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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는 지구촌 곳곳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원조사업을 하는 한국 개발NGO의 협
의체입니다. 국가와 개발NGO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관계를 통해 해외원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민간단체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 개발NGO의 역량강화, 해외원조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제언 및 캠페인, 성
숙한 세계시민의심함양을 위한 개발교육 지원, 해외 NGO및 국제 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NGO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조사연구,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여 개발NGO
의 해외사업수행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현재 85개의 개발NGO단체들이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www.ngokcoc.or.kr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간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 구축, 재난복구
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NGO의 해외원조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NGOdml 해외사업수행 역량강화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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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량 강 화

사 업 소 개

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 소개

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 소개

한눈에 보는
역량강화 2011
민 간 단 체

역 량 강 화 사 업 이 란 ?

2011년 사업보고 I

국내 및 해외에서 해외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개발NGO 실무자들의 사업수행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해원협이 KOICA와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NGO 실무자의 개발원조와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원조 사업수행의 역량
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분야별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실무
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추구합니다.

6월월 월

2011년 사업보고 Ⅰ
국내교육

해외교육

해외사업실무자를 위한 국제개발이해교육
PCM 기본교육
Assessment Workshop
PCM 강사양성 프로그램

PCM 현지 교육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르완다,
탄자니아, 몽골, 케냐)
PCM Field Research
분야별 심화교육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개설
직급별 네트워크 사업 (3개 과정)

주제별 세미나 개최 (3회)
제2회 국제개발NGO 포럼
‘한국 ODA와 LDCs 포럼’
제3회 국제개발NGO 포럼
‘현장에서 바라 본 개발효과성’
제2회 서울시민사회 컨퍼런스
* 본 사업은 KOICA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월월 월
8월월 월
9월월 월
10월월 월
11월월 월
12월월 월
1월월 월
2월월 월

2011

제 2회 국제 개발 NGO 포럼 ‘한국 ODA와 LDCs 포럼’ (3/11)
2011년 회원단체 대표자 연수 (4/29-30)
해외사업실무자를 위한 국제개발 이해교육 세미나 (5/3-4)
방글라데시 현지 역량강화 워크샵 (5/30-6/2)
캄보디아 현지 역량강화 워크샵 (6/15-18)
제 3회 국제개발 NGO포럼 ‘현장에서 바라본 개발효과성’ (6/20)
르완다 현지 역량강화 워크샵 (6/22-24)
개발NGO 실무자 워크숍 ‘어울림’ (6/10~11)
탄자니아 현지 역량강화 워크샵 (7/4-6)

몽골 현지 역량강화 워크샵 (9/7-9)
PCM기본교육 (10/5-6)
Assessment Workshop (10/7-8)
케냐 현지 역량강화 워크샵 (10/31-11/3)
PCM ·TOT(Training of Trainers) (2011.10-2012.2)
분야별 심화교육 지원사업_ 말레이시아 (11/14-18)
Enjoy NGO (12/9)
PCM Field Research_ 네팔 (1/5-13)
제 2회 서울시민사회컨퍼런스 (2/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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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회원단체 대표자 연수
개발NGO 실무자 워크숍 ‘어울림’
Enjoy NGO

4

1월월 월
2월월 월
3월월 월
4월월 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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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 소개
2011년 사업보고 Ⅱ

2011년 사업보고 Ⅱ

REPORT

2011년 한 해 동안, 해원협에서 실시한 다양한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총 530여명의
(주제별 세미나 참가자 300여명 제외) NGO 실무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도 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
전반보고

매우 만족
만족

7%

보통
불만족

40%

매우 불만족

53%

1%
4%

37%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58%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은것 같다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 업무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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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 전반 보고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PCM (Project Cycle Management) 기본교육

1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해외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개발NGO 실무자들의 종합적인 사업관리 능력과 해외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고려해야할 원칙들을 숙지하고 전반적인 개발사업 수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국 내 교 육

일시 | 2011년 10월 5일 ~ 6일

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수행 단계마다 필요한 이론적 접근과 주요 Tool을 배움으로써 실무자들의 개발사업 운
영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 | 카톨릭청년회관 ‘다리’

