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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1년 말 부산에서 한국정부와 OECD가 주최한 세계개발원조총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국제

개발협력 담론과 정책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의 계기였습니다. 기존의 ‘원조효과성’ 담론은 ‘효과적인 개

발협력’ 또는 ‘개발효과성’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에서 주요 행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총회 선언문 제22항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의 행위자로 인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주민

의 인권 역량 강화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의 증진, 현장 개발사업과 정책 애드보커시 역할을 강조하였

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총회는 2008년 아크라 회의에서의 약속에 따라 시민사회가 지난 3년간의 노력을 통

해 작성한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Istanbul Principles)과 이의 실행을 위한 씨엠립 국제 

프레임워크를 인정하였습니다.   

KOICA의 지원을 받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협력하

여 번역 발간하는 이스탄불 원칙 이행을 위한 툴킷은 현장사업과 애드보커시 분야에서 국제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지침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애드보커시 툴킷은 시민사회의 개발효

과성 증진을 가능케 하는 우호적인 법적^제도적 환경과 조건(enabling environment)의 조성을 위해 시민사

회단체가 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총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부산 파트너십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모

범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성과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툴킷의 번역 출간을 계기로 한국의 시민사회 역

량이 크게 강화되어 개도국의 가난퇴치와 개발효과성 증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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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 :  서 론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전세계 수백만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 이하 CSO)들은 그동안 변화와 사회변혁의 혁

신적인 주체로서 고유하고 꼭 필요한 방식으로 개발영역에서 공헌을 해왔다. CSO의 이러한 공헌은 오랫동

안 지속되어 왔다. CSO는 풀뿌리 영역에서 나름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지지한다. 또한 

CSO는 공여자이며 동시에 개발을 시행하는 주체이며, 개발 관련 지식과 혁신을 증진하고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연대를 높이기 위해 일한다. CSO는 개발에서의 전진보를 위해 정부와 공여자

들과 함께 하는 포용적(inclusive) 정책 대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CSO가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지만 개발 행위자로서 약점과 도전들도 있음을 인정하며 CSO는 현재 개발

관행을 개선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은 CSO 주도하에 전세계 CSO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효과적인 CSO 개발 관행을 위한 변화

를 정의하고 또 이를 이끌어 갈 비전과 중요한 원칙을 결정해 왔다. 

2010년 9월, 82개국 170명의 CSO 대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나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

칙(부록 1 참조)을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스탄불 원칙은 70개 이상의 나라와 분야에서 활동하

는 수천 개의 CSO가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이다. 

8가지 이스탄불 원칙은 개발 행동에 있어 CSO의 비전과 임무, 접근방식, 관계 및 영향 등을 고려하였다. 

다양한 CSO가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스탄불 원칙은 각각의 CSO의 상황

과 분야별 특징에 맞게 유의미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스탄불 원칙은 2011년 6월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열린 제2차 세계총회에서 채택된 CSO 개발효과성

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토대이다.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지역 및 분야에서 이스탄불 원칙을 어떻게 해석

하고 어떻게 CSO 활동과 맞추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지침과 지표에 대한 설명

을 담은 “이스탄불 원칙 실행을 위한 툴킷(toolkit)”은 각기 다른 조직적 임무와 프로그램 현실 상황 속에서 

CSO가 프레임워크에 적응하고 이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CSO 개발 행위자는 자신들이 활동하는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CSO가 공여자인 경우를 포함에서 항상 

모든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따라 CSO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지고 또 결정된다. 따라서 CSO 

관행에서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하는 일에서의 진전은 이스탄불 원칙과 일치하는 정부의 정책, 법, 규정에 크

게 좌우된다.

2008년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가 개발활동을 최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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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제공하기 위해 CSO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그러나 그 이후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CSO는 자신들의 활동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였

다. 따라서 오픈포럼에서는 CSO 개발효과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관한 다자간 테스크팀의 활동과 

테스크팀이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위해 내놓은 주요 연구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며, 이는 CSO

가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또 강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

라 생각한다. 

본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SO가 BetterAid Platform을 통해 다른 개발 행위자와 함께 참여 및 협력하는 토대가 된다.

본 프레임워크는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을 이루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CSO, 개도국 정부, 공여자 및 다른 원조 주체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과 시너지 효과 기회를 제공한다. CSO는 

HLF-4와 관련된 모든 정부가 오픈포럼 과정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스탄불 원칙을 개발과 관련하여 정책참

여와 시민사회 지지에 꼭 필요한 기초사항으로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효과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발의 의미

CSO 개발효과성은 곧 개발을 위한 CSO 활동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개발활동이 빈곤, 불평등, 소외와 

같은 문제의  현상뿐 아니라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다줄 때, 개발활동은 효과적이라

고 할 것이다. CSO에게 있어서 개발효과성은 가난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고, 이

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다각도의 인적^사회적 개발과정과 맞닿아 있다.  

CSO는 한 가지 정해진 개발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과 그들의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

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SO는 개발효과성

을 위해 많은 개발 대안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

안들은 인권, 환경적 지속가능성(지구의 한계) 및 원주민들이 

가진 잘 사는 삶(vivir bien – living well)에 대한 개념을 점점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빈곤층과 소외계층은 개발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

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불평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개발역량

이나 재정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거나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소

수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CSO 개발활동을 위해서는 CSO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란?

CSO는 공적 영역에서 공통의 공익을 위해 

시민들에 의해 조직된 모든 비시장^비정부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회원을 바탕으

로 한 CSO, 대의를 위한 CSO, 서비스 중심

의 CSO 등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이 있다. 지

역사회 중심의 단체와 마을협회, 환경단체, 

여성단체, 농민협회, 종교단체, 노조, 협동조

합, 전문가협회, 상공회의소, 독립연구소, 비

영리 언론단체 등이 CSO의 예가 될 수 있다. 

(2008년 8월 Advisory Group Synthesis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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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한 선택을 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만 한다. 또한 빈곤층이 비참한 희생자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발 행위자이자 개발을 지지하는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직접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CSO의 개발 비전은 원조 주체로서가 아닌 개발 행위자로 활동하는 많은 CSO(부록 2 참조 : 개발에서 CSO 역

할 요약)를 포함하여 개발 행위자로서 CSO가 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다. CSO들은 이제 외적으

로 판단되는 욕구나 결핍을 채워 주는 시혜적 자선보다는 점점 더 인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섹션 I I  :  CSO 개발효과성 원칙

들어가며

CSO는 전세계 국가의 민주주의에 있어 역동적이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단

체로서 CSO는 책임성 있고 효과적인 단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CSO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면서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널리 인정을 받아왔다. CSO는 공통의 관심과 가

치를 추구하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며 사회변화를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해왔다. 

CSO는 개발 관행에 있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 발현이다. CSO는 다양한 조직의 가치와 목표, 대

중을 참여시키는 수단뿐만 아니라 분야별 지식, 구조, 이해관계 및 자원까지 끌어온다. 

사회적^정치적 과정인 개발에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

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CSO는 개발 영역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주역이자 공익을 

대변하고 제공하는 주체이다. 또 CSO는 다양한 단계의 개도국 정부 및 공여자들의 개발 노력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및 기타 공여기관 등 다른 개발 행위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CSO는 각 지역에서 긴밀하고 종종 특별한 연대를 맺고 활동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전세계적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식으로 국가의 정치권력을 얻어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당, 

대중조직(peoples’ organizations), 사회운동세력과는 달리 CSO는 사회영역에서 자율적이고 초당파적인 주

체로 CSO만의 시각을 제시한다. 하지만 필리핀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CSO가 의회 시스템 내에서 직접적

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CSO는 개발활동을 함에 있어서 비폭력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구분이 된다. CSO는 개발활동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면서 ‘해 안 끼치기(Do no harm)’의 원칙을 준수하여 긍정적

인 결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CSO는 사회적 연대를 위한 채널이자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채널이며, 지식과 혁신으로 

공공정책 대화를 풍요롭게 하고 개발을 위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찾아서 이용하는 공여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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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는 개발활동 결과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정부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정부 간 개발활동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차별, 권리의 박탈,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

위를 두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CSO는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법치를 수호하며 공적 자금의 부패를 막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시민행동의 자발적 표현으로 CSO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개발의 척도가 된다.   

자발성, 다양성, 초당파성, 비폭력성, 변화를 위한 협력, 개발과정과 결과의 연계 등이 CSO의 모든 오픈포

럼에서 언급된 고유하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CSO의 특징이다. 본 프레임워크에서 담고 

있는 이스탄불 원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오픈포럼 과정과 논의에 참여한 수천 개의 CSO가 수

십 년간 경험한 것에 대해 합의하여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탄불 원칙은 평시나 분쟁상황에서, 

그리고 풀뿌리 운동에서부터 정책 운동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인도적 긴급구호에서부터 장기적 개

발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CSO의 활동과 관행을 담고 있다. 

이스탄불 원칙이 CSO의 관행을 보여 주는 필수적인 CSO의 가치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천 개의 CSO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나 목적, 지리적 요소 및 단체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완전히 담을 수는 없다. 이스탄불 원칙은 CSO가 활동하는 국가 및 조직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해석

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스탄불 원칙은 기존의 CSO 국가별 또는 분야별 원칙, 혹은 다양한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되

풀이하거나 대체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스탄불 원칙을 도입한다는 것은 CSO 개발효과성 

개선에 대한 구조화된 의견과 심도있는 이해 및 책임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프레임

워크에서는 각 원칙에 대해 지침을 제시해 놓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본 프레임워크와 함께 나온 “이스탄불 

원칙 실행을 위한 툴킷”에 나와 있다.

이스탄불 원칙 : CSO 개발 관행의 지침

1. 인권과 사회정의 존중 및 증진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발전권을 포함하는 개인과 집단의 인권 – 존엄, 양질의 일자리, 사회정의 및 모

든 사람의 평등을 갖춘 – 을 증진하는 전략, 활동, 실천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효과적이 된다. 

개발 활동에 대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많은 CSO들에 의해 채택되고 실행돼 왔다. CSO들은 전체론

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함에 있어 정부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들은 불평등, 취약성, 배제, 특정한 편견에 근거한 차별과 같은 빈곤의 

구조화된 원인들을 다룬다. CSO들은 UN의 인권 시스템에 근원을 둔 중요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들을 참조하는데, 여기에는 발전권 선언, 아동

권리 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들,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그리고 지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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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존재하는 인권 협의들이 포함된다.

지침

a)  참여, 교육 및 역량강화 그리고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포용적 정책대화 등의 메커니즘과 함께 애

드보커시, 프로그램 분석, 설계, 시행 평가의 모든 면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실행

b)  국가 주도의 CSO 개발 활동을 설계, 시행 그리고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시민의 권리를 보호, 지지 및 

활용 가능하게 하고 종종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

c)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 공여자 및 다른 개발 행위자와 포용적 정책결정과정을 추구하

고 권장하면서 해당 지역사회가 다자간 정책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개선

d)  해당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자유의지로 사전에 모든 정보를 듣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성 있는 접근방식 시행. 취약계층에게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자원 수단에 대한 교육 및 능력 배양

e)  성평등, 아동권, 장애, 적당한 일자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계 등 국제인권기준과 관련하여 개발효

과성을 위한 측정가능한 지표 개발 

2.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 및 성평등과 성형평성 구현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여성의 관심사와 경험을 반영시키면서 성평등을 구현하며, 여성들이 개발과정

에서 온전히 역량이 강화된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집단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

원하는 가운데 개발 협력을 증진하고 실천할 때에 효과적이 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결하고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를 실현시킴으로써 – 모든 측면에서 –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 결과들을 이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여성과 여아들의 취약성과 소

외는 경제적 차별, 유해한 전통 관습, 성적 착취와 성에 기반한 폭력을 포함하는 차별의 다양한 형태들

을 통해 영구화된다. 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여성과 여아들에게 기회, 자원 그리고 모든 수

준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킨다. 여성들이 하나의 동질적 그룹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

로 CSO들은 여성들, 특히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그룹에 속한 여성들의 역량 강화, 안전 및 웰빙을 증

진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SO들은 또한 남성과 소년들이 중요한 파트너

이며 그들의 온전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CSO들도 성불평등과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성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들을 위한 현실적

인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별적 법, 정책, 관행들과 씨름하면서 남자와 여성들 사

이의 권력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참여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의 권리와 필요

가 제기되고 옹호되는 것, 그리고 CSO들의 문화가 그 핵심으로부터 성평등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보장

하기에 충분치 않다. 많은 경우, 여성들의 생식 권리를 포함하여 여아와 젊은 여성들의 권리와 기회들이 

CSO들에 의해 분명하게 포함되는 것이 성평등과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이다. 여성

단체 및 운동들은 개발에서 핵심적인 주체이며 특히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민주화를 위한 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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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a)  CSO를 구성하는 실천 속에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포함 및 시행. 관련 국제조약과 협정, 특히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고려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가 

CSO의 임무, 정책, 관련 기관(counterpart)과의 논의 및 인적^재정적 자원 할당에 반영되어야 하며, 

직원 및 관련 기관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b)  세분화된 데이터를 포함한 성 관련 지표 및 분석을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 종합적인 성 관련 분석 및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권리 지표를 바탕으로 CSO 프로그램 계획, 시행, 애드보커시, 감시 및 평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여성단체나 여성운동 지원을 포함하여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

십에 투자. 이 과정에서 남성 및 남아의 참여와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d)  다자간 정책대화에서 협력기회 모색. 여성의 성적 및 생식 권리, 경제적 임파워먼트, 리더십, 생산자

원에 대한 더 큰 통제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치적 참여 향상을 위해서 상황에 

맞는 변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다자간 정책대화에서 협력기회를 모색한다.

3.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및 참여에 대한 초점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민주

적 주인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강조와 함께 사람들의 임파워먼트와 포용적 

참여를 지원할 때에 효과적이 된다. 

개발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표출된 우선순위, 그리고 현지 지식(local knowledge)

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에 적절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개발에 있어 주된 이해관

계자들이다. 인권과 긍정적 변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CSO들은 지역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

에 대해 존중심을 가져야만 한다. CSO의 임파워먼트 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의 

행위자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들로서 여성과 남성들의 집단적 역량과 그들의 민주

적 주인의식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폭력 없이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주는 더 많은 영향력, 의사결정권 그리고 자원을 얻게 된다. 정책과 개발에 

대한 민주적 주인의식은 특히 분쟁 중의, 그리고 분쟁 후의 상황에서 중요하다. CSO들이 개발 이니셔티

브 내에서 정부들과 협력할 때, CSO들은 여성과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와 성과를 모색하면서 사회운동 및 관련 단체들을 위한 자율성과 정치적 공간을 보호하고자 

한다. 

지침

a)  개발활동으로 인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신장에 CSO 프로그램 집중. 빈곤층, 

소외계층 사람들 및 이들을 대면하는 사회운동 측의 의견과 제안, 개발 관련 문제 및 활동에 우선순

위를 두어야 한다(특히, 여성과 여아, 원주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및 난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필요).

b)  민주적인 지역 의사결정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접근방식 추구 및 지역 CSO 이해관계자의 다

양한 의견과 함께 참여 증진. 전국적 혹은 지역적 CSO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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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개발 관련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지지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빈곤층과 정치적 소외계층의 의견반영 

확대. 다자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초당파적 개발 행위자인 CSO 강화를 통해 해당 계층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d)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동등한 대우. 법적 지위나 인종 혹은 성별, 성취향, 장애 유무, 교

육 및 경제적 배경 및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e)  공여국의 대중들이 복잡한 개발 현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인식 제고. 개발은 개도국 국민의 연대와 

동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신 변화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f)  공여자의 경우 CSO가 프로그램 관리와 타 주체와 함께 애드보커시를 함에 있어서 거버넌스, 재정, 리

더십 영역에서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CSO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자기개발에 투자. 여성과 

소외된 지역사회도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4.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생태적 온전성과 환경정의를 위한 사회  경제적^문화적 및 토착적인 조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포함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적 지

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우선순위와 접근법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효과적이 된다.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인권은, 지구의 한계 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모든 개발 활동의 초석이 되는 

개발 행로와 전략들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일할 권리를 가지

고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긴급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환경적 도전들은 지

속가능한 생태계와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역량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혁신적인 해

결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정책 일관성은 물론, 환경 및 기후 정의와 성형평성의 원칙들

에 의해 틀 잡혀야 할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여

성과 남성들은 환경 및 기후적 위기의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CSO

들은 그들의 개발 관행 속에서 웰빙,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현지의 사회 

경제적 조건들과 문화적 및 토착적인 접근방법들에 명백한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지침 

a)  CSO 정책, 관행, 프로그램 계획, 설계 과정, 애드보커시 및 대중 참여에 있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명확히 포함. 장기적 환경, 생태적 온전성을 보장하고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지지하며 환

경관리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한다. 

b)  환경 및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CSO들 간의 전략 조정 및 협력.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두 영역의 능력을 강화한다.

c)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 및 존중하고 지역사회 고유의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지지. 국가개발 전략과 행동 그리고 개인의 환경에 대한 책임도 고려되어야 한다.

d)  물, 토지, 식량, 주거지에 대한 권리와 빈곤, 소외계층(예 : 원주민, 농어촌 여성)의 천연자원 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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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 확대 추구. 환경적 거버넌스와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자간 논의를 통해 정부와 민간영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e)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생물다양성 손실 및 모든 형태의 환경 악화 및 오염(예 : 수자원 및 토양)을 줄

이기 위해 정책적 영향을 행사하고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시행. 생태적 온전성과 정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문화적^지역 고유의 조건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5. 투명성과 책무성 실천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내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transparency), 다양한 측면에서의 책무성 

및 청렴성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줄 때 효과적이 된다. 

투명성, 상호적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책무성, 그리고 내부의 민주적인 관행들은 사회정의와 평등이

라는 CSO의 가치들을 강화해 준다. 투명성과 책무성은 대중의 신뢰를 형성해 주며 CSO의 신용과 정당

성을 향상시켜 준다. 정치적 행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정보를 민주화하고 그 흐

름을 증가시키고 개선하는 것을 통해 시민사회와 민주적 문화 둘 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투명성은 

CSO 책무성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책무성은 재정 보고를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청렴성 그리고 개발 행위자들 사이의 

공개적인 상호 평가(mutual public reckoning) 둘 다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개발로 인해 영향

을 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책무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CSO들은 종종 현지의 풀뿌

리 책무성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CSO들은 때때로 매우 억압적인 정권

과 법 그리고 무력 분쟁과 같은 도전이 되는 상황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개선하려

는 노력에 있어 부정적 영향과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지침

a)   CSO의 가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책임 있고 투명한 관행 증진

b)  모든 CSO의 조직 정책과 문서를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CSO의 상호 그리고 다수 책

무성의 기초 마련. 재정지원을 받는 협력기관 기준, 감사를 받은 정기 재무 보고 및 프로그램 보고 

등을 포함한 문서를 공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물론 해당 기관의 성격과 지역에 맞춰진 것으로 최

소한의 보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정책과 문서 공개로 협력기관의 운영이나 존

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

c)  상호, 그리고 다수의 CSO 책무성을 유지하는 관행 시행. 힘의 관계를 반영하고, 문제와 비판을 수용

하며, 필요한 자원을 보장하고, 남녀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포괄적이며 정기적인 논의가 가능한 합

의된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하다. 편파적이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을 위해 공정한 메커니즘도 마련되어야 한다. 

d)  공여자의 경우, 모든 협력기관이 이용 가능한 정보 제공. 상호 책무성과 투명성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금 출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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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비공개 및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관련 기관이 합당한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정보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둘 수 있다. 

e)  시민들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시에 정확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 정보는 가능하면 시민

들이 알 수 있는 적절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f)  책임 있고, 효과적인 리더십, 명확한 책임소재, 투명한 운영절차, 윤리적 정보 관행, 반부패 정책, 성

별 균형의 실질적 존중과 인권기준, 청렴성, 정직성, 진정성 더불어 조직 내 투명하고 민주적인 문화 

촉진 및 실천

6. 평등한 파트너십 및 연대 추구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자유롭고 대등하게, 공유된 개발의 목표와 가치들, 상호 존중, 신뢰, 조직의 자

율성, 장기적인 동반관계, 연대,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CSO들 및 다른 개발 행위자들과의 투명

한 관계에 확고함을 보일 때에 효과적이 된다. 

모든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CSO 파트너십은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CSO 파트너십

은 상호 합의된 목표 및 공유된 가치들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상호적인 협력과 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

도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강해질 수 있다. 상호 배움의 정신에 입각한 파트너십은 CSO들 및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현

지 지역사회들에 경험, 전문성, 그리고 후원을 증진시킨다. CSO들은 또한 초국가적인 사람들 사이의 연

대,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서 대중적 인식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연계를 증진시킨다. 개발을 위한 효과적

인 CSO 파트너십은 신뢰, 존중, 연대 및 개발도상국 파트너들의 리더십에 기초하여 공통의 목적과 프로

그램 목표들을 협상해 나가는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조직의 자율성은 평등한 파트너십에 필수적이다. 평등한 파트너십은 권력의 불균등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든 파트너들의 의도적인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권력 불균등은 자원에 대한 불

평등한 접근, 구조적 및 역사적 불평등, 성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배제, 그리고 역량 면에서 때로 커다란 

격차의 결과인 것이다. 외부 CSO들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의 CSO 주체들의 목소리를 좌우하기보다는 

가능케 하고, 대체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것이다. 

개발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널리 공유되기 위해서는 다른 개발 행위자들, 특히 공여자 및 정

부들과의 상호 존중의 협력 그리고 신중한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CSO들은 자체로서 독립된 

행위자이지 공여자 또는 정부들의 도구로서의 대리인이 아니다. 상호 존중, 개발의 목표와 전략들이 공

유되는 분명한 영역들에 대한 합의, 그리고 조율과 일관성을 위한 조건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평등함이 

그러한 조율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지침

a)  ‘협력 협정’에서 파트너십의 조건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 책임, 기여, 의사결정 과정과 책무성 메

커니즘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논의와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적절한 자원할

당은 양측 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성의 참여 및 여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성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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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는 파트너십 조건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b)  편협한 프로젝트 계약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분석, 프로그램 목표, 감독을 위해 모든 협력기관이 보완

적인 행동 조치. 협력 리더십, 적절한 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계에 투자하고 이를 제도화

한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핵심 제도 지원, 상호 책무성,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c)  공여자의 경우 협력기관의 프로그램 목표와 전략 그리고 행정 시스템에 가능하면 맞추고 협력국 시

스템을 바탕으로 다른 공여자의 요건과 조화 노력

d)  연대를 위한 협력과 국내외적으로 CSO 간 공통의 명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협력 강화. 플랫

폼, 연합체, 네트워크와 같은 기존의 기회와 구조를 활용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학계와 같은 기

타 개발 행위자를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e)  상호 합의한 조건과 진행 중인 위험 관리, 감시, 평가, 정보 공유, 상호학습과정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

f)  국내 상황과 이슈를 수원국의 현실 및 경험과 연결시키는 시민참여활동에 투자. 직접적인 국가 간 참

여, 연대, 보다 심도 있고 주관적인 이해와 관계에 있어서의 충실함 등을 증진한다. 

7.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 배움 추구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개발 관행과 결과들에서 나온 증거를 접목시키고 현지 및 토착 지역사회들의 

지식과 지혜를 포함시키며, 혁신과 자신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다른 CSO들 및 개발 행위자들로부터 배워 나가는 방법을 향상시킬 때 효과적이 된다.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과정은 서로 다른 개발 행위자들 사이에서 시너지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의 결과와 영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토대를 제공한다. 개발 학습은 자기 

검토와 함께 정보와 지식의 상호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CSO 동료, 

자원봉사자, 파트너,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상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류를 포함한다. 

CSO들은 학습 조직이며 지식의 창출, 공유 및 실행을 자신들의 전략과 활동방식의 핵심 요소로 삼아

야 한다. 이러한 학습적 접근은 자기 주도적이며 지속적이고, 집단적이며 반복적이고, 참여^개방성 및 

신뢰에 기초한 것이어야만 한다. 상호 배움의 과정은 파트너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특히 현지 지식, 문화적 이슈, 양성 관계, 가치, 영성 및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하다. 진

정한 상호 배움을 방해할 수 있는 권력 불균형이 인지되고 개선될 때에만 이러한 배움이 가능하다. 조직 

차원의 학습을 지원하고 CSO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을 갖춘 맞춤형 역량 강화

가 매우 중요하다.  개발 파트너들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뤄지는 정기적인 질

적 평가는 CSO의 개발 활동에서의 전략, 우선순위 및 방법론들을 조정하고 다듬어 나가는 데 있어 필수

적이다. 그러나 조직 차원의 학습은 ‘단기 성과 관리’라는 보다 제한된 과정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지침

a)  체계적으로 서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마련. 기관 및 프로그램 활동에서 그리고 단체 

간에 참여, 개방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배운 것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고 및 관행에 반

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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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SO 지식의 바탕이 될 믿을 만한 데이터와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 및 수단 구축

c)  혁신과 역량 강화 및 개발 성과 개선을 위해 CSO 간 네트워크, 연합체 그리고 다자간 대화를 통해 지

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 촉진

d)  CSO 개발 프로그램과 정책 대화에서 개발과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을 지지하면서 지

역 고유의 지식이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혜 및 영성을 인정하고 촉진

8.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 실현을 위한 노력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사람들을 위한 변화가 지

속될 수 있는 결과와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개발 활동의 지속가능한 결과와 영향력을 실현하

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는 유산(legacy)을 보존할 때 효과적이 된다.

 

CSO들은 파트너십을 맺고 일하고 지역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안에서 행동하면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과들을 이뤄낸다. 개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는 개발 행위자들 간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불평등, 가난, 소외의 근본 원인들에 대

한 초점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분쟁 이후의 상황들에서 CSO들은 평화와 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의 중

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의 역할과 영향범위(reach)가 감소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CSO들

이 긴요하게 기여를 하고 중요한 공백을 메우게 되나, CSO들이 국가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

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과 보건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무를 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

이다. 그러나 공공재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강화되어야 한다. 

종종 복잡하고 장기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CSO들은 평가, 증거의 제시, 자신들의 활동의 영향력과 지

속가능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CSO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한 변화는 개발 활동의 모

든 측면에 걸쳐 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요구한다. CSO가 사회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

한 효과성 평가는 현지 대상자들 및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분쟁 

중 또는 분쟁 이후의 상황들이라면 CSO의 평가는 변화를 위한 CSO의 개발 결과들의 지속가능성에 도

움이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및 정치적 과정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지침

a)  개발 활동의 지속가능한 영향과 공유 혹은 상호 합의한 개발 목표 옹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개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정책대화 강화

b)  고용촉진 프로그램 및 민생 중심의 경제개발 등 개발 프로그램에 민간 영역의 참여 유도. 이때 인권

기준, 민주적 주인의식, 적당한 일자리, 지속가능한 개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비공식 영역 및 여성 그리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고려하면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생계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적 포용을 추구하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창출해야 한다. 

c)  프로그램 시행과 애드보커시 등 개발 활동을 계획, 감독 및 평가하는 데 참여적 수단 이용. 직원, 자원

봉사자, 협력기관이 빈곤층과 소외계층에게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결과를 위한 조건을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적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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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등한 파트너십, 애드보커시, 성평등, 네트워킹, 촉진(facilitation) 및 영향 평가 등을 다루는 종합적

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CSO의 역량 향상

e)  CSO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독립성 강화. 정치적으로 연관된 지원이나 조건이 있는 원조의 의존도

를 낮추기 위해서 어디든 가능한 곳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넓힌다.

f)  공평하고 올바른 개발에 대해 상대기관과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쌍방으로 논의를 강화하면서 주민

들을 세계시민으로 참여시키고 또 교육

세션 III :  CSO 책무성 메커니즘 강화

CSO의 임무(mandate)는 책무를 다할 그들의 책임의 근거

모든 개발 행위자들은 특히 그들의 일차적(primary) 회원 및 개발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개입과 행동의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 CSO들은 자신들의 개발 행동과 결과

에 대해 전적으로 책무를 다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다섯 번째 이스탄불 원칙에 명시된 이같은 의무를 인정하

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있어 책무성은 공익을 위한 변화의 주체(agents of change)

로서 그들의 활동에 내재된 각자의 독특한 임무에 따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단체의 활동

을 지지하는 대중들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각각의 조직과 국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CSO 책무성 메커니즘의 실행을 통해 실천된다. 

개발 행위자로서 CSO들은 대중들과 지역 이

해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대

부분의 CSO들은 높은 수준의 관리 및 정직성

(probity)을 실천하고 있다. CSO들은 또한 책무

성과 투명성 관련 관행을 개선하라는 합당한 요

구에 계속해서 부응하고 있다. CSO들은 선출된 

이사회에 의한 감독 강화, 프로그램 파트너들과

의 투명한 논의 진행, 조직 구성원들과의 명확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보고서 및 외부 재무감사 결

과에 대한 접근 허용, 정부의 규제 감독 준수, 그

리고 CSO 자체의 다양한 행동 수칙과 투명성 메

커니즘을 통해 그렇게 해 왔다. CSO 책무성 메커

니즘은 또한 – 종종 공여국 및 개도국 모두의 경

우 – 그들의 책무성이 지닌 다각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우선 일차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

무성도 있지만 동료, 파트너, 대중 지지자, 공공 및 민간 공여자들에 대한 책무성도 똑같이 있다. 

책무성과 투명성 관련 CSO 프로그램의 예

 • CSO 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위한 

NGO들 (콜롬비아)

 • 가장 많은 국제 CSO가 동의한 책무성 헌장 (전세계)

 • NGO 원조 지도 (인터액션 – 미국), 식량안보와 아이

티 구호를 위한 전세계 CSO 활동에 관한 웹 기반 지

도 플랫폼

 • NGO를 위한 윤리적 원칙 규범과 최소한의 기준 (캄

보디아 협력위원회, CCC), 캄보디아의 CSO 거버넌

스 개선을 위한 자가증명 시스템

오픈포럼의 “이행 안내서”에 더 많은 예와 책무성 및 투명

성을 위한 CSO 메커니즘에 대한 자료 출처들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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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들에게는 탄탄한 책무성과 투명성 관행을 위한 주된 책임이 있지만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소외계층이나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조직

화되어 공공정책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개발 과정을 동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

는 경우, CSO 책무성 메커니즘을 시행하기란 도전이 될 수 있다. 

CSO 책무성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즉,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다 작은 규모의 CSO들에 존재

하는, 덜 형식을 갖추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책무성 관행도 포함된다. 원 월드 트러스트(One World 

Trust)는 수십 개의 자발적인 CSO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지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 나아가 전세계 단위까

지 정리하였다. 유명한 전세계 CSO 네트워크인 CIVICUS는 CSO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동료 간 학습과 

지식 공유를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다년도 프로그램(합법성, 투명성, 책무성(Legitim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라고 불리는)을 추진중이다.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도전들 인식하기

책무성과 관련해서 CSO들은 대내외적으로 책무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데 있어서 많은 고유의 도전들

에 직면한다. 그러한 도전들에는 CSO 행위자들의 많은 수와 다양성, 평등한 파트너십을 존중해야만 하는 접

근방식,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단체 및 행동,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의해 생겨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그

리고 책무성에 대한 다각적인 요구(법적, 계약상의 및 윤리적 요구)가 포함된다. 모든 상황과 모든 종류의 단

체에 맞는 한 가지 책무성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CSO들은 개별 및 공동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

는 메커니즘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관행에서 배운 교훈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환영하고 권장하는 바이다.

책무성을 위한 CSO의 과정과 노력은 단순히 감사를 받은 재무결과를 공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CSO 

책무성은 빈곤층의 의견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CSO 책무성 메커니즘은 

CSO가 풀뿌리 지역사회와 빈곤층 및 개발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기울인 노력을 어떻게 측

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몇 가지 실질적인 도전들에 직면한다. CSO는 종종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며

공여국과 개도국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매우 다른 정책 및 규제들을 가진 국가 상황 속에서 활동한다. 이는 

CSO의 건실한 책무성의 범위를 좁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인 것이다.  

CSO 책무성이 개발효과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치 중심의 원칙들로서 이스탄불 원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칙들과 관련한 책무성의 적절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때때로 특성상 이를 확립하고 감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분쟁상황과 분쟁 후에 활동

하는 CSO들에게 그러하다.

CSO 책무성 메커니즘은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발 결과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애드보커시와 동원

(mobilization)과 같이 결과 측정이 쉽지 않은 영역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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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들은 책무성의 꼭 필요한 기준으로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온전한 책

무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의성, 비용, 업무량, 파트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개인들의 사생활 및 권리보호

와 같은 실질적인 도전들에도 대처해야만 한다. 투명성 기준을 이행하는 것은 CSO의 다양한 제도적 상황(조

직의 규모나 조직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직원과 자원봉사자 훈련 및 역량 강화, 보고 및 감사 시스템 개선 혹은 감

독과 평가를 위해 배당된 자원 필요성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많은 중소규모 CSO들의 경우, 연대의 과정

(CSO 네트워크, 동맹, 연합체 등)이 공동의 책무성 메커니즘을 통한 대응에 있어 꼭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책무성 메커니즘 강화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다른 여러 국가 상황들 속에서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CSO들은 정부나 CSO가 정한 ‘감찰식 규제(policing 

regulation)’가 아닌 자발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CSO

들의 존재를 감안할 때, CSO의 자치(autonomy)와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융통성 있는 CSO 관

행 개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자발적인 메커니즘만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신뢰성 있는 자발적 메커니즘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발전하고 향상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위한 

가장 높은 실용적 기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믿을 만한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과 

관련된 CSO들의 노력이다.

책무성 메커니즘의 좋은 관행, CSO 개발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 그리고 오픈포럼(Open Forum)을 통한 

국가 단위의 CSO 논의들은 몇 가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오픈포럼에서는 CSO 책무성 메커

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접근방식이 권고사항으로 나왔다.

1.  이스탄불 원칙과 본 프레임워크의 지침은 책무성 기준의 토대가 되지만 책무성 메커니즘은 보다 폭

넓은 조직의 거버넌스 문제도 다루어야만 한다.

2.  자발적인 메커니즘에서는 무엇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3.  자발적인 자기 규제 메커니즘 및 상황에 맞는 요구조건들은 실제 자신들의 활동이 평가받게 되는 사

람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능한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도 상의해야 한다. 책무성 

메커니즘은 조직의 학습 그리고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증진해야 한다.

4.  행동 수칙과 책무성 메커니즘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 주

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분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현지의 상황

에 적합하게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다양하고 종종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위해서는 융

통성과 적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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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커니즘은 모범적인 관행을 만들어야 하고 CSO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은 원칙과 성과측정 방식을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이미 존재하는 메커니즘이나 교훈들이 국가 단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특히 CSO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믿을 수 있는 실천을 보여 주

고 중복이나 반복 및 지나친 거래 비용 발생을 피하는 것이다.

섹션 IV :  CSO 개발효과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 ― 정책과 실행

들어가며

 CSO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성격을 띠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개로 활동하는 개발 행위자는 아니다. 개발

효과성 원칙을 지킬 수 있는 CSO 역량은 다른 개발 행위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CSO는 개발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도국 정부와 공적 공여국의 정

책과 관행이 CSO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주고 또 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CSO 관행에서 이

스탄불 원칙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가는 많은 부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정책, 법 그리고 이스탄불 

원칙에 맞는 규정에 달렸다.

2008년 아크라 원조 회의에서 모든 공여자와 정부들은 개발에 

있어서 CSO의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가능케 하는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을 위해 CSO와 협력하겠다고 다

짐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 부국과 빈국에 있는 많은 CSO들은 활동

에 있어서 오히려 환경이 악화됨을 경험했다. CSO는 공적 공여자

를 포함한 모든 정부에게 국가,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개발 행위자

인 CSO에 영향을 주는 현 정책, 규정, 관행을 CSO와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CSO를 개발 행위자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개발 계획과 전략 수립 등 개발과정의 모든 단계에 CSO가 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CSO가 효과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이 우선

효과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은 복잡하다. 모든 개발 행위자들

은 끊이지 않는 다양한 전 지구의, 그리고 지역의 경제^사회^기후 위기 그리고 분쟁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우호적인 환경’과 ‘우호적인 기준’

‘우호적인 환경’은 CSO의 활동방식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와 공적 공

여자 및 기타 개발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정책적 상황이다. 

‘우호적인 기준’은 CSO 개발 행위자

의 역량을 지원하여 개발과정에 지

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여자와 정부의 상호 

연관된 일련의 모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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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황도 역시 중요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도국 및 공여국에서 모두 CSO가 주도하는 개발 활동

의 여지가 좁아졌다. 수십년간 CSO는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어 왔다. CSO는 서

로 합의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협력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민간영역도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체다. 민간영역은 시장강화 및 임시직 등 빈곤층을 위한 적당

한 일자리 마련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CSO는 개발 행위자로서 민간 영리추구 주체들의 관행에 영향을 받는

데 특히 이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민생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SO 효과성 증

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 주체들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

와 빈곤 해소를 위한 행동을 통해 다른 개발 행위자와 함께 협력하려고 분명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인권과 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한 일자리에 관한 협약과 기준들을 지켜야 한다.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CSO가 자신들의 개발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CSO는 정부 및 공적 공여자를 만나 이스탄불 원칙을 토대로 

CSO가 개발 활동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와 다자 단체들은 

아크라 행동강령(AAA : Accra Agenda for Action)에서 이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오픈포럼에서는 CSO 개발효과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관한 다자간 테스크팀의 활동과 

테스크팀이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2011년 11월 개최)를 위해 내놓은 주요 연구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며, 이는 CSO가 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만들고 또 강

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원칙 적용을 심화시키는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2008년 아크라 행동강령은 CSO가 ‘어떻게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원칙을 CSO 관점에서 적용할 것인

가(AAA, 20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은 다자 이

해관계자가 파리 원칙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스탄불 원칙은 CSO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민주적인 개발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아크라 행동강령에서도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과 파리 선언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스탄불 원칙의 내용과 다자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위한 오픈포럼 개최는 빈곤퇴치라는 공동의 약속을 

위해 모든 주체들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선시하겠다는 CSO의 의지를 보여 준다. (AAA, 20, 32항) 하지만 공

여자와 정부 측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들을 지켜 주지 않는다면 CSO가 이스탄불 원칙을 이행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에 조인한 모든 정부는 CSO를 포함한 개발 행위자들이 원조뿐만 

아니라 개발효과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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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의 효과적인 개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우호적인 환경

1. 모든 정부는 시민들이 단결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CSO와 그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바뀌는 정책과 정부의 제한조치에서 오는 정치적^

재정적^제도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CSO는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으로 CSO가 활동할 수 있는 민주적^법적 

공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테러 법안을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제약이 더 많은 재정 및 

규제 체제를 시행하여 CSO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또는 인권운동을 하거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CSO 리더들을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CSO 주체들, 특히 아프

리카의 주체들은 국가 간 CSO 교류 및 지역적^세계적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야 할 때 비자를 제때

에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CSO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민주적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제 및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지키는 관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나 기준은 활발하고 효과적인 시민사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결사와 집회의 자유 보장

 ○ CSO의 법률적 지위 인정

 ○ 표현의 자유 보장

 ○ 이주의 자유 및 이동권과 여행권 보장

 ○ 국가 간섭 없이 활동할 권리 보장

 ○ 개발에 있어서 합법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찾고 확보할 법적 여지(legal space) 보장

공공 당국은 국제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나 단체 회원 혹은 직원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이를 보호해 주어

야 한다.

