인도주의적 헌장

‘ The Sphere Project ’

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
Sphere 와 프로젝트의 수행과정
Sphere와 재난방지
사업수행과정(PCM)에서의 Sphere Handbook의 활용법(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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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here Project ' 는 재난구조를 위한 인도주의 헌장과 긴급구호활동의 5개 분야
(물공급, 공중위생, 영양, 식량공급, 피난처 및 보건)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여러 국제 NGO들과 국제적십자사연맹 (ICRC)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www.ngokco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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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역량강화
6 . 중간관리자 워크숍

4. PCM 필드리서치
PCM 기본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개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봄으로써
실제 개발현장에서 PCM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심화 시킬 수 있는 교육입니다.

회원단체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쉽 및 팀 운영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12월 10일 오후 4시

일시 : 2010년 12월 11일 ~ 19일 (8박 9일)

참가 : 총21명 (회원단체 중간관리자)

지역 :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 키레헤

내용 개발NGO 중간관리자의 리더쉽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참가 : 총 6명 (PCM 기본 교육 수료자)

조직의 리더쉽과 팀빌딩 (디딤컨설팅 대표 김영균)

강사 : 이상훈 (전 기아대책 우간다 지부장, 현 르완다 현지NGO인 PROCOM에서 활동)
내용

대표자 연수

사전교육

현지실습
(사업 조사 및 발굴)

사후작업

PCM/DME 이론 정리
현지에서 수행할 PCM 과정(Assessment) Preview
르완다 개관
한국의 대 르완다 지원 현황
팀 분배 및 현지 수행 과제 조정
수요조사
- 설문지 작성 점검
- 6개 팀으로 나누어, 키레헤 지역의 4개 마을 방문조사
Data 정리 및 분석
방문한 가정의 Family History 작성

Data 분석자료에 근거한 조사보고서 작성
PCM 필드리서치_르완다 키랄리

PCM 필드리서치_르완다 레헤

5. 대표자연수
회원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한국 개발NGO가 주안점으로 삼아야 할 정책 방향과 단체 간 연대를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6월 25일 ~26일 (1박2일)
인원 : 총 35명 (회원단체 대표자 포함)
내용

한국 개발NGO의 정책 및 사업방향 논의
효과적인 ODA 집행을 위한 KOICA와 민간단체간의 협력방안 모색 (KOICA 유지은 이사)
한국 개발NGO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사업방향 논의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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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역량강화
7. 주제별 세미나
7-1. 제1회 국제개발 NGO포럼 - 아프리카 보건의료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 및 NGO를 초청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개발 NGO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개발NGO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10월 21일 오후 2시 30분
참가 : 총 70명
내용

아프리카 보건의료사업 주제 발표 (서울대 김창엽 교수)
아프리카 보건의료사업 사례 소개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비전케어,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7-2. 신규단체 역량강화세미나
2009~2010년에 해원협에 가입한 신규단체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해외원조사업 수행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
참가 : 총 17명 신규단체 실무자)
내용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이론 및 Group Work (해원협 노영선)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Q&A (KOICA 정재현)

7-3. 아이티 긴급구호 포럼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사업을 수행한 한국의 개발NGO, 교회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 개발 NGO의 인도적지원 활동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일자 : 2010년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참가 : 총 30명

아이티 긴급구호 포럼

포럼내용 아이티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활동 현황 발표
사례발표를 통한 아이티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활동의 기회와 위협요인
(월드비전한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소중한사람들)
개발 NGO의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활동 한계와 극복방안 논의
(토론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명근 교수, 굿네이버스 서은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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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월드비전

민간단체
역량강화
8. 전문가 양성사업
국내 개발 NGO의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단체 실무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국내외 개발협력 관련 중단기 연수 및 자격인증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
김성태

김성호

김진대

소속기관
월드비전

월드비전

분야

교육명

교육기관

일시

국가

인도적지원

International
Diploma in
Humanitarian
Assistance(IDHA)

CIHC

11/7~
12/3

인도

사업수행관리

Assessing Impacts
& Evaluating
Programs
& Projects

CROWN
Agent

11/22~26

영국

위기관리

FSA C+ 510
Captive Saint

FSA
(Fort Sherman
Academy)

9/16~22

미국

前국제옥수수재단
(現위기관리재단)

문성원

굿네이버스

인도적지원

Sphere TOT

TroCaire

11/22~29

에티오피아

한민수

기아대책

교육/강의

Coaching /
Facilitating

한국리더쉽센터/
인피플컨설팅

11/10~12
11/16~17

한국

문성원 / 굿네이버스

김진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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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제옥수수재단 (現위기관리재단)

www.ngokcoc.or.kr
http://www.ngokco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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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해외봉사단

2004년 33명의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이 파견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2개국, 38개 단체, 203명의 단원을 파견했습니다.