해외사업실무자를 위한 국제개발이해교육 세미나

강사 | 김성호 과장, 장문희 과장 (한국월드비전)
참가인원 | 국제개발NGO 실무자 총 44명
내용 | ·’해외사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를 활용한 사업수행능력 훈련

해외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개발NGO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원칙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기초_ 개발사업의 원칙과 철학,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발사업의 실제_ 개발 프로젝트 주기 설명 및 지역조사, 기획, 실행 및 모니터링, 평가, 종료
각 단계별로 Groupwork 수행

일시 | 2011년 5월 3일 ~ 4일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교육 참가자 소감

강사 |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오기출 사무총장 (푸른아시아),
송진호 정책실장 (한국 YMCA 전국연맹), 백숙희 민관협력실장 (KOICA),
김성태 국제구호팀장 (한국월드비전), 신재은 과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서연경 전략연구팀장 (위드), 구자경 사무국장 (비전케어)
참가인원 | 국제개발NGO 실무자, 학생 및 일반인 총 50명
내용 | ·국제사회에서의 개발협력의 역사 논의 다자간(Multilateral)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시민사회 현황 논의
·다자간(Bilateral)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한국의 ODA
·개발NGO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개발사업의 원칙과 철학에 대한 토론
·인도주의 활동과 윤리적 문제 (Humanitarianism & Ethics)에 대한 논의

°실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교육이 있다는 것
에 감사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개발이해와 관련된
강의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타NGO들과의 비교분석)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타 단체 사람들
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 일을 하는 이유와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강의만 듣고

·Group Work 1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좋은 개발의 요건)

끝나는 형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룹모임을

·Group Work 2 (함께 고민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교육 참가자 소감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타 단체와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PCM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가 자극이 되었
습니다.
°교육을 접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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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교 육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Assessment Workshop

현지 역량강화 워크샵

개발사업 수행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무전무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각 단계별 심화워크샵을 개설하

해외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사업장 지부장, 한국직원 및 해외봉사단원들을 대상으

였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방법론을 실습한다는 취지하에 먼저 개발사업의 첫 단계인 사업조

로 개발사업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국가들 중 6국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르완다, 탄자니아, 몽골, 케냐)를 선

사 (Assessment)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활용되는 방법론을 사례를 가지고 실습함으로써 실무자의 개

정하여 PCM (Project Cycle Management)현지 교육과 NGO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발사업 수행 관리 능력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실시되었습니다.
일시 | 2011년 10월 7일 ~ 8일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강사 | 김성호 과장, 전지환 과장 (한국월드비전)
참가인원 | 국제개발NGO 실무자, 총 26명
내용 | ·Assessment 단계의 이론 및 사례분석
·Assessment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사업조사 실습
: PLA/ PRA tool 소개
: 질적조사 및 양적조사 방법론 개관
：Rapid Assessment 절차 및 실제

+ 교육 참가자 소감
°현지 주민을 참여하도록 하는 Assessment가
무엇일까 고민하도록 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실제 사업 수행에 사용하기 알맞은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강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Assessment에 이어서 Design, Monitoring
워크샵 등 연계된 심화과정 프로그램이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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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M o n g o l
교육일시 | 2011년 9월 7일 ~ 9일
교육장소 | 몽골 울란바토르 선진그랜드호텔 파로스
참가인원 | 재 몽골 NGO 18개 단체 54명, 현지 지부장 및 단원,

르완다 R w a n d a

KOICA 봉사단 2명, 총 56명
강사 | 최은정 팀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창섭 대리 (한국월드비전),

교육일시 | 2011년 6월 22일 ~ 24일

조현주 지부장 (지구촌나눔운동)

교육장소 | 르완다 키갈리 서부 키부예 인근호텔

내용 |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 및

참가인원 | 재 르완다 NGO 4개 단체 현지 지부장 및 단원, 총 10명

각 수행단계별 그룹 워크샵

강사 | 이상훈 (현지NGO PROCOM 부디렉터)

·KOICA_ 재 몽골 NGO 간담회

이경신 팀장 (해원협)

·재 몽골 NGO_ 몽골정부관계자 간담회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내용 |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 및

·몽골 NGO 네트워크 정기회 및 워크샵

각 수행단계별 그룹 워크샵

·현지 사업장 방문 (그린아시아)