CSO는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권리에 관한 2010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CSO는 모

든 정부가 상기의 권리를 감독하기 위해 지정된 UN 보고관(Rapporteur)에게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 수원국 정부와 공적 공여자의 중점 사항

a)  CSO를 고유의 권리를 가진 개발 행위자로 인정

아크라 행동강령(AAA)에서 CSO를 고유의 권리를 가진 개발 행위자로 인정(20항)한 것은 CSO가 개발에 

있어서 뚜렷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중대한 진전이었다. CSO는 사회에 뿌리를 두고, 특히 가

*  이와 같은 원칙의 구성과 제시는 ‘시민 사회를 보호하는 국제 원칙’에서 나왔다. “시민사회 수호(Defending Civil Society)”라

는 2008년 2월에 나온 세계 민주운동 관련 보고서로 www.wmd.org/projects/defending-civil-society에서 볼 수 있다. 이러

한 권리는 UN 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과 기타 다자간, 역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다.

http://www.wmd.org/projects/defending-civil-society
http://www.wmd.org/projects/defending-civil-society
http://www.wmd.org/projects/defending-civil-society
http://www.wmd.org/projects/defending-civil-society
http://www.wmd.org/projects/defending-civil-society
http://www.wmd.org/projects/defending-civil-society


18   프레임워크

난하고 차별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매우 중요한 개발 행위자다. CSO는 보조적인 서비스 제공자이

자 사회 조직자로서, 또 모든 개발과정의 측면에서 시민 참여를 결집시키는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

는데 이러한 역할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정부는 고유의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

로 CSO의 전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민간영역과 같은 다른 주체와 CSO를 구분하여야 한다. 

b)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민주적^정치적^정책 대화 구축

개도국, 공여국 정부 모두 개발의 모든 단계 정치 및 정책 대화에 CSO가 포함되어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CSO는 개발 관련 지식을 널리 퍼트리고 또 창출하는 주체이다. 특히 CSO는 빈

곤층 남성, 여성 및 여아, 남아 그리고 소외계층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 및 우선과제 선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모든 주체들은 상호 이해와 신뢰, 공동의 지식을 키울 수 있는 민주적인 대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픈포럼 과정에서 CSO는 포용적인 정치 및 정책 대화에 심각한 장벽, 그래서 꼭 해결되어야 할 장벽을 

나열해 보았다. 모범이 되는 관행(good practice)을 기초로 CSO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필수 조건을 확인

해 보았다.
1.  다양한 의견, 특히 풀뿌리 기반 사회단체, 여성 단체, 원주민 대표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용

2.  목적과 과정의 투명성 및 명확성

3.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 계획을 포함한 정보 이용의 자유

4.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된 문서 제공

5.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의견 수렴

6.  다른 주체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책임 및 기여 인정

7.  이해관계자들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재원

정부 및 공여자들은 국가 상황에 맞는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 설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역 CSO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 정책에 대한 책임

정부는 개발 우선순위, 전략, 계획, 행동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포함한 굿 거버넌스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감시자(watchdog)의 역할로 CSO는 공적 자원이 빈곤 해소와 공평한 성장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쓰이도록 보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적 공여자는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이행 계획 등 공여 전략 

프레임워크와 계획에 있어 CSO의 위치와 역할을 정의하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d)  CSO 개발효과성 제고를 가능케 하는 재원 조달

공여 관계는 정의상으로 CSO에 대한 개발 재원에 대한 권한에 바탕을 둔 관계다. 공여자로서 CSO가 역

할을 할 때, 공적 공여자가 공평한 파트너십을 맺는 데 있어서 겪는 많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

지만 CSO도 역시 공적 공여 자금 지원양식과 정책에 영향을 받고 또 때때로 이로 인해 제한을 받기도 한다. 

CSO 개발효과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적 공여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1) CSO

는 공익을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핵심적인 제도 지원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결과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자금 

지원 2) CSO의 제안에 응하는 방식 3) 다른 규모의 CSO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CSO가 이용할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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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쉽게 납득할 만한 조화로운 방식 5) 지역 자원 동원을 증진 6) 정책 개발 및 애드

보커시를 포함한 CSO 프로그램과 혁신의 다양한 영역을 지원

소외계층을 옹호하는 활발한 시민사회는 공익이다. 정부들은 이와 같은 CSO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세제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지원을 하고 이로써 시민사회 주체들이 계속 활동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CSO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틀 잡아 주는 기준들에서의 진전

원조효과성 워킹 파티(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의 포용적인 다자간의 특성으로 인해, CSO의 

효과적인 개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

었다. 오픈포럼에서는 CSO 개발효과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우호적인 환경에 관한 다자간 테스크팀의 활동

과 2011년 3월에 체결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 보내는 핵심 메시지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고, 이는 CSO 

활동 기준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이고 중대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다자간 테스크팀은 5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기준을 발전시켰다. 1) CSO를 고유의 권리를 가진 독립적 개

발 행위자로 인정 2)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CSO가 효과적인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3) 공여자의 

CSO 지원모델 심화 4) CSO 개발효과성 강화 5) 책무성과 투명성 보장 – CSO의 이스탄불 원칙 이행과 일맥

상통하는 공동의 권고안에 따라 – (부록 3 참조 :  테스크팀의 주요 핵심 메시지 내용)

파리 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과 아크라 행동강령의 완전한 이행은 이미 조인국 정부가 CSO의 개발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CSO 개발효과성에 관한 CSO 오픈포럼은 모든 파리 선언 조인국

에게 이러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국가, 지역, 전세계 차원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 대화의 근간이 될 수 있고 이로써 CSO가 온전히 개발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과 규정, 정책 

및 관행을 내놓을 수 있다.

섹션 V :  앞으로 가야 할 길

오픈포럼을 통해 전세계 CSO는 특별한 자아성찰의 여정을 떠나 정체성과 역할, 효과적인 개발 행위자로

서의 CSO에 관한 원칙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가 전세계 CSO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

아 씨엠립(Siem Reap)에 모인 70개국 240명의 CSO 대표에 의해 전적으로 채택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이다. ‘실행 툴킷(Implementation Toolkit)’과 함께 본 프레임워크는 전세계 어디에서 활동

하는 CSO든 그 지역 시민과 전반적인 사회에 반응하고 또 평등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

를 제공하고 있다. 



20   프레임워크

모든 개발 행위자 – CSO, 정부, 공여자 – 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며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개발 결과를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이 주체들은 역동적인 CSO 영역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CSO는 이스탄불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 행위자로서 CSO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

국 부산에서 열릴 제4차 세계원조회의(HLF-4)에 참석할 것이다. CSO는 제4차 세계원조회의에 참석하는 모

든 정부에게 오픈포럼 과정을 인정하고, 개발에 있어서 시민사회 참여와 지원정책의 중요한 근간으로 이스

탄불 원칙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CSO는 HLF-4이후 이스탄불 원칙 이행과 감독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즉, 국가 및 분야별 회의, CSO 개발 관행에 관한 자체 논의, 자체 평가, 동료 간 검

토, 빈곤층을 직접 대변하는 단체를 포함한 개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논의될 것이다. 

모든 개발 행위자는 세계 인권 기준에 맞는 MDG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에 대한 책무

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발 관행을 개선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CSO도 여기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이 CSO는 경험과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책무성 메커니즘을 평가하고 개선할 

것이다. 이 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이 국가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과 개발 행위자로서 CSO

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를 수행할 것이다.

CSO는 개도국 정부와 공적 공여자, 다자간 기관이 CSO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과 이행중에 생기는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미해결된 CSO 개발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그

리고 개별적인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포럼은 HLF-4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위급 대화

를 계속 이어가자는 CSO 개발효과성 테스크팀의 제안을 환영한다.  

모든 개발 행위자는 개발 협력에서의 개혁을 통해 인권과 성평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

력해야 한다. 원칙과 기준 및 지침을 담은 본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개혁에 있

어서 중대한 CSO의 기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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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시민사회단체(이하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전세계 국가의 민주주의에 역동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SO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의 근간은 CSO가 개발행위자로서 갖는 중요한 특징들, 즉 자발적이고 다양하고 초당파적이

며 자치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변화를 위해 일하고 협력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들은 평화로운 시기나 분쟁 상

황 모두, 풀뿌리 현장에서부터 정책 애드보커시를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 영역, 그리고 인도주의적 긴급상황

에서부터 장기적인 개발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행에 지침을 제공한다.  

1. 인권과 사회정의 존중 및 증진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발전권을 포함하는 개인과 집단의 인권 – 존엄, 양질의 일자리, 사회정의 및 모

든 사람의 평등을 갖춘 – 을 증진하는 전략, 활동, 실천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효과적이 된다. 

2.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 및 성평등과 성형평성 구현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여성의 관심사와 경험을 반영시키면서 성평등을 구현하며, 여성들이 개발 과

정에서 온전히 역량이 강화된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집단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개발 협력을 증진하고 실천할 때에 효과적이 된다. 

3.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및 참여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민주

적 주인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사람들의 임파워먼트와 포용

적 참여를 지원할 때에 효과적이 된다. 

4.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생태적 온전성과 환경정의를 위한 사회 경제적^문화적 및 토착적인 조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포함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적 지

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우선순위와 접근법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효과적이 된다. 

5. 투명성과 책무성 실천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내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transparency), 다양한 측면에서의 책무성 

및 청렴성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줄 때 효과적이 된다.

*  이스탄불 원칙은 2010년 9월 28일에서 30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린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는 CSO 개발효과

성에 관한 오픈포럼 국제 프레임워크 초안의 기반이 되는 문건이다. 이 원칙의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임워크 버전 2에 포함되어 

있고, www.cso-effectiveness.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so-effective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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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등한 파트너십 및 연대 추구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자유롭게 그리고 대등하게, 공유된 개발의 목표와 가치들, 상호 존중, 신뢰, 조

직의 자율성, 장기적인 동반 관계, 연대,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CSO들 및 다른 개발 행위자들

과의 투명한 관계에 확고함을 보일 때에 효과적이 된다. 

7.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 배움 추구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개발 관행과 결과들에서 나온 증거를 접목시키고 현지 및 토착 지역사회들의 

지식과 지혜를 포함시키며, 혁신 그리고 자신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다른 CSO들 및 개발 행위자들로부터 배워 나가는 방법을 향상시킬 때 효과적이 된다. 

8.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 실현을 위한 노력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사람들을 위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결과와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개발 활동의 지속가능한 결과와 영향력을 실현

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는 유산(legacy)을 보존할 때 효과적이 된다.

이스탄불 원칙에 따라 CSO는 개발 관행을 개선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CSO의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개발 행위자들의 

정책이나 관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스탄불 원칙과 비슷한 취지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아크라 

행동강령을 내놓았다. 아크라 행동강령에서 각 국가와 정부는 CSO가 개발영역에서 충분히 모든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든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에서도 특히 결사와 집회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모여 효과적인 개발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스탄불, 터키

201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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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발에 있어서 CSO의 역할

CSO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결사 및 의사발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긴 조

직이다. CSO는 사회 연대, 사회 서비스 및 사회 참여의 통로로 시민들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민주적

인 사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CSO가 개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이자 CSO가 개발 행위자로서 갖는 신뢰의 근거이다. CSO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개발 행위자 및 CSO와 협력하여 CSO가 개발 영역에서 목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  지역사회와 빈곤층, 소외계층의 자활과 지역개발 혁신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지원. 

b)  지역 차원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 특히 질병예방 및 보건, 교육, 상하

수도와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 시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누

릴 권리를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다.

c)  소외된 풀뿌리 지역사회와 빈곤에 시달리는 주민들, 특히 여성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다. 이를 포용적인 역량 강화와 사회 동원화(social mobilization) 촉진, 지역 및 국가 개

발에 있어서 시민 의견 반영 및 공공정책에 시민참여 증진을 통해 실현한다.

d)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민간 영역, 지자체 및 다른 개발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합의한 개발 

우선과제와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e)  원주민의 권리와 그들의 잘 사는 삶(vivir bien – living well)의 개념을 포함한 문화적 가치에 깔린 영

적 가치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CSO의 지식, 이슈, 시각, 제안이 공공정책 의제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f)  지역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조사 및 정책 개발, 정책 대화, 소외계층에 대한 민주적 책임 촉구를 

통해 정부 및 공여자의 정책 및 개발 관행을 감시한다. 

g)  지식 창출, 정보 공유, 세계시민으로의 행동 장려를 통해 민주주의, 연대, 사회정의와 같은 사회 가치

를 교육하고 이러한 가치가 사회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h)  CSO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일이든, 현 CSO의 존립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든 국내외 자원봉

사자의 참여를 권장한다. 

i)  개발에 필요한 재원 및 인적자원을 찾고 활용한다. 여기에는 지역, 국가, 전지구적 차원의 직접적인 

CSO 수혜 혹은 공여 채널로서 개도국에서 국내 및 지역 자금원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j)  시민사회 내 혹은 시민사회 간의 CSO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상 주민들의 권리와 삶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책무성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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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SO 개발효과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관한 테스크팀의 주요 핵심 메시지 내용

17개의 핵심 메시지 중 테스크팀은 모든 개발 행위자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CSO를 고유의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인정하고 다자간 정책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한

다.

2)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CSO가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증진한다. 적어도 기존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지역적 제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한다.

3)  주인의식과 일치를 포함한 파리 선언 원칙이 CSO의 효과적인 개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우호적인 환

경을 줄어들게 하는 쪽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4)  고유한 권리를 가진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CSO의 역할을 증진하는 데 적당한 정책

과 요건을 통해서 CSO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여자 모델을 시행한다.

5)  CSO의 책무성을 보여 주기 위한 기존의 노력과 그동안의 진전 사항을 인정한다. 동시에 CSO는 계

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체 관리하는 책무성 및 투명성 메커니즘과 기준을 적극

적으로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다짐한다.

6)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과 그에 따른 지침 및 지표를 포함하여 원조 및 개발효과성 

원칙을 상황에 맞게 채택하고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CSO 스스로 규제하는 기준 및 수단을 시행하

고 감독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지한다. 

7)  모든 개발 행위자가 자신들의 원조 및 개발 노력에 대해 책무성을 가질 의무가 있고, 또한 서로의 책

무성을 증진시킬 책임도 있음을 인정한다.

8)  모든 이해관계자가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을 권한다. 정보 규정 및 자원 규모에 관한 각각의 

접근성과 CSO의 활동 유지와 CSO 및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 및 치안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지키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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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자료의 전문 또는 일부 번역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환영하며, 그럴 경우 다른 사람

들도 당신의 번역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본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벤토리에 담긴 자료들의 사용 및 배포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자료의 소유주에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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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은 CSO의 효과적인 개

발 실천을 정의 내리고, CSO들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의 최소 기준들을 구체화해 주는 원칙들을 공

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동시에 국제개발 협력 시스템 내에서 시민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 

세계 CSO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설립된 글로벌한 과정입니다.

오픈포럼은 2008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SO 효과성에 관한 탐색 회의에서 시작되어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 

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 포럼(HLF-3)이 열린 후, 개발효과성에 대한 CSO들 고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필요성에 부

응하여 2008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오픈포럼의 임무는 2011년 말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고위

급 포럼(HLF-4)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또한 이 과정의 결과들은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CSO 자체의 효

과성과 관련하여 영구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오픈포럼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  개발효과성을 위한 일련의 글로벌한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달성한다. 

2.  CSO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3.  CSO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하여 정부들에 대한 애드보커시를 실시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씨엠립(Siem Reap) CSO 합의(국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며 오픈포럼의 통합적인 결과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1

오픈포럼의 협의 과정은 29개 멤버로 구성된, 전세계 CSO 플랫폼의 글로벌 퍼실리테이션 그룹이 이끌었습니다. 3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무 기간 동안, 오픈포럼은 시민사회 스스로의 활동에 지침이 될 만한 공통의 원칙과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기준들을 찾아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 다시 말해, 무엇이 시민사회를 위한 개발

효과성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 국가, 지역 그리고 주제별 협의를 통해 전세계 수천 개의 CSO들에게 다가갔습

니다. 이 전세계적인 협의 과정은 최대한 많은 CSO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됨으로써, 오픈포럼의 과정이 정당하며 글로

벌 차원의 시민사회를 끌어안는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협의와 더불어 오픈포럼은 또한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활발한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CSO, 공여자, 정부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

다. 오픈포럼 협의 과정에 참여한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터키 이스탄불(2010년 9월)에서 

열린 제1차 오픈포럼 글로벌 총회에서는 전세계 CSO에 의한 효과적인 개발 활동의 기반이 될, 여덟 개의 CSO 개발효과성 

‘이스탄불 원칙(Istanbul Principles)’이 승인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에서 열린 오픈포럼 제2차 그리고 최종 글로벌 총회(2011년 6월)에서는, 여덟 개의 이스탄

불 원칙이 포함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최종 버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글로벌 총회 때 

시민사회 대표자들로부터 나온 추가 의견과 두 번의 글로벌 총회 사이에 열린 더 많은 국가, 지역, 주제별 협의 결과를 반영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제 프레임워크는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이 실행 툴킷과 CSO가 어떻게 국제 

프레임워크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자신들의 국가나 지역 맥락 속에서 보다 나은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에 활용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에 관하여

1 This document is available at: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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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서인 애드보커시 툴킷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최종 버전에 대한 합의 그리고 오픈포럼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는 CSO 

개발효과성 원칙과 실천방법에 대한 글로벌 시민사회 공동의 정리된 성명서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있는 비전을 성취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툴킷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원칙들을 실천으로 옮겨 나가면서 개발 행위자로서 자

신들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http://www.cso-effectiveness.org/-tookits,082-.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tookits,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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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무엇이며 그것은 본 툴킷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으로 알려진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형성된 글로벌하고도 온전히 참여적인 협의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다.3

2008년에 시민사회단체가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 오픈포럼의 3년간의 임무는 

전세계 모든 지역들에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음의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 CSO 개발효과성의 원칙들

 • 이러한 원칙들의 이행을 위한 지침

 • CSO가 개발에 있어서 자신들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여자들로부터 요구되는 우호적인 

환경의 조건들

그 결과로 생겨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시민사회가 프레임워크의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애드보

커시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에 더하여,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오픈

포럼의 글로벌한 접촉 범위와 온전히 참여적인 성격을 놓고 볼 때, 국제 프레임워크의 개발 기준들은 전세계에 있는 CSO들

에 의해 정당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CSO들이 국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도구가 마련되었다. 이 실행 툴킷은 오픈포럼에서 나

온 CSO의 모든 노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어떻게 원칙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애드보커시 

툴킷은 CSO들이 어떻게 국제 프레임워크 내의 시민사회 공간에 담긴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국가적 및 지역적 맥락 

속에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효과성과 관련된 CSO들의 업무를 위해 세 가지 자료 모두를 참고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툴킷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툴킷은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기를 바라는 모

든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CSO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과정

들에 참여한다. 그들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은 정부를 감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CSO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

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들은 연구를 수행한다. 모든 CSO들은 – 규모, 임무, 위치, 또는 활동의 

초점에 상관 없이 – 이 툴킷에 담긴 경험과 좋은 관행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왜 이 툴킷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 툴킷은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하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섹션 I: 
도입

3 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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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이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에 옮긴다면…

1. 당신의 CSO는 지역사회들의 권한 강화를 도울 수 있다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수혜자들이 개발에서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분석, 의사결정, 계획,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온전한 참여자들이다. 그들의 기여는 빈곤과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

결책을 규명하고 그것의 실행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더욱이 역량이 강화되고 존중을 받게 된 지역 사람들은 

자신감과 더 큰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2. 당신의 CSO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강화될 수 있다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당신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과 의욕

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보다 훌륭한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 준다. 더욱이 당신의 CSO가 여성, 장애

인, 그리고 종종 소외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당신이 취하는 접근은 보다 전체적이고 대표성을 띤 것이 되고, 프로그램들은 보다 실행 가능한 것이 된다. 이것은 당신의 

CSO를 – 그리고 당신 국가의 시민사회를 – 보다 지속가능하게 해줄 것인데, 그 이유는 당신이 사회변화를 위한 보다 폭넓

은 기반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3. 당신의 CSO의 파트너십이 향상될 수 있다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당신의 CSO가 상호 배움의 과정과 다측면적 책무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전하고 

상호존중하며, 만족스럽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준다. 신중하게 맺어진 파트너십은 CSO들 간, 공여

자와 수여자 간, CSO와 그들의 회원 간, CSO와 그들의 직원들 간, 그리고 개발효과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켜 준다. 

4. 당신의 CSO는 보다 환경적으로 책임 있게 될 수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내부 및 외부 절차들 가운데 포함시킴으로써, 당신의 CSO는 보다 적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고 배출

량을 감소시키며 돈을 아낄 수 있게 될 수 있다. 또한, 보다 녹색이고 건강한 환경은 삶의 질과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

을 향상시킬 것이다. 당신의 CSO는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진전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증가된 압력은 물

론,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나는 환경 법과 규제들을 따름으로써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분야에서 

당신의 CSO가 보여 주는 리더십은 당신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5. 당신의 CSO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증가할 수 있다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글로벌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위해 세워 놓은 기준들에 당신의 CSO가 도달하게 도와줌

으로써, 당신의 CSO가 동업자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안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준다. 공여자들 역시 CSO

들이 이스탄불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치 있고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그에 더해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CSO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오늘날 시민사회에 가해지는 정치적 탄압으로부

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효과적인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건실한 기록을 가진 CSO들은 자신들의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은 물론,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보다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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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과 당신의 CSO 동료들은 보다 나아지도록 고무될 것이다 

이 툴킷은 오픈포럼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그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추천한 통찰력, 경험, 좋은 관행 및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한다. 그들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거기에는 기술, 지식, 경험, 자원봉사, 직업의식, 아이디어, 창의성, 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 툴킷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훌륭한 활동에 대한 축하이자, 보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격려이기도 하다. 그

것은 모든 CSO 각자가 개발효과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여정에 합류하도록 하는 초대이자 자극인 것이다. 

7. 개발효과성은 심화될 수 있다 

보다 중요하게,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하려는 의식적이며 진정하고 꾸준한 노력은 개발효과성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아

야 한다. 철저한 심사숙고, 분석 및 계획은 당신의 CSO가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고 빈곤과 분쟁의 근본원인을 보다 잘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당신의 CSO는 개발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습 조직이 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이 원칙들은 CSO들의 활동에 추가가 되는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CSO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구상하고 실행

하는 방식이 된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진정한 노력 – 단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이 아

니라,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일하겠다는 훨씬 더 어려운 다짐 – 이 요구된다. 

이 툴킷은 어떻게 디자인되었나? 

이 툴킷은 CSO들이 이스탄불 원칙을 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CSO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정을 위한 단 하나의 ‘지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CSO들은 

규모, 목적, 지리적 장소, 철학에 있어 다양하다. 그에 더해서, 개발과 관련된 도전들도 상황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이스탄불 

원칙이 의미를 가지려면 각각의 CSO에 따라 지역에 맞게 그리고 독특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추구

해야 하는 원칙들에 담긴 정신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존재하지만, 각 원칙의 의미는 독특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영

적 제약과 기회들은 물론이고, 고유의 국가, 지역, 언어, 그리고 조직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툴킷은 “워크북”의 접근을 취함으로써 당신이 그 원칙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내내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개발효과성과 관련하여 당신의 CSO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긴박한 이슈들은 무엇인가? 당

신의 CSO는 어떻게 근본 원인들에 대처할 수 있는가? 당신의 CSO는 어떻게 목표와 활동들을 결정하고 측정할 것인가? 

당신의 CSO는 당신의 지역사회(수혜자, 직원, 회원, 지역사회, 동배, 자금제공자, 정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책무를 다

할 것인가? 

이 도입 부분을 지나면, 당신은 8개의 이스탄불 원칙 각각에 할애된 장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각각의 장은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 국제 프레임워크에서 승인받은 원칙들의 정의와 그것의 지침 설명. 그러므로 이 툴킷을 사용하는 동안 국제 프레임워

크를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그리고 조직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 질문들

 • ‘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Open Forum Voices)’ - 오픈포럼 협의 과정에서 공유된 유익하고도 도발적인 개념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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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 원칙에 대해서 서로 다른 CSO들이 가지는 해석의 깊이와 폭은 물론, CSO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상기

시켜 준다. 

 • 그 원칙을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신의 CSO가 선택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목표들의 범위

를 제시하는 표

 • 그 원칙과 관련하여 당신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들을 고안하는 데 활용할 참조자료

 • 이러한 각 단계마다 당신의 CSO가 더 많은 아이디어, 좋은 관행, 모델, 방법론, 기준, 체크리스트, 연구 등을 위하여 사

용할 수 있는 자료들의 목록이 수록되었다. 

 • 마지막으로 각 장은 개발 현실의 복잡성과 이스탄불 원칙에 부합하는 개선의 기회들을 보여 주는 가상적 예시로 마무

리된다.

이 툴킷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많은 CSO들은 이스탄불 원칙에 진지하게 동의하며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다른 많은 이들은 자

신들이 이미 이스탄불 원칙을 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여전히 남아 있는 도전들

에 대해 모르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원칙들이 ‘전문적인’ 또는 ‘기술적인’ 개발의 방향과는 다르며 오히려 사회정의

적인 접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새롭고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스탄불 원칙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맺고 있든간에 모든 CSO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계속해서,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

신들의 관행에 대해 숙고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향상이라는 가치가 내부적으로 자리잡

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스탄불 원칙을 활용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나 의도 그 이상이며 그저 단 한

번뿐인 연습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사려 깊은 계획과 명백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조직 차원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데, 습관과 시스템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

다. 기존의 좋은 관행들에 더해지기 위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향상 – 그리고 그것들의 

지속가능성 – 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노력과 책무성이 없다면, CSO들은 자신들이 실제 개선시키고자 했던 문

제에 대해 오히려 현상유지(status quo)를 고착화하는 데 자신들도 모르게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효과성과 관련된 노력은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툴킷의 지침과 자료는 다음에 유용하다.

 • 당신의 CSO 내부에 있는 비생산적인 사고와 숨겨진 편견들에 도전하기

 • 지금까지 사용해 온 전략들을 재검토하기

 • 당신의 CSO 내에서 개발효과성을 위한 새로운 목표들을 규명하기

 • 그 원칙들에 비추어 당신의 CSO의 내부 운영을 평가하기

 • 개발 활동의 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 얻기

어떤 CSO들은 이 툴킷을 조직의 포괄적인 개발사업 과정의 지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다(그러한 경우 그들은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결과에 직접 관련이 없는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신속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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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결과들을 산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만일 지속될 경우), 많은 CSO들은 여기에 투입할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다른 CSO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원칙들을 하나 하나씩 다루려 할지 모른다. 또 다른 이들은 기능적인 초점을 가

지고 일할지 모른다(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현장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의 모든 점들에서 그 원

칙들을 구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 하나의 옳은 길이란 없다. 

그러한 이유로 비록 성과와 개선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기준 설정과 지표 설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툴킷에서는 기

초선(baseline)이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자원과 상황에 맞추어서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최상의 기준들 

찾아내는 것은 각 CSO의 책임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CSO들은 어려운 질문들을 그냥 넘겨 버리려는 유혹을 느끼거나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단지 

읽어 넘기기만 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각각의 대답은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당

신의 심사숙고, 연구 그리고 분석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할 때, 대답들은 당신이 가졌던 이전의 사고를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다. 더욱이 이 툴킷에 나오는 자료들은 연구를 위한 기술과 여유의 시간을 가진 사람

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미 이용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신의 결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의를 넘어서, 이 원칙들에 확신을 둔 CSO들은 책무성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른 CSO들에 의한 동료 모니터링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 그리고 CSO 영역 전반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역량을 키워 나가게 

해 주는 가치 있고도 덜 활용되어 온 도구이다. 핵심은 바로 직접 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툴킷을 사용할 때, 이러한 제안들을 고려해 참조하라.

1. 각각의 원칙을 나머지 다른 원칙들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적용하라 

당신이 인권과 사회정의(원칙 1)에 대한 당신의 노력을 점검할 때, 당신의 파트너들을 그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시키고(원

칙 6) 수혜자, 파트너, 공여자들과 함께 상호 배움의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라(원칙 5와 7). 당신이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를 증

진(원칙 2)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들을 재평가할 때, 계획을 위한 모임들의 개최 방식은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

식 그리고 참여(원칙 3)에 초점을 맞추며,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원칙 4) 것이 되게 하라. 만일 이 툴킷을 사용하는 과정에

서 그러한 원칙들에 대한 존중이 나타난다면, 그 과정은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원칙들을 이해하고 당신의 CSO가 그 원칙들

을 실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수혜자, 직원, 회원 그리고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 언제나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인 이슈들을 고려하라 

각 원칙은 외부적인 (프로그램) 활동은 물론 당신의 CSO 내부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당신의 

CSO 내에서 ‘녹색’ 사무실 운영 및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은 프로그램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이에 더해,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책무들을 맞춰 나가는 일은 조직적인 통일성과 신뢰성을 강화시키

면서 현재와 미래의 계획들에 대한 강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준다. 

3. 근본 원인을 고려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라 

개발은 빈곤, 불평등, 소외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근본 원인들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근본 원인들에는 사람들과 나라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 무제한의 자본주의, 식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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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잔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들에 대한 민주적 주인의식의 부족, 국제적 및 국가적 의존, 그리고 사회정의의 결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권력(power)을 고려하라 

권력 불균형은 CSO 내부, 같은 나라의 CSO들 사이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파트너 CSO들 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억제되지 않은 권력 불균형은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관리자들 ; 수혜자들을 평가절하하는 CSO 직원, 여성들

이 찍 소리도 못하게 하는 남성들, 외부의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현지 CSO들을 고용하는 공여자 중심의 국제시민사회단

체들(ICSOs) ; 막강한 CSO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강요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는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규칙들 ; 문화적 강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인식되지 못하는 권력 불균형은 개발 노력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5. 당신의 전략을 철저한 분석에 근거하게 하라 

폭 넓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CSO가 

활동하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분명 성과를 거두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CSO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노력들

이라는 맥락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전략들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한 정보원에 의존하고 다른 

의견을 통합시키는 것은(특히 풀뿌리 CSO들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다)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것을 도우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이 무엇인지 드러내 준다.

배움(그리고 낡은 생각과 태도를 버리는 것)을 위한 정보의 출처는 순서에 상관없이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직원과 이전의 

직원 ; 수혜자 ; 회원 ; 정부 차원의 연구와 통계 그리고 전략과 평가들 ; 연구, 성명서, 사업 제안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 ; 컨설

턴트 ; 사례 연구 ; 지역 CSO들, 국제시민사회단체들(ICSOs, 공여자 또는 다자간 기구들에서 나온 평가 ; 지역 및 외국 언어들

로 된 지역과 국제적인 미디어 ; 학술적인 그리고 비학술적인 출처들에서 모아진 연구 ; 파트너, 이전의 파트너 그리고 잠재적인 파

트너 ;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룹들(동료들). 

비고 : 만일 당신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국가/문화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속한 것은 물론, 일하고 

있는 국가/문화에 대한 답변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당신의 국가/문화에 대한 질문들을 충분히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것은 당신이 당신의 활동 속에서 작용하게 하고 있는 가정, 믿음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

문이다. 비슷하게, 당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의 규모와 유형은 당신이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예를 들어, 그 

원칙들의 실행은 여러 국가들에서 일하는 국제적인 CSO의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작은 조직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될 것이다). 

6.  각각의 원칙에 있어 진전을 인정하고 이전의 노력들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하라. 그러나 또한 

더 많은 향상을 추구하라 

이미 그 원칙들을 증진시키고 있는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다

른 이들도 동참하도록 격려하며 성공 사례들을 제도화하며, 지속적인 배움을 증진시킨다. 동시에, 모든 CSO들은 언제나 계

속해서 향상될 수 있다. 숙고해볼 만한 점들로는 사각지대, 고정관념 그리고 무지 ; 자원(예를 들어, 시간, 재정, 지식, 정치적 또

는 개인적 의지)의 부족 ; 그리고 개인들 간 또는 조직들 간의 권력 불균형과 종속의 문제가 있다. 특히 (지역 또는 국제 CSO 내

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말한 것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력 불균형이 자신들 주위에 있는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의 피드백과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비판적이고도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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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서의 목표 대상은 변해가며, 거기에는 항상 더 진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CSO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면(원칙 1), 이 목표는 조직적인 차원(장애를 가진 직원 채

용)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모든 사람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양질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행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7. 전략적이 되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CSO와 당신의 국가에 있는 시민사회와 당신의 파트너 조직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는지를 고려하라. 당신이 속한 CSO의 리더가 초기부터 동참하도록 만들라. 그들은 자원을 분배하고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

드는 것 이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 솔선수범해야만 한다.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을 지지하는 이들

로 구성된 연합체를 반드시 만들어라. 테스크팀을 형성하거나 내부의 ‘영향력 있는 조력자’를 찾아내는 것도 유용함이 밝혀

졌다. 또한, 당신의 CSO 밖에 있는 이들 중에 그 원칙들에 대한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양성하라. 그 원칙들에 대한 반대자들

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규명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과 함께 윈윈 해결책을 협상해 나가라.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대에 대처하기 위한, 그 자체로서 그 원칙들에 내포된 가치들을 반영하는 전략을 개발하라.

8. 합리적이 되라 

변화는 빠르게 또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약속할 수 있는, 야심차지만 현실적인 목표들을 정하라. 사람들은 종종 

변화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변화들 가운데 직원, 수혜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반드시 동참시키고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하지는 마라. 좌절과 저항을 예상하라. 융통성과 장기적인 시각이 요구와 처벌보다도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장벽이 아니라 반가운 변화로, 당신의 업무의 일부로 여긴다면 당신은 어려울 때라도 그 

과정에 고착할 수 있을 것이다. 

9.  당신의 사고, 의사결정 그리고 계획을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철저한 검토 아래 두라 

직원, 수혜자, 동배, 파트너 단체, 독립적 외부인 그리고 공여자들로부터 다양한 범위의 시각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하고 

확인하라. 그들의 의견은 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 설정 안에서 제시될 수 있다. 당신이 그들의 피드백

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를 알려 주고 진전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도록 하라. 

10.  계획을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분명한 시스템을 갖춘 모니터링 및 책무성 절차를 포함시켜라 

CSO 개발효과성을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데 있어 제도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각각의 테스크에 누

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개발효과성은 당신의 CSO의 정기적인 일정과 예산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많은 CSO 직원들은 과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테스크들에 자원을 더 부여해 주는 것, 예를 들어, 시간, 지원, 예산, 훈

련, 직무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성과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CSO가 

제도화하고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들이다. 다측면적 책무성은 이스탄불 원칙들에 있어 핵심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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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

인권과 사회정의를 존중하고 증진한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발전권을 포함하는 개인과 집단의 인권 – 존엄, 양질의 일자리, 사회정의 및 모든 사람

의 평등을 갖춘 – 을 증진하는 전략, 활동, 실천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효과적이 된다. 

개발 활동에 대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많은 CSO들에 의해 채택되고 실행돼 왔다. CSO들은 전체론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함에 있어 정부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들은 

불평등, 취약성, 배제, 특정한 편견에 근거한 차별과 같은 빈곤의 구조화된 원인들을 다룬다. CSO들은 UN의 인권 시

스템에 근원을 둔 중요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들을 참

조하는데, 여기에는 발전권 선언, 아동권리 선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들,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그리고 지역 차원에 존재하는 인권 협의들이 포함된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가운데 인권과 사회정의를 맥락화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질문들

인권과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

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의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나

가야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 및 당신의 CSO가 가진 독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해 당신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다(또는 당신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또한,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시각들은 인권과 사회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당

신이 진척을 이뤄내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료한 목표, 지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당신의 CSO가 일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인권 보호가 기존의 법, 규정, 정책, 사회구조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법적 및 사회

적 메커니즘들은 무엇인가? 어떤 국제 기준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것들은 거부되고 있는가? 왜 그러한가(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인권의 실행이 어느 정도로 논쟁이 되고 있으며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가? 일부 그룹들의 권리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우

선시되고 있는가? 어떤 그룹들인가? 왜 그러한가? 

 • 인권이 일상과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있는가? 인권에서의 어떤 격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어떤 격차인가?

 • 인권과 사회정의의 어떤 측면이 당신이 일하는 환경 속에서 개발효과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섹션 II :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 CSO의 맞춤식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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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에 정책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18, 19, 39, 

49, 79, 81, 82, 84, 86, 87, 106, 107, 109, 122, 128, 129, 130, 136, 155를 참고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을 가진 당신의 CSO에 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조직 내에는 인권과 사회정의의 정의(

定義)와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 인권과 사회정의와 관련한 당신의 CSO의 현재 목표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CSO의 조직적 정책, 관행 및 매일의 업무 

속에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열의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나타나는가?

 •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CSO의 목표, 활동, 접근방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 어떤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당신은 사용하고 있는가?

 • 당신의 분석에 비춰 볼 때, 당신은 앞으로 다측면적 책무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당신은 인권과 사회정의의 어떤 또 다른 점들이 당신의 CSO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도전이 되는 것과 차이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 및 자가 평가(self-assessment)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63, 67, 72, 77

을 참고하라.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인권과 사회정의의 어떤 측면들이 당신에게 깊이 다가오며 어떤 것은 낯설고 관련성이 덜하다고 느껴지는가? 왜 그러한

가? 이것은 당신이 인권과 사회정의를 증진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고하라. 

원칙 1 :
인권과 사회정의를 존중하고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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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특정한 인권적 임무를 지니지 않은 조직들조차 자신들이 하는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인권과 사회정

의를 다룰 필요가 있다. 

당신의 활동이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근본 원인을 겨냥하도록 하라. 

인권 활동가들은 그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한다. 

CSO 조직 내부적으로는 물론 프로그램의 분석, 디자인, 실행을 통하여 인권적 접근들을 증진시켜라. 

북반구의 CSO들은 본국 정부들에게 개발 협력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려움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바

꾸도록 로비해야 한다. 

인권 활동들을 국제적인 협약, 합의, 기준들의 맥락 속에서 고안하라. 이는 당신의 요구를 강화해 주

며 당신의 목소리를 글로벌한 인권 논의에 포함시켜 준다. 

인권적 의무를 다할 정부들의 책무에 대해 물음으로써,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증진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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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분석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의 모든 차원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것을 

포함시킨다.

 • 스스로의 발전을 결정할 사람들의 권리

 •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

 •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 생식 보건과 권리, 아동 사망 근절, 모성 건강 증진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

 • 지속가능한 생계

 •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근로조건

 • 성적인 착취 및 인신매매 근절

당신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목

표 대상 그룹을 포함시킨다. 

장애인 ; 아동, 특히 여아 ; 착취적인 근로조건하의 노동자, 성매매업 종사자 ; 지방 및 중앙 정부 그리고 제3자(예를 들어, 

다국적 회사, (준)군사 조직체)에 의한 학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인권 활동가를 포함하는 개인 ;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 원주민 ; 종교적 및 민족적 소수자 ; 난민 ; 비자발적 국내 이주자(IDP)

인벤토리에 인권과 사회정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 3, 7, 9, 13, 24, 25, 36, 37, 39, 42, 44, 58, 63, 

64, 76, 85, 93, 94, 95, 108, 126, 127, 145, 151, 153, 156, 159, 165, 166, 167, 170을 참고하라.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당신의 CSO의 목표를 정하는 방법

당신의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당신은 당신의 

CSO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그리고 이 분야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당신의 CSO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을 정

할 수 있다. 

 • 당신과 당신이 속한 CSO는 인권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향후 1년 동안 어떤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와 당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환경 두 가지 모두에서)을 이뤄내고 싶은가? 

 • 이러한 목표들은 당신의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

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당신의 목표들은 인권 침해와 사회정의 부족의 근본 원인들을 다루고 있는가? 

다음의 표는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설정 가능한 목표들과,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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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시된 것이다. 당신이 

정하게 될 실제 목표들은 당신이 속한 CSO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인권과 사회정의의 존중과 증진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목표 [예시]

1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직원들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

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

진하기 위한 내부 절차들이 마

련되어 있다. 

인권과 사회정의의 증진이 직

원들의 성과 평가 과정에 통합

되어 있다.  

파트너들이 인권과 사회정의 이

슈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인권과 사회정의의 가치들이 

파트너십 속에 통합되어 있다. 

인권과 사회정의 지표들이 파

트너십 및 프로그램 활동의 평

가 속에 통합되어 있다. 

수혜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

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동의

(informed consent)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과정

에서 권리 보유자들의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들이 마련되어 

있다. 

수혜자들에 대한 책무성 메커

니즘들이 사용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이차적 수혜자

들)에 대한 책무성 메커니즘들

이 사용되고 있다. 

모든 활동들이 인권 기준에 기

초해 있다.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한 옹호

(advocacy) 활동이 증가한다.  

인권 침해들이 기록되고 보고

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지방과 

중앙 당국들이 인권을 존중한다. 

장애인들이 정책, 법, 서비스들

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국가 차원의 장애 관련 전략 및 

행동 계획이 채택된다. 