1. 운영형태

2. 파견절차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은 해원협이 사업을 총괄하고, 회원단체(파견NGO)의 사업장에 단원을 파견합니다.
KOICA가 재정 지원 및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로 참여하여 일반 시민과 개발NGO, 정부기관, 삼자가 협력하여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선발

KOICA

파견 NGO 선발

해원협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봉사단 파견 및 관리역량을 심사/선발

파견 단원 선발

파견 NGO가 직접 단원을 모집/선발하며
해원협이 최종심의 진행

해원협교육

국내교육

재정지원 및 집행감사
사업평가
봉사단 자문

파견NGO교육

파견NGO
단원관리 및 보고
봉사단 관련 사업 보고

KCOC
사업진행
봉사단 최종선발
봉사단원 교육
봉사단원 관리 및 감독
봉사단 사업평가
귀국봉사단원 사후관리

봉사단원
파견분야에서 활동
정기적 활동 보고

봉사단원으로서 자질함양
국제협력과 개발에 대한 이해증진
안전교육
봉사단 실무 이해
파견NGO의 실무와 정신이해
파견사업장과 파견국가의 이해
안전교육
현지어 교육
자원봉사 실습

파견지원

보험가입, 의료지원서비스, 예방접종, 비자 준비, 항공권 지급, 봉사단 교육,
파견국 및 파견사업장 정보 제공, 현지생활비 및 주거비 지급, 현지 정착비 지급

현지활동

파견 후 1달간 현지적응 훈련, 파견분야별 맡은 업무 수행 ,
비상연락망 구축, 업무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귀국보고회, 자료집 제작, 귀국단원모임 구성

현지사업장
현지적응교육
단원관리 및 보고
봉사단 관련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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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해외봉사단
3. 단원파견 통계
성비

연령

여자

75%

20대 70%

활동 분야

교육 34%

2004년부터 KOICA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봉사단 사업은 2004년 33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203명을 파견해 총 1077명이
민간단체를 통해 파견되었습니다.
2010년의 봉사단원의 성비를 살펴보면
평균 75 대 25로 여자봉사단원의 비율이

남자

남자단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25%

행정

22%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청년의 비율이 93%로
어느 해 보다도 높으며 40대 이상 장년층의
파견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활동 대륙

아시아 68%

봉사단원이 가장 많이 파견된 분야는

지역개발

30대
아프리카
중남미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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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행정(22%)과 지역개발(20%)입니다.
산업 및 에너지 순입니다. 교육분야의 경우,
전체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9%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요는 다소 떨어진

환경 및 여성

9%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4%

산업 및 에너지

2%

보건의료

50대
60대

교육분야(34%)입니다.
뒤를 이어 보건의료, 환경 및 여성, 정보통신,

23%

28%
40대

20%

3%
2%
2%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에 대한 수요는

www.ngokcoc.or.kr

16

이아라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원 에세이
인연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정준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며, 그 한 번의 인연이 닿기 까지는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까풍아와 인연이 닿기 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과 세월이 필요했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스와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라기 보다는 인연의 땅이라 볼 수 있다. 스와질랜드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기에 도착해서 일곱 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새 인연들이 닿았다. 오지 않았다면 절대 닿지 않았을 인연들도 많다. 사실
원불교와는 아무런 연도 닿지 않아있던 내가 스와질랜드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우연찮은 계기였다.
영국에서 기생충학 석사를 마치고 진로 고민을 하던 시기였다. 아무래도 조금 독특한 학과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친구들 중에 개도국에 자원활동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평생 실험실에 박혀 살지 않을까 생각하던
나에게 이런 길은 또 전혀 새로운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파견인력을 구하는 곳은 더 적었다. 그러던 차에
원광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인 친구가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을 소개해 주었고 그 단체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로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생충 감염률 조사를 주요 활동 과제로 삼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갖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현미경과 시약, 그리고 각종 일회용품들이 필요했다. 간단하리라 생각했던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현미경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시약은 일반인은 구입 불가능한 품목들이 많았던 데다, 일회용품도 대량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구입하기 쉽지않았다.
그런데 기생충 연구를 위해 스와질랜드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충북대학교 기생충학교실 여러분과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
기생충과 분들이 선뜻 장비 일체를 지원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구입에 사용하라며 주변 친구들과 간신히 이름만 알고