·KOICA_ 재 르완다 NGO 간담회

캄보디아 C a m b o d i a
교육일시 | 2011년 6월 15일 ~ 18일
교육장소 | 캄보디아 씨엠립 호텔
참가인원 | 재 캄보디아 NGO 17개 단체, 현지 지부장 및 단원, 총 46명
강사 | 김성호 과장 (한국월드비전)

케냐 K e n y a

내용 |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 및 각 수행단계별 그룹 워크샵

교육일시 | 2011년 10월 31일 ~ 11월 3일

·강연회(캄보디아에서의 NGO 활동의 효과성)

교육장소 | 케냐 나이바샤 컨트리클럽

·각 NGO 단체별 소식 공유

참가인원 | 재 케냐 NGO 10개 단체 현지 지부장 및 단원, 총 38명

·단체 사업장 방문 (로터스 월드, 다일 공동체 사업장 방문)

강사 | 이경신 팀장 (해원협), Dr.레이나 (컨선월드와이드, 특강)

·공동체 활동

내용 |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 및 각 수행단계별

+ 교육 참가자 소감

그룹 워크샵 주제강의
·KOICA_ 재 케냐 NGO 간담회

°이번 세미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좋은 기획과 평가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단체별 소식 공유 및 활동가 이야기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공동체 활동(빈곤게임 및 야외활동)

°모든 프로그램들이 실제 사업과 연관성이 있기에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교육 참가자 소감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오랜 세월 있다 보니 Logical한 것에 대해 부족했는데 전체적 사업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 앞으로 그 틀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교육일시 | 2011년 5월 30일 ~ 6월 2일

무척 고무적입니다.

교육장소 |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갈 수 있게 되어 너무
여 수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실제 사업과 연관성이 있기에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케냐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실망/충돌 하면서 많이 지쳐있었습니

강사 | 이경신 팀장, 노영선 대리 (해원협)

탄자니아 T a n z a n i a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 ~ 6일

다. 다른 단원은 어떨까 궁금하였는데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다른 단원들과 이야기하

교육장소 | 다르에르살람 인근 Coral Beach 호텔

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느낌/감정들이 비단 나한테만 일어 나는 게 아니구나

참가인원 | 재 탄자니아 NGO 6개 단체 현지 지부장 및 단원, 총 9명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질감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워크숍

강사 | 정지선 (한국월드비전 컨설턴트)

자주자주 해주세요.

내용 |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 및 각
수행단계별 그룹 워크샵
·KOICA_ 재 탄자니아 NGO 간담회

내용 | ·“해외사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를 활용한 사업수행능력 훈련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교육 및 각 수행단계별 그룹 워크샵실시
·KOICA_ 재 방글라데시 NGO 간담회

+ 교육 참가자 소감
°교육을 통해 PCM의 개괄적인 이해가 된 거 같고 타 NGO들과의 네트워크가 이뤄어진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나 조언 등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이 훌륭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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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을 사업을 진행하

°지속적인 ‘협의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고, 방향을 언급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인원 | 재 방글라데시 NGO 5개 단체 현지 지부장 및 단원, 코이카 봉사단, 총 9명

°2년 전에 배웠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럴 기회가

12

Bangladesh

°교육 일정이 좀 모자란 듯합니다.
°PCM 교육의 이론과 조별 토론 후에 사업 현장을 기초(방문)로 실제 진행단계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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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아별 심화교육
지원사업 참가수기 1

분아별 심화교육 지원사업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한국의 개발NGO 실무경력자를 선발하여 국제개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파견하여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향후 국제개발관련 다양한 분야의 교육 강사진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 마 음 한 몸 운 동 본 부
최 은 정

국 제 협 력 팀

팀 장

교육시기 | 2011년 11월 14일 ~ 18일 (4박 5일)
교육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참가인원 | 공혜균 팀장 (라파엘인터내셔널), 최은정 팀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교육명 | Result 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IMA International)