보건 전문인, 지역사회 활동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장애 

및 인권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장애와 인권에 대한 연구가 심

화되며, 지방 및 중앙 당국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특정 소외된 그룹들과 관련

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

(access)에 관한 세부화된

(integrated) 정보가 이용 가능

하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보건, 보

험 등)이 소외된 그룹들을 포함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

능(available)하며 접근 가능

(accessible)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구 내의 다른 

이들과 동일한 (긍정적인) 보건 

지위를 갖는다. 

정책 입안자들이 소외된 그룹

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

고 있다. 

장애 아동의 부모와 교사들이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알고 

있다. 

포용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구

조에 대해 충분한 정책 및 자금

이 제공된다. 

소외된 아동, 장애아, 그리고 

여아들의 문맹률이 감소한다. 

인권 옹호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존재한다. 

시민사회를 위한, 권리에 기반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 

권리에 기반한 법적 프레임워

크가 실행되고 모니터링된다. 

국가가 인권 옹호자들과 시민 

사회 대표자들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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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North)’와 ‘남반구

(South)’에 글로벌 시장과 빈

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이 존재한다. 

현지 / 지역 시장들(l o c a l 

markets)과 농업, 어업, 임업

의 다양성이 강화된다.  

식량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가 

있다(affordable).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생계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다. 

가난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

성들이 양질의 모성 케어에 대

한 접근성을 가진다.  

모든 병원들, 특히 공공병원, 

이 전문화되고 좋은 장비를 갖

춘 모성보건 부서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여성들을 위한 모성보건

이 향상되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

로 싸울 수 있다. 

근로자들은 건강하고 제대로 

된 조건 속에서 일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기본적 인권

과 근로자의 권리들을 누린다. 

국제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개/발표할 의무가 실행된다. 

국제 무기 거래, 인권 침해, 그

리고 해외 무역 수지 사이의 연

관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존

재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이나 집

단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가 

실행된다. 

소수 민족들의 관심사가 다루

어진다. 예를 들어,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의 언어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여러 언

어들로 가능하다. 

교육 자료(교재)들이 소수 민족

의 언어들로도 이용 가능하다.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교육 및 정치 시스

템 안에 통합된다. 

 인벤토리에 목표들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39, 45, 49, 66, 80, 81, 85, 86, 

96, 97, 98, 99, 102, 103을 참고하라.

당신의 CSO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라. 당신의 CSO

의 조직구조, 계약, 자원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점들에 ‘인권과 사회 정의’라는 렌즈를 

적용시켜라. 

 • 당신의 행동 계획의 각 단계마다, 당신이 직면할지 모르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 심사숙고,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켜 나갈 방안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표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

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한 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를 고

안할 때 참여적인 방식으로 목표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대개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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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자

 • 회원

 • 동료, CSO 플랫폼/연합체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당신의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 3, 4, 5, 7, 8, 9, 13, 17, 19, 21, 23, 34, 35, 36, 39, 43, 47, 50, 51, 59, 63, 69, 70, 71, 73, 78, 79, 82, 91, 92, 100, 

110, 112, 113, 114, 115, 122,125, 128, 130, 132, 133, 135, 151, 152, 154, 155, 156, 158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48, 72, 75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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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한 국제 인도적 단체의 국가 사무소가 현지 지역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식량 패

키지를 배분함으로써 분쟁지역들에서의 식량안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제 직원들

은 종종 수혜자들의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와 끊이지 않는 사기 문제로 실망하곤 하였다. 

‘문제 수혜자’라는 화제는 국제 그리고 현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마침내, 국제 직원 한 명이 현지 

직원들에게 어째서 수혜자들이 그토록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 직원들은 현지 수혜자들

과의 미팅을 주선하였고, 그동안 공여자들에게는 전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영향력이 크며, 혁신적인 식량지원 프

로그램들 중 하나로 광고된 이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현지 수혜자들도 이

야기하기를 꺼려했으나, 곧 그들은 분노에 찬 불만들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미팅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에도 현지 직원들은 그 미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참석한 모든 이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

었다. 현지 수혜자들은 장기 식량지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하였

다. 그들은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는 자급자족할 수도 있었지만, 분쟁으로 인해 토지와 물에 접근하지 못하

고 있었던 것이다. 미팅 이후, 그 국제 인도적 단체는 어떻게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는 계속

된 회의들에 해당 수혜자들을 초대하였다. 

그들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토지와 물에 대하 농부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애드보커시 요소를 추가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현지 수혜자들이 토지와 물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그들 자신의 경험과 요구들을 국제적인 미

팅, 언론, 그리고 다른 장소들에서 대변하도록 지원하였다. 수혜자들은 그 식량안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강한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고 부패한 관행들에 맞서 사회적 압력을 가하였다.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정의적 접근은 현지 수혜자

들이 온전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하였고, 이로써 보다 확대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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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구현한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여성의 관심사와 경험을 반영시키면서 성평등을 구현하며, 여성들이 개발 과정에서 온

전히 역량이 강화된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그들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개

발 협력을 증진하고 실천할 때에 효과적이 된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해결하고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를 실현시킴으로써 – 모든 측면에서 –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

은, 지속가능한 개발 결과들을 이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여성과 여아들의 취약성과 소외는 경제적 차별, 유해한 

전통 관습, 성적 착취와 성에 기반한 폭력을 포함하는 차별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영구화된다. 성평등을 통한 여성

의 임파워먼트는 여성과 여아들에게 기회, 자원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킨다. 여성

들이 하나의 동질적 그룹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CSO들은 여성들, 특히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그룹에 속한 여성

들의 역량 강화, 안전 및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SO들은 또한 남성과 소년

들이 중요한 파트너이며 그들의 온전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CSO들도 성불평등과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성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별적 법, 정책, 관행들과 씨름하면서, 남자와 여성들 사이의 권력 불평등을 시정하

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참여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의 권리와 필요가 제기되고 옹호되는 것 그리고 CSO들

의 문화가 그 핵심으로부터 성평등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 많은 경우 여성들의 생식 권리를 

포함하여, 여아와 젊은 여성들의 권리와 기회들이 CSO들에 의해 분명하게 포함되는 것이 성평등과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이다. 여성단체 및 운동들은 개발에서 핵심적인 주체이며, 특히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민주

화를 위한 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가운데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맥락화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질문들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의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아래의 질문들은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 그리고 당신의 CSO가 가진 독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것은 당신

의 개인적 경험과 시각들인데, 그것들이 성평등과 성형평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철저한 분석은 당신이 진척을 

이뤄내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료한 목표, 지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여성의 권리

원칙 2 :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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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기존의 법, 규정, 사회구조 내에 성평등과 성형평성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실행되

고 (또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 당신의 분석에 의하면,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가? 어느 여성 그룹들이 다

른 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가? 누구의 권리가 특히 경시되고 있는가? 왜 그러한가?

 • 여성, 성평등, 성형평성이 일상의 생활과 관계들 속에서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 성적 권리들 내의 무슨 격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격차는 무엇인가?

 • 성평등과 성형평성의 어떤 측면들이 개발효과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가?

인벤토리에 정책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8, 19, 20, 21, 

27, 54, 79, 81, 84, 86, 87, 90, 99, 106, 107, 108, 109, 120, 121, 122, 126, 128, 129, 130, 136, 155를 참고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을 가진 당신의 CSO에 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조직 내에는 ‘성평등’과 ‘성형평성’의 정

의와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당신은 여성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사이 ‘동

등한 숫자’ 그 이상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젠더 이슈들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을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 성평등과 성형평성과 관련하여 당신의 CSO의 현재 목표들은 무엇인가? 위의 분석에 비춰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들

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추가적인 목표들이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성평등과 성형평성에 대한 당신 CSO의 열의가 어떻게 당신 CSO의 조직 차원의 정책, 관행, 그리고 매일의 업무들 속

에 내부적으로 드러나는가? 

 • 도전이 되는 것과 격차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과 자가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54, 77, 81, 87, 96, 126을 참고하라. 

당신 개인의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 성평등과 성형평성의 어떤 측면들이 당신에게 깊이 다가오며 어떤 것은 낯설고 관련성이 덜 하다고 느껴지는가? 왜 그

러한가? 이것은 당신이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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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성평등과 성형평성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하다. 

여성을 단지 취약하다거나 피해자로만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의 힘, 지혜, 행위주체성, 존엄, 그리고 

업적들을 기억하라. 

성평등과 성형평성은 모든 CSO들에게 있어 주된 접근으로써 중요한데, CSO의 모든 측면에서, 그

리고 심지어 그 CSO가 ‘여성단체’가 아니라 해도 그러하다.  

성평등은 동등한 숫자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동등한 권력 공유, 그리고 자원의 분배

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 이상의 성 역할 모델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사실상 

모든 이들 – 리더, 직원, 회원 및 참가자들 – 의 것이어야만 한다.

성별의 관점은 여성, 남성, 권력, 정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여성들을 공직에 당선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성에 상관없이 여성의 권리에 헌신전인 사람들

을 당선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여자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제기하라. 

여성들은 다양하다. 장애 여성, 나이 든 여성, 가난한 여성 등 소외된 이들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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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분석 가운데 성평등과 성형평성의 모든 차원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차원을 포함시킨다.

 • 사회와 제도 전반에 걸친, 권력과 자원의 평등한 분배. 이것은 직위, 기회(예 : 교육, 경력),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소유

권, 유산, 가족 및 아동을 돌보는 책임, 국가기관들에 대한 접근(예 : 사법 및 선거 제도), 그리고 임금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 평등은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 예를 들어, 성평등은 의료 진료와 보험에 대한 평등하고 성에 적합한 접근뿐 아니라 인적 및 금전적 자원의 성 인지적 

분배를 요구한다.

 • 여성과 여아들은, 예를 들어 명예 살인이나 여아들에 대한 태만을 포함하는 성적 착취와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

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그들의 성적 및 생식 권리들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목표 대상 그룹을 포함시킨다. 

여아 ; 어머니들과 그들이 이끄는 가정들 ; 미혼 여성 ; 나이든 여성 ; 여성 농부 ; 난민 및 비자발적 국내 이주자(IDP) ; 미등

록 거주자 ; 외국인 노동자 ; 문맹 여성 ; 장애 여성 ;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 전환자 ; 가난한 여성 ; 소수 인종 또는 소수 종교

에 속한 여성 ; HIV/AIDS 환자 ; 여성단체들. 

성평등과 성형평성 증진을 위해서는 남성과 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인벤토리에 성평등과 성형평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6, 10, 12, 18, 23, 24, 25, 26, 27, 31, 37, 

45, 46, 49, 50, 57, 62, 85, 89, 95, 108, 117, 118, 119, 145, 151, 152, 153, 154, 156, 159, 160, 165, 166, 167, 

170을 참고하라.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위해 당신의 CSO의 목표를 정하는 방법

당신이 속한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당신은 당

신 CSO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그리고 이 분야 내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당신의 CSO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

을 정할 수 있다. 

 • 당신과 당신의 CSO는 성평등 및 성형평성과 관련하여 향후 1년 동안 어떤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와 당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환경 두 가지 모두에서)을 이뤄내고 싶은가? 

 • 이러한 목표들은 당신의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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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당신의 목표들은 성불평등과 불공평의 근본 원인들을 다루고 있는가?

아래의 표는 성평등과 성형평성의 증진을 위해 설정 가능한 목표들과,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장기

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시된 것이다. 실제 목표

들은 당신의 CSO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성평등과 성형평성의 구현과 증진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목표 [예시]

1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성에 기반한 분석과 접근들을 

적용한다. 

CSO의 임무, 정책, 프로그램, 

관행들이 성평등과 성형평성

에 근거하고 있다. 

직원과 파트너들 가운데서, 여

성들이 동일하게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직책을 맡는다. 

CSO가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향한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를 받는다. 

성 그리고 관련 세분화된 정보

가 수집되고 유포된다. 

파트너들이 성평등과 성형평

성에 대해 훈련을 받는다. 

성평등과 성형평성 지표들이 

프로그램 활동의 평가 내에 통

합된다. 

정부 예산이 성적 함의와 관련

해서 모니터링되고, 개선을 위

해 도전을 받는다. 

파트너들이, 소외된 여성들을 

포함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에 충실히 임한다.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 여

성의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들

이 작동된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수반된, 수

혜자들에 대한 높은 기준의 책

무성이 실행된다. 

여아와 남아들은 모든 사람들

을 성별과 관계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도록 양육받는다. 

대중이 여성을 행위주체로뿐 아

니라 취약계층으로 인식한다. 

여성들은 사적 그리고 공공장

소들에서 - 사람들이 많이 모

여 있든 혼자이든 상관없이 - 

안전하다. 

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은 위협

과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받

는다. 

여성들이 공적 및 사적 영역에

서 리더의 직책을 맡는다.  

경제위기 기간일지라도 여아

들이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

는다. 

여성들이 보수를 받는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여성들은 동등한 급여와 경력

을 쌓을 기회들을 누린다. 

경제위기 기간일지라도 여성

의 취업이 보장된다. 

여성의 보건 및 생식 관련 이슈

들에 대해, 성별로 세분화된 자

료가 존재하며 배포된다. 

여성들이 양질의 보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문제

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여성들이 모든 보건서비

스들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여성들이 국내법과 국제기준

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들을 알

고 있다. 

여성들은 정치적 이슈들, 그리

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투표하며, 

정치체제 내에서 민주적인 선

택권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지역, 국가, 국제기관

들에 선출되어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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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에 목표들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17, 18, 28, 45, 49, 52, 61, 96, 

97, 98, 99, 102, 103을 참고하라. 

당신의 CSO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정하라. 당신 CSO의 

조직구조, 계약, 자원 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측면들에 ‘성평등과 성형평성’이라는 렌즈

를 적용시켜라. 

 • 당신의 행동계획의 각 단계마다, 당신이 직면할지 모르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 심사숙고,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켜 나갈 방안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표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

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한 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를 

고안할 때 참여적인 방식으로 목표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대개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 수혜자

 • 회원

 • 동료, CSO 플랫폼/연합체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당신의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

호 2, 3, 4, 5, 6, 7, 13, 18, 22, 23, 28, 35, 39, 45, 46, 49, 50, 51, 63, 68, 69, 78, 79, 82, 91, 92, 95, 100, 110, 111, 

112, 113, 114, 115, 125, 126, 128, 130, 132, 133, 134, 135, 151, 152, 154, 155, 156, 158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설정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12, 4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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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중간 규모의 한 전국단위의 CSO는 여성들이 적절한 생활비를 벌고 가정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

록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최대한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운영비를 낮게 유지하고 저임금의 시간제 근무자에 의존하였다. 그들은 훈련생 중 한 명이 이 CSO와 같은 고용주들

이 어차피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어째서 그녀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그 모

순을 깨달았다. 이 CSO는 그들의 가치들에 관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됐고, 그 결과 예산을 재할당하고 그들의 인력 

관련 정책과 관행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임금을 인상하였고, 혜택을 늘렸으며 청소부를 포함한 직원들의 역

량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이 CSO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단체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공되는 훈

련의 질도 향상되었으며, 더 많은 훈련생들이 졸업하여 좋은 직업을 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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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민주적 주인

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사람들의 임파워먼트와 포용적 참여를 지원

할 때에 효과적이 된다. 

개발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표출된 우선순위 그리고 현지 지식(local knowledge)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에 적절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개발에 있어 주된 이해관계자들이다. 인권과 긍정적 변

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CSO들은 지역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존중심을 가져야만 한다. CSO의 임

파워먼트 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의 행위자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들로

서, 여성과 남성들의 집단적 역량과 그들의 민주적 주인의식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은, 폭력 없이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보다 통제할 수 있게 해 주는 더 많은 영향력, 의사결정권 그리고 자원

을 얻게 된다. 정책과 개발에 대한 민주적 주인의식은 특히 분쟁 중의, 그리고 분쟁 후의 상황에서 중요하다. CSO들

이 개발 이니셔티브 내에서 정부들과 협력할 때, CSO들은 여성과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

게끔 하는 기회와 성과를 모색하면서, 사회운동 및 관련 단체들을 위한 자율성과 정치적 공간을 보호하고자 한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가운데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의의식 그리고 참여를 맥락화

하는데 지침이 되는 질문들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를 성취하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

는다. 당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한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

의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 

그리고 당신의 CSO가 가진 독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것은 당신의 개인적 경험과 시각들인데, 그것들이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철저한 분석은 당신이 진척을 이뤄내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료한 목표, 지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정

의내리고 있는가? 그것들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현지의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법, 규정, 사회구조 내에 어떻게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가? 사람

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가 어느 정도나 효과적인 관행으로 보여지는가? 그것들은 어느 정도나 

권리로 보여지는가? 

 • 당신의 분석에 의하면,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가 부족한 

원칙 3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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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상황을 그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과 연관 지어 어떻게 해석하는가?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나 논란이 되고 있는가? 누구에 의

해서 그러한가? 어느 그룹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참여에 있어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가?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가 일상의 생활과 관계들 속에서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

떻게 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존재하는 참여의 기회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아니면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왜 그러한가? 사람들은 그들이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가 아니면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

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를 다룸에 있어 어떤 격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 어떤 격차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의 어떤 점들이 개발효과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

떻게 그러한가?

인벤토리에 정책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18, 39, 49, 

79, 81, 82, 86, 87, 106, 107, 108, 109, 128, 129, 130, 136, 155를 참조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을 가진 당신의 CSO에 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조직 내에는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

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와 관련하여 당신의 CSO의 현재 목표들은 무엇인가? 위의 분석에 비춰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들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추가적인 목표들이 당신의 CSO의 활동에 적절하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 당신은 (미래의 갈등 혹은 평화의 기초가 될) 폭 넓은 범위의 사람들 혹은 사회 내의 특정 그룹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에 대한 당신의 CSO의 열의가 어떻게 당신의 CSO의 조직 차원의 

정책, 관행, 그리고 매일의 업무들 속에 내부적으로 드러나는가? 

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과 자가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67, 69, 72, 77을 참조하라.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의 어떤 점들이 당신에게 깊이 다가오며 어떤 것은 낯설고 관련성이 

덜 하다고 느껴지는가? 왜 그러한가?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를 실행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조하라. 



실
행

 툴
킷

29

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임파워먼트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인 반면, 그것이 개발 결과에 가져오는 유익은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로 만들어 준다.

 

참여적인 거버넌스는 분쟁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만 한다.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 합의 도출은 또한 소수자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수혜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의사결정자로서 프

로그램 주기 내내 포함되게 해야만 한다. 

공여자들의 자금 지원은 너무도 자주, 시민사회 대신에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옴으로써, ‘프로젝트 

사회’를 만들곤 했다. 

여성, 원주민, 아동, 장애인, 그리고 다른 소외된 그룹들의 견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점에 대한 당신의 진정한 존중심을 보여 주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원주민들의 ‘잘 산다(live well)’는 개념을 포함하여, ‘개발’이라는 서구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문화적 

가치 속에 내재된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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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와 상황들 속에서 일하는 국제 CSO들은 현지의 민주적 주인의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절차를 그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개발은 의존성에 의해 약화된다. 

지역사회들은 종종 그들이 함께 일할 CSO들과 공여자들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계획 및 다

측면적 책무성과 관련하여 그들의 참여는 더욱 더 중요하다. 

권력이 불평등할 때, 배움과 개발이 두려움과 취약성으로 인해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외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쟁기간 중 그리고 그후에, 취약한 정부를 강화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 그리고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폭넓은 범위의 참여가 중요하다.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이 비대칭적일 때, 보다 낮은 지위에 놓인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느끼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성공은 보다 높은 지위에 놓인 파트너의 태도와 신뢰성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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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분석 가운데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의 모든 차원들을 고려하

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차원들을 포함시킨다.

 • 현지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개발 이니셔티브 지원

 • 소외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CSO들을 증강

 • 지역, 국가 및 국제적인 당국자들과 그들의 민주적 (혹은 비민주적) 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

 • 원조의 흐름과 기타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활동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촉진

 • CSO들의 재정적 및 정치적 독립성 촉진

 •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을 맡도록 권한 강화

 • 공개 미팅 개최 및 개인과 그룹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동원

 • 현지 CSO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인정

당신은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목표 대상 그룹을 포함시킨다. 

여성 ; 여아 ; 원주민 ; 노동자 ; 장애인 ; 난민과 비자발적 이주민 ; 종교적 소수자 및 소수 민족 ; 이주자 ; 기타

인벤토리에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 3, 38, 45, 

46, 48, 51, 74, 85, 105, 125, 126, 127, 136, 140, 141, 151, 152, 154, 156, 159, 165, 167, 168, 169를 참조하라.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를 위해 당신의 CSO의 목표를 결정하는 방법

당신의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당신은 당신의 CSO

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그리고 이 분야 내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당신의 CSO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 

 • 당신과 당신의 CSO는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와 관련하여 향후 1년 동안 어떤 야심차면

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와 당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환경 두 가지 모두에서)을 이

뤄내고 싶은가? 3년 동안은? 5년 동안은?

 • 이러한 목표들은 당신의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

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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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목표들은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가?

다음의 표는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의 증진을 위해 설정 가능한 목표들과, 또한 그것들이 어

떻게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

무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당신이 정하게 될 실제 목표들은 당신의 CSO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목표 [예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CSO들이 전략적 및 프로그램

의 디자인, 실행, 평가 그리고 

책무성을 위한 참여적 절차를 

사용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무성을 보장하

는 메커니즘들이 강화된다. 

지역 행위자, 특히 수혜자들이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하고 평

가한다.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CSO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

에게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량을 증가시킨다.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필요

하게 만든다든지, 단지 공여자

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이, 권한을 약화시

키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관련

된 모두가 밝혀낸다.  

절차와 의무가 현지 상황에 맞

게 조정된다. 

국제 및 현지 CSO들과 공여자

들이 수혜자들의 권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현지의 의제들이 (예산분배와 

관련된 내용, 과정 및 결정들을 

포함) 실행된다. 

CSO들이 그들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지원의 필요성을 규명

한다. 

CSO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이 

지원되며 CSO들은 자신들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남-남’ ‘남-북’ 및 ‘북-남’ 동

료간 학습이 제도화되어 있다. 

CSO들의 역량(예 : 거버넌스, 

재정, 리더십, 집단 행동)이 지

속 가능하며 현지에 적합하다. 

지역사회들은 그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개발 이니셔티브를 

고안하고 실행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민주적

인 의사결정, 권력분산 및 다측

면적 책무성을 적용한다. 

공여 CSO들은 현지 파트너들

과의 권력 비대칭으로 인한 영

향을 최소화한다. 

사회적 행위자들로 이뤄진 그

룹들이 권리에 기반한 개발을 

위해 협력하여 일한다. 

현지 및 국제 CSO들이 사람들

의 임파워먼트와 민주적 주인

의식에 대해 훈련을 받는다. 

현지 CSO 협력을 위한 노력들

이 지원을 받는다. 

사람들의 임파워먼트와 민주

적 주인의식을 위한 메커니즘

들이 시민사회와 정부 내에 제

도화되어 있다. 

CSO들이 사람들의 임파워먼

트와 민주적 주인의식과 관련

하여 자신들의 정부 및 공여자

들을 모니터하고 그들에게 책

임을 묻는다. 

공여국들 내에 현지의 민주적 

주인의식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인식이 존재한다.  

ICSO들과 현지 CSO들이 현

지인들을 대변하는 ICSO들의 

역할에 관해 합의를 한다. 

수혜자들과 그들의 현지 대변

자들이 공여국들 내의 대중의 

이해에 기여한다. 

지역사회들은 그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개발 및 경제 이니셔

티브에 대해 민주적 주인의식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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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관련 정보가 문서화되고 대

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원조의 흐름이 시민사회의 참여

와 함께 중앙정부와 조율된다. 

중앙정부들이 그들 자신만의 

개발정책들을 민주적으로 수

립한다.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들이 

원조 과정에서 의미 있는 대중

적 참여를 촉진하며, 원조의 결

과에 대해 자국민들에 대한 책

무를 다한다 

인벤토리에 목표에 관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39, 45, 49, 66, 80, 81, 85, 86, 

96, 97, 98, 99, 102, 103을 참조하라. 

당신의 CSO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라. 당신의 CSO

의 조직 구조, 계약, 자원 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점들에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라는 렌즈를 적용시켜라. 

 • 당신의 행동 계획의 각 단계마다, 당신이 직면할지 모르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 심사숙고,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켜 나갈 방안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표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

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하고 나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

를 고안할 때 참여적인 방식으로 의도된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대개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 수혜자

 • 회원

 • 동배, CSO 플랫폼/연합체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당신의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

호 1, 4, 5, 7, 8, 9, 13, 19, 21, 23, 34, 35, 36, 39, 43, 47, 50, 51, 63, 70, 71, 73, 78, 79, 82, 91, 92, 100, 110, 111, 

112, 113, 114, 115, 122, 125, 128, 130, 132, 133, 134, 135, 151, 152, 154, 155, 156, 158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설정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48, 72, 7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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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신앙 기반의 소규모 국제 CSO가 종교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현지 그룹들과 파트너십

을 맺고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액 지원을 받는 대화 행사들(dialogue events)을 공동 후원할 의사가 있는 현지 파트

너들을 구했고, 현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들과 매우 긴밀히 일하였다. 파트너들이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들에 참여할 사람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고 특히 후속 행사들에 참여

하게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웠다. 그 국제 CSO는 현지 파트너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지만, 그들 역시 모른다고 

말하거나 설득력이 거의 없는 많은 이유들을 대기도 했다. 낮은 참여율과 높은 비용에 실망한 국제 CSO의 본부측은 

새로운 파트너들을 구하거나 그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해당 국가 담당자들이 최소한 문제가 무

엇인지를 알 때까지는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 현지 파트너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제 CSO 직원들이 계속해서 되

돌아오고 국제 CSO 직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현지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현지 파트너들은 

그들이 진정성이 있고 헌신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국제 직원들과 현지 파트너들은 보다 깊은 수준에서 공유

하기 시작했고 국제 직원들은 매우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해 열려 있었다. 그들은 마

침내 그 국제 CSO가 들여 온 프로그램이 현지의 우선순위, 그리고 필요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파트너십에 

동의한 이유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 국제 CSO 직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현지 사람들을 과정 내의 온전하고도 동등한 파트너들로서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현지 사

람들은 단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의 일부가 됨으로 인해 권한이 강화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했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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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생태적 온전성과 환경정의를 위한 사회-경제적^문화적 및 토착적인 조건들에 대해 특

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포함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

는 우선순위와 접근법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효과적이 된다.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인권은, 지구의 한계 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모든 개발 활동의 초석이 되는 개발 행로와 

전략들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

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긴급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환경적 도전들은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역량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전들

에 직면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정책 일관성은 물론, 환

경 및 기후 정의와 성형평성의 원칙들에 의해 틀 잡혀야 할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특히 개발도상

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여성과 남성들은 환경 및 기후적 위기의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CSO들은 그들의 개발 관행 속에서 웰빙,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현지의 사회-경

제적 조건들과 문화적 및 토착적인 접근방법들에 명백한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맥락화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질문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한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의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

해 나가야 한다. 아래의 질문들은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 그리고 당신의 CSO가 가진 독

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것은 당

신의 개인적 경험과 시각들인데, 그것들이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참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철저한 분석은 당신이 진척을 이뤄 내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료한 목표, 지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환경적 지속가

능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현지의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법, 규정, 사회구조 내에 어떻게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가? 그것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또

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 당신의 분석에 의하면,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나 논란이 되고 있는가? 

 • 무슨 이해관계, 그리고 그룹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반대하는가? 왜 그러한가? 어떻게 그러한가?

 •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어떤 점들이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가?

원칙 4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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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속한 지역이나 관심 영역 내에서 어떤 그룹들이 이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들이 하

고 있는 일에 무엇을 더해 줄 수 있는가? 상호 공유, 동료 간 학습 그리고 활동의 조율을 위한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 천연자원 및 서비스 관리의 어떤 점들이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가? 

 • 기존의 접근방법들 가운데 어느 것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좋은 관행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이러

한 접근방법들이 당신의 CSO에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인벤토리에 정책, 개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18, 19, 39, 42, 49, 79, 81, 82, 86, 87, 88, 90, 106, 107, 109, 128, 129, 130, 136, 155를 참조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을 가진 당신의 CSO에 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조직 내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 당신의 CSO가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적 위기의 근본 원인들은 무엇인가?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당신의 CSO의 현재 목표들은 무엇인가? 위의 분석에 비춰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들

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추가적인 목표들이 당신의 CSO의 활동에 적절하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CSO의 열의가 어떻게 당신의 CSO의 조직 차원의 정책, 관행 그리고 매일의 업무

들 속에 내부적으로 드러나는가? 

 • 당신의 CSO의 전략에 대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도전과 격차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과 자가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29, 63, 64, 67, 69, 72, 77을 참조

하라.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어떤 점들이 당신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중요한가? 어떤 것은 관련성이 덜 하다고 보는가? 왜 그

러한가? 당신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태도를 실천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개선하기를 원하는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 당신의 개인적 태도는 당신의 CSO 내에서 당신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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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인권이며, 인권과 반대되거나 완전히 분리된 이슈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CSO들 혼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는 없다. 정부들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그에 대해 해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 

외부의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현지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환경적 책임은 ‘파트너십’에 도전

이 될 수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방법들은 증거에 기초한 연구 및 현지의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산업화된 또는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 중인 나라들의 CSO들은 그들 자신들이 속한 사회 내에서 지

속가능성을 증진시킬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개발, 그리고 환경 CSO들은 옹호 활동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수준의 파트너십을 통

해 서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빈곤, 그리고 환경 악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장기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동

시에 다뤄질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는 개발에 장애물이 되는데, 종종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생계라는 측면에서 이미 얻어진 성

공을 역전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CSO와 정부의 활동에 주류화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는 민주주의와 정의 같은 다른 이슈들과 잘 어울리는 진입점이 될 수 있다. 

환경 이슈들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켜라. 예를 들어, 환경이라는 카테고리를 기존의 조달 절차에 

추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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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분석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모든 차원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

한 차원들을 포함시킨다.

 • 기후 변화 : 부정적 영향의 축소, 신속한 대응, 적응, 완화

 • 재난 위험 감소 (인재 및 자연 재해)

 • 폐기물 관리 : 시(市), 산업, 유해, 핵

 • 자원 관리 : 어업, 토지, 천연자원, 농업, 산림(벌목)

 • 자원 관리 : 물 (위생 시설 포함), 에너지, 공기, 생물의 다양성, 식량 안보

 • 환경 관리에서의 성 역할 인식

 • 녹색 상품들에 대한 투자 (주식, 디자인, 건축 산업, 교통, 공정 무역)

 • 환경 보건 (주거 및 근로 조건)

 •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

 •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지원 및 토착적인 지식/지역사회에 기반한 천연자원 관리법 활용

 •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그룹들이 보다 많이 천연자원에 접근하고 그것의 관리를 통제

 • 환경에 대한 정책 및 영향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책무성

인벤토리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4, 29, 40, 42, 44, 48, 57, 58, 61, 62, 64, 

76, 93, 94, 105, 127, 143, 147, 148, 149, 150, 151을 참조하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당신의 CSO의 목표들을 정하는 방법

당신의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당신은 당신의 

CSO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그리고 이 분야 내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당신의 CSO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 

 • 당신과 당신의 CSO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향후 1년 동안 어떤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

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와 당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환경 두 가지 모두에서)을 이뤄 내고 싶은가? 3년 동안은? 5년 

동안은?

 • 이러한 목표들은 당신의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

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당신의 목표들은 환경 악화의 근본 원인들을 다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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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정 가능한 목표들과,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장

기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무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

다. 당신이 정하게 될 실제 목표들은 당신의 CSO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목표 [예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모든 직원과 파트너들이 환경

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CSO의 업무현장과 활동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자

원 사용 감소, 재활용, 에너지 

소비 감소

좋은 관행들이 확산된다. 건강

한 (근로) 환경을 위한 연합체들

이 설립된다. 

프로그래밍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일할 권

리를 증진시킨다.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현지

의 전통적인 지혜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공유되며 활용된다. 

좋은 관행들 및 배움이 공유

된다(예 : 동료 간 ; CSO-공여

자 간).

환경 그리고 개발 단체들 사이

에 협력이 존재한다. 

공여자, 민간 기업, CSO 네트

워크, 전통적인 지도자 그리고 

관습상의 토지권 소유자가 환

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

한다. 

기초선 자료가 수집되고 접근 

가능하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

구가 실시되고 접근 가능한 언

어들로 발표된다. 

환경적 영향이 모든 활동의 모

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내에 포

함된다. 

공공, 민간 및 CSO 영역들에

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전이 모니터되고 보고된다. 

적응을 위한 CSO의 역량이 구

축된다. CSO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적응과 리더십을 위한 정부의 

역량이 지원을 받는다. 

적응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의 

주인의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적절하고 영향력 있는 정부 

대표자들이 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위한 지도자들이다. 

적응을 목적으로 한 모든 기금

의 관리, 다차원 모니터링 그리

고 평가가 투명하게 이뤄진다. 

물과 위생 관련 서비스들이 갖

춰지며, 여성, 장애인, 멀리 떨

어진 지역의 특별한 필요에 맞

게 제공된다. 

서비스들이 정기적으로 보수, 

개선, 지속된다. 

사람들이 건강 위험(health 

risks) 및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해 알고 있다. 

물 그리고 위생 관련 질병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

한다. 

민간 운송 및 항공교통(a i r 

traffic)에 의한 오염이 최소화 

된다. 

산업 오염물(예 : 석유 추출)이 

최소화된다. 

글로벌 및 국내 기업들이 그들

이 일하는 사회들 앞에 해명할 

책임을 진다. 

예방 메커니즘 및 오염 유발자

에 대한 벌칙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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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을 포함하여 산업화 

된 국가 내에 사회정의 및 환

경 이슈들에 대한 인식이 존재

한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소

비주의(consumerism)가 감

소한다. 

녹색 투자, 기술 그리고 효율성 

제고 혁신방법들이 자금 지원 

및 후원을 받는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탄소제

로 기준, 산업 점원 오염 및 독

성 폐기물 해결, 그리고 자원 

보호를 위해 환경 관련 입법활

동이 실행된다.

인벤토리에 목표에 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39, 45, 49, 66, 80, 81, 86, 96, 

97, 98, 99, 102, 103을 참조하라. 

당신의 CSO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라. 당신의 CSO

의 조직구조, 계약, 자원 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점들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렌

즈를 적용시켜라. 

 • 당신의 행동 계획의 각 단계마다 당신이 직면할지 모르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 심사숙고,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켜 나갈 방안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표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

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하고 나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

를 고안할 때 참여적인 방식으로 의도된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 수혜자

 • 회원

 • 동료, CSO 플랫폼/연합체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당신의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5, 6, 8, 9, 13, 19, 21, 23, 34, 35, 39, 40, 41, 43, 47, 50, 51, 59, 63, 69, 70, 71, 73, 78, 79, 82, 91, 92, 100, 110, 

111, 112, 113, 114, 115, 122, 125, 128, 130, 132, 133, 134, 135, 151, 152, 154, 155, 156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설정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48, 75, 93, 12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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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어느 소규모 애드보커시 중심의 로컬 CSO가 열대우림의 한 지역을 주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에 자

신들의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방식에 

의존함에 따라 산림 파괴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전세계의 환경 CSO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정부가 

위기에 처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였다. 그 현지 애드보커시 CSO

는 원주민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왜 그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데 투자를 

하였다. 

그 현지 애드보커시 CSO는 원주민 지도자들과의 회의를 주선하였는데, 이를 통해 원주민들이 그들을 전통적인 

주거지에서 내보내려는 시도에 대해 화가 나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만 열대우림

의 자원을 착취하는 거대 회사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생계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원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들의 캠페인을 수정하여, 그 열대우림의 정해진 구역들 내에서 원주민들의 생계 지원 

그리고 더 이상의 새로운 정착 또는 해로운 경제활동 금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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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

투명성과 책무성을 실천한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내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 다양한 측면에서의 책무성 및 청렴성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줄 때 효과적이 된다. 

투명성, 상호적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책무성, 그리고 내부의 민주적인 관행들은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CSO의 

가치들을 강화해 준다. 투명성과 책무성은 대중의 신뢰를 형성해 주며, CSO의 신용과 정당성을 향상시켜 준다. 정치

적 행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정보를 민주화하고, 그 흐름을 증가시키고 개선하는 것을 통해 시

민사회와 민주적 문화 둘 다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투명성은 CSO 책무성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책무성은 재정 보고를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청렴성 그리고 개발 행위자들 사이의 공개적인 상

호 평가(mutual public reckoning) 둘 다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책무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CSO들은 종종 현지의 풀뿌리 책무성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특

별한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CSO들은 때때로 매우 억압적인 정권과 법 그리고 무력 분쟁과 같은 도전이 되는 상황 속

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있어 부정적 영향과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가운데 투명성과 책무성을 맥락화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질문들

투명성과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한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의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 그리고 당신의 CSO가 가진 독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것은 당신

의 개인적 경험과 시각들인데, 그것들이 투명성 및 책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철저한 분석은 당신이 진척을 이

뤄 내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료한 목표, 지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명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투명성과 관련되어 사용되

는 현지의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법, 규정, 사회구조 내에 어떻게 투명성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가? 그것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또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 당신의 분석에 의하면,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무슨 장애물들이 있는가?

 • 투명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나 논란이 되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가? 어떤 그룹들이 현재의 부패 

그리고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그룹들의 권리가 특히 무시되고 있는가? 부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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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무슨 격차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 

 • 투명성의 가치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 투명성의 어떤 점들이 개발효과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가?

 • 당신이 속한 지역이나 관심 영역 내에서 어떤 그룹들이 이미 투명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무엇을 더해 줄 수 있는가?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 공유, 동료 간 학습 그리고 활동의 조율을 위한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무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책무성과 관련되어 사용되

는 현지의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법과 규정 가운데서 책무성이 어떻게 이미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

는가?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또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 책무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나 논란이 되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가? 어떤 그룹들이 다른 이들에게 

책무성을 요구함에 있어 더 많은/더 적은 장애물에 직면하는가? 누가 자신의 책무를 가장 소홀히 하고 있으며, 누구에 

대해서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 책무성의 어떤 점들이 개발효과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가?

 • 당신이 속한 지역이나 관심 영역 내에서 어떤 그룹들이 이미 책무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무엇을 더해 줄 수 있는가? 책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 공유, 동료 간 학습 그리고 활동의 조율을 위한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벤토리에 정책, 개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18, 19, 39, 49, 79, 81, 82, 86, 87, 100, 106, 107, 109, 128, 129, 130, 136, 155를 참조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을 가진 당신의 CSO에 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조직 내에는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정

의와 중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 투명성 및 책무성과 관련하여 당신의 CSO의 현재 목표들은 무엇인가? 앞의 분석에 비춰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들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추가적인 목표들이 당신의 CSO의 활동에 적절하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당신의 CSO의 열의가 어떻게 당신의 CSO의 조직 차원의 정책, 관행 그리고 매일의 업무들 

속에 내부적으로 드러나는가? 

 • 도전과 격차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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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과 자가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68, 70, 71, 72, 77, 91, 92를 참조

하라.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 투명성과 책무성의 어떤 점들이 당신에게 깊게 와 닿으며, 어떤 것은 낯설거나 관련성이 덜 하다고 느껴지는가? 왜 그

러한가? 이는 CSO 내에서 당신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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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투명성과 책무성은 CSO의 조직적 임무에 있어 개발효과성 만큼이나 중요하다. 사실 지속가능한 개

발은 투명성과 책무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CSO들에게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은 대중의 신뢰의 핵심이 된다. 대중의 신뢰 없이는, 효과적인 참

여도, 현지의 주인의식도, 장기적 영향 또는 지속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여자, 정부 그리고 CSO들의 노력은, CSO의 투명

성과 책무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분쟁 중 그리고 분쟁 후에는 흔히 부패가 증가한다. 이는 투명성과 책무성(공여자와 정부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포함하여)을 증진하는 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만든다. 

정보에 대해 보다 공개적이 되는 것은 일부 직원, 파트너 또는 수혜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

다. 이것은 인권 또는 옹호 CSO들에게 특히 우려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및 개발 행위자

들에게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 

정부들의 책무성을 요구하라. 시민사회의 연대가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는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보의 공유,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의 목적은 양방향의 의사소통과 책무성을 촉

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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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누구에 대해, 그리고 무엇에 대해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책무성이 높고, 심지어 비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정보와 피드백에 대해 진실성, 정직, 열린 자세를 

보여 주는 리더십(지도부)을 통해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문화을 증진하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무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수혜자들에 대한 책무성이 가장 중요하며 종

종 가장 어렵기도 하다. 