문영선 / 어린이재단 스리랑카

지내던 지인들도 조금씩 모금을 해주어서 적지 않은 활동비가 모이게 되었다. 이런 인연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
지금 까풍아에서 기생충 감염률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까풍아에 와서도 인연을 통해 많은것들을 배우고 있다.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생충은 나에게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 이상은 아니었다.
기생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더라도, 그런 사건이 글자, 사진, 수치 이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 글자, 사진, 수치들이 현실이 되었다. 과학적 실험 방법에서는 대상을 수치화시켜
인격이나 개성 같은 변수등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과학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나 역시 인간성을 배제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실험실 속 우물안 개구리가 바깥세상을 알게 된 셈이다. 여전히 기생충은 나에게 있어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그 학문적 호기심을 단순히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쓰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런 수많은 인연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프리카에 오지도, 새로운 세상에 눈 뜨지도 못했을 것이다.
결국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학문적 호기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실제 현실 속의 기생충은
어떨까, 하는 한국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해 적지 않은 수의 해외자원활동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그렇게 떠나는 다양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를 안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는
인도적인 마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으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거창한 이유가 되었건,
얼마나 사소한 이유가 되었건, 얼마나 유용한 기술을 지녔건, 별다른 기술을 지니지 못했던, 그점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까풍아에서 얻은 것은 삶의 방향, 혹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아니었다. 내가 얻은 것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인연 속, 그 인연에 얼마나 가닿을 수 있는가. 그 인연을 도움이 필요한, 동정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닿아있는 “사람”으로서 다가가 닿을 수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사람으로서 가 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이 질문을 나에게 되묻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클리닉을 향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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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협력교육
국제개발협력교육이란?

과정별 체계도

지구촌의 다양한 현상들은 더 이상 한 나라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인구증가와 인구이동,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난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등은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민이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적합한 소양과 지식,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며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개발교육, 지구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모두 지구촌의 문제를 이해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국제개발협력교육
구분

기초

성인
세계시민교육

내용

비고

국제개발협력교육 개론
국제개발이슈(문화다양성,인권,환경 등) 개론

대학생 이상

액션 플랜
강의 모듈 활용법

강사양성훈련

교수 설계, 교안 작성

지방지역 확대실시 예정

프레젠테이션 기법, 성인교수법
기본
국제개발이슈(문화다양성,인권,환경 등) 개론
교원연수

강의 모듈 활용법
교과목과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연계

심화

이슈별 심화훈련

인권, 여성, 환경, 평화 등

학점 부여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 신청 중)

시민사회단체 협력

おは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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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협력교육

세계의 이슈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좋은교사운동본부 홍보부스 운영

2 . 교사아카데미 (교사연수)

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대회에 찾아가 세계시민교육을 설명하고 안내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커리큘럼과 수업의 다양한 TOOL을 소개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8월 9일 - 12일 (3박4일)

일시 : 2010년 8월 17일 - 18일 오전 9시

대상 : 좋은교사운동본부 교사대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 교사 3000여명

참가 : 총 19명 (초중고 교사)
내용 개발교육의 이해-담장너머 지구촌 보기 (해원협 노영선 대리)
인권이란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이사), 식량부족과 가난 (월드비전 박세은 대리),
현장강사 노하우 (기아대책 원성은 팀장), 아동과 아동권리 (세이브더칠드런 오선영 팀장),
강의 TOOL 배워보기 (김은희, 홍현경 자원활동가), 다양한 강의자료 활용하기 (해원협 이지연 대리)

3. 대전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훈련)
대전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훈련)

좋은교사운동본부 홍보부스 운영

지방지역에서도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충청지역권 사회복지사, NGO 실무자,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11월 6일 오전 9시
참가인원 : 총 11명 (사회복지사, 유아교육 교사, 관련학과 대학생 등)

2.

내용

세계시민이란 (YMCA 송진호 실장)
세계의 구조, 무역게임 (홍은희 자원활동가)
문화의 이해 (오가니제이션 요리 한영미 대표, 마리아 쉐프),
담장너머 지구촌 보기-세계시민교육의 실제 (해원협 노영선, 이지연 대리)

4. 교재 연구개발
기존에 발간한‘담장너머 지구촌 보기’의 구성을 보완한 1-5강의 수업교재와 교사용 지침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재와 교보재를 주제별, 차시별로 엮어 강사가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2학기 배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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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협력교육
5. 제1회 더불어 사는 지구촌 만들기 - 세계시민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세계시민 양성과 양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셔서 1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상작의 내용은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전 회장상 수상자

공모 주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 세계시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일정