원조는 죽었다(“Dead Aid”)라고 말하는 담비사 모요의 말이 인용

내용 | ·결과중심의 M&E 시스템의 이해와 적용

되고, 지난 12월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폐막식에서는 ‘원조

·결과중심의 M&E 시스템의 Logic Model의 이해

의 종언’을 선언하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개발협력의 시대가

·M&E 과정의 지표와 데이터수집

도래 했다는 말이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전통적인 원조방식의 효

·데이터의 획득, 저장, 분석, 활용하는 과정 수립

과성이 아니라 더 대범하고 전진적인 대안을 점점 더 많은 이들

·M&E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의 해결

이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 분야에서 특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깊이 있는 전문
원조의 결과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그 변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적다. 더욱이 그러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화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나

할 수 있는 단체는 매우 드물고, 또 외부의 국제적인 교육에 적극

에게도 개발의 효과성은 늘 가장 근본적인 질문중의 하나였고 또

적으로 참가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여전히 큰 부담이다. 그런 현실

숙제였다. 늘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에서 이런 귀한 기회를 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한국해외원조단

있으며 종국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묻고 대답하

체협의회 그리고 KOICA에 마음 깊이 감사하다. 그리고 부디 부디

는 과정은 어려운 일이었다. 부끄럽지만 여전히 숙제는 풀기 어

이러한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

렵고, 진전은 더디다.

우며 땀 흘리고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른 동료, 선후배님들에
게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부끄럽지만 내가 습득한 작은 배움

어느덧 이 분야에서 일한지 9년차가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을 언제든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러한 때에 이번에 참가
국제사회가 이미 지난 원조와 개발협력의 역사 안에서 쌓아올린

던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 늘 알고자 했던, 나를 포함해서 우리

경험과 지식 또 교훈을 우리가 찾아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

가 하는 일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무나 엄청난 시간과 재화, 에너지의 낭비고 사치이기 때문이다.

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정식, 사업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책

또 사람을 키우지 않는 원조의 확대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무모하

임을 전제로 하는 모니터링과 평가 기법에 대해 초보적이나마 배

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개발협력사회가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 기존의 문제중심 혹은 목적중심이 아니라

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접근법과 기법을 배우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의

파트너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나도 스스로의 게으름을 반성하며

다양한 나라에서 참여한 UN, 정부, 시민단체에 소속된 많은 동료

마음과 머리를 단련하는 중이다. 끊임없이 개발의 결과와 영향을

들과 함께 묻고 대답하며 많은 공부를 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공

관찰하고 감시하며 평가해 가는,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부해야 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무겁게 책임을 지는 책무성은 어떠한 위급한 순간에도 절대 놓지

는 것이 큰 수확이다.

말아야 하는 우리의 도덕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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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게 된 해원협 실무자 역량강화 심화교육은 내게 정말 필요했

15

2011년도 민간단체 역량강화사업 전반 보고

분아별 심화교육
지원사업 참가수기 2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PCM Field Research
본 협의회에서 주최한 국제개발이해교육 세미나, PCM기본교육 등 해원협 역량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
상으로 하여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개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봄으로써 실제 개발현장에서 PCM이 어
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심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시기 | 2012년 1월 5일(목) ~ 1월 13일(토) / 8박 9일
교육장소 | 네팔 Silgadhi, Doti District
참가인원 | 김은우 (어린이재단), 강서윤 (한국월드비전), 이현종 (국제의료협력단), 전훈효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장은창 (굿네이버스), 임종진 (해원협), 육미라, 노대영 (KOICA) 총 8명 참가
교육내용 |
국내교육

·PCM 이론 정리
·현지에서 수행할 PCM 과정(Assessment/Planning) Review
·팀 분배 및 현지 수행 과제 조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긴급구호적 성격의 1차 진료나 기기 지원
보다는 현지 의료진의 자립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리고 이에 맞는 평가 도구가 필요해 지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현지실습

·지역조사(Community Mobilization)
·역량조사(Capacity Assessment)

이지만 단순한 측량이 아닌 질적 평가 도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해관계자 조사(Stakeholder Assessment)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분야별 심화 과정에 대한 공지를 보고

·그 외 현장에서 Facilitator 또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PCM 과정 실습

참가하게 되었고, 교육 기간 동안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함
께 하면서 고민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 어렵기도 했고, 여러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어 참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일주일간의 교
육은 짧았지만, 내게 남겨진 활동은 길 것이라 생각된다. 현지 의
라 파 엘