수혜자들은 지원을 잃게 될까 두려워 CSO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른다. 똑같은 

경우가 현지 CSO들과 ICSO 및 공여자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 신뢰 구축이 투명성과 

책무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당신의 CSO의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당신이 

부정 및 부패와 관련된 비난에 덜 취약하게 만들어 준다. 

취약 국가들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명성에 관한 규칙들을 악용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대안적 방법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매우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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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분석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의 모든 차원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것을 

포함시킨다.

 • 사회 모든 영역 내에서 부패 문제를 다룬다.

 • 지불(원조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자금전달)과 지출(상품과 서비스에 대한)을 포함하여, 공식 및 비공식 원조의 흐름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한다. 

 • 개발 및 경제 관련 정책, 예산 그리고 이익 단체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애드보커시 및 그들의 임파워먼트

 • 빈곤의 근본문제들을 다룬다. 자금지원 조건, 감사를 받은 재정 보고서,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 그리고 평가 결과들을 포함

하여 조직의 구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문서들에 대해 대중들이 쉽게 접근 가능

 • 성 인지의 그리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불만 및 대응 메커니즘들의 실행

 • 책무성이 높고 효과적인 지도부와 더불어 조직 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문화

인벤토리에 투명성 및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3, 17, 24, 32, 35, 46, 51, 59, 63, 65, 70, 72, 

73, 74, 76, 91, 92, 116, 123, 125, 140, 141, 144, 146, 151, 159, 161, 164, 168, 169, 170을 참조하라. 

투명성과 책무성을 위한 당신의 CSO의 목표를 정하는 방법

당신의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당신은 당신의 

CSO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그리고 이 분야 내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당신의 CSO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 

 • 당신과 당신의 CSO는 투명성 및 책무성과 관련하여 향후 1년 동안 어떤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와 당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환경 두 가지 모두에서)을 이뤄 내고 싶은가? 3년 

동안은? 5년 동안은?

 • 이러한 목표들은 당신의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당신의 목표들은 부패와 투명성의 부족의 근본 원인들 그리고 다측면적 책무성에 대한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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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정 가능한 목표들과,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장기

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무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당신이 정하게 될 실제 목표들은 당신의 CSO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목표 [예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들에,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

리가 포함되어 있다. 

불만을 다루고 해결하는 메커

니즘들이 설립되어 있다. 영향

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그러

한 기관들에게 책무성을 요구

할 수 있다. 

불만 접수, 해결 과정 및 결과

가 공개된다. 

평가의 결과 및 불만 시스템이 

진행 중인 계획수립 및 향후 프

로그램들에 포함된다. 

조직 운영에 관한 모든 문서, 

그리고 재정보고서에 대한 대

중의 접근성이 확보된다. 

문서에 대해 현지 언어로 된 그

리고 접근 가능한 미디어를 통

한 접근이 보장된다. 

일차적 및 이차적 수혜자들에 

게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적극

적인 조치들이 취해진다. 

직원, 회원, 파트너, 자원봉사자

들이 부패를 해결하고 청렴성

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을 진다. 

CSO 내에 청렴성 기준 및 불

만 해결 메커니즘들이 설립되

고 준수되며, 모든 이해관계자

들과의 관계 속에서 촉진된다.   

소외된 사람들의 견해를 포함

하는 투명성 및 책무성 관련 지

표들이 모니터되고 평가된다. 

협력을 위한 플랫폼/네트워크

들이 제도화된다. 

모든 영역에서 반부패 법률과 

청렴성 촉진을 위한 관행들이 

증진되고 실행된다. 

CSO들과 공여자들이 자신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

람들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CSO들과 공여자들이 수혜자

들 및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협

력하여 적절한 참여 메커니즘

들을 설립한다. 

참여 메커니즘들이 분석, 목표 

규명,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결과, 그리고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얻어진 교훈이 CSO들의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된다. 

CSO들이 자신들의 수혜자들

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다.  

CSO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

는 지역사회들에 대해 책무성

을 지닌다. 

공여자들은 지원금 수령자, 파

트너 및 수혜자들에 대해 책무

성을 지닌다. 

공여자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들에 대해 책무

성을 지닌다. 

원조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이

용 가능하며 접근 가능하다. 

공여자들(국가, 시민사회, 기관

들)이 자신들끼리 그리고 수혜

자들과 함께 원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원조의 과정이 대중의 참여, 

감시 및 평가를 위해 공개되어 

있다. 

원조 투명성이 민주적 주인의

식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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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에 목표에 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39, 45, 49, 66, 80, 81, 86, 96, 

97, 98, 99, 102, 103을 참조하라. 

당신의 CSO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라. 당신의 CSO의 

조직 구조, 계약, 자원 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점들에 ‘투명성과 책무성’이라는 렌즈를 적

용시켜라. 

 • 당신의 행동 계획의 각 단계마다 당신이 직면할지 모르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 심사숙고,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켜 나갈 방안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표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

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하고 나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

를 고안할 때 참여적인 방식으로 의도된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 수혜자

 • 회원

 • 동료, CSO 플랫폼/연합체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당신의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5, 6, 8, 9, 13, 19, 21, 23, 34, 35, 39, 40, 41, 43, 47, 50, 51, 59, 63, 69, 70, 71, 73, 78, 79, 82, 91, 92, 100, 110, 

111, 112, 113, 114, 115, 122, 125, 128, 130, 132, 133, 134, 135, 151, 152, 154, 155, 156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설정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48, 75, 93, 12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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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국제 보건 단체의 한 독립된 지부가 자신들이 함께 일하던 진료소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투명성 절차들을 시행하였

다.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 값비싼 의료 장비들을 기부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진료소들은 진료소 운영구조, 불

만 처리 및 보고 방식, 모든 직원들의 급여, 기금 확보 방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

었다. 일부에서는 추가된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대부분의 진료소들이 이에 순응하였다. 몇몇 진료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절차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제 보건 단체와의 미팅을 요청하게 되었다. 진료소들은 정보 공유가 건

설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진료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한 

정보를 그 국제보건단체에서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식 요청을 그 지부 및 국제 본부에 제출하였다. 국제 본부

는 그 요청을 즉시 거절하였지만, 독립된 지부는 진료소들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만일 진료소들에게 요구된 동일한 

정보를 지부가 진료소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책무성이 될 것이었다. 그 지부는 

국제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운영에 대한 감시나 검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진료소들에 대해 책무성을 높이는 것은 이들로부터의 신뢰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다. 사실, 그 지부가 진료소들에게 공개할 정보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절차 내의 

특정한 결핍(예를 들어, 불만 처리 메커니즘의 부재), 그리고 검토가 필요한 정책들(예를 들어, 현지 및 국제 직원들 사이의 

급여 차이)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공개한 정보가 진료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반발을 야기하기

는 했지만, 진료소들은 그러한 투명성에 대해 감사를 나타냈고, 그 국제 보건 단체가 그들의 정책 및 관행들을 개선하

려는 시도에 동참하였다. 개선을 위한 그들의 계속된 노력은 제도화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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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6 :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추구한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자유롭고  대등하게, 공유된 개발의 목표와 가치들, 상호 존중, 신뢰, 조직의 자율성, 장

기적인 동반 관계, 연대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CSO들 및 다른 개발 주체들과의 투명한 관계에 확고함

을 보일 때에 효과적이 된다. 

모든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CSO 파트너십은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CSO 파트너십은 상호 합의

된 목표 및 공유된 가치들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상호적인 협력과 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강

해질 수 있다. 상호 배움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러한 파트너십은 CSO들 및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미래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현지 지역사회들에게 경험, 전문성 그리고 후원을 

기여하게 된다. CSO들은 또한 초국가적인 사람들 사이의 연대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서 대중적 인식 및 시민참여를 

위한 연계를 증진시킨다.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CSO 파트너십은 신뢰, 존중, 연대 및 개발도상국 파트너들의 리더십

에 기초하여 공통의 목적과 프로그램 목표들을 협상해 나가는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조직의 자율성은 평등한 파트너십에 필수적이다. 평등한 파트너십은 권력의 불균등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든 파

트너들의 의도적인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권력 불균등은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구조적 및 역사

적 불평등, 성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배제, 그리고 역량 면에서의 때로 커다란 격차의 결과인 것이다. 외부의 CSO들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의 CSO 주체들의 목소리를 좌우하기보다는 가능케 하고, 대체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것이다. 

지속적이며 널리 공유되는 개발의 성과는 서로 다른 개발 주체들, 특히 공여자 및 정부들과의 상호 존중의 협력 그

리고 신중한 조율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러나 CSO들은 자체로서 독립된 행위자이지, 공여자 또는 정부들의 도구로

서의 대리인이 아니다. 상호 존중, 개발의 목표와 전략들이 공유되는 분명한 영역들에 대한 합의, 그리고 조율과 일관

성을 위한 조건들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평등함이 그러한 조율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가운데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맥락화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질문들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한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의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아래의 질문들은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 그리고 당신의 CSO가 가진 

독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것

은 당신의 개인적 경험과 시각들인데, 그것들이 평등한 파트너십 및 연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철저한 분석은 당

신이 진척을 이뤄 내고 그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명료한 목표, 지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평등한 파트

너십 및 연대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현지의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원칙 6 :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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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규정, 사회구조 내에 어떻게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가? 그것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또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 당신의 분석에 의하면,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등한 파트너십과 국가적 그리고/또는 국제적 연대의 부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나 논란이 되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가? 어떤 그룹들이 

불평등한 파트너십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는가? 어떤 그룹을은 연대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는가? 누구의 권리가 특히 무

시되고 있는가? 왜 그러한가? 

 •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가 일상생활 속에서 증진되고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의 어떤 점들이 개발효과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가?

 • 당신이 속한 지역이나 관심 영역 내에서 어떤 그룹들이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을 이미 가

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무엇을 더해 주거나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상호 공유, 동료 간 

학습 그리고 활동의 조율을 위한 가능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벤토리에 정책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18, 19, 39, 

49, 79, 81, 82, 86, 87, 100, 106, 107, 109, 128, 129, 130, 136, 155를 참조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을 가진 당신의 CSO에 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조직 내에는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에 대

한 정의와 중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 평등한 파트너십 및 연대와 관련하여 당신의 CSO의 현재 목표들은 무엇인가? 위의 분석에 비춰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

것들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추가적인 목표들이 당신의 CSO의 활동에 적절하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에 대한 당신의 CSO의 열의가 어떻게 당신의 CSO의 조직 차원의 정책, 관행 그리고 매일의 업

무들 속에 내부적으로 드러나는가? 

 • 도전과 격차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과 자가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30, 72, 77을 참조하라.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의 어떤 점들이 당신에게 깊게 와 닿으며, 어떤 것은 낯설거나 관련성이 덜 하다고 느껴지는가? 

왜 그러한가? 당신 자신은 평등한 파트너십을 실천하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이들과 연대하면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가? 이는 당신이 당신의 CSO를 대표하여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증진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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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평등한 파트너십은 단지 말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균등을 상쇄하기 위해 파트

너 둘 다, 특히 보다 힘이 있는 파트너의 의도적인 행동들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이것은 CSO들 사

이, CSO들과 공여자들 사이, 그리고 CSO들과 그들의 회원 사이의 관계들에도 적용된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이 현장의 변화하는 조건들에 맞추어 즉각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역동적이며 융통성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애드보커시는 공여 국가들 내에서 보다 깊이 있는 대중의 인식과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복잡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 참여, 지지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정기적인 의사소통과 진정한 포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분쟁 지역에서 일하는 국제 CSO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감을 행동으로 보여 줘

야 하는데, 특히 자신들의 국가 정부들을 상대로 정책변화를 위한 로비활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다 권력을 가졌거나 덜 가진 파트너들의 역할과 책임은 서로 다르다. 대개 보다 힘을 가진 파트너

가 관계 내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할 더 큰 책임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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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분석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의 모든 차원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것

들을 포함시킨다.

 • ICSO와 전국 또는 지역 CSO들 사이를 포함해서, 파트너들 간에 권력문제들을 규명하고 다루기. 예를 들어, 사용되는 

도구들의 유형 및 보고 형식은 문화적인 편향을 반영할 수도 있다. 영어 실력과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부 행위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지켜지지 않는 시간표나 약속들, 또는 공여 기관들에서의 투명하

지 않은 신청 절차와 의사결정이 일부 지원자들을 차별하기도 한다. 더욱이, 기금 사용에 대한 비합리적인 제한과 공여

자들의 거부권이 현지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 

 • 초기의 접촉, 계획 및 약속들에 대한 시기 적절한 후속 조치

 • CSO들을 위한 장기적인 그리고 조직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 CSO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재원의 확보를 장려

 •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

 • 여성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역할들

 • 파트너들 간에 지식과 상호 책임을 공유

 • 다측면적 책무성

 • 기존의 과정, 기회 및 구조들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

 •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및 학자들과 같은 다른 개발 주체들의 포함

 • 대중 참여 활동 

인벤토리에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2, 4, 17, 30, 32, 33, 35, 38, 60, 64, 

65, 108, 116, 125, 131, 136, 137, 138, 143, 144, 161, 162, 164, 168, 170을 참조하라.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위한 당신의 CSO의 목표들을 정하는 방법

당신의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당신은 당신의 CSO

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그리고 이 분야 내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당신의 CSO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 

 • 당신과 당신의 CSO는 평등한 파트너십 및 연대와 관련하여 향후 1년 동안 어떤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

하며 도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와 당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환경 두 가지 모두에서)을 이뤄 내고 싶은가? 3년 동안

은? 5년 동안은?

 • 이러한 목표들은 당신의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

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당신의 목표들은 불평등한 파트너십과 약한 연대를 초래하는 불평등의 근본 원인들을 다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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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설정 가능한 목표들과,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력 속에

서 장기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무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당신이 정하게 될 실제 목표들은 당신의 CSO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의 추구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목표 [예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파트너들은 프로그램 디자인 

및 평가에 있어 온전한 참여자

들이다. 

상호 투명성과 책무성이 파트

너십을 위한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 

다측면적 책무성 그리고 관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쌍방향의 

평가가 파트너십을 위한 합의

에 포함되어 있다. 

파트너십을 위한 합의가 자금

지원을 위한 계약과는 별도로 

협상이 된다. 

모든 파트너들이 권력문제들

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CSO들과 파트너들이 평등하

고 지역에 기반한 주인의식 그

리고 참여의 긍정적 비전을 공

유하고 있다. 

권력의 공유, 공동의 의사결정 

보장, 파트너 및 수혜자들과 함

께 평가하고 배우는 것을 촉진

하는 시스템과 태도들이 존재

한다. 

파트너 맺기와 관련하여 분명

하게 명시된 정책들이 파트너

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 안내자 

역할을 한다. 

파트너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

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메커니

즘들이 심화된다. 

배운 교훈을 조직의 구조와 관

행들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제도화된다. 

파트너 및 수혜자들의 만족도 

평가가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

한 정식 시스템 내에 포함된다. 

파트너십에 대한 연례 공동 검

토가 제도화된다. 

파트너들 간에 신뢰와 존중이 

확립된다. 

서로의 전제와 기대가 존중심 

있게 공유되며, 문화적으로 적

절한 파트너들 간의 갈등해소 

메커니즘들이 마련되어 있다.  

상호 배움 및 계획수립이 제도

화된다. 파트너들 간에 예측 가

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이 활성

화되고, 어떤 경우들에서는 제

도화된다. 

북반구 나라들에서의 정책 애

드보커시가 정기적이며 효과

적이다. 

북반구 대중들이 효과적인 개

발 노력의 복잡성 및 그 안에서 

그들이 속한 나라들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남반구-남반구 동료 컨설팅이 

제도화된다.

공여자들이 프로젝트들에 더

해서 CSO들의 핵심 비용과 애

드보커시 활동에 자금을 지원

한다. 

CSO들 간의 그리고 공여자와 

CSO들 사이의 파트너십이 장

기적인 헌신에 기반하며 상호 

배움을 포함한다. 

자금지원 정책이 현지의 우선

순위를 반영한다. 

CSO들이 자금 확보를 위한 현

지 자원을 개발하며 자선사업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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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둘러싸고 권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절차

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존

재한다. 

예를 들어, 사업제안, 보고 및 

계획수립 도구들과 관련해서 

힘을 앗아가는 접근방법들이 

거부된다.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

어진 국제적인 도구 및 프레임

워크들이 평등한 파트너십과 

현지의 주인의식에 대한 강조

와 더불어 권한을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을 공여자

들이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공여자들은 보고 과정을 일치시

키고, 현지의 언어를 사용한다. 

인벤토리에 목표에 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39, 45, 49, 66, 80, 81, 86, 96, 

97, 98, 99, 102, 103을 참조하라. 

당신의 CSO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라. 당신의 CSO

의 조직 구조, 계약, 자원 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점들에 '평등한 파트너십과 연대'라는 

렌즈를 적용시켜라. 

 • 당신의 행동 계획의 각 단계마다 당신이 직면할 지 모르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 심사숙고,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켜 나갈 방안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표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

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하고 나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

를 고안할 때 참여적인 방식으로 의도된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 수혜자

 • 회원

 • 동료, CSO 플랫폼/연합체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당신의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2, 4, 7, 8, 9, 13, 19, 21, 23, 34, 35, 39, 43, 47, 50, 51, 59, 63, 69, 70, 71, 73, 78, 79, 82, 91, 92, 100, 110, 111, 

112, 113, 114, 115, 122, 125, 128, 130, 132, 133, 134, 135, 151, 152, 154, 155, 156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설정

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48, 72, 7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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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6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어느 국내 CSO가 국제 개발 NGO와 계약을 맺고 여러 외딴 마을들에서 이미 자금지원이 되고 있던 한 프로젝트

를 실행하게 되었다. 그 프로젝트 문서상의 첫 단계에서는 현지의 현실과 필요에 기초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수

요 조사를 약속했었다. 지시받은 대로 그 국내 CSO는 마을들에 사는 청소년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그리

고 주요 정보원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긴 수요 목록을 가지고 돌아왔다. 국제 개발 CSO는 그 정보를 해외에 있

는 본부로 가져갔으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리더십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고자 개입을 위한 계

획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행동 계획은 자금지원 문서상에 이미 승인된 내용과 동일하였고, 수요 조사의 결과와도 일

치한 것이기는 하였다. 즉, 포커스 그룹과 인터뷰에서 분명히 청년 리더십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필요가 규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생, 일자리 및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도가 더 높았던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한 결과, 그 국내 CSO

는 사업 계획수립 당시만이 아닌, 그리고 단지 자금지원의 전망과 관련해서만이 아닌, 현지 마을들과의 끊임없는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월례 회의에 마을을 지도자들 – 남성과 여

성 둘 다 - 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한결같지는 않았고 모두가 그러한 회의들의 가치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국내 CSO는 일부 현지 지도자들과 보다 튼튼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음 

번 자금지원 기회가 왔을 때, 그 국내 CSO는 사업 제안서가 자금지원을 위해 제출 되기도 전에 사업계획서 개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관계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사업이 현지의 우선순위들에 보다 적합하고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 국내 CSO는 국제 개발 NGO와의 파트너십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었고, 현지 마을 사람들은 그 국내 CSO와의 파트너십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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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7 :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상호 배움을 추구한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개발 관행과 결과들에서 나온 증거를 접목시키고 현지 및 토착 지역사회들의 지식

과 지혜를 포함시키며, 혁신 그리고 자신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다른 

CSO들 및 개발 주체들로부터 배워 나가는 방법을 향상시킬 때 효과적이 된다.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과정은 서로 다른 개발 행위자들 사이에서 시너지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의 결과와 영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토대를 제공한다. 개발 학습은 자기 검토와 함께 정보와 지식의 

상호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CSO 동료, 자원봉사자, 파트너, 영향을 받는 사람 그

리고 다른 상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류를 포함한다. 

CSO들은 학습 조직이며 지식의 창출, 공유 및 실행을 자신들의 전략과 활동 방식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이

러한 학습적 접근은 자기 주도적이며 지속적이고 집단적이며 반복적이고, 참여, 개방성 및 신뢰에 기초한 것이어야만 

한다. 상호 배움의 과정은 파트너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특히 현지 지식, 문화적 이슈, 양성 관

계, 가치, 영성 및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하다. 진정한 상호 배움을 방해할 수 있는 권력 불균형이 인지

되고 개선될 때에만 이러한 배움이 가능하다. 조직 차원의 학습을 지원하고 CSO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을 갖춘 맞춤형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개발 파트너들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뤄지는 정기적인 질적 평가는 CSO의 개발 활동에서의 전략, 우선순위 및 방법론들을 조정하고 다듬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직 차원의 학습은 ‘단기 성과 관리’라는 보다 제한된 과정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안에 지식 창출, 지식 공유 및 상호 배움을 맥락화하기 위해 지침이 되

는 질문들

지식과 상호 배움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관리하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한 분석에 근거하여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아래의 질문들은 CSO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CSO가 가진 

독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때, (실무자의) 개인적 

경험과 시각은 지식 창출, 지식 공유 및 상호 배움과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목적 달성과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원칙 7 :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상호 배움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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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무와 연관하여 지식의 창출과 공유, 상호 배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투명성과 관련되어 사용되

거나, 현지의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지식 공유와 상호 배움이 이미 법, 규정, 사회구조 내에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또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 지식 공유와 상호 배움이 일상생활과 관계들 속에서 존중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 지식 공유의 부가가치는 (또는 그렇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상호 배움에서는 어떤 위험과 유익들이 있는가? 실험, 위험

감수, 실패에 대한 가장 흔한 문화적 신념은 무엇인가? 

 • 업무 상황 속에서 지식의 창출과 공유, 상호 배움의 증진에 있어 주된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 공유된 지식과 상호 배움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누구에 의해, 어느 정도나 논란이 되고 있는가? 

 • 어떤 종류의 지식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가? 그것들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가? 누구의 지식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 누구의 지식은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이러한 믿음을 부추길 수 있는 편견들은 무엇인가? 

 • 개발효과성을 위해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의 증진의 어떤 면들이 매우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가?

 • 협력은 얼마나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무슨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한가? 협력이 어떻

게 조직화되는가? 

 • 일상생활과 관계들 내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협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협력의 부가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여

지는가? 

인벤토리에 정책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18, 19, 

39, 49, 79, 81, 82, 86, 87, 100, 106, 107, 109, 128, 129, 130, 136, 155를 참조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당신의 CSO의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에 대해 생각해 보라. 조직 내에서 지식의 창출과 공유, 상호 배움의 촉진

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 당신의 CSO는 어떻게 지식을 창출하는가? 무슨 종류의 지식이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CSO 내의 어떤 

그룹의 지식이 더 많이 혹은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 왜 그러한가?

 • 당신의 CSO는 어떻게 지식과 배움을 공유하는가?

 • 공유된 지식 및 상호 배움에 대한 CSO의 열의가 조직 차원의 정책, 관행, 매일의 업무들 속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드러

나는가? 

 •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과 관련하여 CSO의 현재 목표는 무엇인가? 위의 분석에 비추어, 그것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전을 이뤄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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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전과 격차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과 자가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72, 77을 참조하라.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의 어떤 점들이 깊게 와 닿는가? 낯설거나 관련성이 덜 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

가? 왜 그런가? 지식과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배우고 있는가? 실패를 어떻

게 다루는가? 무엇이 배움과 지식 공유를 장려하는가? 당신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는 CSO 내의 지식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을 증진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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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훌륭한 계획수립은 현지의 행위자들이 국제적인 행위자들 보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

는 변화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경영진의 방어적인 태도는 배움을 차단시킨다. 조직의 리더들은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 실천

방법들 안에서 비방어적이고 비심판적인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분쟁 상황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혜자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라!

CSO들 사이의 경쟁이 상호 배움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상호 배움이란 혁신적인 것이다. 이는 모니터링과 평가 또는 성과 관리로 축소될 수 없다. 

배움을 실천하려면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배움을 통해 얻는 높은 만족도, 생산성 및 효과

성은 그 이상을 만회한다.  

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수혜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배움의 노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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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분석 과정에서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의 모든 차원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

한 것들을 포함시킨다.

 •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도구들(예를 들면, 시민 보고 카드, 성 인지 예산책

정)로부터 배우기

 • 동료 간 학습에 대한 투자

 • 다차원의 배움에 참여하기 : 수혜자, 회원, 동료로부터 그리고 (학계, 민간 및 공공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을 가로질러 배우

는 것은 물론, ‘남-남(South-South)’, ‘남-북(South-North)’, ‘동-서(East-West)’ 교류

 • 배움을 방해하는 권력 불평등을 규명하기. 예를 들어, 파트너 또는 예산에 대한 의존성, 실패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 재정적 및 정치적 지원 둘 다를 제공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합리적인 위험을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기

 • 성공은 물론 실패 또는 제한된 성공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소중히 여기기

 • 내용 학습은 물론 과정에도 참여하기

 • 도구들을 적절하고도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훈련과 실력을 쌓는 데 투자하기

인벤토리에 지식 공유 및 상호 배움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7, 46, 54, 55, 56, 83, 116, 125, 127, 

131, 136, 137, 142, 144, 147, 149, 150, 154, 161, 164를 참조하라.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을 위한 CSO의 목표들을 정하는 방법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CSO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에 대한 

고려와 이 분야 내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조직이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 

 • 향후 1년 동안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과 관련하여 어떤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고자 하는 외부 환경까지 포함해서)을 이뤄 내고 싶은가? 3년 동안은? 5년 동안은?

 • 이러한 목표들은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이 발견

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목표들은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에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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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의 촉진을 위해 설정 가능한 목표들과,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

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의 창의적인 사고를 돕기 위해 제안되었다. 실제로 목표

들은 각 CSO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상호 배움을 위한 목표 [예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권력 불균형이 상호 배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존재

한다. 권력의 문제들이 이해관

계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다뤄

지고 있다. 

배움의 교류가 CSO의 관행들 

속에 포함된다. (예 : 직원 회의, 

평가, 임무수행 보고)

배움의 교류에서 현지 및 토착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공여자, CSO 그리고 파트너들

이 지역(regional) 및 글로벌한 

배움의 교류에 수혜자들이 참

여하는 것을 촉진한다.  

남-남(South-South) 배움의 

과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교류

가 제도화된다. 

북반구가 남반구, ‘동’ 그리고   

‘서’에서 배운다. 

북반구 CSO들이 그들의 본부 

그리고 고위급을 포함해서 민

족, 문화, 지리 면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평등하고 상호적인 배움이 개

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도화

된다. 

CSO들과 공여자들이 실수를 

인정할 의지를 보이며, 예측이 

되는 위험을 감수한다. 

CSO들 간에 그리고 파트너

들 사이에 성공과 실패들로부

터 배우는 것이 가치 있게 여

겨진다. 

얻어진 교훈이 널리 알려진다. 새로운 사고와 좋은 관행들이 

내면화되고 통합된다.

직원들이 적절한 도구들에 대

해 잘 훈련되어 있다. 

직원들이 개념과 도구들을 내

면화하였고, 그것들을 사용할 

기회들을 가지며, 자신감을 가

지고 그렇게 한다. 

CSO들, 네트워크 및 공여자들

이 적절한 개념과 도구들의 사

용을 고무한다. 

개념과 도구들이 맥락에 적합

하며 개발 협력의 사고와 실천

을 향상시킨다. 

정식 모니터링과 평가의 관행

들 내의 학습 성향이 강화된다. 

직원들이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

한 현지의 그리고 국제적인 접

근법들에 대해 훈련을 받는다. 

직원들이 과정을 측정하기 위

해 사용하는 지표들에 대해 의

견 개진을 할 수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결과와 

얻어진 교훈의 사용을 위한 새

로운 기준들이 보다 나은 실행

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정된다. 

기술 개발 및 지식 전수를 위한 

협력이 존재한다. 

개발 협력에서의 성공적인 접

근법들이 공유된다. 

성공적이지 못한 접근법들에 

대해 협력을 통한 분석이 이뤄

진다.

개발 협력에서의 도전들에 대

한 해결책들이 협력 속에서 강

구된다. 

인벤토리에 목표에 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39, 45, 49, 66, 80, 81, 86, 96, 

97, 98, 99, 102, 10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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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의 계획, 모니터링, 평가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라. CSO의 조직 

구조, 계약, 자원 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측면들에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라는 

렌즈를 적용시켜라. 

 • 행동 계획의 각 단계마다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킬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적

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하고 나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를 

고안할 때에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해당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 수혜자

 • 회원

 • 동료, CSO 플랫폼/연합체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당신의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7, 8, 9, 13, 19, 21, 23, 34, 35, 39, 43, 47, 50, 51, 59, 63, 69, 70, 71, 73, 78, 79, 82, 91, 92, 100, 110, 111, 112, 

113, 114, 115, 122, 125, 128, 130, 132, 133, 134, 135, 151, 152, 154, 155, 156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설정과 관

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48, 72, 7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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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7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어느 노동조합의 현지 사무소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자가 파견되었다. 당시 직

원들 간의 갈등은 조합의 활동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현지 사무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야기

하고 있었다.  그 HR 매니저는 파견된 즉시 직원들로부터 적대감을 느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에 

착수했다. 그녀는 만일 비밀로 해 준다면 직원들이 보다 열린 태도로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

지고 짧은 설문지를 준비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뒤 그녀의 책상 위에 두고 나갈 것을 요

청하였다. 그러나 단지 한 명으로부터만 설문지를 받았고, 그것마저도 작성되지 않은 빈 설문지였다. 그녀는 비공식적

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직원들을 점심식사에 초대했지만, 정작 직원들은 언제나 너무 바빠서 초대에 응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본부에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자신이 볼 때 현지 직원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다.  이후 그 메모 초안을 현지 직원들에게 회람시켰고, 본부에 보내기 전에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현지 직원들은 그 HR 매니저의 열린 마음과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메모 초안

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녀의 주변에 있을 때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을 그만뒀고, 그 

결과 그녀는 현지 직원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이전과 현재의 경영 조치들에 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직원들의 필요에 

맞춰 작은 변화들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서 늦지 않고 시간에 맞

춰 출근할 수 있도록 주간 회의의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추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녀는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의 안건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고, 직원 모두에게 각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

다. 서서히 회의와 의심이 누그러졌고 직원들은 현지 사무소가 운영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그들이 가진 의견에 대해 보

다 솔직해졌다. 이전의 다른 관리자들은 방어적이었는데, 그 HR 매니저는 비판적인 피드백의 중요성과 배움의 환경

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이 학습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적으로 학습의 가치를 확립하였는데, 여기에는 휴가를 내거나 회사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방식도 포함되었다. 이

로써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보다 여유롭고 높은 만족도를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일의 질도 향상되었다. 또한 그들은 현

장 활동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통해 현지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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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8 :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CSO들은 개발 행위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사람들을 위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결과와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개발 활동의 지속가능한 결과와 영향력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함으

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는 유산(legacy)을 보존할 때 효과적이 된다.

CSO들은 파트너십을 맺고 일하고, 지역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안에

서 행동하면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과들을 이뤄 낸다. 개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는 

개발 행위자들 간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불평등, 가난, 소외의 근본 원인들에 대한 초점을 통해 지탱되어야 한다. 분쟁 

이후의 상황들에서 CSO들은 평화와 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의 역할과 영향

범위(reach)가 감소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CSO들이 긴요하게 기여를 하고 중요한 공백을 메우게 되나, CSO들이 

국가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과 보건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무

를 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공공재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강화되어야 한다. 

종종 복잡하고 장기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CSO들은 평가, 증거의 제시, 자신들의 활동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CSO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한 변화는 개발 활동의 모든 측면에 걸쳐 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요구한다. CSO가 사회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현지 대상자들 및 영

향을 받는 사람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분쟁 중 또는 분쟁 이후의 상황들이라면, CSO의 평가는 

변화를 위한 CSO의 개발 결과들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및 정

치적 과정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당신이 속한 CSO의 활동 안에 지속가능한 변화를 맥락화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질문들

지속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이나 일련의 단계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른 전

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한 분석에 근거하여 각자의 CSO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활동 지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CSO가 가진 독특한 구조, 임무, 자원에 의해 생

겨나는 기회와 제약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때 개인적 경험과 시각은 투명성 및 책무성과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목적 달성과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당신의 CSO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무와 연관하여 ‘지속가능한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관련되

어 사용되거나, 현지의 다른 용어나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개발 노력의 어떤 결과와 성과들이 지속가능하다고 보여지는가?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현재의 접근법들을 향

원칙 8 :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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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은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를 누가 지원하고 있으며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가?

 •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 당신의 CSO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적절한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증진시키

고 있는가?

 • 업무 상황 속에서의 장기적 관점의 사고와 단기적 관점의 사고가 법과 사회구조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과거, 현재 또는 미래를 바라보는 특별한 성향이 있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 관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 당신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류의 갈등들이 정치적 및 사회적 환경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갈등은 어떻게 

관리되거나 해결되는가? 현존하는 또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분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누가 그로 인

해 고통을 받는가?

 •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날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 미래의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기술, 지식 및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증진시키

고 있는가? 

인벤토리에 정책, 개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18, 19, 39, 49, 79, 81, 82, 86, 87, 100, 106, 107, 109, 128, 129, 130, 136, 155를 참조하라. 

당신의 CSO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 당신의 CSO의 독특한 역사, 임무, 직원, 회원에 대해 생각해 보라. 조직 내에는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에 대한 정

의와 중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 당신의 CSO는 미래의 어떤 경향을 예상하고 있는가? 이는 당신의 목표와 전략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 지속가능한 변화의 증진과 관련한 당신의 CSO의 현재 목표들은 무엇인가? 앞의 분석에 비춰 볼 때 그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당신의 CSO의 활동에 적절한 추가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속가능한 변화에 대한 당신의 CSO의 열의가 조직 차원의 정책, 관행, 매일의 업무들 속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는가?

 • 조직의 정책과 문화의 어떤 측면들이 당신의 CSO가 지속가능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가?

 • 당신 활동 속에 포함되고 있는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당신이 배제하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왜 그러한가? 

 •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관련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가?  그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좋은 관행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 누가 긍정적인 변화를 방해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훼방꾼’) 지속가능한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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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에 조직 차원의 분석과 자가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69, 72, 77을 참조하라.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

 • 지속가능한 변화의 어떤 점들이 깊게 와 닿는가? 낯설거나 관련성이 덜 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좋은 삶’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는 CSO 내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벤토리에 자가 검토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80, 10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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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에서 나온 의견

“비물질적 가치들, 결과보다는 과정, 기대되는 혜택보다는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들을 포함하여 

개발을 개념화하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방식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

분쟁 상황에서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현지의 우선순위들에 고착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하려

는 CSO들의 공간이 제약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확대되기도 한다. 

언제나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고려하면서 당신이 사용하는 자원들에 대해 주의하라. 

분쟁 속에서는 배움, 네트워킹 및 협력이 더욱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들은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

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협력에는 불리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도가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협력의 장기적인 유익은 더욱 더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장기적인 제도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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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기 전에…

분석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의 모든 차원을 고려하고 있는가? 일부 CSO들은 이러한 것

을 포함시킨다.

 •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정책 대화 개최

 • 지속불가능한 접근법들에 대한 대안 개발 및 지속가능성이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 정부의 공공재 제공을 위한 애드보커시

 • 생계 중심의 경제개발을 위한 애드보커시

 • 분쟁 과정의 구조적, 촉발적 및 고착화시키는 요소들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폭력적인 갈등 관리

 • 분쟁 및 위기 속에서의 원조의 정치화에 문제제기

 • 사회적 포용 증진

 • 인간 안보와 웰빙에 대한 초점(물질적 필요, 건강한 환경 및 안전하고 화합된 사회를 아우르는)

 •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성 및 통제력 증진

 • 인권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향상

 • CSO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독립성 보장

 •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애드보커시

 •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탕감 촉진

 • 공적개발원조(ODA)의 비구속화 촉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

 • 금융 부문의 책무성 촉진

 • 책임 있는 소비주의에 대한 애드보커시

 • 개발에 대한 국제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밝혀내고 최소화하기

인벤토리에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31, 32, 33, 43, 44, 48, 57, 98, 

108,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3, 134, 139, 145, 147, 148, 149, 150, 155, 159, 162, 163, 168, 17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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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당신의 CSO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CSO의 현지 상황과 조직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개인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CSO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에 대한 고려

와 이 분야 내의 기존 활동들을 유념하면서 조직이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 

 •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어떤 야심차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달 가능한 목표들(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고자 하는 외부 환경까지 포함해서)을 이뤄 내고 싶은가?

 • 이러한 목표들은 조직이 이미 정해 놓은 다른 조직적인 목표 및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중복이나 모순이 발견

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목표들은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다음의 표는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표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당신의 창의적인 사고를 돕기 위해 제안되었다. 실제로 목표들은 각 CSO만의 독

특한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 

긍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변화의 실현을 위한 목표 [예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이 있

는 이해관계자들이 규명되고, 

관계들이 구축된다. 

지식 공유를 위한 연합체와 네

트워크들이 형성되고 그들의 

연구/조사 결과들이 접근 가능

한 것이다. 

미래 시나리오들이 CSO와 공

유자들의 전략과 활동들에 포

함되어 있다.  

CSO와 공여자들의 전략과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변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이다. 

공여자들이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수원국 정부와 원조 관련 

정책을 조화시킨다.  

공여자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국가기구들과 함께 원조를 조

율해 나간다. 

개발 분야들에 걸쳐서 원조가 

투명하게 조율된다. 

원조가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된다. 

얻어진 교훈이 재난구조 프로

그램들에 통합된다.

재난구조 프로그램들이 실행

되는 지역의 문화적 및 사회적 

상황에 맞게끔 조정된다. 

재난구조 단체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정부들과 함께 자신들

의 노력을 조율해 나간다. 

재난구호가 효과적으로 이뤄

진다. 

청년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

고 분석할 수 있다. 

아동과 청년들이 자신들의 필

요, 관심 및 아이디어들을 밝혀

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된다. 

아동과 청년들이 프로그램의 계

획수립,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의 발전방안 모색에 포함된다. 

정부들이 아동과 청년들의 권

리와 포용을 증진한다. 

직원, 파트너, 수혜자들이 자원

의 보존에 대해 훈련을 받았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실천

된다. 

활동들의 향후 영향을 시험하

는 질적 지표들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지표들이 설정된다. 

사회들이 그들의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며 자원을 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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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근본 원인이 인식되고 

다뤄진다. 

전투원들의 사회 재통합을 포

함하여 화해를 위한 내부 및 외

부적 메커니즘이 마련된다. 

집단적 및 개별적 정의실현을 

위한 메커니즘이 설립되었다.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갈등을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

즘이 효과적이다. 

비자발적 이주의 원인이 줄어

든다. 

이주자와 내부 실향민들이 존

중과 지원을 받는다. 

이주민, 비자발적 국내 이주자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들이 

권리에 기반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한다. 

권리에 기반한 이민 관련 법과 

정책들이 수립된다. 

아동과 청년들이 전 지구 차원

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설 필

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아동과 청년들이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

로 참여할 능력과 열망을 가지

고 있다. 

아동과 청년들이 다양성과 권리

를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긴다. 

세계 시민들이 현지 지역 및 국

제적인 지역사회들의 활발한 

참가자이다. 

환경 악화로 인한 비용과 부담

을 나누어 진다(오염 유발자 책

임).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개발을 

관리하는 책임을 나누어 진다. 

천연자원의 사용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최소화

된다. 

전 지구적 연대가 실현된다. 

인벤토리에 목표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15, 16, 39, 45, 49, 66, 80, 81, 86, 96, 

97, 98, 99, 102, 103을 참조하라. 

CSO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의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법

 •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설정하라. CSO의 조직 

구조, 계약, 자원 배분(시간, 재원, 권력, 인적자원), 업무 및 관계들의 모든 측면들에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라는 

렌즈를 적용시켜라. 

 • 행동 계획의 각 단계마다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함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 모니터링, 평가의 방법들과 배운 교훈을 통합시킬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하라.

CS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직원, 수혜자, 공여자들 가운데서 현실적

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지표들을 결정하고 나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지표

를 고안할 때에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해당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대상들에 대한 다측면적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규명하고 실행하라.