접수 : 2010년 10월 1일 ~ 2010년 11월 13일
본선 입상자 발표 : 2010년 11월 30일
본선 프리젠테이션 및 시상식 : 2010년 12월 22일

시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 1팀 - 상금 250만원 및 상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상 1팀 - 상금 250만원 및 상장
우수상 2팀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최종 수상작

상명

수상작 제목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상

세계시민여행증 발급/
개발도상국 개별자유여행자를 위한
해외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 제안

수상자
김광욱

코이카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임건엽

민간단체 해외봉사단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교사아카데미 (교사연수)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

<역지사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9세대에게 세계시민교육 알리기

우수상

최수진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동아리를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PBL컨텐츠 제안
(Problem Based Learning)

황태성

숭실고등학교 지리교사

조해수

예비 지리교사

즐기면서 익히는
세계시민교육 ESD 게임

권혜선

성남동초등학교 교사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김희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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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출판
1. 2009 한국국제개발협력NGO편람

2009편람은 한국

25

개발NGO들의 활동 내용을 담아 발간한 4번째 보고서입니다.

국내외 해외원조 및 국제 협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화하고 있습니다.
발간된 자료는 해원협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민간단체 우수성과 사례집

한국 개발NGO간의 사업추진 경험과 성과, 노하우 공유를 위해 민간단체지원사업

해원협의 회원단체 70개중 설문조사에 응한 50개 단체의 소개, 2009년도 실적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코이카 지원사업을 실시한 단체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편람을 통해 소개되는 자료는 일반인들의 국제개발사업의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27개 사업의 발굴과정부터 진행의 어려움과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학술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풀었으며, 사업의 진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생생한 현장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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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연대
1. 회원단체 간 협력
1-1.

제 4차 개발 NGO 실무자 어울림
‘하나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개발 NGO의 실무자간의 만남을 통한 단체간, 부서간의 소통을
위한 시간과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실무자들의 공동의 노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단체와 주한미국대사관,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

회원단체 대표자 송년모임
회원단체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인사를 초청해 한 해를 돌아보고 차년도에 논의하고
실행해야 하는 정책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12월 30일
장소 : 태평로 클럽

일시 : 2010년 5월 28일 - 29일 (1박 2일)

초청인사 : 박인주 청와대사회통합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KOICA 관계자, 전경련 등 기업계 인사

참석 : 회원단체 실무자 42명 (13개 단체)

참석 : 해원협 회원단체 대표자

내용

소통 및 마음열기 (송배준 강사)
HLF-4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소개 (지빈퇴 홍지영 간사)
개발효과성을 위한 실무자들의 가치 공유 (조별활동)

1-2.

개발 NGO실무자의 날‘ENJOY NGO'
개발 NGO 실무자 모임을 통해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타 단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 2010년 12월 2일
참석자 : 총 120명 (해원협 회원단체 실무자)
내용 : 만찬 및 레크레이션 및 실무자간 네트워크

제 4차 개발 NGO 실무자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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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연대
2. 대외협력
2-1. UN 주도 해외 재난 대응 워크숍

2-3.

해원협과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KOICA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정부와 시민단체, 군과 민간, 국제 및 국내 재난 대응 단체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서로의 역량과 관심사,
그리고 새로 도입된 UN의 국제 재난 대응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간단체 해외현장방문 프로그램
해원협과 회원단체, 코이카와 함께 케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통해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사업의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하였습니다.
일시 : 2010년 11월 13일 - 21일 (7박8일)

일시 : 2010년 6월 10일 ~11일

방문국 : 케냐

참석 : 총 75명

주최 : KOICA

내용

재난발생시 국제기구 및 INGO의 협력방안 발표 (UNOCHA, ICRC/IFRC, WFP 등)

내용 : UNEP 방문, NGO 사업장 및 KOICA 사업장 방문

2010년 아이티 지진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 논의

참가

한국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국경없는교육가회 비전케어, 코피온, 지구촌나눔운동,
어린이재단, 해원협 (총 9단체, 11명)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경험을 통한 재난대응 시뮬레이션

2-4.

KB-YMCA 라온아띠 평가연구
해원협은 YMCA의 위탁으로 라온아띠 봉사단에 대한 평가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YMCA는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대학생봉사단 라온아띠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봉사단 파견이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에 참여한 여러 행위자들은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언하였습니다.