인 터 내 셔 널

공 혜 균

팀 장

교 육 사 업 팀

료지원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측정 지표 개발하거나, 1차 진료나
초청 수술 같은 단순히 긴급구호적 성격의 진료를 벗어난, 의료진
교육 등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의료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
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듯하다.
또한 국내 개발NGO 활동가들 중 M & E 전문가와 협력하여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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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에게 전달 교육 실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해 온 것 같다. 하지만 “몇 명 진료했다.”, “몇 명 교육했다.”등의

의료진 초청 연수 사업을 진행할 때, 늘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민

수치를 제외하고는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어

했었는데, 소수의 인원에게만 기회가 제공된다는 부담에도 불구

려운 보건의료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뭔가 보편타당한 평가 체계가

하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코이카와 해원협에 진심으

없을까를 늘 고민해왔었다.

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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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RBME의 강점을 찾아 개발 NGO
그동안 현장에서 M & E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무 전반에 걸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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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Field Research
참가 수기 1

PCM Field Research
참가 수기 2

실무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교육

* 왼쪽 두번째

K O I C A

민 관 협 력 실

노 대 영

굿 네 이 버 스

인 터 내 셔 날

국 제 협 력 본 부

국 제 개 발 팀

장 은 창

이번 PCM 필드리서치는 굿네이버스가 수행하는 Food For New Village(FFNV) 사업현장에서 “Community Mobilization”을 실습

금번 PCM Field Research는 전형적인 PCM의 틀 아래 이루어진 방법론적 현장실습이라기 보다, 지역개발이라

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인은 참가자 중 유일하게 2010년도 르완다 PCM필드리서치(Needs Assessment 실습)에 교육생으

는 틀 아래 Project Cycle 전체에 걸쳐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갈지를 현

로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두 번의 실습이 가져다 준 다르면서 또 같은 성과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장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동시에, 실습현장이 굿네이버스와 WFP(세계식량계획)간의 협
력사업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역개발의 모습과 파트너 NGO로서 함께 만들어 가

르완다 리서치의 경우,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의 가구방문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해 보면서, 그 결과물을 단체의 향후 활동을 위한 기초

는 지역개발의 실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이었다.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중심이었다. 단체의 설문지를 들고 실제로 설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순서, 어투, 혹은 통
역 상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설문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었고, 무엇보다 참여하는 팀원들의 설문

구체적으로 현장실습 기간 동안 주민조직화(Community Mobilization)라는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지에 대한 이해가 최대한 서로 다르지 않도록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Needs Assessment 라는 것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상

방법들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되는 모습들에 동참하였다. 먼저 주민들의 욕구들을 조사하여 스스로 그들의 역량과

으로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배웠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매일 매일의 설문활동은 계속되는 팀원들의 질문과 토론을

마을의 권력구조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어떠한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권력구조를 조정해 가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과정을 즐겼었던 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다.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였다. 시간제약으로 인해 주민조직화의 초기단계만을 참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후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주민주체가 되어 진행하여야 진정한 지역의 개발을 달성할 수 있음을 공유

네팔의 경우는 같으면서도 남달랐다. ‘주민들이 자기 개인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평가할 수

하였다. 이러한 무형의 조직화 과정들이 개발의 근본이며,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실체임을 확인하였고, 유형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Community Mobilization 의 정의는 언어 그 자체로는 온당하나, 이 교육이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

보고 틀로 데스크와 후원자들에게 확산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더하여 해발 2,000m에 위치한, 생활자체

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네팔 팀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게임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남녀노소가 각

도 쉽지 않은 열악한 업무환경 하에서도 지역의 변화를 위해 부단히 애써가는 현장직원들의 모습들이 감동을 전하

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촉매의 역할을 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가구조사 활동을

였으며, 이들의 열정과 역량이 지역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핵심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 투영되는 관점, 좀 더 나아가면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주민 중심의 철학의 현실

많은 국제기구와 개발NGO들이 진정한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들이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본다.