 • 수혜자

 • 회원

 • 동료, CSO 플랫폼/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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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여자/자금 제공자/투자자

 • 정부/규제 기구

 • CSO 환경에 적합한 다른 이해관계자

인벤토리에 계획, 프로그래밍, 변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다측면적 책무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자료 번호 

4, 7, 8, 9, 13, 21, 23, 34, 35, 39, 43, 47, 50, 51, 59, 63, 70, 71, 73, 78, 79, 82, 91, 92, 100, 110, 111, 112, 113, 

114, 115, 122, 125, 128, 130, 132, 133, 134, 135, 151, 152, 154, 155, 156을 참조하라. 또한, 지표 설정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 특히 자료 번호 8, 10, 11, 48, 72, 7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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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8 실천 : 

변화와 복잡성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

부유한 디아스포라(Diaspora)로부터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는 어느 거대한 국내 CSO가 한 도시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입에 시범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5년에 걸친 시범사업은 커리큘럼 개발, 교사 훈련, 교재, 물리적 기

반시설, 부모들의 참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포함, 교육을 위한 민간 기업의 후원, 대중의 인식을 포함하여 양질의 교

육과 관련된 모든 측면들을 다루었다. 시험 성적, 학생 보유율, 학생, 교사 및 부모들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교육의 질

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 이상의 것들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시범사업은 현지 언어로 된 다수의 맞춤형 교재들과 라디

오 홍보, TV 광고, 유명인사들의 후원 등 다른 자원들을 만들어 냈다. 사업이 3년째 되는 해에 CSO는 해당 사업을 지

지하기는 하지만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던 지방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사업 내에 정

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정부 관리들과의 의사소통을 증가시켰다. 4년째 되는 해에는 교육 관련 

다른 CSO들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부서들과도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것과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여하거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정식 회의를 시작했다. 사업이 종료될 무

렵, 교육부 내에서는 사업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교육 관련 CSO들이 특히 첫 3년간의 과도기 동안은 적극적인 역할

을 맡아야 한다는 합의가 생겨났다. 이에 이 CSO는 사업의 질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한 제도화

를 하나의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이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대중 전반 가운데 그처럼 광범위한 지지를 형성했으므

로 사업을 정부에게 넘김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고, 국내 CSO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보다 긍정적이고 지속가

능한 변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애드보커시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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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책무성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

출처 :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씨엠립 CSO 합의

CSO의 임무(mandate)는 책무를 다할 그들의 책임의 근거

모든 개발 주체들은, 특히 그들의 주요 조직구성원 및 개발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 자신

들의 개입과 행동의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 CSO들은 자신들의 개발 행동과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무를 다하고 투명

해야 한다는 다섯 번째 이스탄불 원칙에 명시된 이같은 의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있어 책

무성은 공익을 위한 변화의 주체(agents of change)로서 그들의 활동에 내재된 각자의 독특한 임무에 따라 그들이 속한 지

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대중들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각각의 조직과 국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CSO 책무성 메커니즘의 실행을 통해 실천된다. 

개발 주체로서 CSO들은 대중들과 지역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CSO들은 높은 수준의 

관리 및 정직성(probity)을 실천하고 있다. CSO들은 또한 책무성과 투명성 관련 관행을 개선하라는 합당한 요구에 계속해

서 부응하고 있다. CSO들은 선출된 이사회에 의한 감독 강화, 프로그램 파트너들과의 투명한 논의 진행, 조직 구성원들과

의 명확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보고서 및 외부 재무 감사결과에 대한 접근 허용, 정부의 규제 감독 준수, 그리고 CSO 자체의 

다양한 행동 수칙과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해 그렇게 해왔다. CSO 책무성 메커니즘은 또한 - 종종 공여국 및 개도국 모두의 

경우 – 그들의 책무성이 지닌 다각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우선 주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무성도 있지만 동

료, 파트너, 대중 지지자, 공공 및 민간 공여자들에 대한 책무성도 똑같이 있다. 

CSO들에게는 탄탄한 책무성과 투명성 관행을 위한 주된 책임이 있지만,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소외계층이나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공공정책에 참여하고 지

역사회 중심의 개발 과정을 동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CSO 책무성 메커니즘을 시행하기란 

도전이 될 수 있다. 

CSO 책무성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즉,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다 작은 규모의 CSO들에 존재하는, 덜 형식

을 갖추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책무성 관행도 포함된다. 원 월드 트러스트(One World Trust)는 수십 개의 자발적인 

CSO 책무성 메커니즘들을 지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 나아가 전세계 단위까지 정리하였다. 유명한 전세계 CSO 네트워크인 

CIVICUS는 CSO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동료 간 학습과 지식 공유를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다년도 프로그램(합법성, 투명

성, 책무성(Legitim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라고 불리는)을 추진 중이다. 

섹션 III :
책무성 메커니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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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도전들 인식하기

책무성과 관련해서 CSO들은 대내외적으로 책무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데 있어 많은 고유의 도전들에 직면한다. 그러

한 도전들에는 CSO 행위자들의 많은 수와 다양성, 평등한 파트너십을 존중해야만 하는 접근방식,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단

체 및 행동,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의해 생겨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그리고 책무성에 대한 다각적인 요구(법적, 계약상의 

및 윤리적 요구)가 포함된다. 모든 상황과 모든 종류의 단체에 맞는 한 가지 책무성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CSO들

은 개별 및 공동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관행에서 배운 

교훈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환영하고 권장하는 바이다.

책무성을 위한 CSO의 과정과 노력은 단순히 감사를 받은 재무 결과를 공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CSO 책무성은 빈

곤층의 의견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CSO 책무성 메커니즘은 CSO가 풀뿌리 지역사회와 

빈곤층 및 개발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기울인 노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몇 가지 실질적인 도

전들에 직면한다. CSO는 종종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며, 공여국과 개도국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매우 다른 정책 및 

규제들을 가진 국가 상황 속에서 활동한다. 이는 CSO의 건실한 책무성의 범위를 좁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인 것이다.  

CSO 책무성이 개발효과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치 중심의 원칙들로서 이스탄불 원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다. 이러한 원칙들과 관련한 책무성의 적절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때때로 특성상 이를 확립하고 

감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분쟁 상황과 분쟁 후에 활동하는 CSO들에게 그러하다.

CSO 책무성 메커니즘은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발 결과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애드보커시 및 동원(mobilization)

과 같이 결과 측정이 쉽지 않은 영역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CSO들은 책무성의 꼭 필요한 기준으로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온전한 책무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의성, 비용, 업무량, 파트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개인들의 사생활 및 권리보호와 같은 실질적인 도전들에도 대

처해야만 한다. 투명성 기준을 이행하는 것은 CSO의 다양한 제도적 상황(조직의 규모나 조직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직원과 

자원봉사자 훈련 및 역량 강화, 보고 및 감사 시스템 개선 혹은 감독과 평가를 위해 배당된 자원 필요성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많은 중소규모 CSO들의 경우, 연대의 과정(CSO 네트워크, 동맹, 연합 등)이 공동의 책무성 메커니즘을 통한 대응에 있어 꼭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책무성 메커니즘 강화

CSO들은 개발 주체로서 여러 다른 국가 상황들 속에서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

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CSO들은 정부나 CSO가 정한 ‘감찰식 규제(policing regulation)’가 아닌 자발적인 책

무성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CSO들의 존재를 감안할 때, CSO의 자치(autonomy)

와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융통성 있는 CSO 관행 개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자발적인 메커니즘만이 현실적

이라고 하겠다.

신뢰성 있는 자발적 메커니즘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발전하고 향상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위한 가장 높은 실용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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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믿을 만한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과 관련된 CSO들의 노력이다.

책무성 메커니즘의 좋은 관행, CSO 개발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 그리고 오픈포럼(Open Forum)을 통한 국가 단위의 

CSO 논의들은 몇 가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오픈포럼에서는 CSO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

지 기본 접근방식이 권고사항으로 나왔다.

1. 이스탄불 원칙과 본 프레임워크의 지침은 책무성 기준의 토대가 되지만, 책무성 메커니즘은 보다 폭넓은 조직의 거

버넌스 문제도 다루어야만 한다.

2. 자발적인 메커니즘에서는 무엇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3. 자발적인 자기 규제 메커니즘 및 상황에 맞는 요구조건들은 실제 자신들의 활동이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능한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도 상의해야 한다. 책무성 메커니즘은 조직의 학습, 그

리고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증진해야 한다.

4. 행동 수칙과 책무성 메커니즘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들

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분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현지의 상황에 적합하며 그것을 존중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다양하고 종종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위해서는 융통성과 적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메커니즘은 모범적인 관행을 만들어야 하고, CSO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은 원칙과 성과측정 방식을 다른 이에게 강

요해서는 안 된다. 

7. 이미 존재하는 메커니즘이나 교훈이 국가 단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특히 CSO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믿을 수 있는 실천을 보여 주고 중복이나 반복 및 지나친 거래 

비용 발생을 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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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벤토리

이 자료 인벤토리는 CSO들이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들을 문맥화하고 실천하는 것을 돕기 위한 

메커니즘, 도구, 배운 교훈, 좋은 관행 및 다른 자원들에 대한 목록이다. 원칙들이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뒷받침하는 관

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하나 이상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 인벤토리에 포함된 모든 자료들은 무료이며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자료들은 북반구-남반구 사이에 이뤄지는 공유만큼이나 자주 남-남 간 및 남-북 간에도 공유되어야 하

며, 역시 이상적으로 자료들은 다양한 언어들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한 노력과 대외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 

인벤토리에 있는 자료들은 국제적으로 고안됐으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오직 영어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1)  “아동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아동 권리의 증진 : 아동 중심의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의 달성

(Promoting child rights to end child poverty : Achieving lasting change through Child-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은 플랜 인터내셔날(Plan International)의 프로그램 가이드이다. 2010년에 발간된 84페이지 

분량의 이 매뉴얼은 특히 아동들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자료이다. 그것은 원칙과 권리들

이라는 틀 안에서 환경적 요인들, 프로그램 계획 및 모니터링과 평가(M&E) 계획을 다룬다. 링크 : http://plan-

international.org/files/global/publications/about-plan/Plan%20Programme%20Guide%205-10-10%20

MONO.pdf

자료2) 액션 에이드(Action Aid)의 국제화 프로세스(Internationalization Process)는 조직 개편(organizational 

restructuring)을 통한 권력 분담(power sharing)의 과정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관련 설명 링크 : http://www.

actionaid.org/exchanges/issue_4/internationalisation.html 또한 “액션 에이드 내의 리더십 & 국제화

(Leadership & Internationalization in ActionAid)”는 액션 에이드의 구조를 국제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2010

년에 나온 8페이지짜리 발표자료이다. 링크 : http://www.peopleinaid.org/pool/files/Events/Leadership%20

and%20Internationalization%20in%20%20ActionAid.pdf

자료3)  인도주의적 실행 네트워크(Humanitarian Practice Network)에서 발간한 “짐바브웨의 아동 피드백 위원회 : 책무성 

관련 실험(Children’s feedback committees in Zimbabwe : an experiment in accountability)”은 특히 아동 피드

백 위원회를 통해서, 수혜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empowering)의 성과(progress)와 함정(pitfalls)에 대한 간략

한 설명이다. 링크 : http://www.odihpn.org/report.asp?id=2640

자료4)  유럽에이드 2004(EuropeAid 2004)는 사업주기 관리(project cycle management :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도구, 기

준,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로지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기관 차원의 역량 평가(institutional 

capacity assessment), 참여와 주인의식에 관련된 자세한 가이드라인들(158페이지)을 제공한다. 링크 : http://

ec.europa.eu/europeaid/infopoint/publications/europeaid/49a_en.htm

자료5)  영향력 평가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는 (3ie) “재난 사후 상황에서

의 영향력 평가 : 2005년 파키스탄 지진과 관련된 개념적 토의(Impact Evaluation in the Post-Disaster Setting: 

A Conceptual Discussion in the Context of the 2005 Pakistan Earthquake)”를 발간하였다. 2009년에 발간

섹션 IV :
자료 인벤토리 ― 방법론, 도구, 좋은 관행, 기준, 모델들

http://plan-international.org/files/global/publications/about-plan/Plan%20Programme%20Guide%205-10-10%20MONO.pdf
http://plan-international.org/files/global/publications/about-plan/Plan%20Programme%20Guide%205-10-10%20MONO.pdf
http://plan-international.org/files/global/publications/about-plan/Plan%20Programme%20Guide%205-10-10%20MONO.pdf
http://www.actionaid.org/exchanges/issue_4/internationalisation.html
http://www.actionaid.org/exchanges/issue_4/internationalisation.html
http://www.peopleinaid.org/pool/files/Events/Leadership%20and%20Internationalization%20in%20%20ActionAid.pdf
http://www.peopleinaid.org/pool/files/Events/Leadership%20and%20Internationalization%20in%20%20ActionAid.pdf
http://www.odihpn.org/report.asp?id=2640
http://ec.europa.eu/europeaid/infopoint/publications/europeaid/49a_en.htm
http://ec.europa.eu/europeaid/infopoint/publications/europeaid/49a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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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 49페이지 분량의 분석은 재난 사후 영향력 평가(PDIE)의 특정한 도전들을 지적하고, 기존의 개념들을 검

토하며, 분석틀 및 지침을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제시한다. 링크 : 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

Working%20Paper%205.pdf

자료6)  영향력 평가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는 (3ie) 지역보건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포함해서 산모 및 신생아 질병(morbidity)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개입 패키지의 효

과성에 대한 2011년 평가 결과를 발간하였는데, 제목은 “산모 질병 및 사망률 감소와 신생아 관련 결과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개입 패키지(Community-Based Intervention Packages for Reducing Maternal Morbidity 

and Mortality and Improving Neonatal Outcomes)”이다. 링크 :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

synthetic2/Maternal%20health%20May%202011%20FINAL.pdf

자료7)  Roetman(2011년 발간)은 서부 케냐 내 국제 아동 지원(International Child Support in West Keyna)의 경험을 분

석함으로써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의 실천적 및 윤리적 딜레마들을 설명한다(16페이지 분량). 링크 : http://

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P11_Final%201103.pdf

자료8) 세계은행(World Bank)의 “모니터링과 평가 프로젝트(Monitoring and Evaluation Projects)”(2006년 발간)에 대한 단

계별 접근 매뉴얼은 설문과 포커스 그룹의 활용을 포함해서 벤치마킹과 영향력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공한다(59페이지 분량). 링크 :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HEALTHNUTRITIONANDPOPULATI

ON/Resources/281627-1095698140167/GrunImpactEvaluationManualFinal.pdf

자료9)  세계은행(World Bank)의 “빈곤에 대한 개발 사업들의 영향력 평가 : 실무자들을 위한 핸드북(Evaluat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poverty : A handbook for practitioners)”(2000년 발간)은 다양한 사례 연

구 및 좋은 관행들을 포함하여 영향력 평가의 기술, 디자인 및 실행을 설명한다(225페이지 분량). 링크 : http://

siteresources.worldbank.org/INTISPMA/Resources/handbook.pdf

자료10)  Bastia는 “ILO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질적 및 양적 지표들(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for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ILO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2000년 발간)에 관

해 논한다. 그녀는 (성 지표들을 포함하는) 지표, 정의(definitions), 차원(dimensions) 및 지표의 종류들을 사용하는 

것의 유익에 관해 개관한다. 링크 : http://www.womeng.net/wp/library/Methodology%20Indicators.pdf

자료11)  성 평가 방법(Gender Evaluation Methodology ; GEM)에서는 양적 및 질적 지표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일반적

인 평가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apcwomen.org/gemkit/en/gem_tool/step4a2.htm

자료1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북경 행동강령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 인지 질적 지표들의 사용에 관한 개념 노트(Concept 

Note on the Use of Gender Sensitive Qualitative Indicators for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는 성 지표들을 고안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며 지표상에서 기존의 권력 차이를 재생

산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다(13페이지 분량). 링크 : http://www.unescap.org/esid/GAD/Events/High-

level%20meeting%20Sep%202004/Final%20note%20qualitative%20indicators%20-%20Meena.pdf

자료13)   영향력 평가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는 영향력 평가에 관한 짧

은 에세이 모음인 22페이지 분량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나은 증거(Better evidence for a better world)”

를 2009년에 발간하였는데, 더 나은 증거와 더 나은 결정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고, 증거에 기초한 정책 및 관

행의 가능성을 타진하며(사례 연구 : 아동복지), 더 나은 학습 관리를 위한 권고들을 제시하였다. 링크 : http://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orking%20Paper%205.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orking%20Paper%205.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synthetic2/Maternal%20health%20May%202011%20FINAL.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synthetic2/Maternal%20health%20May%202011%20FINAL.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P11_Final%201103.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P11_Final%201103.pdf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HEALTHNUTRITIONANDPOPULATION/Resources/281627-1095698140167/GrunImpactEvaluationManualFinal.pdf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HEALTHNUTRITIONANDPOPULATION/Resources/281627-1095698140167/GrunImpactEvaluationManualFinal.pdf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ISPMA/Resources/handbook.pdf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ISPMA/Resources/handbook.pdf
http://www.womeng.net/wp/library/Methodology%20Indicators.pdf
http://www.apcwomen.org/gemkit/en/gem_tool/step4a2.htm
http://www.unescap.org/esid/GAD/Events/High-level%20meeting%20Sep%202004/Final%20note%20qualitative%20indicators%20-%20Meena.pdf
http://www.unescap.org/esid/GAD/Events/High-level%20meeting%20Sep%202004/Final%20note%20qualitative%20indicators%20-%20Meena.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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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47.pdf

자료14)   Prowse와 Snilstveit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향력 평가와 개입들 : 관찰 연구(Impact evaluation and 

intervent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A scoping study)”를 썼는데, 그것은 기후 변화, 정책적 대응 및 자

금지원 흐름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기후 변화, 이주 및 적응을 위한 개입(adjustment interventions)의 영역들에

서의 영향력 평가를 제시한다(51페이지 분량).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 http://www.3ieimpact.org/admin/

pdfs_papers/Working%20paper%207.pdf

자료15)  파레토 분석(Pareto Analysis)(‘80/20 규칙’)은 대다수의 문제들은 몇 가지의 핵심적인 원인들에 의해 야기

된다는 전제 위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의사결정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수행

실적(performance)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여러 설명들 중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 http://www.

projectsmart.co.uk/pareto-analysis-step-by-step.html

자료16)   쌍비교 분석(Paired Comparison Analysis)은 특히 제한된 자원에 대해 서로 경합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규명하는 것을 돕는다. 여러 설명들 중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 http://www.mindtools.com/

pages/article/newTED_02.htm

자료17)   REFLECT는 권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의사소통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법론이다. 이 142

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초 지역사회들(base communities)의 의미 있는 참여를 향

상시키기 위한 액션 에이드(ActionAid)의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링크 : http://www.actionaid.org.uk/doc_

lib/190_1_reflect_full.pdf

자료18)  CIDA의 성평등 부서 및 평화구축에 의한 “성평등과 평화구축 : 실행 프레임워크(Gender equality and 

peacebuilding: An operational framework”(17페이지 분량)는 적절한 개발 전략들은 물론 분쟁 이전, 분쟁 중 그

리고 분쟁 사후의 단계들에서의 성에 관한 개념들을 분석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실무자들이 평화구축 노력과 관

련된 분석, 프로그래밍,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여성들을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대우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 링

크 : http://www.mineaction.org/downloads/1/C-Gender-EN.pdf

자료19)   INSTRAW의 “분쟁 및 분쟁 예방 관련 성의 도입 : 개념적 및 정책적 함의(Introducing Gender in Conflict and 

Conflict Prevention: Conceptual and Policy Implications”(11페이지 분량)는 분쟁 관리 및 분쟁 예방과 관

련된 분석,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성에 민감한(gender-sensitive)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링크 : http://www.

abrahamsvision.org/documents/readings/2008vision/israeli-palestinian-conflict/obligatory/gender_

and_conflict.pdf

자료20)  평화구축센터(Center for Peace Building)인 KOFF에서는 “성 분석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Dos and Don’ts of Gender Analysis)”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짜리 개요를 작성하였다. 링크 : http://www.

swisspeace.ch/typo3/fileadmin/user_upload/pdf/KOFF/genderperspective.pdf

자료21)  평화구축센터(Center for Peace Building)인 KOFF에서는 “성 관련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리고 해 

안 끼치기(Dos and Don’ts in Gender and Do No Harm)”라는 제목의 1페이지짜리 개요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swisspeace.ch/typo3/fileadmin/user_upload/pdf/KOFF/genderdonoharm.pdf

자료22)  “단체들 및 사회 변화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맨발 가이드(Barefoot Guide to Working with Organizations and 

Social Change)”는 단체들과 관련된 사회 변화 과정들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 아이디어 및 정보를 제공한다. 

링크 : www.barefootguide.de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47.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orking%20paper%207.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orking%20paper%207.pdf
http://www.projectsmart.co.uk/pareto-analysis-step-by-step.html
http://www.projectsmart.co.uk/pareto-analysis-step-by-step.html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TED_02.htm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TED_02.htm
http://www.actionaid.org.uk/doc_lib/190_1_reflect_full.pdf
http://www.actionaid.org.uk/doc_lib/190_1_reflect_full.pdf
http://www.mineaction.org/downloads/1/C-Gender-EN.pdf
http://www.abrahamsvision.org/documents/readings/2008vision/israeli-palestinian-conflict/obligatory/gender_and_conflict.pdf
http://www.abrahamsvision.org/documents/readings/2008vision/israeli-palestinian-conflict/obligatory/gender_and_conflict.pdf
http://www.abrahamsvision.org/documents/readings/2008vision/israeli-palestinian-conflict/obligatory/gender_and_conflict.pdf
http://www.swisspeace.ch/typo3/fileadmin/user_upload/pdf/KOFF/genderperspective.pdf
http://www.swisspeace.ch/typo3/fileadmin/user_upload/pdf/KOFF/genderperspective.pdf
http://www.swisspeace.ch/typo3/fileadmin/user_upload/pdf/KOFF/genderdonoharm.pdf
http://www.barefootguid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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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3)   영국의 “해외 개발 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입법, 정책 계획과 프로그램, 예산, 보고, 서비스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성 주류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인 성 영향력 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를 제시한다. 

ODI는 예시들뿐 아니라 단계들을 보여 준다. 링크 : http://www.odi.org.uk/rapid/tools/toolkits/EBP/Gender_

impact.html 또한 ODI는 (DFID 말라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성 감사(gender auditing)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http://www.odi.org.uk/resources/download/1195.pdf). 이는 성 감사에 관한 가이드로서, 정치, 권리, 책무

성 및 예산 절차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논한다(http://www.odi.org.uk/resources/download/1740.pdf).

자료24)  영국 국제개발부(British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있어 빈곤

층 우호적이며(pro-poor), 인권 우호적이고(pro-human rights), 책무성이 높은 결과들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예

산(public budgets)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60페이지 분량의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2002년). 

그것은 또한 이러한 접근을 취할 때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링크 : www.odi.uk/

resources/download/1740.pdf

자료25)  옥스팜 영국(Oxfam UK)은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요를 발간하였다. 그것은 정

치, 경제 및 CSO들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 주는데, 가난한 여성들이 직면하는 추가적인 장애물을 포함하

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지적한다. 이 19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또한 특히 아프리카의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접

근법들을 다수 제공한다. 링크 :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

insights_gender1_overview.pdf 또는 불어로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

downloads/prog_insights_leadership_1_fr.pdf 또는 포르투갈어로 http://www.oxfam.org.uk/resources/

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leadership_1_pt.pdf 또는 스페인어로 http://www.oxfam.

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gender2_overview_sp.pdf

자료26)  UN 여성(UN Women)은 성과 관련된 정책 및 장치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UN 사무국 정책(UN Secretariat 

Policies), 괴롭힘 금지 정책(Anti-Harassment Policy), 성 균형(Gender Balance)과 관련된 정책 및 법률(acts), 

일/삶 문제들, 성 균형 전략 등) 링크 : http://www.un.org/womenwatch/osagi/fpcareer2.htm

자료27)  1995년 UN 인간 개발 보고서(UN Human Development Report)는 개발을 측정하기 위한 성 개발 지수(GDI) 및 

여성권한 척도(GEM)를 소개한다. 보고서에 대한 소개 링크 : 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gdi_

gem/ 영어, 불어, 스페인어 링크 : http://hdr.undp.org/en/reports/global/hdr1995/chapters/

자료28)  Gender@work는 관계와 권력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 이슈들과 관련된 

조직 차원의 변화를 위한 내장된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한다. 그것은 결과들의 예측불가

능성을 강조하면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 링크 : http://www.

genderatwork.org/sites/genderatwork.org/files/resources/Action_Learning_for_Gender_Equality-

FINAL-3_0.pdf

자료29)  Kepa는 “엔바이로메타(envirometer)”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조직의 환경적인 관행(environmental practices)

을 권장하고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며, 워크숍에서 나온 자료들의 여행 속 지속가능한 활용, 환경 친화

적인 사무실, 건축 작업 등을 포함한다. 사례 연구도 들어 있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링크 : http://www.

kepa.fi/tiedostot/julkaisut/envirometer.pdf

자료30)  Kepa는 “파트너들을 위한 나침반(compass for partners)”을 발간했다. 그것은 좋은 파트너십을 위한 조건

과 절차들을 제시한다. 핀란드어 링크 : http://www.kepa.fi/toiminta/hankeneuvonta/hanketyokalut/

http://www.odi.org.uk/rapid/tools/toolkits/EBP/Gender_impact.html
http://www.odi.org.uk/rapid/tools/toolkits/EBP/Gender_impact.html
http://www.odi.org.uk/resources/download/1195.pdf
http://www.odi.org.uk/resources/download/1740.pdf
http://www.odi.uk/resources/download/1740.pdf
http://www.odi.uk/resources/download/1740.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gender1_overview.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gender1_overview.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leadership_1_fr.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leadership_1_fr.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leadership_1_pt.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leadership_1_pt.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gender2_overview_sp.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learning/gender/downloads/prog_insights_gender2_overview_sp.pdf
http://www.un.org/womenwatch/osagi/fpcareer2.htm
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gdi_gem/
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gdi_gem/
http://hdr.undp.org/en/reports/global/hdr1995/chapters/
http://www.genderatwork.org/sites/genderatwork.org/files/resources/Action_Learning_for_Gender_Equality-FINAL-3_0.pdf
http://www.genderatwork.org/sites/genderatwork.org/files/resources/Action_Learning_for_Gender_Equality-FINAL-3_0.pdf
http://www.genderatwork.org/sites/genderatwork.org/files/resources/Action_Learning_for_Gender_Equality-FINAL-3_0.pdf
http://www.kepa.fi/tiedostot/julkaisut/envirometer.pdf
http://www.kepa.fi/tiedostot/julkaisut/envirometer.pdf
http://www.kepa.fi/toiminta/hankeneuvonta/hanketyokalut/kumppanuuden-kompa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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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ppanuuden-kompassi 또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링크 http://www.kepa.fi/international

자료31)  DFID의 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한 외부 평가는, 경제 성장이 여성들의 권한 강화

(empowerment)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링크 : http://www.businessenvironment.org/dyn/

be/docs/70/Session1.2PinderDoc.pdf

자료32)  BOND는 조직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core-funding) 전략들에 대한 8페이지 분량의 실용적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 발간물은 핵심 비용(core-costs) 및 핵심 자금지원의 정의를 포함하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과 더불어 다양

한 핵심 자금지원 전략들을 제시하고, 독자가 적절한 핵심 자금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안내해 준다. 링크 

: http://www.world-federation.org/NR/rdonlyres/080D1224-B0C8-4684-B8E6-B7F0F1B2D5D2/0/

CSO_17_BONDcorefundingstrateg.pdf

자료33)   Oxfam Novib는 분배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통제력 때문에 갖게 되는 권력(power)에 대해 공여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 그 기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을 가능케 하고 수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대하는 공여자들의 보다 겸손한 태도를 촉구하면서 현지 CSO들을 위한 핵심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링크 : http://www.alliancemagazine.org/node/982

자료34)  2010년, One World Trust/World Vision은 지구 남반구(global South)에서 이뤄진 다양한 형태의 자기 규제

(self-regulatory) 이니셔티브, 관련된 준수 메커니즘(compliance mechanisms)의 특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

한 원칙들을 규명하는 23페이지 분량의 브리핑 페이퍼를 발간하였다. 링크 : http://www.oneworldtrust.org/

csoproject/images/documents/Responding_to_Southern_Effectiveness_WVI_OWT_Joint_Paper.pdf

자료35)  One World Trust/World Vision은 지구 북반구에서의 CSO 개발효과성 이니셔티브들에 관한 영어로 된 20

페이지 분량의 개요를 발간하였다. 그것은 그러한 시도들을 유형별(예를 들어, 정치문서, 행동수칙(codes of 

conduct), 자가 평가 도구 및 증명 제도(certification scheme)), 핵심주제별, 그리고 순응/준수 메커니즘별로 분

류되어 있다. 그것은 효과성과 책무성, 주인의식, 파트너십, 참여, 투명성과 굿 거버넌스, 학습, 평가와 성과 관

리, 독립성 그리고 존중에 대한 논의도 포함한다. 링크 : http://www.oneworldtrust.org/csoproject/images/

documents/Respondingto-CSO-Development-Effectiveness-Initiatives-OWT-WV-122-2009.pdf

자료36)   UN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08년)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들을 아우르는 인권을 제시한다. 그것은 협약 당사국들(state parties)의 책임을 

정의 내리고,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들을 설명한다. 영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링크 : http://

www.un.org/esa/socdev/enable/rights/convtexte.htm#convtext

자료37)  인권과 장애 재단 유럽 컨소시엄(European Consortium of Foundations on Human Rights and Disability)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도전과 좋은 관행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편찬하였다. 정책입안자 및 

다른 관련된 행위자들을 겨냥한, 187페이지 분량의 이 연구 보고서는 의무, 기존의 관행들 및 이행을 위한 권

고안들을 포함한다. 링크 : http://study.efc.be/files/repository/20110201165756_VC20081214_FINAL_

REPORT_web_010211.pdf

자료38)  WINGS-CF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재단들(community foundations) – 예를 들어, 체코 기부자 포럼(Czech 

Donors Forum)이나 남아프리카 자금제공자 연합(SAGA) – 을 지원함으로써, 자선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증진시

키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들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를 발간하였다. 그들은 태도와 관련된 환경, 자원, 목표, 활동 

및 업적들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및 규제의(regulatory) 틀들을 탐색한다. 그들은 지역사회 기반 재단들을 지

http://www.kepa.fi/toiminta/hankeneuvonta/hanketyokalut/kumppanuuden-kompassi
http://www.kepa.fi/international
http://www.businessenvironment.org/dyn/be/docs/70/Session1.2PinderDoc.pdf
http://www.businessenvironment.org/dyn/be/docs/70/Session1.2PinderDoc.pdf
http://www.world-federation.org/NR/rdonlyres/080D1224-B0C8-4684-B8E6-B7F0F1B2D5D2/0/CSO_17_BONDcorefundingstrateg.pdf
http://www.world-federation.org/NR/rdonlyres/080D1224-B0C8-4684-B8E6-B7F0F1B2D5D2/0/CSO_17_BONDcorefundingstrateg.pdf
http://www.alliancemagazine.org/node/982
http://www.oneworldtrust.org/csoproject/images/documents/Responding_to_Southern_Effectiveness_WVI_OWT_Joint_Paper.pdf
http://www.oneworldtrust.org/csoproject/images/documents/Responding_to_Southern_Effectiveness_WVI_OWT_Joint_Paper.pdf
http://www.oneworldtrust.org/csoproject/images/documents/Respondingto-CSO-Development-Effectiveness-Initiatives-OWT-WV-122-2009.pdf
http://www.oneworldtrust.org/csoproject/images/documents/Respondingto-CSO-Development-Effectiveness-Initiatives-OWT-WV-122-2009.pdf
http://www.un.org/esa/socdev/enable/rights/convtexte.htm#convtext
http://www.un.org/esa/socdev/enable/rights/convtexte.htm#convtext
http://study.efc.be/files/repository/20110201165756_VC20081214_FINAL_REPORT_web_010211.pdf
http://study.efc.be/files/repository/20110201165756_VC20081214_FINAL_REPORT_web_010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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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성공 요인들 및 도전들을 지적한다. 지역사회 기반 재단들은 개발 과정에서 현지 주

인의식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링크 : http://www.wingsweb.org

자료39)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어떻게 자선(charity) 그리고 필

요/욕구(needs)에 기반한 접근과는 분명히 다른지를 설명하는, 시민사회를 위한 45페이지 분량의 훌륭한 가이

드인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Applying a Rights – Based Approach)”(2007년)을 발간하였다. 그것은 권

리보유자(rights-holders)와 의무부담자(duty-bearers)의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 프로그램 디자인, 실행, 모니

터링과 평가를 도와준다. 링크 : http://www.humanrights.dk/files/pdf/Publikationer/applying%20a%20

rights%20based%20approach.pdf

자료40)  Tearfund에서 발간한 중간 규모의/중간 영향력을 가진 사업들(medium-sized/medium impact projects)

을 위한 64페이지 분량의 가이드(2009년)는 한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6단계 과

정을 제시한다. 이 평가는 일반적인 사업 주기(project cycle)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비록 환

경 평가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project planning)과 관련된 경험이 있

는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링크 : http://www.preventionweb.net/

files/12681_12681EAC9465web1.pdf

자료41)  Tearfund는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 위험 및 적응 평가(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Risk 

and Adaptation Assessment(CEDRA))”(2009년)를 발간하였다. 이 70페이지 분량의 사업 위험 평가(project 

risk assessment) 안내서는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향, 그것들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과 위험에 맞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의 어떤 부분들이 조정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링크 : http://www.preventionweb.net/english/professional/publications/

v.php?id=11964

자료42)  2009년에, 환경과 개발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환경 주류화

(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도전과 기회들에 관한 상세한 안내서 두 권을 발간하였는데, 환경과 개발

의 관심사가 통합되는 것으로서 환경 주류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 안내서들은 가능한 결과들을 다양하게 제시

하면서 분석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보여 준다.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110페이지 분량의 분

석과 지침 링크 : http://www.environmental-mainstreaming.org/documents/EM%20Challenges%20

(consolidated)%20(30%20July%2009)(2).pdf 그리고 조직 차원의 구조와 활동들과 관련하여 108페이지 분

량의 워크북(workbook) 링크 : http://pubs.iied.org/pdfs/17504IIED.pdf

자료43)   Grantcraft(2011년)는 학습에 관해, 그리고 심지어 시간의 압박하에서도 학습 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 되

는 것에 대해 지침이 되는 4페이지 분량의 노트(note)를 제시한다. 링크 : http://www.grantcraft.org/index.