2-2. 제5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2009년에 이어 외교통상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헌신적인 해외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크게 고양하고 인류애를 구현한 유공자에 대하여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기간 : 2010년 4월 ~11월
조사방법 : 설문조사, 현지사업장평가, 면담, 문헌조사 등
결과 공유 : 평가 포럼개최, 보고서 발간

일시 : 2010년 11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수상자

대통령 표창

29

김정희 (민간파견 1명)

국무총리 표창

엄양숙, 이병찬 (정부파견 1명, 민간파견 1명)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이원배, 조형섭 (정부파견 1명, 민간파견 1명)

KOICA이사장 표창

박향숙, 임성일, 채순병 (정부파견 3명)

해원협 회장 표창

박숙희, 강성원, 차승만 (민간파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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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글로벌나눔 운동전개
해원협은 서울시 G20 정상회의 민관파트너십 협의체로서 성공적인 G20 개최를 위해 서울시청과
협력하여 글로벌 나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5개 해원협 회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글로벌나눔운동은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HIV/AIDS, 우물/수자원 등총 53개의 사업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여 한층 쉽고 가깝게 다가온 나눔과 배려의 기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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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연대
3. CSO 개발효과성 오픈 포럼
개발NGO를 포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이후 CSO 개발효과성)
오픈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CSO 개발 효과성 오픈 포럼은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의 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기본틀(framework)을 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적인 협의 과정입니다.
2008년 아크라(Accra)회의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효과성 논의가 진전되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적 평가와 효과성 증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위에서
CSO 개발효과성 오픈 포럼이 성립되었고 해원협은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요 논의를 모니터링하며
그것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원협에서 진행한 한국에서의 오픈 포럼도 그 일환입니다.

CSO 개발효과성 오픈 포럼

인권과 사회정의 촉진
(Resp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stanbul Principles

이스탄불
5.
원칙

여성과 여아의 권리증진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과 공평성 포용
(Embody gender equality and equity while promoting women and girl’s rights)
시민의 권한증진, 민주적 주인의식 및 참여에 초점
(Focus on people’s empowerment, democratic ownership and participation)
지속가능한 환경 촉진
(Promo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투명성과 책무성 실천
(Practi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공평한 협력과 연대 추구
(Pursue equitable partnerships and solidarity)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 학습에 대한 약속
(Create and share knowledge and commit to mutual learning)

4. 현지 한국 NGO 네트워크 구성
세계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NGO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한국NGO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지 협의체를 통해 한국 NGO간의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국가명

협의체명

네팔

진행형태

활동상황

정기 간담회 형식

2010년 현지교육 진행

아이티

아이티 재건
한국NGO 협의회

정식 협의회 형태

2010년 Sphere 교육진행

캄보디아

재 캄보디아
한국개발NGO 협의회

정식 협의회 형태

2010년 제 1회
NGO 워크샵 진행

몽골

구성중 - 현재 정기간담회 통해 협의체 구성 논의 중

케냐

협의체 구성 준비 중

PCM 필드리서치_아프리카 카레헤

긍정적인 지속가능한 변화 실현을 위한 약속
(Commit to realizing positive sustainable change)
* 8가지 원칙은 2010년 9월 터키에서 열린 오픈 포럼 총회에서 세계 50여개국의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를 통해 8가지 개발효과성 공통 원칙이 수립,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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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회의

기관운영과 사업기획을 위해 이사회와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논의합니다.

1. 2010년도 정기총회
일시 : 2010년 2월 23일
안건 2009년도 사업 및 결산안 승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해원협 수입구조 안정화 방안

2. 임시총회
일시 : 2010년 10월 21일
안건 정관변경의 건
지정기부금단체 재등록 외 기타 사항

3. 이사회

제 55차

일시 : 2010년 2월 9일
안건 : 2010 정기총회 안건 심의 - 정관 변경의 건 외

제 56차

일시 : 2010년 4월 9일
안건 : 수정 예산 심의, 이사 보선의 건, 신규단체 가입 승인의 건

제 57차

일시 : 2010년 6월 11일
안건 : 신규단체 가입 승인의 건, 회원단체 대표자 연수

제 58차

일시 : 2010년 8월 13일
안건 : 신규단체 가입 승인의 건, 회원단체 가입규정 보완의 건

제 59차

일시 : 2010년 10월 8일
안건 : 임시총회 개최의 건, 신규단체 가입 승인의 건, 회원단체 규정안 승인의 건

제 60차

일시 : 2010년 12월 10일
안건 : 정기총회 안건 심의

4. 분과위원회 - 교육 홍보위원회

2010 정기총회 1

일시 : 2010년 9월 17일
안건 2010년 하반기 해원협 역량강화사업 논의
제1회 국제개발NGO포럼 개최 (아프리카 보건의료분야)
2011년 해원협 역량강화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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