사결정과정 내 지역민 끼워넣기식의 참여를 가장한 조장(Partipulation : Participation + Manipulation)을 하고

네팔 리서치는 참가자들에게도 많은 교훈과 후속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성과위주, 속도위주의 사업이 갖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PCM이라는 도구가 개발 사업의 성과와 결과만이 아닌, 개발의 자세와 과

자주, 더 많은 사람들과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가슴에 남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택된 기회

정 역시 담을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를 받은 이번 리서치 참가자들은 그 책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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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술적인 부분이나 수행과정을 실습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했던 르완다 리서치와는 다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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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강사양성 프로그램 (Training of Trainers), 직급별 네트워크

2 PCM 강사양성 프로그램 (Training of Trainers)
실무자 역랑강화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향후 강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PCM 강의에 대해 논의하고, 표준화된 PCM 강의교
재 제작과 교수법 강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진행되
었습니다.
모임 일정 | 2011년 11월 ~ 2012년 2월
장소 | 해원협 및 월드비전 회의실
참가인원 | 해원협 역량강화 교육강사 및 향후 PCM 강사 활동에 관심있는 개발 NGO 실무자
내용 | ·PCM 강의교재 제작 (강의PPT, Groupwork 자료, Samples, Toolkit 등)
·강의교수법 및 Facilitating기법 교육
·워크샵 (PCM 단계별 강의 실습) 시행

3 직급별 네트워크
2011년 회원단체 대표자 연수

개발NGO 실무자 워크숍 ‘어울림’

개발NGO 대표자 간의 교류를 통하여 개발 NGO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KOICA 등 정

개발NGO 실무자들간의 소통과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간인 개발NGO 실무자 워크숍 ‘어울림’ 행

부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민간단체 국제개발협력분야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

사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도 어울림 모임은 “WE Design NGO” 라는 주제로 개발NGO 활동가들이 느끼는 이상적인 개발NGO와
활동가들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 2011년 4월 29일 ~ 30일 (1박 2일)
일시 | 2011년 6월 10일 ~ 11일 (1박 2일)

참가인원 | 회원단체 23개 단체 대표자 및 KOICA 등 약 30여명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연수내용 | ·개발NGO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참가인원 | 국제개발NGO 실무자 74명

주제발표 1 : KOICA
주제발표 2 :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주제특강 (한국월드비전 김아람 간사)

소그룹 토론 및 발표

·그룹별로 개발NGO 내 다양한 부서에 대한 이해증진 워크샵

·HLF-4를 위한 개발NGO 활동 방안
주제발표 : 이성훈 HLF-4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소그룹 토론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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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선배로부터 듣는 이상적인 개발NGO 활동가 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대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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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네트워크, 주제별 세미나

Enjoy NGO
개발 NGO 실무자 모임을 통해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타단체와의 유대감을 형성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저녁 7시
장소 |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2층 스티브 김 홀
참석자 | 해원협 회원단체 실무자 120명
내용 | 저녁식사 및 아이스브레이킹, 레크레이션 및 실무자간 네트워크 활동

4 주제별 세미나
제 2회 국제개발NGO포럼 “한국 ODA와 LDCs 포럼”
2011년도 5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차 UN-LDC 총회”를 대비하여 지난 3차 총회 이후의 10년간의
LDCs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OECD/DAC의 회원국으로서 LDCs의 빈
곤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ODA정책과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 2011년 3월 11일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강사 | Dr. Arjun K. Karki (International Coordinator, LDC Watch)
정우용 부장 (KOICA 정책기획부)
민경일 상근이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Edward P. Reed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이성훈 이사 (한국인권재단)
참가인원 | NGO 실무자, 관련 부서 공무원 및 일반인 총 83명
내용 | ·제 3차 UN LDC 컨퍼런스 이후 10년간의 국제사회에서의 LDCs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과정
·LDCs, 특히 아시아 지역 LDCs의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한국 ODA 정책의 현황논의
·LDCs에서의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 제1회 국제개발NGO포럼은 ‘국제 개발NGO 아프리카 진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10년 10월
2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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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미나

제 3회 국제개발NGO 포럼 “현장에서 바라본 개발효과성”

제 2회 서울시민사회 컨퍼런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후속평가 컨퍼런스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HLF-4에 대비하여 국제원조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개발NGO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역시 개발효과성에 대한 토론의 자

BCSF(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와 HLF-4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의 시간을 갖고 RBA(인권에 기반한 접근) 및 시

리를 가졌습니다.