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3294

자료44)  이슬람 구조 환경 정책(Islamic Relief Environment Policy)(2009년)은 빈곤과 환경 파괴 사이의 관계, 특히 보건에 

미치는 영향(health effects), 식량 이용가능성/안보, 재난 취약성(disaster proneness), 생물의 다양성, 환경 난민

(environmental refugees) 및 시민소요/내전(civil strife/war)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11페이지 분량의 문서이

다. 링크 : http://www.islamic-relief.com/indepth/downloads/Environmental%20Policy.pdf

자료45)  IDEO는 비영리 그룹인 ICRW 그리고 Heifer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105페이지 분량의, 인간 중심의 디자인 

툴킷(Human Centered Design Toolkit)을 발간하였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경청하고(지역사회 참여 유도 

http://www.wingsweb.org
http://www.humanrights.dk/files/pdf/Publikationer/applying%20a%20rights%20based%20approach.pdf
http://www.humanrights.dk/files/pdf/Publikationer/applying%20a%20rights%20based%20approach.pdf
http://www.preventionweb.net/files/12681_12681EAC9465web1.pdf
http://www.preventionweb.net/files/12681_12681EAC9465web1.pdf
http://www.preventionweb.net/english/professional/publications/v.php?id=11964
http://www.preventionweb.net/english/professional/publications/v.php?id=11964
http://www.environmental-mainstreaming.org/documents/EM%20Challenges%20(consolidated)%20(30%20July%2009)(2).pdf
http://www.environmental-mainstreaming.org/documents/EM%20Challenges%20(consolidated)%20(30%20July%2009)(2).pdf
http://pubs.iied.org/pdfs/17504IIED.pdf
http://www.grantcraft.org/index.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3294
http://www.grantcraft.org/index.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3294
http://www.islamic-relief.com/indepth/downloads/Environmental%20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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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창안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적 및 조직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

며 금전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해결책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촉진한다. 영어와 포르투갈어 링크 : http://www.

ideo.com/work/human-centered-design-toolkit/

자료46)  시민참여를 위한 세계연합(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 CIVICUS)은 책무성, 투명성, 반부패, 정당성

(legitimacy)과 관련하여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AA1000 이해관계

자 참여 기준(AA1000 Stakeholder Engagement Standard), 인도주의적 행동과 지원, 참여 핸드북, 거버넌스 핸

드북, 권기 기반 가이드 및 행동 수칙). 링크 : http://lta.civicus.org/resources/guides

자료47)  시민참여를 위한 세계연합(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 CIVICUS)은 영향력 평가, 인도주의적 역

량(competencies), 직원 역량 등에 대한 도구, 가이드, 법적 자료, 정치 문서 및 사례 연구들을 제공한다. 링크 : 

http://lta.civicus.org/resources/guides

자료48)  글로벌 개발 연구센터(Glob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GDRC))는 인간의 웰빙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으

로 정의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의, 개념, 지표 및 이야기들을 제공한다. 웹사이트에는 관련 조직, 

기관, 시도, 프로그램, 도구들(예를 들면,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서의 대중 참여)의 목록이 나와 있다. 링크 : http://

www.gdrc.org/sustdev/index.html#pubs-sustdev

자료49)  참여적 농촌 평가(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빠른 농촌 평가(Rapid Rural Appraisal) 및 참여적 학습 및 행동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PLA))은 Paulo Freire와 다른 많은 이들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소(IIED)는 특히 환경과 농업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참여적 관행들에 관한 다양한 범위의 

매뉴얼, 이야기 및 연구들을 제공한다. 영어와 스페인어 링크 : http://pubs.iied.org/search.php?k=Participat

ory+Learning+and+Action

자료50)  성 인지 예산책정에 관한 UN 여성부서(UN Women Section on Gender Responsive Budgeting)는 성 인

지 예산책정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아랍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 링크 : http://www.

gender-budgets.org/index.php?option=com_joomdoc&view=docman&gid=276&task=cat_

view&Itemid=189 and specifically : http://www.gender-budgets.org/index.php?option=com_

joomdoc&task=cat_view&gid=196&Itemid=189

자료51)  ELDIS는 애드보커시, 거버넌스,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 프로젝트 관리,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과 다른 

CSO들의 매뉴얼, 툴킷과 좋은 관행들을 제공한다. 링크 : http://www.eldis.org/go/topics/resource-guides/

manuals-and-toolkits

자료52)  Aga Khan Development Network는 서로 간의 더 나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사회,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들을 제안한다. 링크 : http://www.akdn.org/

publications/civil_society_booklet4.pdf

자료53)  “(영리 및 비영리) 이사회에 관한 모든 것(All about Boards and Directors(For-Profit and Nonprofit))”은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 법적 문제, 윤리, 위험, 인적자원 관리, 직원 관계, 모금, 홍보 및 회의에 대해 다룬다. 이 웹사

이트는 대부분의 언어들로 번역이 가능하다. 링크 : http://managementhelp.org/boards/boards.htm

자료54)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어떻게 지식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지를 밝혀내

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이다. 여러 가지 중 한 가지 설명 링크 : http://www.kstoolkit.org/

social+network+analysis

http://www.ideo.com/work/human-centered-design-toolkit/
http://www.ideo.com/work/human-centered-design-toolkit/
http://lta.civicus.org/resources/guides
http://lta.civicus.org/resources/guides
http://www.gdrc.org/sustdev/index.html#pubs-sustdev
http://www.gdrc.org/sustdev/index.html#pubs-sustdev
http://pubs.iied.org/search.php?k=Participatory+Learning+and+Action
http://pubs.iied.org/search.php?k=Participatory+Learning+and+Action
http://www.gender-budgets.org/index.php?option=com_joomdoc&view=docman&gid=276&task=cat_view&Itemid=189
http://www.gender-budgets.org/index.php?option=com_joomdoc&view=docman&gid=276&task=cat_view&Itemid=189
http://www.gender-budgets.org/index.php?option=com_joomdoc&view=docman&gid=276&task=cat_view&Itemid=189
http://www.gender-budgets.org/index.php?option=com_joomdoc&task=cat_view&gid=196&Itemid=189
http://www.gender-budgets.org/index.php?option=com_joomdoc&task=cat_view&gid=196&Itemid=189
http://www.eldis.org/go/topics/resource-guides/manuals-and-toolkits
http://www.eldis.org/go/topics/resource-guides/manuals-and-toolkits
http://www.akdn.org/publications/civil_society_booklet4.pdf
http://www.akdn.org/publications/civil_society_booklet4.pdf
http://managementhelp.org/boards/boards.htm
http://www.kstoolkit.org/social+network+analysis
http://www.kstoolkit.org/social+network+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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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5)  Going International에서는 조직의 대외활동(outreach), 지식 공유, 문화간 의사소통(cross-cultural 

communication), CSO들의 국제적인 경영 및 거버넌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금전적 자원을 국제화하

는 것과 관련이 있는 조직, 기사, 도구들을 모아 목록으로 만들었다. 링크 : www.goinginternational.com/

resource.htm

자료56)  “Dare to Share”는 지식 관리(배움, 공유, 새로운 통찰력을 활용)를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모은 것으로, 스위스개발

협력기구(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가 만들었다. 영어, 불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자료들이 담긴 훌륭한 웹사이트이다. 링크 : http://www.daretoshare.ch/en/Dare_To_Share/Knowledge_

Management_Methods_and_Tools

자료57)  2005년까지 발행된 새천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는 생태계 변화(예를 들면, 물, 생

물의 다양성, 급속한 토지 피복 변화(rapid land cover change), 사막화)와 인간의 웰빙에 관한 종합적인 “글로벌 

평가 보고서(Global Assessment Reports)”를 제공한다. 보고서들은 사기업, 실무자, 현지 지역사회 및 원주민

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동향, 만들어진 시나리오 및 정책 대

응에 대해 분석한다. 그것은 또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en/

Global.html

자료58)  UN 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은 환경적 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는 물론 다양한 환

경 이슈들(예를 들면, 기후, 석유, 식량, 생물의 다양성, 산림, 물)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을 제공한

다. 그것은 현장 학습, 사례 연구, 공개 강좌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링크 : http://onlinelearning.

unu.edu/en/

자료59)  아일랜드 비정부 개발 단체 연합(Irish Association of Non 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은 CSO 

책무성과 관련된 도전과 메커니즘을 – 위로, 아래로, 안쪽으로, 횡으로(horizontal) – 분석했다. 그 분석은 공여

자들은 물론 북반구 및 남반구 CSO들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링크 : http://www.dochas.ie/Shared/

Files/4/CSO_accountability_paper.pdf

자료60)  2001년, David La Piana는 개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진정한 협력(real cooperation)’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

는 보조금 제공자(grant maker)들을 위한 29페이지 분량의 안내서를 집필하였다. 그는 긍정적이고 서로 만족하

는 (즉, 진정한) 협력의 지표와 도전들을 설명하였다. CSO들은 또한 이 자료를 자신들의 공여자들과 관련해 사

용하거나 자신들만의 “진정한 협력”의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링크 : http://www.lapiana.org/

downloads/RealCollaboration.PDF

자료61)  Navdanya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씨앗 관리 및 유기농 생산자들로 이루어진 인도의 네트워크로서 현지 지역사

회들이 씨앗 은행을 설립하게 돕고, 농부들에게 씨앗 주권(seed sovereignty), 식량 주권 및 지속가능한 유기농 

농업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며, 자원들을 현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창한다. 링크 : http://www.

navdanya.org/

자료62)  V.Shiva는 2006년 멕시코에서 한 그의 연설에서 물 민주주의(water democracy)의 실행을 주장했다. “물 사유

화에 저항하고, 물 민주주의 세우기(Resisting Water Privatisation, Building Water Democracy”. 링크 : http://

www.globalternative.org/downloads/shiva-water.pdf

자료63)  스코틀랜드 국제개발단체 네트워크(Network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in Scotland)는 “국

제 개발에서의 좋은 관행 자가 평가 가이드(A Guide for Self-Assessment of Good Practices in International 

http://www.goinginternational.com/resource.htm
http://www.goinginternational.com/resource.htm
http://www.daretoshare.ch/en/Dare_To_Share/Knowledge_Management_Methods_and_Tools
http://www.daretoshare.ch/en/Dare_To_Share/Knowledge_Management_Methods_and_Tools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en/Global.html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en/Global.html
http://onlinelearning.unu.edu/en/
http://onlinelearning.unu.edu/en/
http://www.dochas.ie/Shared/Files/4/CSO_accountability_paper.pdf
http://www.dochas.ie/Shared/Files/4/CSO_accountability_paper.pdf
http://www.lapiana.org/downloads/RealCollaboration.PDF
http://www.lapiana.org/downloads/RealCollaboration.PDF
http://www.navdanya.org/
http://www.navdanya.org/
http://www.globalternative.org/downloads/shiva-water.pdf
http://www.globalternative.org/downloads/shiva-wat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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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의 파일럿 버전을 2010년 발간하였다. 이 47페이지 분량의 워크북은 다섯 개의 원칙들에 초점

을 맞춘다. : 사람들에 대한 책무성, 지속가능한 개발, 수행성과 향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사회정의의 증진. 그것

은 다섯 개의 크로스커팅 주제들을 다룬다. 성, 포용(Inclusion), 해 안 끼치기(Do No Harm), 인권, 기후 변화. 그

것은 자가 평가를 위한 열린 질문들과 참조 자료와 더불어 각각의 원칙과 주제에 대해 기준들을 제시한다. 링크 : 

http://thegoodpractisecompass.ning.com/

자료64)   BirdLife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와 모든 이들의 웰빙에 있어 환경 및 천연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간물을 

제공한다. 그들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파트너십과 연합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에

서 요구되는 특성들을 정의 내리며, 배운 교훈을 제시하고, 협력의 유익과 도전들을 지적한다. 이 발간물은 파트

너십과 협력을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과 개발을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링크 : http://www.birdlife.org/

news/news/2008/buildingpartnerships.pdf

자료65)   옥스팜 영국(Oxfam GB)은 자신들의 ‘파트너십 정책’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들을 수립하였다. 상호보완적인 목

적과 부가 가치 ; 가치와 신념에 대한 상호 존중 ; 역할, 책임 및 의사결정에 관한 명료함 ; 투명성과 책무성 ; 

헌신(commitment)과 융통성. 개요 링크 :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downloads/

partnership_policy_principles.pdf 보다 자세히 보기 링크 : http://www.oxfam.org.uk/resources/

accounts/downloads/pship_policy_english.pdf

자료66)  2011년, 올바른 거버넌스 그룹(Just Governance Group)은 국제 개발 사업들에서의 수혜자 임파워먼트를 측정

하는 것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링크 : http://www.justgovernancegroup.org/Assets/PDFs/co_praxis_

measuring_empowerment.pdf

자료67)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온실 가스 방출(greenhouse gas emissions)과 탄소 발

자국(carbon footprint)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조직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을 제공한다. 이 안내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인권, 현지 지역사회 영향력 및 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링크 

: http://www.globalreporting.org/Home

자료68)  “국제 비정부조직들의 책무성 헌장(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Charter)”

은 ICSO들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수칙이다. 그것은 지침이 되는 원칙들, 내부 구조와 경영, 윤리적인 모금, 수혜

자 및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 그리고 불만을 처리하는 일들에서의 우수성, 투명성 및 책무성에 대한 헌신

(commitment)을 보여 준다. 링크 : http://www.iCSOaccountabilitycharter.org/

자료69)  자연보호을 위한 핀란드 협회(Finnish Association for Nature Conservation)는 “개발 협력 활동에 기후 평가

(Climate Proofing) 통합시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기후 보강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적

응과 같은 핵심적인 개념들의 정의가 들어 있다. 그것은 개발 협력의 계획수립, 적용 및 실행 단계들에 기후 보

강을 통합해 나가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좋은 관행들을 예로 보여 주며, 더 많은 참고자

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해 안 끼치기(do-no-harm), 지역사회 지향적(community-orientation), 그리

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응이라는 원칙들에 강한 기초를 둔 것이다. 링크 : http://www.sll.fi/

luontojaymparisto/ilmastonmuutos/ilmastonmuutos-ja-kehitys/guide-integrating-climate-proofing/at_

download/file

자료70)  옥스팜 영국(Oxfam GB)은 옥스팜의 활동, 직원 태도, 자금지원 문제 등을 망라하는, 그들 자신들의 국제 프로그램

을 위한 “불만처리 정책(Complaints Policy)”을 만들어 냈다. 이 불만처리 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지지자, 파

http://thegoodpractisecompass.ning.com/
http://www.birdlife.org/news/news/2008/buildingpartnerships.pdf
http://www.birdlife.org/news/news/2008/buildingpartnerships.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downloads/partnership_policy_principles.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downloads/partnership_policy_principles.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downloads/pship_policy_english.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downloads/pship_policy_english.pdf
http://www.justgovernancegroup.org/Assets/PDFs/co_praxis_measuring_empowerment.pdf
http://www.justgovernancegroup.org/Assets/PDFs/co_praxis_measuring_empowerment.pdf
http://www.globalreporting.org/Home
http://www.iCSOaccountabilitycharter.org/
http://www.sll.fi/luontojaymparisto/ilmastonmuutos/ilmastonmuutos-ja-kehitys/guide-integrating-climate-proofing/at_download/file
http://www.sll.fi/luontojaymparisto/ilmastonmuutos/ilmastonmuutos-ja-kehitys/guide-integrating-climate-proofing/at_download/file
http://www.sll.fi/luontojaymparisto/ilmastonmuutos/ilmastonmuutos-ja-kehitys/guide-integrating-climate-proofing/at_download/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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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 단체, 옥스팜과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또는 개인, 어느 지역이든 대중의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

으며, 불만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옥스팜의 약속도 포함한다. 링크 : http://www.oxfam.org.uk/resources/

accounts/downloads/oxfamgb_complaints_policy.pdf

자료71)  옥스팜 영국(Oxfam GB)은 빈곤층, 파트너 단체,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기부자, 공급자 및 수원국 정부로 정의

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의 한 부분으로서 ‘공개 정보 정책(Open Information Policy)’을 가

지고 있다. 그것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링크 : http://www.oxfam.org.uk/

resources/accounts/open_information_policy.html

자료72)  옥스팜 영국(Oxfam GB)의 글로벌 수행성과 프레임워크(Global Performance Framework)는 2011년에 3iei로부

터 평가를 받았다. 24페이지 분량에 담긴 분석에서는 CSO들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글로벌 성

과 지표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를 묻고, 옥스팜의 사업목록 가운데서 두 가지 사례를 제공

한다. 링크 :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P%2013_Final.pdf

자료73)   Independent Sector는 비영리 조직들이 보다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이 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무료 자료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책무성, 투명성 및 책임성 있는 관행들). 링크 : http://www.independentsector.org/

자료74)  다자간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인 ‘국제 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 IATI)’는 아크라 행동강령에서 약속한 투명성과 관련된 후속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것은 원조의 흐름에 대

한 정보를 발표하는 기준들에 합의하였는데, 그 목표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고, 개발

도상국과 그 시민들이 그들의 예산안과 회계 시스템 내에 정확하게 원조의 흐름을 기록해 넣을 수 있도록 돕

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aidtransparency.net/ IATI는 또한 성공과 도전이 공존하는 바

로 그들 자신의 도구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제공한다. 링크 : www.aidtransparency.net/wp-content/

uploads/2009/06/Draft_IATI_Country_Pilots_Synthesis_Report.pdf

자료75)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인가(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Kates, 

Perries, Leiserowitz의 담화를 정리한 2005년판이다. 그것은 정의, 지탱되어야 하는 자원(자연, 생활지원, 지

역사회)과 개발되어야 하는 자원(사람, 경제,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는 목표, 가치 및 관행들

을 포함한다. 링크 : www.rpd-mohesr.com/uploads/custompages/WHAT%20IS%SUSTAINABLE%20

DEVELOPEMENT

자료76)  기업책임에 대한 종교간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www.iccr.org)와 기업감시

(CorpWatch)(www.corpwatch.org)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인권, 건강한 식품/생활 및 기타 이슈들과 관련하

여 기업책임의 부족을 폭로한다. 비슷하게,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

패의 영역들에서의 10가지 원칙들과 그것들이 기업 책임에 갖는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다. 링크 : http://human-

rights-forum.maplecroft.com/

자료77)  SWOT 분석(SWOT Analysis)은 한 단체가 직면하는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은 물론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평

가하는, 전략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사용하기 쉬운 도구이다. 이 도구는 그룹 환경에서 가장 유용하다. 신생 CSO

들을 위한 2페이지짜리 샘플을 볼 수 있는 링크 : http://www.odi.org.uk/rapid/tools/toolkits/Policy_Impact/

docs/SWOT_analysis.pdf

자료78)  Mindtools는 중간 규모의 사업들에서 위험 분석과 배운 교훈의 실행을 포함하는 실용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

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 4페이지 분량의 계획 주기(planning cycle)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downloads/oxfamgb_complaints_policy.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downloads/oxfamgb_complaints_policy.pdf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open_information_policy.html
http://www.oxfam.org.uk/resources/accounts/open_information_policy.html
http://www.3ieimpact.org/admin/pdfs_papers/WP%2013_Final.pdf
http://www.independentsector.org/
http://www.aidtransparency.net/
http://www.aidtransparency.net/wp-content/uploads/2009/06/Draft_IATI_Country_Pilots_Synthesis_Report.pdf
http://www.aidtransparency.net/wp-content/uploads/2009/06/Draft_IATI_Country_Pilots_Synthesis_Report.pdf
http://www.rpd-mohesr.com/uploads/custompages/WHAT%20IS%SUSTAINABLE%20DEVELO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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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di.org.uk/rapid/tools/toolkits/Policy_Impact/docs/SWOT_analysis.pdf
http://www.odi.org.uk/rapid/tools/toolkits/Policy_Impact/docs/SWOT_analysis.pdf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PPM_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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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tools.com/pages/article/newPPM_05.htm

자료79)  “Hands On PCIA”는 분쟁지역 내 개발사업들의 평화 및 갈등에 대한 영향 평가(Peace and Conflict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in Conflict Zones(PCIA))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소개서이다. 그

것은 PCIA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황 분석과 위험 및 영향력 평가에 대해 설명한

다. 링크 : http://action.web.ca/home/cpcc/attach/Hands-On%20PCIA%20--%20Handbook%20

X%20--%20BUSH%20Final%20Author%5C’s%20Version1.pdf 보다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eb.

idrc.ca/uploads/user-S/10533919790A_Measure_of_Peace.pdf 그 외에도, Berghof Institute는 보다 

PCIA에 대한 보다 이론 철학적이며 비판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기존의 PCIA 사업들에 대한 개요

를 제공하고, 관련된 추가 읽을 거리를 추천한다. 링크 : http://www.berghof-handbook.net/documents/

publications/hoffman_handbook.pdf

자료80)  “추론의 사다리(Ladder of Inference)”는 분석과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소위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에 개인의 신

념과 선입관이 미치는 영향을 밝혀 주는 도구이다. 짧은 개요 링크 : http://www.systems-thinking.org/loi/loi.

htm 제안된 해결책과 더불어 보다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solonline.org/pra/tool/ladder.html

자료81)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분석, 토의 및 아이디어를 보다 깊게 다루는 접근법이다. 여러 가지 도구들 중 

하나 링크 : http://www.criticalreading.com/critical_thinking.htm

자료82)  M. Leonhardt et al은 “분쟁에 민감한 개발 접근법에 대한 안내: 상황 분석에서부터 책무성까지(A guide to 

conflict-sensitive approaches to development: From context analysis to accountability)”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international-alert.org/sites/default/files/library/tool.pdf

자료83)  개발성과 관리의 실천에 관한 아프리카 커뮤니티(African Community of Practic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는 다양한 주제들(예를 들어, 공공 부분 실적 향상에 대한 빠른 결과 접근법)에 관한 토론, 자

료, 블로그 사용을 위한 웹사이트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cop-mfdr-africa.org

자료84)  PEST 분석 도구는 단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형성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및 기술적 영향력을 분석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 웹사이트는 일례로 보건 부문의 거시 환경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링크 : http://www.

davidsteven.com/Knowledge/pest_analysis.html

자료85)  CBM은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개발 이니셔티브에 관한 접근법, 아이디어, 성공사례, 도전 및 배운 교훈

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포용적 고용(inclusive employment), 접근과 참여의 주류화, 모금과 의사소통, 애드

보커시와 동맹, 재난 위험 감소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cbm.org/article/

downloads/70355/CBM_ID_Newsletter_Edition_5.pdf

자료86)  BOND는 상황 분석, 기회와 위험 규명, 우선순위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계획과 모니터링을 위한 계획 도구인 논

리적 프레임워크 분석(Logical Framework Analysis ; “LogFrame”)에 대한 8페이지 분량의 단계별 안내를 제공

한다. 링크 : http://www.gdrc.org/CSO/logical-fa.pdf

자료87)  IWLEARN은 이해관계자 분석에 관한 발표자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자 분석의 목표, 방법, 유익 및 CSO 

세계에서 나온 사례들이 포함된다. 링크 : http://iwlearn.net/publications/ll/stakeholder-analysis-tapela

자료88)  영국의 위생과 열대의학 런던스쿨(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은 1999년부터 인도와 파키

스탄에서 현지 고형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 준다. 링크 : http://www.lut.

ac.uk/well/resources/well-studies/full-reports-pdf/task0069.pdf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PPM_05.htm
http://action.web.ca/home/cpcc/attach/Hands-On%20PCIA%20--%20Handbook%20X%20--%20BUSH%20Final%20Author%5C��s%20Version1.pdf
http://action.web.ca/home/cpcc/attach/Hands-On%20PCIA%20--%20Handbook%20X%20--%20BUSH%20Final%20Author%5C��s%20Version1.pdf
http://web.idrc.ca/uploads/user-S/10533919790A_Measure_of_Peace.pdf
http://web.idrc.ca/uploads/user-S/10533919790A_Measure_of_Peace.pdf
http://www.berghof-handbook.net/documents/publications/hoffman_handbook.pdf
http://www.berghof-handbook.net/documents/publications/hoffman_handbook.pdf
http://www.systems-thinking.org/loi/loi.htm
http://www.systems-thinking.org/loi/loi.htm
http://www.solonline.org/pra/tool/ladder.html
http://www.criticalreading.com/critical_thinking.htm
http://www.international-alert.org/sites/default/files/library/tool.pdf
http://www.cop-mfdr-africa.org
http://www.davidsteven.com/Knowledge/pest_analysis.html
http://www.davidsteven.com/Knowledge/pest_analysis.html
http://www.cbm.org/article/downloads/70355/CBM_ID_Newsletter_Edition_5.pdf
http://www.cbm.org/article/downloads/70355/CBM_ID_Newsletter_Edition_5.pdf
http://www.gdrc.org/CSO/logical-fa.pdf
http://iwlearn.net/publications/ll/stakeholder-analysis-tapela
http://www.lut.ac.uk/well/resources/well-studies/full-reports-pdf/task0069.pdf
http://www.lut.ac.uk/well/resources/well-studies/full-reports-pdf/task00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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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9)  USAID는 이해관계자 분석의 사례 연구로서 “인도에서의 여성과 아동 보건 프로젝트 활동과 CSO 협력(Women’

s and Children’s Health Project Activities in India and CSO Collaboration)”이라는 제목의 사례연구 결과를 

발간하였다. 링크 : www.healthsystems2020.org/files/1044_file_pib9.pdf

자료90)  국제개발연구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는 소외 그룹, 정치적 및 사회적 기관, CSO 

및 공여자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물과 위생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평

가의 일부로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보여 준다. 링크 : http://web.idrc.ca/uploads/user-S/114915641912)_

Stakeholder_Analysis.doc

자료91)  ListenFirst는 CSO들이 수혜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

(point system)의 쉬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링크 : www.listenfirst.org/pool/accountability-checklist-

17sept05.doc

자료92)  Mango는 수혜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12페이지 분량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것

은 정보 공유 ; 참여의 기회 ; 계획과 모니터링에 참여 ; 불만처리 메커니즘, 직원의 태도 그리고 직원 관리 및 지

원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mango.org.uk/Pool/G-Accountability-to-beneficiaries-

Checklist.pdf Mango는 수혜자들에 대한 재무 담당 직원의 책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링크 : http://www.

mango.org.uk/Guide/WorkingWithBeneficiaries

자료93)  OECD 발간물인 “핵심적인 환경 지표들(Key Environmental Indicators)”(2004년)은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

들에서의 지표, 측정, 대응에 관해 다룬다. 오존층 감소, 공기의 질, 폐기물 발생, 담수의 질과 자원(freshwater 

quality and resources), 어류 자원(fish resources), 에너지 자원 및 도시 환경의 질. 링크 : www.oecd.org/

dataoecd/32/20/31558547.pdf

자료94)  WWF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은 “원칙에서 실천으로 : CSO의 환경 지속가능성 통합(From 

principle to practice: CSO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라는 제목으로 환경 지속가능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해 2011년에 있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4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농

촌 개발, 인도주의적 및 재난 구호, 인권과 관련된 환경 지속가능성 이슈들, 또한 환경 개발 파트너십과 네트워

크, 그리고 책무성, 지표, 모니터링 관행, 보고 및 수행성과 평가에 대한 최상의 관행,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지

침을 포함한다. 링크 :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wwf_deveff_report_final.pdf

자료95)  영향력 평가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3ie)에서는 보건 케어 활용

(health care utilization)을 포함해서 빈곤층 및 극빈층을 위한 건강 보험의 유익에 대한 3페이지 분량의 영향력 

평가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2006년). 링크 : http://www.3ieimpact.org/admin/pdfs/Healthinsurance%20

Nov%20EQ12.pdf

자료96)   de Bono가 고안한 방법론은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위한 도구이다. 링크 : http://www.debonogroup.com/

six_thinking_hats.php

자료97)   격자 분석(Grid Analysis)과 쌍비교 분석(Paired Comparison Analysis)은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의 적절

성을 따져 보는 것을 도와주는 의사결정 도구들이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링크 : www.mindtools.com/

pages/article/newTED_03.htm

자료98)   위험 분석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들은 조직이 처한 다양한 수준의(예를 들어, 인적, 정치적, 경제적, 평

판 관련, 실행적, 재정적) 위협, 위협이 실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그럴 경우 발생할 비용을 규명해 낸다. 

http://www.healthsystems2020.org/files/1044_file_pib9.pdf
http://web.idrc.ca/uploads/user-S/114915641912)_Stakeholder_Analysis.doc
http://web.idrc.ca/uploads/user-S/114915641912)_Stakeholder_Analysis.doc
http://www.listenfirst.org/pool/accountability-checklist-17sept05.doc
http://www.listenfirst.org/pool/accountability-checklist-17sept05.doc
http://www.mango.org.uk/Pool/G-Accountability-to-beneficiaries-Checklist.pdf
http://www.mango.org.uk/Pool/G-Accountability-to-beneficiaries-Checklist.pdf
http://www.mango.org.uk/Guide/WorkingWithBeneficiaries
http://www.mango.org.uk/Guide/WorkingWithBeneficiaries
http://www.oecd.org/dataoecd/32/20/31558547.pdf
http://www.oecd.org/dataoecd/32/20/31558547.pdf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wwf_deveff_report_final.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Healthinsurance%20Nov%20EQ12.pdf
http://www.3ieimpact.org/admin/pdfs/Healthinsurance%20Nov%20EQ12.pdf
http://www.debonogroup.com/six_thinking_hats.php
http://www.debonogroup.com/six_thinking_hats.php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TED_03.htm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TED_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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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위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들은 비용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링크 : 

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TMC_07.htm

자료99)   결정 나무(Decision Trees)는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이다. 그것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가능한 해결

책 및 도전들을 밝혀 내고, 결과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가능성을 측정한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링

크 : www.mindtools.com/dectree.html

자료100)  Gantt Charts는 어떤 활동에서 단계별로 일정을 짜고 과제를 계획하며 책임을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및 계획을 위한 도구이다. 일단 작성이 되면, 그것은 후에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중 하

나의 설명 링크 : 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PPM_03.htm

자료101)  사각지대 분석(Blindspot Analysis)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가정, 과신 그리고 잘못된 분석과 사고로 이

끄는 ‘집단 사고(groupthink)’를 밝혀 주는 도구이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보기 링크 : http://www.scribd.

com/doc/20576894/Blind-Spot-Analysis

자료102) 직원, 자원봉사자,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을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의 참여적 접근 및 방법론

들이 있다. 얼마의 도구와 지침 링크 : http://www.ohrd.wisc.edu/Home/Portals/0/Week1-Ch1-

TheDynamicsofGroupDecision-Making.pdf ; or http://www.slideshare.net/pritamde/problem-

solving-using-diamond-model or http://www.provenmodels.com/598

자료103)  Bebernik과 Bradac(Creative Trainer)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을 돕는 방법들에 대한 69페이지 분량의 종합

적인 개요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실행가능성, 위험, 우선순위). 이러한 도구들에는 ABC 분석, AHP, A-T-A-R, 합

의 매핑(consensus mapping), NAF, Kepner Tregoe 매트릭스, 파레토(Pareto), PMI 분석, Delphi 기술, 실패 

모드, 효과 분석이 포함된다. 링크 : http://www.creative-trainer.eu/fileadmin/template/download/module_

idea_evaluation_final.pdf

자료105) “적응을 자기 것으로 하기 : 기후 적응 관련 재정에 대한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Owning Adaptation: Country-

level Governance of Climate Adaptation Finance”(2011년 발간)는 Oxfam International의 브리핑 페이퍼 

146호로서, 자세한 국가별 분석과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링크 : http://www.oxfam.org/

sites/www.oxfam.org/files/bp146-owning-adaptation-130611-en.pdf 요약 보기 링크 : http://www.

oxfam.org/sites/www.oxfam.org/files/bp146-owning-adaptation-130611-summ-en.pdf

자료106)  IFAD SL Workshop은 제도적 및 정책 차원의 분석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에 관한 16페이지 슬라이드로 된 개

요를 발간하였다. 링크 : www.ifad.org/sla/background/english/institution.ppt

자료107)  갈등 분석을 위한 도구인 Paul Wehr의 갈등 매핑(Conflict Mapping)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링크 : http://

www.peacepaces.com/page/Content%3A+Conflict+Mapping

자료108)  Berghof Institute는 (D. Francis에 의해) 문화, 권력 비대칭, 성(gender) 그리고 갈등 변화(conflict 

transformation)의 상호연관성을 제시한다. 링크 : http://www.berghof-handbook.net/documents/

publications/francis_handbook.pdf

자료109)  거버넌스와 사회개발자원 센터(Governance and Social Development Resource Center)는 갈등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도구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링크 : http://www.gsdrc.org/index.cfm?objectid=3133E975-

14C2-620A-277DFFB9CA069184

자료110)  크리티컬 패스 분석법(Critical Path Analysis), PERT 차트 그리고 Activity-on-Arc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프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TMC_07.htm
http://www.mindtools.com/dectree.html
http://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PPM_03.htm
http://www.scribd.com/doc/20576894/Blind-Spot-Analysis
http://www.scribd.com/doc/20576894/Blind-Spot-Analysis
http://www.ohrd.wisc.edu/Home/Portals/0/Week1-Ch1-TheDynamicsofGroupDecision-Making.pdf
http://www.ohrd.wisc.edu/Home/Portals/0/Week1-Ch1-TheDynamicsofGroupDecision-Making.pdf
http://www.slideshare.net/pritamde/problem-solving-using-diamond-model or http://www.provenmodels.com/598
http://www.slideshare.net/pritamde/problem-solving-using-diamond-model or http://www.provenmodels.com/598
http://www.creative-trainer.eu/fileadmin/template/download/module_idea_evaluation_final.pdf
http://www.creative-trainer.eu/fileadmin/template/download/module_idea_evaluation_final.pdf
http://www.oxfam.org/sites/www.oxfam.org/files/bp146-owning-adaptation-130611-en.pdf
http://www.oxfam.org/sites/www.oxfam.org/files/bp146-owning-adaptation-130611-en.pdf
http://www.oxfam.org/sites/www.oxfam.org/files/bp146-owning-adaptation-130611-summ-en.pdf
http://www.oxfam.org/sites/www.oxfam.org/files/bp146-owning-adaptation-130611-summ-en.pdf
http://www.ifad.org/sla/background/english/institution.ppt
http://www.peacepaces.com/page/Content%3A+Conflict+Mapping
http://www.peacepaces.com/page/Content%3A+Conflict+Mapping
http://www.berghof-handbook.net/documents/publications/francis_handbook.pdf
http://www.berghof-handbook.net/documents/publications/francis_handbook.pdf
http://www.gsdrc.org/index.cfm?objectid=3133E975-14C2-620A-277DFFB9CA069184
http://www.gsdrc.org/index.cfm?objectid=3133E975-14C2-620A-277DFFB9CA069184


실
행

 툴
킷

91

로젝트의 일정 짜기 및 관리를 돕기 위한 도구들이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링크 : www.mindtools.com/

critpath.html

자료111)  Stephen Covey는 조직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곱 가지 습관 모델(7 Habits Model)을 개발하였다. 링크 : www.

change-management-coach.com/stephen-covey.html

자료112)  Kurt Lewin의 변화 관리 모델(Change Management Model)은 3단계로 이뤄진다. 현재의 상황, 태도 및 구조의 

‘해제(unfreeze)’ ; 새로운 비전에 따른 변화 ; 그리고 성취, 태도 그리고/또는 구조의 ‘재고정(refreeze)’. 여러 가

지 중 하나의 설명 링크 : www.change-managment-coach.com/kurt_lewin.html

자료113)  Elizabeth Kubler-Ross의 다섯 가지 단계 모델(Five Stage Model)은 슬픔에 대처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제공

하는데, 이것은 조직의 변화에 대처하는 개인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링크 : www.

change-management-coach.com/kubler-ross.html

자료114)  변화의 커브(Change Curve)는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링크 : www.exeter.ac.uk/media/universityofexeter/humanresources/documents/

learningdevelopment/the_change_curve.pdf

자료115)  Kotter는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여덟 가지 단계를 개발하였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설명 링크 : http://

globalliteracy.org/content/kotters-8-step-change-model

자료116)  오픈포럼 내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CSO들이 성 문제에 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2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성적 차이와 성, 가부장적인 문화, 여성의 경제, 신체, 정치적 자율성에 입각한 평등, 그리고 계급과 인

종이 가지는 역할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CSO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CSO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성 이슈들

을 보여 주며, 성평등과 관련된 시급한 주제들 및 여성단체들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그것은 책무성 

및 주인의식과 관련된 전략을 제시하며 CSO들이 가지는 한계를 설명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링크 : http://

www.cso-effectiveness.org/IMG/pdf/consulta_regional_ingles_web.pdf

자료117)  성평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오픈포럼 협의에서 나온 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성평등 관련 이슈들을 다루면서 

CSO, 수원국 정부 및 공여자들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 링크 :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

summary_open_forum_report_on_gender_equality_and_development_effectiveness.pdf

자료118)  성평등 건축 리폼(Gender Equality Architecture Reform)은 UN 여성을 위한 여성운동들에서 나온 권고안들

을 한데 모았다. 1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링크 :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gear-civil_

society_recommendations_for_un_women.pdf

자료119)  Chalmers는 평등과 형평성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링크 : http://www2.edc.org/womensequity/

edequity96/0371.html

자료120)  성평등 자료센터(Gender Equality Resource Center)는 성적 및 데이트 폭력, 증오 범죄, LGBT,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한다. 링크 : http://geneq.berkeley.edu/what_is_geneq

자료121)  캄보디아 성과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에서는 성 관련 용어목록을 제공한다. 링크 : 

http://www3.online.com.kh/users/gad/glossary/gender.htm

자료122)  “효과 모니터링 : 평화 촉진을 위한 사업들을 효과 중심으로 계획 및 실행하는 것에 관한 매뉴얼(Monitoring 

of effects(movie) : Effects-oriente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working to promote 

peace-a manual)”이 저자인 Spregner를 통해 Institut fur Auslands-beziehungen e. V.의 zivik(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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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하에 개발되었다. 링크 : http://www.ifa.de/pdf/zivik/movie_en.pdf

자료123) 개발성과관리 실천 아프리카 커뮤니티(African Community of Practic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는 아프리카에서 나온 정보가 담긴 자료와 블로그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

뤄진 공공 서비스 수행성과를 측정방식과 최상의 관행 사례들이 포함된다. 링크 : http://www.cop-mfdr-africa.

org/profiles/blogs/part-3-best-practices-on-psr-in-sub-saharanafrica?xg_source=activity

자료124)  옥스팜(Oxfam)은 “글로벌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학교들을 위한 가이드(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라는 12페이지 분량의 커리큘럼을 고안하였다. 그것은 세계 시민이게 요구되는 기술을 설

명하고 이를 증진시키며,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및 좋은 관행을 제안한다. 옥스팜의 웹사이트는 교습 도구

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무료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oxfam.org.uk/education/gc/files/

education_for_global_citizenship_a_guide_for_schools.pdf

자료125)  “국제원조단체 내의 피드백 메커니즘(Feedback Mechanism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Organizations)” 

(2011년 발간)은 CDA가 진행한 협동 학습 프로젝트(Collaborative Learning Project)를 통해 나온 34페이지 분

량의 보고서이다. 그것은 실행되고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 이들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좋은 관행 및 현재 존

재하는 도전들을 포함해서 국제원조단체들 내의 기존 피드백 메커니즘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그것은 더 많

은 향상을 위한 권고안들로 끝을 맺는다.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other/lp_feedback_

research_report_Pdf_1.pdf

자료126)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은 모든 대륙에서 나

온 개발효과성 관련 수많은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관련 정보 링크 : http://www.cso-effectiveness.org/-

links,020-.html

자료127)  개발효과성을 위한 아프리카 플랫폼(African Platform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은 개발효과성 관련 사례 

연구 및 좋은 관행들, 남-남 협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녹색 투자(Green Investment)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africa-platform.org/

자료128)  “분쟁 시의 원조 선택 : 현장 경험으로부터의 교훈(Options of Aid in Conflict : Lessons from Field Experience)” 

(2000년 발간)은 Mary B. Anderson이 저자이며, CDA 협동 학습 프로젝트(Collaborative Learning Projects)

의 해 안 끼치기 프로그램(Do No Harm Program)에서 개발된 훈련 매뉴얼이다. 이것은 분쟁지역에서 일하는 원

조 실무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 쓰여졌다. 현장 경험을 동원하여, 이 보고서는 국제 원조기관의 현장 직

원들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접근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 영어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book/options_for_aid_in_conflict_Pdf1.

pdf 불어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book/options_pour_laide_en_situations_de_

conflit_Pdf2.pdf

자료129)  “프레임워크 추가 모델(Additional Model of Framework)”(2010년 발간)은 CDA 협동 학습 프로젝트의 해 안 

끼치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5페이지 분량의 이슈 페이퍼이다. 그것은 기존의 해 안 끼치기 프레임워크(Do 

No Harm Framework)를 수정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상호보완

적인지를 설명한다.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dnh_additional_model_of_the_

framework_Pdf.pdf

자료130)  “해 안 끼치기 지침 노트 : 디바이더와 커넥터(Do No Harm Guidance Note : Using Dividers and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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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간)는 4페이지 분량의 페이퍼이다. 그것은 긴장의 원인이 되는 디바이더(dividers)와 사람들을 한데 

모아주고 평화를 위한 현지 역량을 강화해 주는 커넥터(connectors)를 검토함으로써 상황을 분석하는 법을 설명

한다.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dnh_dividers_and_connectors_Pdf.pdf

자료131)  “자신감에서 능력으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From Confidence to Competence: Getting to Effective 

Tool Use)”(2011년 발간)는 CDA 협동 학습 프로젝트의 해 안 끼치기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이슈 페이퍼이다. 이

것은 도구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자신감과 그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효과적인 사용

자를 만들어 내고 원조 관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모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링크 : http://www.cdainc.com/

cdawww/pdf/issue/dnh_confidence_to_competence_Pdf.pdf

자료132)  “해 안 끼치기 프로젝트에서 배운 여섯 가지 교훈(The Six Lessons from the Do No Harm Project)”(2011년 발

간)은 기존의 일곱 가지 교훈의 수정된 압축 버전으로서, 반성적 사례들로부터 나돈 새로운 교훈 및 새로운 프

레임워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한 페이지 분량의 자료이다. 그것은 이제 “여섯 가지 교훈”으로 정리되었으

며 보다 최신의 문구를 담고 있다. 링크 보기 : http://www.cdainc.com/cdawww/pdf/other/dnh_the_six_

lessons_from_the_do_no_harm_project_Pdf.pdf

자료133)  “차이가 있는 구분 : 분쟁 민감성 및 평화구축(A Distinction with a Difference : Conflict Sensitivity and 

Peacebuilding)”(2009년 발간)은 CDA 협동 학습 프로젝트의 평화 관행 성찰 프로그램(Reflecting on Peace 

Practice Program) 내에서 P. Woodrow와 D. Chigas에 의해 쓰여진 12페이지 분량의 기사이다. 평화구축과 

분쟁 민감성은 종종 서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구분되어 또는 무관한 것으로 다뤄진다. 이 기사는 평화구

축과 분쟁 민감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증거들이 가리키는바, 보다 효과적인 관행

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article/RPP_Differentiating_Conflict_

Sensitivity_and_Peacebuilding.pdf

자료134)  “전쟁과 맞서기 : 평화 실무자들을 위한 핵심적인 교훈(Confronting War : Critical Lessons for Peace 

Practitioners)”(2003년 발간)은 CDA 협동 학습 프로젝트의 평화 관행에 대한 성찰 프로그램(Reflecting on 

Peace Practice(RPP) Program)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최초 사례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평화 관행을 위한 교훈 및 RPP 매트릭스와 같은 도구들을 포함한다. 링크 : http://

www.cdainc.com/cdawww/pdf/book/confrontingwar_Pdf1.pdf

자료135)  “평화 관행에 대한 성찰 : 참가자 훈련 매뉴얼(Reflecting on Peace Practice(RPP) : Participant Training 

Manual)”(2009년 발간)은 RPP 방법론 및 학습에 관한 훈련 매뉴얼이다. 영어 매뉴얼 링크 : http://www.

cdainc.com/cdawww/pdf/manual/rpp_training_participant_manual_rev_20090104_Pdf.pdf 불어 매

뉴얼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manual/rpp_training_participantmanualfrenchfinal_

Pdf.pdf

자료136)  “듣기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Listening)”(2010년 발간)은 CDA 협동 학습 프로젝트의 듣기 프로그램

(Listening Program)에서 나온 이슈 페이퍼이다. 원조 지원의 최종 수혜자 측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기초하

여, 이 페이퍼는 왜 듣기가 중요하며 ; 누구의 의견은 듣고 (누구의 의견은 듣지 않는지) ; 왜 원조 기관들이 듣는 일

에 어려움을 겪는지 ; 그리고 원조 기관이 어떻게 듣는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좋은 관행과 권고 내용을 설명

한다. 영어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importance_of_listening_Pdf.pdf 스페인어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importance_of_listening_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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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dnh_confidence_to_competence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other/dnh_the_six_lessons_from_the_do_no_harm_project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other/dnh_the_six_lessons_from_the_do_no_harm_project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article/RPP_Differentiating_Conflict_Sensitivity_and_Peacebuilding.pdf
http://www.cdainc.com/cdawww/pdf/article/RPP_Differentiating_Conflict_Sensitivity_and_Peacebuilding.pdf
http://www.cdainc.com/cdawww/pdf/book/confrontingwar_Pdf1.pdf
http://www.cdainc.com/cdawww/pdf/book/confrontingwar_Pdf1.pdf
http://www.cdainc.com/cdawww/pdf/manual/rpp_training_participant_manual_rev_20090104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manual/rpp_training_participant_manual_rev_20090104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manual/rpp_training_participantmanualfrenchfinal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manual/rpp_training_participantmanualfrenchfinal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importance_of_listening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importance_of_listening_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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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37)  원조 시스템 내의 구조적인 관계(Structural Relationships in the Aid System)”(2010년 발간)는 CDA 협동 학

습 프로젝트의 듣기 프로그램(Listening Program)에서 나온 이슈 페이퍼이다. 이 페이퍼는 주고받는 원조 둘 다

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의 숫자와 유형,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이 서로 간에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그것은 이처럼 복잡하고 종종 불투명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관련해 현지 사람들이 말

하는 우려사항을 포착해 낸다. 영어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lp_issue_paper_

relationships_in_the_aid_system_mar2010_Pdf.pdf 스페인어 링크 : http://www.cdainc.com/cdawww/

pdf/issue/lp_spanish_structural_relationships_Pdf.pdf

자료138)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 현지의 견해(Building Effective Partnerships: Local Views)”(2011년 발간)는 CDA 

협동 학습 프로젝트의 듣기 프로그램(Listening Program) 내에서 D. Brown이 작성하고, ODI의 인도주의적 관

행 네트워크(Humanitarian Practice Network)에서 발간하는 인도주의적 교류 저널(Humanitarian Exchange 

Journal)에 실린 기사이다. 이 기사는 국제 원조 기관들이 어떻게 현지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원조 노력의 질과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현지 사람들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의 10페

이지 링크 : http://www.odihpn.org/documents/humanitarianexchange050a.pdf

자료139) “좋은 삶(Buen Vivir)으로서의 개발 : 제도적 마련과 (비)식민 장치(Development as Buen Vivir: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de)colonial entanglements)”는 2010년 C. Walsh가 작성한 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이다. 

그것은 유럽 및 개발 맥락 속에서의 ‘buen vivir’ 개념 그리고 2008년 에콰도르 헌법과 관련하여 비판적 평가를 

제공한다. 링크 : http://salises.mona.uwi.edu/sem1_10_11/SALI6010/m3DevelopmentrethinkingCathe

rineWalsh.pdf

자료140)  정치에서의 신뢰 이니셔티브(Trust in Politics(TiP) Initiative)는 국립(national) 또는 주립(state) 공직자 후보자들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참조시킨다. 그에 더해, 그것은 재임 중인 공직자들의 정치적 기부, 개인 자산, 지

출, 본회의 및 분과회의 출석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물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개별 웹페이지들이 있

다. 이 이니셔티브는 유권자들이 정보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에 관

한 정보 링크 : http://www.tiri.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4&Itemid=

자료141) “원조 투명성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원조 투명성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Why Aid Transparency Matters and 

Global Movement for Aid Transparency)”(원조 투명성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은 더 높은 원조 투명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져오는 유익에 대한 4페이지 분량의 발표자료이다. 그것은 공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금

지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촉구한다. 링크 : http://www.publishwhatyoufund.org/files/BP1_final.pdf

자료142) “학습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Monitoring and Evaluating Learning Networks)”는 James가 작성하고

(2010년) 국제 NGO 트레이닝 및 연구 센터(International NGO Training and Research Center)가 발간한 12페

이지 분량의 안내서이다. 그것은 학습 그룹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

를 위한 실용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링크 : http://www.intrac.org/data/files/resources/679/Monitoring-and-

Evaluating-Learning-Networks.pdf

자료143)  국제 기후 협약에 대한 하버드 프로젝트(Harvard Project on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s)는 6페이지 분

량의 이슈 브리프(2009년 발간)에서 ‘기후 재정(Climate Finance)’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2012년 이후의 국제 

기후 마련들에서의 기후 재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도전들을 지적하며, 탄소 시장, ODA, 국내의 재원 확보 문제

를 다루는 혼합형 정책 방안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링크 :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lp_issue_paper_relationships_in_the_aid_system_mar2010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lp_issue_paper_relationships_in_the_aid_system_mar2010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lp_spanish_structural_relationships_Pdf.pdf
http://www.cdainc.com/cdawww/pdf/issue/lp_spanish_structural_relationships_Pdf.pdf
http://www.odihpn.org/documents/humanitarianexchange050a.pdf
http://salises.mona.uwi.edu/sem1_10_11/SALI6010/m3DevelopmentrethinkingCatherineWalsh.pdf
http://salises.mona.uwi.edu/sem1_10_11/SALI6010/m3DevelopmentrethinkingCatherineWalsh.pdf
http://www.tiri.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4&Itemid=
http://www.publishwhatyoufund.org/files/BP1_final.pdf
http://www.intrac.org/data/files/resources/679/Monitoring-and-Evaluating-Learning-Networks.pdf
http://www.intrac.org/data/files/resources/679/Monitoring-and-Evaluating-Learning-Networks.pdf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HPICA_Issue_Brief_2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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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ICA_Issue_Brief_2_FINAL.pdf

자료144)  인도주의적 책무성 파트너십(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 HAP)의 스탠다드 2007년과 2010년

판은 인도주의 기관들이 재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 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고 일을 하든지 파트너

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든지 – 보다 높은 책무성을 나타내는 것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책무성 관련 기준들을 제

공한다. 이 자기 규제적인 도구는 파트너십, 직원 능력, 정보 공유,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불만 처리, 학습과 지속

적인 향상과 같은 영역들에서의 요구조건(및 이를 증명할 방법)을 제안한다. 2010년판 영어, 크리올어, 포르투갈

어 및 불어 링크 : http://www.hapinternational.org/resources/category.aspx?catid=688 2007년판 러시

아어, 네팔어, 크리올어, 인도네시아어, 타밀어, 암하라어, 스리랑카어, 우르두어, 불어, 그루지야어, 미얀마어 링

크 : http://www.hapinternational.org/resources/category.aspx?catid=10

자료145)  “긴급 상황에서의 현금 이체 프로그래밍(Cash transfer programming in emergencies)”은 Harvey와 Bailey

에 의해 쓰여지고 2011년에 좋은 관행 리뷰(Good Practice Review)에 실린 143페이지 분량의 자료로 현금 이

체, 바우처, 근로에 대한 현금지급(cash-for-work)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에 대해 논한다. 링크 : http://www.

odihpn.org/documents/gpr11.pdf

자료146)  Human Exchange Magazine의 2011년 호인 “인도주의적 파트너십(Humanitarian Partnerships)”은 ‘서양’

과 ‘이슬람’ 단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다양한 파트너십, 그리고 공언된 파트너십과 실제 실천되고 있는 

파트너십 사이의 갭을 메울 필요성에 대해 실마리를 던져준다. 총 52페이지 분량이다. 링크 보기 : http://www.

elrha.org/news/HPN

자료147)  Apgar, Argumedo, Allen에 의해 쓰여진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초학문성 구축하기 : 토착적 관행으로부터 

얻은 교훈(Building Transdisciplinarity for Managing Complexity : Lessons from Indigenous Practice)” (2009

년 발간)은 대화와 지식에 대한 다양한 토착적인 개념들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며, 원주민 기후 변화 평가 

이니셔티브(Indigenous Peoples Climate Change Assessment Initiative : IPCCA)가 그들의 생체문화적 영토

(biocultural territories)에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고 적응을 위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설명한다. 총 19페이지 분량이다. 링크 : http://learningforsustainability.net/pubs/BuildingTra

nsdisciplinarityforManagingComplexity.pdf

자료148)  Silverman의 “기후 변화, 좋은 삶(Buen Vivir), 그리고 토착적인 탄력성(Climate Change Buen Vivir and 

Indigenous Resilience)”은 ‘buen vivir’와 ‘토착적인 탄력성’에 관한 짧은 개요이다. 링크 : http://www.

peopleandplace.net/on_the_wire/2010/10/6/climate_change_buen_vivir_and_indigenous_

resilience

자료149)  “Buen Vivir :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개념 소개(Buen Vivir: A brief introduction 

to Latin America’s new concepts for the good life and the rights of nature)”(2011년 발간)는 Fatheuer에 의

해 쓰여지고 Boell Foundation이 발간한 36페이지 분량의 자료로 buen vivir의 개념과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

의 사회적 및 법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것은 가치 지향이자 법의 기초로서의 헌법의 역할을 강조

하고, ‘환경 대 개발’이라는 오래된 도그마를 거부한다. 링크 : http://www.boell.de/downloads/Buen_Vivir_

engl.pdf

자료150) “다른 윤리적 기둥들을 회복시키고 가치 있게 여기기 – Buen Vivir(Recovering and Valuing Other 

Ethical Pillars – Buen Vivir)”(2011년 발간)는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Forum for a new World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HPICA_Issue_Brief_2_FINAL.pdf
http://www.hapinternational.org/resources/category.aspx?catid=688
http://www.hapinternational.org/resources/category.aspx?catid=10
http://www.odihpn.org/documents/gpr11.pdf
http://www.odihpn.org/documents/gpr11.pdf
http://www.elrha.org/news/HPN
http://www.elrha.org/news/HPN
http://learningforsustainability.net/pubs/BuildingTransdisciplinarityforManagingComplexity.pdf
http://learningforsustainability.net/pubs/BuildingTransdisciplinarityforManagingComplexity.pdf
http://www.peopleandplace.net/on_the_wire/2010/10/6/climate_change_buen_vivir_and_indigenous_resilience
http://www.peopleandplace.net/on_the_wire/2010/10/6/climate_change_buen_vivir_and_indigenous_resilience
http://www.peopleandplace.net/on_the_wire/2010/10/6/climate_change_buen_vivir_and_indigenous_resilience
http://www.boell.de/downloads/Buen_Vivir_engl.pdf
http://www.boell.de/downloads/Buen_Vivir_eng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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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FnWG)에서 나온 15페이지 분량의 자료이다. 그것은 buen vivir의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식 개념, 

철학 및 윤리적 원칙과 적용점에 대해 분석한다. 그것은 buen vivir가 반(反)기술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안

데스산맥 문화가 환경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풍부한 예를 제시한다. 링크 : http://www.world-governance.org/

IMG/pdf_Recovering_Ethical_Pillars_Buen_Vivir.pdf

자료151)  스피어 프로젝트(Sphere Project)의 “인도주의적 대응에서의 인도주의적 헌장 및 최소 기준(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은 인도주의적 헌장(법적 및 윤리적 기반), 보

호 원칙(Protection Principles)(해 안 끼치기 원칙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무성), 그리고 최소 기준을 제시

하는 핵심 기준(Core Standards)으로 이뤄져 있다. 후자는 물 공급, 위생 및 위생 증진 ; 식량 안보와 영양 ; 주

거, 정착 및 비식량 물품 ; 그리고 보건 액션뿐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방법도 다루고 있다. 이 핸드북은 

제시된 최소 기준들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의 제시뿐 아니라 주요 행동들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질과 책무성

을 위한 자발적 수칙이자 자기 규제적인 도구인 것이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크리올어, 터키

어, 이탈리이아, 아제르바이잔어, 파슈토어, 미얀마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타미어, 우르두어, 네팔어, 포르투갈

어, 신할라어, 다리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링크 : http://www.sphereproject.org/component/option,com_

docman/task,cat_view/gid,70/Itemid,26/

자료152)  Pankhurst/International Alert이 작성한 “평화구축의 성 주류화 : 마을 위원회로부터 협상 테이블까지의 행동 

프레임워크(Mainstreaming Gender in Peace-building: A Framework for Action From Village Council to the 

Negotiation Table)” (2000년 발간)는 성, 분쟁 및 평화구축과 관련된 주요 개념, 정의, 사례 연구 및 권고안의 개

요를 제공한다. 링크 : http://www.cities-localgovernments.org/uclg/upload/docs/mainstreaminggenderi

npeacebuilding-aframeworkforaction.pdf

자료153)  OECD 와 CIDA의 아시아 지국에서 발간한 성평등 팁 시트(Gender Equality Tip Sheet)인 “성과 HIV/

AIDS”(2003년 발간)는 HIV/AIDS의 확산과 영향과 관련이 있는 성에 근거한 차이에 대한 개요와 더불어 프

로그래밍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2페이지 분량의 자료이다. 링크 보기 : http://www.oecd.org/

dataoecd/48/19/44896348.pdf

자료154)  성평등 팁 시트(Gender Equality Tip Sheet)인 “프로그램에 기반한 접근(Programme Based Approaches) 

”(2006년 발간)은 성평등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계획수립, 디자인, 실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구체

적인 활동을 제안한다. 이 4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사례 연구도 포함한다. 링크 : http://www.oecd.org/

dataoecd/46/28/44888373.pdf

자료155)  UNDP의 “분쟁 상황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성 관련 접근(Gender Approaches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2001년 발간)은 회복과 재활 활동, 그리고 분석, 계획, 실행 및 평가 과정에 성을 적절히 포함시키기 

위한 도구, 진입점, 접근방법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32페이지 분량의 자료이다. 링크 : http://www.undp.

org/women/docs/gendermanualfinalBCPR.pdf

자료156)  KARAT의 “개발 협력에서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툴킷은 자료

수집을 위해 그루지야로 간 여행에서 얻어진 자료들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신규 회원국(New Member 

States) 내의 NGO들의 성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졌다. 그루지야에서 나온 예들이 사용되기는 하지

만, 그 툴킷 자체는 그루지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 내에서의 성 주류화를 위한 보다 일반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영어로 된 일반 정보 링크 : http://www.karat.org/karat,6,Data+gathering+tours,Tool

http://www.world-governance.org/IMG/pdf_Recovering_Ethical_Pillars_Buen_Vivir.pdf
http://www.world-governance.org/IMG/pdf_Recovering_Ethical_Pillars_Buen_Vivir.pdf
http://www.sphereproject.org/component/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70/Itemid,26/
http://www.sphereproject.org/component/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70/Itemid,26/
http://www.cities-localgovernments.org/uclg/upload/docs/mainstreaminggenderinpeacebuilding-aframeworkforaction.pdf
http://www.cities-localgovernments.org/uclg/upload/docs/mainstreaminggenderinpeacebuilding-aframeworkforaction.pdf
http://www.oecd.org/dataoecd/48/19/44896348.pdf
http://www.oecd.org/dataoecd/48/19/44896348.pdf
http://www.oecd.org/dataoecd/46/28/44888373.pdf
http://www.oecd.org/dataoecd/46/28/44888373.pdf
http://www.undp.org/women/docs/gendermanualfinalBCPR.pdf
http://www.undp.org/women/docs/gendermanualfinalBCPR.pdf
http://www.karat.org/karat,6,Data+gathering+tours,Toolkit+%E2%80%9CGender+Mainstreaming+in+Development+Cooperation%E2%80%9D+by+Mila+Lukasova+from+Czech+Republic,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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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E2%80%9CGender+Mainstreaming+in+Development+Cooperation%E2%80%9D+by+Mila+

Lukasova+from+Czech+Republic,en.html 영어 툴킷 링크 : http://www.karat.org/userfiles/Gender%20

Mainstreaming%20Toolkit_%20EN_FINAL.pdf 체코어 툴킷 링크 : http://www.karat.org/userfiles/

Toolkit__Gender_FINAL.pdf

자료158)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CSO들(CSOs working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이 진행한 주제별 협의를 통해 나온 보고서이다. 그것은 중동부 유럽 및 CIS 

국가들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요약과 더불어 CSO들의 접근과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

공한다. 링크 :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open_forum_survey_questions_summary_

karat.pdf

자료159)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과 CIVICUS는 시민사회 내의 협의에 기초하여 “분쟁 상황에서의 시민사회

단체들(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ituations of conflict)”이라는 6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것은 분쟁이 개발효과성에, 특히 CSO와 그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어, 줄어든 활동 공간, 안전 위협, 취

약한 정치 시스템, 높은 수준의 부패, 공여자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에 대해 다룬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비편파성

이라는 딜레마를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cso_conflict_

complete_report_final.pdf

자료160)  여성의 공간 재단(Women’s Space Foundation)은 Rose Chege의 “성 주류화 관련 강사 훈련을 위한 커리큘

럼(A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Trainers in Gender Mainstreaming)”을 폴란드어로 번역하였다. 폴란드어 

링크 : http://www.przestrzenkobiet.pl/images/DOWNLOAD/gender%20mainstreaming%20w%20

projektach%20rozwojowych.pdf

자료161)  Reich의 “갈등 변화 프로젝트에서의 현지 주인의식 : 파트너십, 참여 또는 후원(Local Ownership in Conflict 

Transformation Projects: Partnership, Participation or Patronage)”(2006년 발간)은 ‘현지 주인의식’이라는 관

행을 국제 자금지원 시스템 내에서 비판적으로 자리매김시킨다. 그녀는 권력 공유, 배움의 장, 건설적인 갈등 변

화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구조를 권고한다. 링크 :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

CDDB393F195EC54EC125727A005937C3-Berghofpeace%20building-Sep2006.pdf

자료162)  Bond의 “프레임 찾기 : 영국 대중을 지구적 빈곤 문제에 동참시킬 새로운 방법(Finding Frames : New Ways to 

Engage the UK Public in Global Poverty)”(2011년 발간)은 Darnton과 Kirkdp에 의해 작성된 124페이지 분

량의 자료이다. 그것은 영국 (그러나 꼭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대중을 개발 협력과 관련된 이슈들에 끌어들

이기 위해 가치와 프레임을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한 꼭 필요한 논의의 장을 연다. 링크 : http://www.

findingframes.org/Finding%20Frames%20New%20ways%20to%20engage%20the%20UK%20

public%20in%20global%20poverty%20Bond%202011.pdf

자료163)  캐나다 북-남 연구소(Canadian North-South Institute)는 개발효과성을 정의 내리는 4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조직의 효과성, 일관성 또는 조화, 원조로 인한 개발 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개발 성과. “개발효과성: 새로운 이해

를 향하여(Development effectiveness: Towards new understandings)”(2009년 발간)는 6페이지 분량이다. 링

크 보기 : http://www.nsi-ins.ca/english/pdf/Issues%20Brief%20Sept.pdf

자료164)  국제 개발을 위한 호주 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발간한 “의견과 선택의 

증진: 개발효과성을 위한 호주 NGO 책무성의 혁신(Promoting Voice and Choice : Exploring Innovations in 

http://www.karat.org/karat,6,Data+gathering+tours,Toolkit+%E2%80%9CGender+Mainstreaming+in+Development+Cooperation%E2%80%9D+by+Mila+Lukasova+from+Czech+Republic,en.html
http://www.karat.org/karat,6,Data+gathering+tours,Toolkit+%E2%80%9CGender+Mainstreaming+in+Development+Cooperation%E2%80%9D+by+Mila+Lukasova+from+Czech+Republic,en.html
http://www.karat.org/userfiles/Gender%20Mainstreaming%20Toolkit_%20EN_FINAL.pdf
http://www.karat.org/userfiles/Gender%20Mainstreaming%20Toolkit_%20EN_FINAL.pdf
http://www.karat.org/userfiles/Toolkit__Gender_FINAL.pdf
http://www.karat.org/userfiles/Toolkit__Gender_FINAL.pdf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open_forum_survey_questions_summary_karat.pdf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open_forum_survey_questions_summary_karat.pdf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cso_conflict_complete_report_final.pdf
http://www.cso-effectiveness.org/IMG/pdf/cso_conflict_complete_report_final.pdf
http://www.przestrzenkobiet.pl/images/DOWNLOAD/gender%20mainstreaming%20w%20projektach%20rozwojowych.pdf
http://www.przestrzenkobiet.pl/images/DOWNLOAD/gender%20mainstreaming%20w%20projektach%20rozwojowych.pdf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CDDB393F195EC54EC125727A005937C3-Berghofpeace%20building-Sep2006.pdf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CDDB393F195EC54EC125727A005937C3-Berghofpeace%20building-Sep2006.pdf
http://www.findingframes.org/Finding%20Frames%20New%20ways%20to%20engage%20the%20UK%20public%20in%20global%20poverty%20Bond%202011.pdf
http://www.findingframes.org/Finding%20Frames%20New%20ways%20to%20engage%20the%20UK%20public%20in%20global%20poverty%20Bond%202011.pdf
http://www.findingframes.org/Finding%20Frames%20New%20ways%20to%20engage%20the%20UK%20public%20in%20global%20poverty%20Bond%202011.pdf
http://www.nsi-ins.ca/english/pdf/Issues%20Brief%20Se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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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NGO Accountability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2009년 발간)은 호주 NGO 내에서 (예를 들

어, 프로그램 디자인, 검토, 평가, 파트너십, 직원 개발,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책무성의 현재 역할과 표출방식을 분석

한다. 그것은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향상된 공유 및 대학과 연구소들과의 협력관계가 갖는 잠재력을 지적한다(60

페이지 분량). 링크 : http://bigpushforward.files.wordpress.com/2011/01/roche-promoting-voice1.pdf

자료165)  게이와 레즈비언 국제 인권 위원회(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보고서 “갈 

곳이 없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LGBT 사람들에 대한 협박과 강탈(Nowhere to Turn: Blackmail 

and Extortion of LGBT People in Sub-Saharan Africa)”(2011년 발간)은 LGBT 아프리카인들이 어떻게 동

성애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그들의 성적 취향이 밝혀졌을 때 직면하게 되는 종종 폭력적인 낙인에 의해 취약성

에 노출되는지를 설명한다. 아프리카의 활동가과 연구자들은 카메룬,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 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통찰력을 얻게 해 준다. 링크 : http://www.iglhrc.org/binary-data/

ATTACHMENT/file/000/000/484-1.pdf

자료166)  ARROW와 그들의 파트너들은 “권리를 되찾고 재정의 내리기 – 주제별 연구 시리즈 1: 아시아에서의 성적 취

향과 권리(Reclaiming and Redefining Rights – Thematic Studies Series 1 : Sexuality and Rights in Asia)” 

(2011년 발간)에서 아시아에서의 성적인 권리 관련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다. 104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에서는 

성적 취향 교육, 성추행, 성전환 및 성적인 시민의식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링크 : http://www.arrow.org.my/

publications/ICPD+15Country&ThematicCaseStudies/Sexuality&Rights.pdf

자료167)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에서 자유론 안전한 도시 이니셔티브(Safe Cities Free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itiative)”는 인도 델리에 사는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에 관한, 2010년에 실시된 기초선 조사내용을 담

고 있다. 그것은 붐비는 또는 한적한 공공장소들에서의 안전 부족, 성추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

처함에 있어 대중적 지지의 결핍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이 64페이지 분량의 연구서는 여성과 소녀들의 안

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능한 개입에 대한 짧은 전망으로 끝을 맺는다. 링크 : http://jagori.org/wp-content/

uploads/2011/03/Baseline-Survey_layout_for-Print_12_03_2011.pdf

자료168)  노동조합 개발네트워크(Trade Union Development Network)에서 발간한 “개발효과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원

칙과 가이드라인(Trade Union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 Effectiveness)”(2011년 발간)은 민

주적 주인의식, 자율성, 파트너십, 투명성, 책무성, 일관성, 포용성, 평등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링크 : http://www.ituc-csi.org/IMG/pdf/TU_develop_EN.pdf

자료169)  Tomlinson의 “광범위한 포용적 주인의식과 책무성 강화하기 : 원조 효과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와 제4차 고

위급 포럼을 위한 주요 발견과 클러스터 A 메시지의 종합(Strengthening Broad-Based Inclusive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 A Synthesis of Key Findings and Cluster A Messages for the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the Fourth High Level Forum)”(2011년 발간)은 책무성과 관련된 현재의 국제 및 현지 동

향을 분석하고, 연구와 실천 가운데 나온 예들을 참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안한다. 링크 : http://www.

ituc-csi.org/IMG/pdf/Feb_16_Final_Report_for_Cluster_A_Findings_and_Proposals.pdf

자료170)  ConCERT는 “책임 있는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Responsible Volunteering Guidelines)”이라는 훌륭한 자

료를 제공하는데, 이는 비캄보디아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2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은 또한 다른 상황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하다. 링

크 : http://www.concertcambodia.org/volunteer.html

http://bigpushforward.files.wordpress.com/2011/01/roche-promoting-voice1.pdf
http://www.iglhrc.org/binary-data/ATTACHMENT/file/000/000/484-1.pdf
http://www.iglhrc.org/binary-data/ATTACHMENT/file/000/000/484-1.pdf
http://www.arrow.org.my/publications/ICPD+15Country&ThematicCaseStudies/Sexuality&Rights.pdf
http://www.arrow.org.my/publications/ICPD+15Country&ThematicCaseStudies/Sexuality&Rights.pdf
http://jagori.org/wp-content/uploads/2011/03/Baseline-Survey_layout_for-Print_12_03_2011.pdf
http://jagori.org/wp-content/uploads/2011/03/Baseline-Survey_layout_for-Print_12_03_2011.pdf
http://www.ituc-csi.org/IMG/pdf/TU_develop_EN.pdf
http://www.ituc-csi.org/IMG/pdf/Feb_16_Final_Report_for_Cluster_A_Findings_and_Proposals.pdf
http://www.ituc-csi.org/IMG/pdf/Feb_16_Final_Report_for_Cluster_A_Findings_and_Proposals.pdf
http://www.concertcambodia.org/volunte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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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정의(Key Definitions)

원조(Aid) – ‘원조’라는 용어는 종종 ‘공적 개발 원조(ODA)’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ODA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파트너 사이

에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양허성 자원 전달(concessional resource transfers)로 구성된다. OECD 개발원조위

원회(DAC)에서 만나는 공여국들은 특정한 자원 전달이 ODA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

고 있다. CSO들이 ODA를 받는 것이 가능한 반면, 시민사회단체 또는 다른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직접적인 자원 전달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DAC의 회원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역시 공여국으로서 개발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현재 DAC에 보고되지 않으며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 원조 효과성은 원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자원 전달 

자체의 조건과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파리 선언은 공여국들과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자원 전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지침이 될 다섯 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수혜자(Beneficiaries) – 개발 노력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들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수혜자, 주된 

또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참여자, 구성원, 의뢰인, 파트너, 권리 보유자, 고객, 재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주된 변화

의 주체 등이 있다. 각각의 용어는 특정한 가치와 신념을 암시하는데, 오픈포럼 참가자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수혜자’라는 용어가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 이유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유익을 제공하는 다른 이들과 관련해서만 인정하고, 그들을 행위자, 리더, 그리고 복잡한 인간 존재 그 자체로

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툴킷의 저자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수혜자’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이해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CSO가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가장 잘 맞는 용어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정의가 필요한 그 사람들과 협

력하는 가운데 용어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 툴킷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수혜자’라는 용어의 사용은 결코 주체성과 권리를 가진 행위자로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방해

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 CSO) – CSO는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 내에서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

해 스스로를 조직하여 만든, 가정 외의 모든 비시장 및 비국가 조직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회원제에 

기초한 CSO, 명분에 기초한 CSO,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CSO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조직들을 망라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마을 협회, 환경 그룹, 여성 권리 그룹, 농부 연합회, 종교 기반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전문직 협

회, 상공회의소, 독립 연구소 및 비영리추구 미디어가 포함된다. CSO는 종종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변하는 사람

들과 공유하는 가치, 신념, 그리고 목표에 근거하여 활동을 한다. 

민주적 주인의식(Democratic ownership)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인의식(아래에 나오는 ‘파리 선언’에 설명된 

바와 같이)은 단순히 정부의 주인의식이 아니라, 민주적 주인의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적 주인의식은 개인과 집단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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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가 국가 개발 계획과 과정(빈곤 감소 전략 페이퍼, 영역 전반에 걸친 접근 등)의 중심

에 자리잡고 있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빈곤하게 하는 사람들과 취약하거나 소외된 사람

들이 자원, 의미 있고 시기 적절한 정보 그리고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

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이니셔티브의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발하게 참여할 공간, 역량 및 통

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또한 의사결정과 책무성을 위한 정당한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여기에는 의회, 선출된 대표자, 전국 여성단체, 노동조합과 사회적 파트너, CSO 대표자 및 현지 지역사회가 포

함된다.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 개발효과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그것은 도구, 정책 및 행위

자들 간의 다양성과 상호보완성을 통하여, 민주적인 프레임워크 속에서 빈곤, 불평등 및 소외의 증상뿐 아니라 원인을 개

선해 나가는 것이다. 원조와 관련된 개발효과성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국제적으로 합의

된 개발 목표(IADGs)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원조와 개발 협력이 가지는 영향력을 심화하는 개발 행위자들에 의한 

정책 및 관행으로 이해된다. 개발효과성 관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는 원조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측정 가능한 노력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 2005년 3월, 원조 효과성에 대한 제 2차 고위급 포럼(HLF-2)에서 합의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PD)은, 공여국들이 개발 파트너들과 더불어 2010년까지 도달해야 할 보다 효과적이며 규모가 확장된 원

조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약속을 확립한다. 파리 선언은 원조의 전달을 틀 잡아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조일치, 공여국 간 원조조화, 원조 성과 관리,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상호 책무성. 35개의 공여국과 26개의 다

자간 기구 및 56개의 수원국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파리 선언은 정부들이 취할 행동을 위한 지표, 시간표 및 목표를 구체

화하며, 이행과 진전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속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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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과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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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과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1은 CSO의 효과적인 개

발 실천을 정의 내리고, CSO들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의 최소 기준들을 구체화해 주는 원칙들을 공

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며,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내에서 시민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

세계 CSO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설립된 글로벌한 과정입니다.

오픈포럼은 2008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SO 효과성에 관한 탐색 회의에서 시작되어,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

조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 포럼(HLF-3)이 열린 후, 개발효과성에 대한 CSO들 고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2008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오픈포럼의 임무는 2011년 말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원조효과성

에 관한 제4차 OECD 고위급 포럼(HLF-4) – 국내에서는 세계개발원조 총회 – 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또한 

이 과정의 결과들은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CSO 자체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영구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오픈포럼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 개발효과성을 위한 일련의 글로벌한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달성한다. 

2. CSO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3. CSO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하여 정부들에 대한 애드보커시를 실시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씨엠립(Siem Reap) CSO 합의(국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며, 오픈포럼의 통합적인 결과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2

오픈포럼의 협의 과정은 29개 멤버로 구성된, 전세계 CSO 플랫폼의 글로벌 퍼실리테이션 그룹이 이끌었습니다. 3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무 기간 동안, 오픈포럼은 시민사회 스스로의 활동에 지침이 될 만한 공통의 원칙과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기준들을 찾아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 다시 말해, 무엇이 시민사회를 위한 개발

효과성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 국가, 지역 그리고 주제별 협의를 통해 전 세계 수천 개의 CSO들에게 다가갔습

니다. 이 전 세계적인 협의과정은 최대한 많은 수의 CSO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됨으로써, 오픈포럼의 과정이 정당하며 

글로벌 차원의 시민사회를 포용하는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협의와 더불어, 오픈포럼은 또한 지역^국가^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회의를 개최하였는

데, 이는 CSO, 공여자, 정부들 사이에서 활발한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오픈포럼 협의과정에 참여한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터키 이스탄불(2010년 9

월)에서 열린 제 1차 오픈포럼 글로벌 총회에서는 전 세계 CSO에 의한 효과적인 개발활동의 기반이 될, 여덟 개의 CSO 개

발효과성 ‘이스탄불 원칙(Istanbul Principles)’이 승인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에서 열린 오픈포럼 제2차 그리고 최종 글로벌 총회(2011년 6월)에서는 여덟 개의 이스탄불 

원칙이 포함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최종 버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글로벌 총회 때 시민사회 대

표자들로부터 나온 추가 의견과 두 번의 글로벌 총회 사이에 열린 더 많은 국가^지역^주제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제 프레임워크는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이 실행 툴킷과 CSO가 어떻게 국제 

서문

1 www.cso-effectiveness.org
2 Available at: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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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자신들의 국가나 지역 맥락 속에서 보다 나은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에 활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서인 애드보커시 툴킷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최종 버전에 대한 합의, 그리고 오픈포럼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는 CSO 

개발효과성 원칙과 실천방법에 대한 글로벌 시민사회 공동의 정리된 성명서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 있는 비전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툴킷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원칙들을 실천으로 옮겨 나가면서 개발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드보커시 툴킷의 목적은 무엇인가?

개발 주체로서의 CSO들은 공여자, 수원국 정부 그리고 공여자 역할을 하는 CSO들의 정책 및 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받

게 됩니다. 이 툴킷은 전 세계의 CSO들이 국제 프레임워크를 맥락화하고(contextualize), 자신들이 놓인 현실 속에서 CSO 

개발효과성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애드보커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정보, 지침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툴킷은 다음과 같은 애드보커시를 지원합니다.

 • CSO들 간에 : 최상의 관행, 배움 및 경험의 교환을 위해, 그리고 시민사회에 우호적인, 공유된 애드보커시 목표의 달성

을 위한 네트워킹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향해서 : 독립된 개발 주체로서의 CSO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식적 약속이자, CSO 개발

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공여자, 정부 및 기타 기관 행위자들은 CSO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최소 조건을 약속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 장려된다. 

CSO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애드보커시를 위해 이 툴킷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
는가?

 •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우호적인 기준을 시행하거나 강화하는 것에 대해 CSO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예를 들어 정부, 

공여자, 민간 기업)과 협력해 나가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증가시킨다. 

 • 더 나은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CSO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부적인 장애물(법적, 관료적, 재

정적, 정보, 정치 및 문화적 규범, 정책 및 관행을 포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호적인 환경 분석(Enabling Environment 

Analysis)’을 실시하는 면에서 CSO를 지원한다. 

 • 이러한 외부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현지, 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전략적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국가/지역/국제적인 개발효과성 논의에서 주요 이해관계자(CSO 행위자, 공여자, 정부, 지역 및 국제 기구, 언론)를 파악

하고, 핵심 목표대상, 영향력 있는 사람, 반대자들을 규명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한다. 

 •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변화를 만들어 낼 목표를 동원하기 위해 각각의 이해관계자

에 맞는 다양한 애드보커시 활동 및 도구를 규명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 

 • 언론과 협력하고 언론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도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공유된 애드보커시 요구(asks) 및 목표 대상과 관련된 집단적 노력을 조율하고 강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3 Available at: http://www.cso-effectiveness.org/-toolkits,082

http://www.cso-effectiveness.org/-toolkits,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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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툴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툴킷은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섹션 1은 CSO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의 핵심과 주요 단계를 요약하는 개요입니다.

섹션 2는 CSO 개발효과성 및 우호적인 환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합니다. 

섹션 3은 CSO들이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자신들의 애드보커시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지원

하는 활동과 실행계획에 대한 단계별 지침과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이 툴킷 전체에 걸쳐 다양한 애드보커시 도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에 있는 견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각의 섹션은 실용적 팁, 사례 연구 및 오픈포럼 멤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용문을 포함합니다.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우리는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오픈포럼의 국가, 지역, 국제 및 주제별 협의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CSO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의 최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그들의 논의가 이 애드보커시 툴킷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011년 6월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열린 오픈포럼의 글로벌 총회의 참가자들, 특히 애드보커시와 관련된 

워크숍 참가자들, 사회자와 기록자들, 그리고 중요한 애드보커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한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Adele Poskitt (CIVICUS), Brian Tomlinson (AidWatch Canada), 그리고 Kimberly Darter (InterAction)

가 이 툴킷의 최종본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총회 이후, 자신들의 애드보커시 활동 경험과 관련하여 훌륭한 사례와 의견을 제공해 준 모든 분들에게도 감

사드립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내용이 이 애드보커시 툴킷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오픈포럼의 웹사이트

(www.cso-effectiveness.org)에서는 모든 사례 연구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4

사례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분들에게 그들이 할애한 시간과 경험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Mauricio Cadavid and Liliana Rodríguez Burgos (CCONG, 콜롬비아), Laura Becerra (EQUIPO PUEBLO, 멕시코), Xenia 

Tovar (Observatorio de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콜롬비아), Vera Masagao Ribeiro (ABONG, 브라질), Rosa Inés 

Ospina-Robledo (Rendir Cuentas, 아르헨티나), Graça Samo (Forum Mulher, 모잠비크), Marta Cumbi (FDC, 모잠비크), 

Rosalinda (Maan) Tablang (CPDG, 필리핀), Adam Nord and Mandeep Tiwana (CIVICUS, 남아프리카), Fraser Reilly-

King (CCIC, Canada), Ilyas Safarli (‘Uluchay’ Social-Economic Innovation Center, 아제르바이젠), Melanie Ossberger 

(GLOBALE VERANTWORTUNG, 오스트리아), Auli Starck (KEPA, 핀란드), Gary Walsh (DOCHAS, 아일랜드), Bruno 

Stoeckli (Alliance Sud, 스위스), Lyubov Palyvoda (CCC, 우크레이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애드보커시 툴킷을 하나로 엮는 역할을 한 커뮤니케이션 & 애드보커시 담당자 Olga 

Kozhaeva 그리고 최종 편집과 감독을 위해 수고한 글로벌 코디네이터 Amy Bartlett을 포함하여, 오픈포럼의 직원들

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4 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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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 
제1차 세계총회, 
터키 이스탄불,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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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정의 내리기

CSO는 원조의 전달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공여자가 됨으로써, 국제 개발의 이해관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CSO는 그들이 일하는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수원국 정부 및 공식 공여자들

의 정책 및 관행은 개발에 참여하는 CSO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CSO의 관행에 있어 이스탄불 원칙을 실현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과 일관성이 있는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법 및 규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해에 

걸쳐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를 포함하여 많은 CSO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한 우호적인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해 왔

다. CSO가 주도하는 개발활동 및 애드보커시를 위한 민주적인 공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모두에서 축소되었다. 

국제 프레임워크의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섹션에서는,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 CSO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해서 정부와 공여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효과적인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CSO는 정부와 공여자들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그들의 인권 의무를 다하는 것

 •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의 CSO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민주적인 정치적 및 정책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

 • 개발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는 것

 •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우호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창출하는 것

국제 프레임워크는 더 나아가 튼튼하고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또는 전제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

애드보커시는 전 세계 CSO들이 국제 프레임워크를 맥락화하고, 자신들만의 현실 속에서 개발효과성을 위한 보다 우호

적인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CSO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자간 정책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애드보커시를 통해 개발효과성 및 우호적인 기준에 대해 주요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개발효과성 및 우호적인 환경과 관련된 애드보커시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다자간 대화를 통해 합의된 최소 기준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실현하

기 위해 권력계층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의도적인 과정

섹션 1 : 
툴킷의 개요 및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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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 기준

영역 최소 기준

인권 의무 이행  • 집회와 결사의 자유

 • CSO의 활동을 촉진하는 법적인 인정

 • 표현의 자유 권리

 • 이동의 자유 및 여행의 권리

 •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 개발에서의 정당한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추구하고 확보할 법적인 공간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의 CSO  • 정부와 공여자들의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래밍을 통해,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의 CSO

의 온전한 참여 확립 및 보장 

민주적인 정치적 및 정책적 대화  • 특히 풀뿌리 사회단체, 여성단체 및 원주민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견의 체계적

인 포함

 • 목적과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명료성

 •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 계획을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

 • 협의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접근성

 •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시기적절성

 • 특히 국회의원 및 지역정부 같은 다른 행위자의 책임과 공로에 대한 인식

 • 이해관계자들의 온전한 참여를 돕는 적절한 자원

개발을 위한 책무성 및 투명성  •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전략, 계획 및 행동에 있어서의 온전한 투명성 및 책무성

 • 공여자 전략 프레임워크 및 계획 내에 분명하게 정의된 CSO의 자리와 역할

우호적인 자금조달 방식  • CSO가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조직운영을 위한 핵심적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성과 중심의 시각

 • CSO 이니셔티브에 대한 반응

 • 다양한 규모의 CSO에 대한 지원, 연합체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CSO를 위한 접근성

 •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조화를 이루는 계약 조건(terms) 

 • 현지 자원의 확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

 • 정책 개발 및 애드보커시를 포함해서, CSO 프로그래밍 및 혁신의 전 과정을 위한 지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애드보커시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CSO 개발효과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 법률 및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호적 기준의 부재 또는 약함)

 • 기존의 정책, 법률 및 규칙이 CSO에게 이롭지 않고 – ‘바람직하지 않고(dis-abling)’ – CSO의 개발효과성을 저해할 때

 • ‘우호적인’ 정책, 법률 및 규칙이 존재하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복잡한 사회 – 정치적 환경 속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견고한 애드보커시의 절차와 신중한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CSO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애드보커시를 위한 주요 단계들이 아래의 도표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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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보커시 계획수립

1단계
CSO 개발효과성을 

맥락화하기

2단계
원하는 변화를 정의

하기

3단계
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내기

4단계
주장을 강화하기 위

한 연대 구축하기

5단계
주장 펼치기

6단계
메시지 전달하기

7단계
계획 실행 및 진전 

확인하기

결국, 애드보커시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항상 정확히 같은 순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CSO

는 변화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적대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

서 애드보커시를 할 때 그러하다. 전략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기회를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략 개발의 핵심 부분으로 각 단계를 고려하고 분석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툴킷에서는 CSO의 애드

보커시 계획 과정을 위한 자세한 지침과 팁, 도구를 제공한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CSO 애드보커시 활동을 위해 이 툴킷 사용하기

이 툴킷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최소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개발활동을 위한 보다 우

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애드보커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CSO에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지침을 제공할 목적을 지니

고 있다. 