민사회 개발효과성 등 개발 NGO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개발NGO 역량강화를 제고하는 시간

특히 본 포럼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 NGO들이 개발효과성에 대한 정책 담론을 현장에

을 가졌습니다.

서 실제 사업수행 시 어떻게 적용하면서 효과성을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 2012년 2월 2일 ~ 3일
일시 | 2011년 6월 20일

장소 | KOICA 연수센터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참가인원 | 국제개발NGO 대표 및 실무자,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 대표 및 실무자, 학계 등 약 200명

강사 | 송진호 정책실장 (한국YMCA 전국연맹)

내용 | ·HLF-4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이명신 해외사업본부장 (한국월드비전)

·개발협력의 국가차원의 이행에 대한 논의

오기출 사무총장 (푸른아시아)

·이스탄불 원칙과 시엠립 국제프레임워크 이행 방안 논의

참가인원 | 국제개발 NGO 실무자 및 학생, 총 35명

·RBA(인권에 기반한 접근) 이행과 시민사회의 역할

내용 | ·과거 원조효과성에 관한 논의(Paris Declaration, Accra Agenda for Action)의 흐름과 향후
개발효과성을 준비하는 개발NGO의 자세에 대한 논의

* 본 컨퍼런스는 2011년도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발NGO 사업현장에서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개발효과성에 관한
원칙 공유
·향후 HLF-4를 통해 도출될 개발효과성의 원칙과 이를 개발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개발NGO의
노력과 참여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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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사업

5 조사연구사업
한국 개발NGO 역량현황 기초조사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을 분석하고, 민간단체 특성에 따른 역량강화 체계 및 지원 정책 수립 및 한국 민간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시기 | 2011년 4월 ~ 10월 (발간보고회 : 10월 21일)
조사단체 |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및 해원협 회원단체 (약 150개)
조사내용 | ·민간단체 역량의 개념 및 의미 정립
·선진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
·신흥공여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고유 맥락을 반영하는 민간단체 역량분류
기준 수립/ 역량분석 매트릭스 작성
·역량분석 매트릭스에 의거하여 민간단체 역량 현황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량강화 지원사업 우선 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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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년도 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
계획

2012년도 해원협 역량강화 사업계획(안)

2012년도 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계획(안)
1 민간단체 역량강화 분야 사업계획(안)
사업명
사업수행

현지역량강화

역량강화교육사업

워크샵

대상

예정일시(변경가능)

현지 지부장, 한국 파견 직원 및 해외봉사단
2012년 총 5개국에서 교육 수행 예정

2012년 3월 ~

대상국가 : 베트남, 라오스 등 예정

국제 개발NGO 행동규범확산활동,
개발NGO 책무성

Self-Assessment tool 개발 및 활용

증진사업

책무성 증진 매뉴얼 개발 및 배포

한국 개발NGO

2012년 4월~

개발NGO 대표자 연수

해원협 회원단체 대표자

2012년 5월 경

Enjoy NGO

개발 NGO 실무자

2012년 12월 경

책무성 증진 관련 포럼 개최
네트워크활동

한국국제개발협력 NGO편람
자료 발간

CSO 개발효과성 툴킷 /
MDGs 리포트 번역 및 출판
국제개발협력 관련 자료
(CD제작) 배포

개발NGO 150여 단체
(해원협, KOICA 등록단체)
2012년 상반기
개발NGO 100여 단체

출간 예정

국내, 외 개발NGO 실무자
* 상기 사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인도적 지원 분야 역량강화 사업(안)
사업명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축

대상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인력풀 구축

인도적 지원분야

·단계별 교육 실시 및 우수인력 지원 등

담당자

인도적 지원 분야

·Code of Conduct

관련 자료 번역

·Sphere Handbook 2011

예정일시(변경가능)

2011 민간단체 역량강화 사업 보고집
한국 개발NGO

2012년 4월 ~

·인도적 지원의 이해 교육
전문가

편집인 | 윤현봉

기본

·Sphere Project Training

인도적 지원분야

교육

·안전/위기관리 교육

담당자

양성

·Needs Assessment 교육

교육

발행처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 2층
2012년 4월 ~

·Contingency Planning
심화

·Sphere T.O.T. *

인도적 지원분야

교육

·IDHA * (International Diploma in Humanitarian Assistance)

담당자

* 파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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