다음은 CSO가 자신들만의 국가적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의 계획을 도울 수 있는 

단계들을 요약한 것이다. 툴킷 자체에는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관련된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겪은 도전과 성공을 보여 주

는 몇몇의 사례 연구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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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CSO 개발효과성을 맥락화하기

 • 국제적, 국가적 및 현지 수준에서 의미 있는 애드보커시 전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CSO 개발효과성에 대한 외부적

인 장애물을 규명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

다. :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CSO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당국이 CSO를 독립적

인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개발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대화가 약하거나 부재할 경우 ; 자금지원의 부족 

또는 CSO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금지원 방식. 이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애물은 CSO가 자신들의 활동 속에서 이

스탄불 원칙을 실현할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개발효과성을 가로막게 된다.

 • 이 툴킷에서는 국제 프레임워크에 열거된,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최소 기준에 근거하여, 우호적인 환경 분석을 실

시하는 접근 방법이 제안된다. 이것은 자신들의 활동 –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개발효과성 – 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어서 애드보커시를 통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을 돕고자 함이다. 

 • 해당 섹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CSO 개발효과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을 규명하기

- 도구 : 우호적인 환경 분석

- 권력관계를 이해하기

- 도구 : 파워 큐브(Power Cube)

2단계   원하는 변화를 정의하기

 • 우호적인 환경 분석을 실시한 후에는, CSO가 자신들만의 현실에서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

명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장기적인 목적, 그리고 단기 및 중기적 변화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애드보커

시 계획 과정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목표는 무엇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그리고 얼마의 기간에 걸쳐 달성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 도구 : SMART 접근법

3단계   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내기

 •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구하는 CSO에게는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정치 시스템

에 상관 없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 및 정책입안 절차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누가 추구하려는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특정한 애드보커시 전략의 효과성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입안 과정을 그려 보는 것은 CSO가 누가 관련된 주요 행위자인지, 그리고 

애드보커시를 위한 어떤 진입점(entry points)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적대적인 정부를 상대하거나, 분쟁 상황에 있거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경우, CSO는 종종 그들의 국가적 

상황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목표 대상으로 겨냥하여(예를 들어, 문제를 UN으로 가져가는 것), 그들 자신의 국가 

내에서의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주요 목표 대상, 목표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영향력 행사자), 잠재적 협력자와 반대자들을 규명하기 위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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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분석을 실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제안된다. 

 • 주요 목표 대상이, 해당 이슈 또는 CSO가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해당 이슈에 대한 그들

의 태도는 무엇이며 왜 그러한지에 따라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profil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CSO 애드보커시 노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숨은 의제(hidden agendas)를 알아내는 것은 분석을 보다 심도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해당 섹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의사결정 및 정책입안 과정을 이해하기

- 사례 연구 :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 아프리카로부터의 경험

- 사례 연구 : London-Cartegena-Bogota 프로세스

- 이해관계자 분석 실시하기

- 도구 : 권력과 의지 매트릭스(Power and Will Matrix)

- 당신의 청중 알아 가기

4단계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 구축하기

연대와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애드보커시를 수행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오픈포럼 과정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CSO의 집단적인 목소리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도구 : 애드보커시를 위한 양해각서(MoU) 또는 공통 플랫폼(Common Platform)  만들기

- 도구 : 그룹 미팅 녹취를 위한 서식 (부록 4)

- 사례 연구 : 브라질에서의 새로운 CSO 규범 프레임워크를 위한 플랫폼

5단계   주장 펼치기

 • 장애물의 원인과 결과, 또는 CSO가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과 제안된 해결책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은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 특히 적대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을 경우에 증거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충분하지 않다. 그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 애드보커시를 위한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주요 청중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CSO는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변

화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분명한 핵심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청중에게 맞춰진 보

다 구체적인 메시지들, 아마도 그 핵심 메시지의 여러 측면을 강조하는 메시지들로 확대될 것이다. 

 • 해당 섹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주장을 펼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기

- 사례 연구 : 시민사회와 인권의 영역이 축소되는 캐나다 : ‘목소리’를 통한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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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메시지 만들기 

- 도구 : 효과적인 메시지 개발을 위한 10가지 황금률

6단계   메시지 전달하기 

 • CSO가 여러 다른 청중에게 자신들의 메시지와 애드보커시 요청(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CSO들은, 자신들이 속한 상황, 문화, 전통 그리고 그들이 택한 이슈에 대

해 목소리를 높임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안하여, 어떤 방법론과 전술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지를 판단해야 한다. 

 •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시기선택과 실행계획에 대해 고려할 때,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즉 누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출처)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양식)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 무

엇인가?

 • 비록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겠지만, CSO는 자신들의 애드보커시를 계획할 때, 그리고 애드보커시 활동에 착수하기 전

에 위험, 도전 및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효과적인 캠페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 감

수를 요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CSO가 애드보커시 전략을 선별하고 조직, 

직원, 자원봉사자, 활동가 및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할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 또는 완화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툴킷에는 간단한 위험 평가 도구가 나와 있다. 

 • CSO가 개발효과성과 최소한의 우호적 기준에 대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관해서 더 많

은 지침과 팁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일대일 의사소통(로비활동), 협상, 언론과의 협력, 소셜 미디어의 

활용 및 대중적 지지 동원.

 • 해당 섹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 도구 : 애드보커시 위험 분석

- 언론 끌어들이기

- 도구 : ‘1분’ 메시지(The ‘One Minute’ Message)

- 일대일 의사소통 (로비활동)

- 도구 : ‘까다로운 질문’ 페이퍼(‘Sticky Questions’ Paper)

- 소셜 미디어 활용하기

- 사례 연구 : 소셜 미디어와 아랍의 봄

- 협상

- 대중적 지지 동원하기

- 사례 연구 : 필리핀 ‘모롱 43인을 석방하라(Free the Morong 43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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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계획 실행 및 진전 확인하기

 • 계획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애드보커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애드보커시 

계획서는 중요한 문서로서 상급 관리자들에 의해 채택이 되고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에 관여된 모든 이들 사이에서 공

유되어야 한다. 애드보커시 계획서의 한 예가 이 툴킷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책무성을 위해, 그리고 배운 교훈을 통해 앞으로 있

을 애드보커시를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영향력 모니터링은 애드보커시에서 특히 중요

한데, 그것이 CSO가 변화의 증거를 찾아내고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서의 진전을 평가하며, 자신들이 속한 상황 속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가졌던 가정들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툴킷에서는 CSO가 자신들의 애드보커시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많은 도구 및 애드

보커시 지표들을 제안하고 있다. 

 • 해당 섹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애드보커시 계획을 수립하기

- 도구 : 애드보커시 계획을 위한 샘플 서식 (부록 2)

- 당신의 애드보커시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기

- 도구 : 애드보커시 지표의 예 (부록 3)

- 도구 : 성과 일지(Outcomes Journal)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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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은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최소 기준, 우호적 기준에 대한 다자간 대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인 약속 

및 다른 국제적 조항들에 관해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 원조와 개발효과성 논의에서의 CSO

CSO는 원조의 전달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공여자가 됨으로써, 국제개발의 이해관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개발에서의 이와 같은 독립적인 역할은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포럼에서 공식

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아크라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 행위자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내기 위해 필요한 원

칙, 지침 및 우호적 환경을 규정지을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과정5을 통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CSO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수원국 정부 및 공식 공여

자들의 정책 및 관행은 개발에 참여하는 CSO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CSO의 관행에 있어 이스탄불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과 일관성이 있는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법 및 규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해에 걸쳐,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를 포함하여 많은 CSO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한 우호적인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

해 왔다. CSO가 주도하는 개발활동 및 애드보커시를 위한 민주적인 공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모두에서 축소되었다.

국제 프레임워크의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섹션에서는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 CSO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해서 정부와 공여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효과적인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CSO는 정부와 공여자들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그들의 인권 의무를 다하는 것

 •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의 CSO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민주적인 정치적 및 정책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

 • 개발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는 것

 •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우호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창출하는 것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최소 기준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 : CSO가 자신들의 활동을 펼쳐 나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정부, 공

적 공여자 및 공여자 역할을 하는 CSO를 포함한 다른 개발 행위자들이 만들어 낸 정치적 및 정책적 상황

최소한의 우호적 기준(Minimum Enabling Standards) : CSO 개발 행위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

식으로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법, 규제, 재정, 정보, 정치 및 문화 영역에서의 공여자 및 정

부에 의한 일련의 상호 연관된 좋은 관행

섹션 2 : CSO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핵심 정보

2

5 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
http://www.cso-effective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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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여자들을 향한 메시지에 따라서, 국제 프레임워크는 견고하고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특정한 최소 기준, 또

는 선결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영역 최소 기준

인권 의무 이행  • 집회와 결사의 자유

 • CSO의 활동을 촉진하는 법적인 인정

 • 표현의 자유 권리

 • 이동의 자유 및 여행의 권리

 •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 개발에서의 정당한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추구하고 확보할 법적인 공간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의 CSO  • 정부와 공여자들의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래밍을 통해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의 CSO의 

온전한 참여 확립 및 보장 

민주적인 정치적 및 정책적 대화  • 특히 풀뿌리 사회단체, 여성단체 및 원주민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견의 체계적

인 포함

 • 목적과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명료성

 •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 계획을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

 • 협의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접근성

 •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시기적절성

 • 특히 국회의원 및 지역정부 같은 다른 행위자의 책임과 공로에 대한 인식

 • 이해관계자들의 온전한 참여를 돕는 적절한 자원

개발을 위한 책무성 및 투명성  •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전략, 계획 및 행동에 있어서의 온전한 투명성 및 책무성

 • 공여자 전략 프레임워크 및 계획 내에 분명하게 정의된 CSO의 자리와 역할 

우호적인 자금조달 방식  • CSO가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조직운영을 위한 핵심적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성과 중심의 시각

 • CSO 이니셔티브에 대한 반응

 • 다양한 규모의 CSO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합체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다

양한 CSO를 위한 접근성

 •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조화를 이루는 계약 조건(terms) 

 • 현지 자원의 확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

 • 정책 개발 및 애드보커시를 포함해서, CSO 프로그래밍 및 혁신의 전 과정을 위한 지원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최소 기준에 관한 다자간 대화

다자간 대화에서 오픈포럼의 역할은 무엇인가?

협의과정의 일부로서, 오픈포럼은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 CSO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우호적인 조건에 대한 대

화와 논의를 CSO, 공여자 정부들 간에 촉진하는 회의들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다자간 협의의 결과가 국제 프레임워크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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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들었고, 정부 및 공여자들에 대한 CSO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다자간 대화와 관련하여 오픈포럼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CSO 개발효과성과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다자간 태스크팀(Multi-Stakeholder Task Team)을 공동

의장직으로 맡은 것이 있다. 

CSO 개발효과성에 대한 태스크팀은 무엇인가?

CSO 개발효과성과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다자간 이해관계자 태스크팀7(Multi-Stakeholder Task Tea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 Enabling Environment)은 CSO 정부 대표 및 공여 기관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2011 제4차 고위급 포럼의 준비 일환으로 2008년 아크라 행동강령에 대한 시민사회의 약속 이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OECD-DAC의 원조효과작업반 하의 클러스터 A(주인의식 및 책무성)의 일부이기도 했다.  

태스크팀 활동의 근거로서는, 국제개발 체제 안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원조 흐름의 규모를 놓고 볼 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에 대한 목소리와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SO와 연관을 맺는 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다자간 태스크팀에서 나온 애드보커시 메시지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 포럼(HLF-4)을 준비하면서, 태스크팀은 아크라 이후, CSO 활동을 위한 외부 조건에 관

해 수집된 증거에서 도출된 일련의 공통 메시지에 합의하였다. 다자간 태스크팀에서 선별된 메시지들은 CSO 개발효과성

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안에 구체적으로 참조되어 있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또 다른 애드보커시 메시지가 된다. 

CSO 우호적인 환경의 기준 및 요구와 관련해서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 약속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포럼

■ 파리 선언8과 파리 원칙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은 공여자와 수원국 정부 사이의 국제적인 합의로서, 다섯 가지 원칙들에 기반해 있다.

 • 주인의식 – 수원국 차원의 원조 관리에 있어서

 •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원조 흐름의 일치

 • 공여국의 요구조건들의 조화

 • 성과 중심의 관리

 • 상호 책무성 –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책임의 공유

파리 선언은 파트너 정부들과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반면, 대부분 공여자/정부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주인의식에 대한 원칙은 파트너 국가들이 (정부로 해석되는) ‘공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7 http://www.cso-effectiveness.org/-multi-stakeholder-task-team,079-.html
8 http://www.oecd.org/dataoecd/30/63/43911948.pdf

http://www.cso-effectiveness.org/-multi-stakeholder-task-team,079-.html
http://www.oecd.org/dataoecd/30/63/43911948.pdf
http://www.cso-effectiveness.org/-multi-stakeholder-task-team,079-.html
http://www.oecd.org/dataoecd/30/63/43911948.pdf


애
드

보
커

시
 툴

킷

17

개발 자원들과 함께 모든 수준에서 원조를 코디네이팅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의 참여를 장려하는 데 앞장 설 것’을 촉구

하고 있는 것이다. 

■ 아크라 행동 강령(AAA)9

AAA 20조는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서 CSO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CSO, 공여자, 수원국 정부 사이의 책임 공유 

차원에서, 개발에 있어서의 CSO의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AAA 13조는 공여자와 수원국 정부들이 정부의 국가 개발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준비,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을 포함

하는 개발정책에 대하여 CSO, 의회 및 다른 개발 행위자들과 함께 높은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

한다. 

AAA 24조는 공여자와 수원국 정부들이 상호간에, 그리고 자국 시민들에 대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10

원조효과성에 대한 아크라 고위급 포럼은 시민사회를 위한 돌파구로 여겨지는데, 그 포럼의 최종 선언문 – 아크라 행동 

강령(AAA) – 에서 CSO가 정당한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11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원조효

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 포럼에서 나온 다자간 합의로서, 온전하고 평등한 참가자로서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파트너 정

부, 전통적인 공여자, 남-남 협력국가, 신흥 공여 국가인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공), 그리고 민간부문 행위

자(기업, 재단 등)들 사이에서 합의된 개발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만들어 냈다.

시민사회에게 있어 부산 파트너십은 개발에서의 CSO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위한 기준들에 관한 수천 개의 전 

세계 CSO들과 더불어 3년에 걸쳐 진행된 협의 과정의 정점을 장식한다. 오픈포럼의 두 가지 결과물 – 이스탄불 원칙12과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13 –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다자간 합의를 통한 글로벌 차원

의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다.

9 http://www.oecd.org/dataoecd/30/63/43911948.pdf
10 http://www.oecd.org/dataoecd/58/16/41202012.pdf
11 The full document is available here: http://www.aideffectiveness.
org/busanhlf4/en/component/content/article/698.html

12 More information here: http://www.cso-effectiveness.org/-8-
istanbul-development,067-.html
13 Available here: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
report,052-.html

http://www.oecd.org/dataoecd/30/63/43911948.pdf
http://www.oecd.org/dataoecd/58/16/41202012.pdf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en/component/content/article/698.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8-istanbul-development,067-.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http://www.oecd.org/dataoecd/30/63/43911948.pdf
http://www.oecd.org/dataoecd/58/16/41202012.pdf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en/component/content/article/698.html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en/component/content/article/698.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8-istanbul-development,067-.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8-istanbul-development,067-.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http://www.cso-effectiveness.org/-global-report,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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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파트너십 22항 :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people)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을 활성화하며, 개발정책 및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이행과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완되는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a) 우리들 기존 각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특히 우리의 합의된 국제 권리에 부합하는 개발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기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b)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스탄불 원칙과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 프레임워크(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를 바탕으로, 개발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여와 책무성

을 강화하는 관행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 

개발협력에 대한 최대 규모의 다자간 회의에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특히 CSO 개발효과성

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건들에 관한 제4장이 승인된 것은, 시민사회가 온전하고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

한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애드보커시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제 조항의 예

정부는 국제법에 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신뢰성과 온전성 또는 단체 직원이나 회원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이들을 보

호할 의무가 있다. 

 •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14

21조항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

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22조항 :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UN 인권이사회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결의문15

14 http://www2.ohchr.org/english/law/ccpr.htm
15 http://ecnl.org/dindocuments/335_UN%20FoA%20Resolution%20Final.pdf

http://www2.ohchr.org/english/law/ccpr.htm
http://ecnl.org/dindocuments/335_UN%20FoA%20Resolution%20Final.pdf
http://www2.ohchr.org/english/law/ccpr.htm
http://ecnl.org/dindocuments/335_UN%20FoA%20Resolution%20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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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 포럼, 

한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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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조항의 예

 • 아랍 인권헌장16

 • 24조항 포함 :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다른 이들과 모임을 형성하고 가담할 권리를 가

지며,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결사의 자유 : 유럽 사법재판소 판례법17

 • 시민사회 참여 : 유럽 사법재판소 법조문18

 • 결사의 자유 및 시민사회 참여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19

 • 아세안(ASEAN) 헌장 20

헌장 서문에서와 같이 결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와 모범적 거버넌스, 인

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충실히 지키면서 ;”

 • 인권 및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21

10조항 :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결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1조항 : 모든 사람은 다른 이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 결사의 자유와 시민사회 : 미주기구 (OAS) 법조문 22

국가별 조항의 예

비영리단체법감시센터(ICNL)의 웹사이트(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index.htm23)를 방문하여 자국 

내의 CSO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는 일부 법조문을 모아 놓은 자료개요를 참고하라. 

16 http://www.pogar.org/publications/other/laws/humanrights/
acharter-04e.pdf
17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coe.htm
18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coe.htm
19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osce.htm

20 http://www.aseansec.org/publications/ASEAN-Charter.pdf
21 http://www.africa-union.org/root/au/Documents/Treaties/
Text/Banjul%20Charter.pdf
22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oas.htm
23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index.htm

http://www.pogar.org/publications/other/laws/humanrights/acharter-04e.pdf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coe.htm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coe.htm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osce.htm
http://www.aseansec.org/publications/ASEAN-Charter.pdf
http://www.africa-union.org/root/au/Documents/Treaties/Text/Banjul%20Charter.pdf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oas.htm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index.htm
http://www.pogar.org/publications/other/laws/humanrights/acharter-04e.pdf
http://www.pogar.org/publications/other/laws/humanrights/acharter-04e.pdf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coe.htm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coe.htm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osce.htm
http://www.aseansec.org/publications/ASEAN-Charter.pdf
http://www.africa-union.org/root/au/Documents/Treaties/Text/Banjul%20Charter.pdf
http://www.africa-union.org/root/au/Documents/Treaties/Text/Banjul%20Charter.pdf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oas.htm
http://www.icnl.org/knowledge/ngolawmonito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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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UN에 인권 침해에 대한 메시지 전하기 : CIVICUS의 경험24

당신의 사례를 UN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인권이사회(HRC)의 지형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원들로 이뤄진 지형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대표들이 가장 안

쪽의 원을 이루며,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승인을 받은 NGO들이 두번째 원을, 그리고 사무국 (모든 자료, 구두 

발언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부서)은 바깥쪽 원을 이룬다. 일년 내내, NGO들이 인권이사회의 진행과정에 참여해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NGO들은 국가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며, 새로운 정보를 전

면에 부각시키기도 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NGO들은 국가 대표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부대 행사(side 

event)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국제 NGO들과 함께 일한다. 

당신의 사례를 UN의 의제로 가져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권이사회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곳에 네트

워크를 가진 두 번째 원에 속한 NGO 진영에 대표자를 두고 있는 NGO(예. CIVICUS)와 접촉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UN에서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 줄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로비를 해줄 수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국가대표들을 

만나거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이슈를 부각시키고 부대 행사를 개최하며, 인권위원회 안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CIVICUS는 제네바의 애드보커시 담당자를 통해 벨라루스의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

고 CIVICUS 담당자는 다른 단체의 대표자들과 팀을 이뤄서, 벨라루스의 인권 옹호자들을 UN으로 데려와서 그들이 

UN의 국가 대표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대 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을 도왔다. 참석자 중에는 주 UN EU 대사도 

있었다. 그 회의의 목적은 루카센코(Lukashenko) 정권의 행위를 비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위해 로비하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의 부대 행사가 있은 후, UN 대표자들과 국내 인권 옹호자들의 협력의 

결과로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에 더해, 우리의 대표자들은 고문, 인권 옹호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들과의 사적인 미팅을 주선하는 것

을 도왔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인권 옹호자들이 특별 보고관들과 함께 회의 장소를 방문

해서 그들의 자료를 제시하도록 초청하였다. 이러한 회의들의 결과로 우리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벌

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UN 활동의 주요 인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또한 인권이사회 안에서 발언을 하였고, 이는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당신의 사례를 UN에 가져가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및 조언을 위해서는 Adele Poskitt(CIVICUS)에게 adele.

poskitt@civicus.org 로 연락하세요.

24 http://www.civicus.org/

http://www.civicus.org/
mailto:adele.poskitt@civicus.org
mailto:adele.poskitt@civicus.org
http://www.civic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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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CSO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결코 손쉽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CSO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것을 달

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 필리핀 CSO 활동가 

이번 섹션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의 개념이 소개된다. CSO가 애드보커시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단계별 지침, 팁, 도구들이 제공된다. 

애드보커시란 무엇인가?

애드보커시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고, 애드보커시를 수행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애드보커시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자들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조직화된 행동들

이다. 또한 그것은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CSO 개발효과성과 관련된 애드보커시는 다음과 같이 폭 넓게 정의될 수 있다.

다자간 대화를 통해 합의된 최소 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실

현하기 위해, 권력계층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의도적인 과정

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인가?

CSO의 실천 가운데 이스탄불 원칙을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는, 이스탄불 원칙의 실현을 가능하게 돕는 우호적인 정책, 

법률, 규정들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애드보커시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자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 개발효과성과 우호적인 기준과 관련된 CSO의 메시지를 주요 청중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음과 같

은 상황에서, 애드보커시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CSO 개발효과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 법률 및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호적 기준의 부재 또는 약함)

 • 기존의 정책, 법률 및 규칙이 CSO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dis-abling)’, CSO의 개발효과성을 저해

할 때

 • ‘우호적인’ 정책, 법률 및 규칙이 존재하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애드보커시가 아닌 것

애드보커시가 무엇인가에 관해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다. 애드보커시는 종종 일부 요소들은 공유하지만 정확히 애드보커

시라고 할 수 없는 다른 관련된 접근들과 혼돈된다.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보교육 및 

섹션 3 : 
우호적인 환경을 위한 애드보커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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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대인관계나 가정 내에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 문제에 관한 정책이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또는 법의 도입, 개혁 또는 실행을 위해 적

절한 정책입안자들을 목표 대상으로 삼는 애드보커시 노력과 병행될 때,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폭 넓은 애드보커시 

전략 속에서 매우 유용한 활동이 될 수 있다. 

개념 목표대상 청중 목표 성공의 측정

태도 변화와 인식을 위한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IEC) 

개인, 가정, 지역사회의 일부분 

(예 : 남성, 여성, 청년)

태도 변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이해 증진 (예 : 콘돔 사용, 손 씻

기, 체벌 반대anti – smacking) 

지식 또는 기술에서의 변화 (예 : 

태도의 변화)

향상된 인식 및 이해

홍보 소비자, 기부자, 일반 대중 및 

이해관계자

조직의 브랜드와 가시성 향상, 

프로그램의 범위와 신뢰성 증진

대중 인식의 향상, 기부의 증

가, 프로그램 범위의 증가, 조

직에 대한 인식 향상

모금 정부, 공여자, 기업(private 

sector)

조직 및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의 증가

조직을 위한 자금지원의 증가

애드보커시 공공 기관 및 정책 입안자 정책, 법, 규정, 프로그램, 관행 

및 자원 배분에서의 변화

정책의 개발, 개정 및 실행, 규

정, 프로그램, 관행 및 자원배

분에서의 변화

출처 : “애드보커시가 중요하다 : 아동들이 그들의 세상을 바꾸게 돕기”, 세이브더칠드런 2007

당신은 애드보커시 계획수립 과정의 시작으로, 당신만의 ‘애드보커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당신의 조직에게 애드보커시

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 예를 들어, 애드보커시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접근방법 – 열린 토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은 당신이 전략을 실행할 때 내부적인 긴장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애드보커시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

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찾아내면서 애드보커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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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기

복잡한 사회 정치적 환경 속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견고한 애드보커시의 절차와 신중한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CSO를 위

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애드보커시를 위한 주요 단계들이 아래의 도표에 설명되어 있다. 

1단계  CSO 개발효과성을 맥락화하기

2단계  원하는 변화를 정의하기

3단계  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내기

4단계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 구축하기

5단계  주장 펼치기

6단계  메시지 전달하기

7단계  계획 실행 및 진전 확인하기 

유의 사항 : 애드보커시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항상 정확히 같은 순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CSO는 변화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적대적인 정치적 환

경 속에서 애드보커시를 할 때 그러하다. 전략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기회를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략 개발의 핵심 부분으로서, 각 단계를 고려하고 분석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툴킷에서는 

CSO의 애드보커시 계획 과정을 위한 자세한 지침, 팁 및 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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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CSO 개발효과성을 맥락화하기

CSO 개발효과성에 대한 주요 장애물 규명

국제, 국내 및 현지 수준에서 의미 있는 애드보커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CSO 개발효과성에 대한 외부적인 장애물을 규명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CSO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 당국이 CSO를 독립적인 행위자

로 인정하지 않는 것 ; 개발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대화가 약하거나 부재한 것 ;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 부재 ; 부족

한 자금 또는 CSO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금지원 양상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애물은 CSO가 

자신들의 활동 속에서 이스탄불 원칙을 실현할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개발효과성을 가로막게 된다.

국제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최소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우호적 환경 분석(Enabling 

Environment Analysis)을 실시하는 접근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도구는 결코 규범적인(prescriptive) 것이 아니다. 이

것의 목적은 당신이 애드보커시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을 밝혀냄으로써, 하나의 조직

으로서 당신 자신의 우호적 환경 분석을 돕는 것이다. 이는 당신이 당신의 애드보커시에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당신이 

동료, 파트너, 동맹 단체들과의 내부적인 논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도구    우호적 환경 분석

지침

1. 그룹을 이루어 당신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장애물에 관해 논의하면서, (아래의) 우호적 환경 분석을 해 보라. 

각각의 기준이 당신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존중 또는 적용되고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을 권한다. 일단 고려되고 있지 않은 

기준들이 무엇인지 밝혀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칸을 완성시킨) 다음에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 정부 또는 지역 당국에 의해 존중되고 있지 않은 모든 기준들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활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개발효과성에 있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장애물인지를 논의해 보라. 매트릭스의 두 번째 칸에 명시된 중요도에 따라서(상, 

중, 하) 이 정보를 기록할 것을 권한다. 

 • 중요도 상(HIGH) : CSO의 지위와 독립성을 저해하고, CSO의 활동과 자금지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 CSO에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장애물

 • 중(MEDIUM) : CSO 개발효과성에 부분적으로 악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극복 가능한 장애물

 • 하(LOW) : 이스탄불 원칙을 실행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발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미미하게 영향을 주는 장애물

만일 당신이 시민사회에 도전이 되는 정치적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러한 최소 기준들이 대부분 실행되고 있지 않거

나 권력자들에 의해 간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신이 바꾸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문

제가 무엇인지 규명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그러한 장애물들 중, 만일 극복이 된다면 전략적으로 또 다른 장애물들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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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추구하는 변화가 애드보커시를 통해 달성될 가

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호적 환경 분석(3단계)을 진행하라. 

3. 이제 당신은 애드보커시의 부가가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책 및 관행

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애드보커시 접근을 통해 해결될지는 알 수 없으며, 어떤 문제들은 훨씬 더 장기적인 노력을 필

요로 한다. 당신이 ‘중요도 상(high)’으로 분류한 장애물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애드보커시 안내 질문(advocacy guiding 

questions)을 고려하라. 이것은 그러한 문제들 중 어떤 것이 애드보커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

은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안내 질문 목록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신이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냄으로써 그것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선별된 장애물들에 관하여 애드보커시를 통해 변화를 달성

할 가능성(상, 중, 하)을 타진한 후에, 당신은 그 정보를 맨 마지막 칸에 기록해야 한다. 

 • 변화가능성 상(HIGH) : 지속적인 애드보커시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변화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MEDIUM) : 애드보커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가능함. 

 • 하(LOW) : 해당 문제에 관한 변화가 애드보커시를 통해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필요로 함.

4.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당신이 처음 만들었던 장애물 목록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을 것이다. 당신은 문제의 중요성이 

높고(‘high’), 애드보커시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high’) 장애물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현 가

능하도록, 당신의 애드보커시 전략에서는 주요 문제(또는 장애물)를 한 번에 두 개 이상 선택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른 장애물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한두 가지 긴급한 문제들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더한 애드보커시 안내 질문은 당신이 하는 논의에 정보를 제

공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당신의 우호적 환경 분석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애드보커시 안내 질문(Advocacy Guiding Questions)

 •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애드보커시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

른 접근방법을 통해 변화가 가장 잘 달성될 것인가?

 • 애드보커시를 통해 우리가 의미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1년에

서 3년에 걸친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 

 •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단기/중기적으로 존재하는 전략적 기회들은 무엇인가?

 • 하나의 특정한 문제는 우호적 조건에 장애가 되는 다른 문제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것은 전략적인가?

 •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 이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민감성(sensitivity)과 위험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무엇인가?

 • 우리를 지지해 줄 다른 이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가?

 • 이 문제에 대해 성공적인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를 수행해 나갈 우리의 역량은 무엇인가? 우리

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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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포럼 
제2차 세계총회, 
캄보디아 씨엠립, 
2011년 6월

유럽 지역 협의 : 
벨기에 브뤼셀, 

2011년 4월



애
드

보
커

시
 툴

킷

28

영역(AREA)

1. 인권 의무 이행

CSO의 활동을 촉진하는 법적인 인정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권리

이동의 자유 및 여행의 권리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개발에서의 정당한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추구하고 확보할 법적인 공간

2.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 CSO 인정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 CSO의 온전한 참여 확립 및 보장

3. 민주적인 정치적 및 정책적 대화

특히 풀뿌리 사회단체, 여성단체 및 토착민 대표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의 체계적 수용

목적과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명료성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 계획을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

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언어로 된 문서들에 대한 접근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협의의 시기 적절성

특히 국회의원 및 지역정부와 같은 다른 행위자의 책임과 공로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자들의 온전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적절한 지원

4. 개발을 위한 책무성 및 투명성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전략, 계획 및 행동을 위한 온전한 투명성과 책무성

공여자의 개발 전략 프레임워크와 계획 속에 분명하게 정의된 CSO의 위치와 역할

5. 우호적인 자금조달 방식

CSO가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조직 운영을 위한 핵심적 지원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성과에 기반한 관점

CSO 이니셔티브에 대한 반응성

다양한 규모의 CSO에 대한 지원, 연합체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CSO를 위한 접근성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조화로운 계약조건(terms)

현지 자원의 동원 증진

정책 개발 및 애드보커시를 포함해서 CSO 프로그래밍 및 혁신의 전 과정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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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존중 또는 적용
(네/아니요)

장애물에 대한 설명
CSO 개발효과성에 대한 
장애물의 중요도(상/중/하)

애드보커시를 통한 
변화 달성 가능성(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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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

권력에 대한 정의

권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한정된 자원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행위자들과 그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여러 가지 방

식으로 사용되고 공유되고 또는 창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력 또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권력을 가진) 그룹에 속한 

한 사람이 힘이 없는(powerless)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지배하는’ 힘(POWER ‘OVER’)은 흔히 현상을 유지시키고, 가난하고 배제된 사람들과 집단들

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권력은 또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 및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도 볼 수 있다. 

 • ‘위임하는’ 힘(POWER ‘TO’) : 행동을 취하고, 위임권을 행사하며, 권리, 시민권, 발언권의 잠재

력을 자각하는 역량과 관련됨. 

 • ‘내부적인’ 힘(POWER ‘WITHIN’) : 행동을 위한 전제조건인 자기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의식

(awareness)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됨.

 • ‘연대하는’ 힘(POWER ‘WITH’) : 다른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함으로써, 또는 집단적 행

동과 연대 구축을 통해 발생되는 시너지와 관련됨.

애드보커시에서는, 변화와 권력 간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는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종종 애드보커시가 수행되기도 한다. 많은 애드보커시 전략들이 지속적인 사회변화

를 위해 정책 변화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CSO 개발효과성을 위해 정책 변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

긴 하지만, 당신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의 다양한 차원들을 밝혀내고 검토하는 것을 통해, 당신은 예를 들어 왜 특

정 정책들은 통과되거나 실행되는 반면 다른 정책들은 그렇지 못한지를 밝혀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문화적^사회적 요인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이유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모든 것에 적용되는(one size fits all)’ 접근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권력 분석은 주어진 상

황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다양한 형태, 그것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행동을 위한 어

떤 기회와 진입점(entry points)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권력 분석을 하는 많은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다. 그 

중 가장 포괄적인 도구 한 가지를 다음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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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권력 큐브(POWER CUBE)’

권력 큐브 접근법은 권력의 수준, 공간 및 형태를 규명하고, 그것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데 유용

한 도구이다. 그것은 어떤 상황 또는 이슈와 관련해서든, 당신이 애드보커시를 위한 가능한 진입점과 권력의 역학관계에 도

전을 제기할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관계와 세력들을 온전히 탐색하는 것을 도와 종합적인 권력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권력의 유형

보이지 않는

감춰진

보이는

   닫힌        초대된    만들어진

   공간

수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권력의 차원

유형

보이는(Visible) : 관찰 가능한 의사결정 메커니즘. (예 : 

정치 기구, 입법부, 지방의회 및 포럼)

감춰진(Hidden)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침. (예: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한 이슈들이 의제에 오르는 것을 막음으로써 기득권

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Invisible) :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규범, 

가치 및 행동 유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인식이 가려지는 방식. 

권력에 도전하는 방식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 애드보커

시, 동원.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언권과 

역량을 강화; 동원을 통해 참여에 대한 장벽을 극복; 

이슈가 ‘형성되는’ 방식에 도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언론을 활용. 

지배적인 고정관념과 논의에 도전하기 위한 인식 제

고, 성인 교육, 사람들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참여적 

연구, 대중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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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차원

공간

닫힌 공간(Closed spaces) : 협의나 폭 넓은 참여가 

거의 없이, 닫혀진 문 뒤에서 특정 집단에 의해 의사 결

정이 이뤄지는 공간. (예: 의회, 이사회, 전문가 그룹 등)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s) :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참여하도록 초대되는 공간; 이러한 공간은 제도적인 

것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음. (예: 참여 포럼, 

일회성 협의)

만들어진 공간(Created spaces) : 힘을 적게 가진 

그룹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하는 공간. (예: 사회운동, 시위 또는 주민 자치회

community associations)

수준

국제적(Global) : 국제적 수준 – 글로벌 거버넌스 – 의 

힘과 권위는 가속화된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증가하

고 있음. 지역(regional) 수준의 기구들 역시 초국가적

인 권위를 점점 더 많이 갖게 됨. (예: 아프리카연합과 

유럽연합)

국가적(National) : 중앙정부는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

한 진입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CSO 개발효과성

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특히 그러함.

지방적(local) : 국가 하부(sub-national) 수준의 권력

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력에 도전함에 있

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단위임. (important points of 

leverage). 

권력에 도전하는 방식

더 큰 목소리를 낼 기회를 요구하면서, 더 높은 투명성, 

정보와 공개에 대한 권리, 공적인 책무성을 촉구함.

핵심 이슈와 규정들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참

여를 위한 정해진 범위에 대해 협상하고 양보하는 전

략을 확보함.

이러한 공간들에서 나온 목소리와 메시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보장함.

UN,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 국

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아프리

카연합(African Union), 아세안(ASEAN), 남미공동시장

(Mercosur)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들을 목표 대상으로 함.

정부 부처, 선출된 기구(예: 의회), 행정기관, 국가 정당, 

법원 등에 애드보커시 노력의 초점을 맞춤.

로컬 거버넌스 내의 참여를 위한 전략은 참여적 예산 

모니터링 및 통제 또는 지역 기구들의 책임 추궁을 포

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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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권력 큐브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권력을 분석할 때, 당신은 어느 차원이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다. 만일 권력 관계가 당신

의 이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권력의 유형(forms)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만일 참여, 시민 행동 및 다자간 이해관계자 대화를 위한 공간(spaces)을 분석하고 그것을 열어 나가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시작하라. 만일 당신의 이슈와 관련된 권력이 로컬, 국가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초점

을 맞추고 싶다면, 다양한 수준(levels)에서의 권력 관계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진짜 도전이 되는 것은 권력의 한 차원에 연관된 개념들 각각이 다른 것들과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예 : 로컬, 국가적, 국제적)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차원의 개념들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

식하는 일이다.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은 하나 이상의 수준에서 작업을 하고, 하나 이상의 권력의 차원들에 대

해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파워 팩 – 사회 변화를 위한 권력의 이해(Power Pack – Understanding Power for Social Change)”, 영국 개발

학 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유용한 링크 : www.powercube.net

2단계        원하는 변화를 정의하기

권력에 대한 정의

 • 애드보커시 목적(ADVOCACY GOAL) : 이것은 변화에 대한 당신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활동의 결과로서 당신이 이뤄내고자 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묘사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

적은 일반적인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X에 있는 모든 CSO들이 이스탄불 원칙을 실행할 그들

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나은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게 된다.”

 • 애드보커시 변화의 목표(ADVOCACY CHANGE OBJECTIVE) : 이것은 무엇이, 누구와 함께, 어

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달성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또한 하나의 기관

이 1년에서 3년에 걸친 기간 내에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2014

년까지 국가 X의 정부가 이스탄불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새로운 CSO 법안을 채택하고 실행한다.”

http://www.powercub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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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변화의 목표는 당신의 목적

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애드보커시 전략에서는 흔히 하나에서 세 가지의 목표들을 갖게 된다. 그 이상이 

되면 당신의 전략은 관리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당신이 가진 자원을 지나치게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당신의 애드보커시를 위해 전략을 세우기 전, 당신의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공통의 문제 진술서(problem 

statement)를 만드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문제 진술서란 당신의 상황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 또는 CSO 개발효과성에 대

한 중대한 장애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서다. 예를 들어 국가 X의 부실한 CSO 규정 프레임워크

정부 X에 의해 CSO들은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책과 법률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

고 있지는 않다. CSO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법률은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문제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는, 그것을 긍정적 진술서 또는 변화의 비전(vision of change)으로 바꿔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당신은 애드보커시의 결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지 설명하는 글을 통해, 당신이 가진 

변화의 비전 (또는 애드보커시 목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변화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

는지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 관행 그리고 권력 관계에서의 변화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도 있다.

논의(discourse)에서의 변화 :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설명, 개념을 바꾸게 됨. 예를 들어, 국무총리

가 최초로 연설 중에 개발효과성을 언급함.

 • 절차(procedure)에서의 변화 :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짐.  

 • 태도(attitude)에서의 변화 : 다른 행위자들과 그들이 가진 가치 및 목적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냄. 예를 들

어, 정부가 CSO들을 독립된 개발 행위자로 대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려고 함. 

 • 내용(content)에서의 변화 : 당신의 애드보커시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일관되게 정책, 법, 규정, 예산 또는 전략과 프로

그램 상에서의 실제 변화가 있음.

 • 행동(behavior)에서의 변화 : 개인 또는 조직이 행동하거나 처신하는 방식에서 영구적인 변화가 나타남. 

목표들은 변화 지향적(change-oriented)이어야지, 활동 지향적(activity-oriented)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이 무

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가져오려고 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CSO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자금지원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가 아니라,            2013년까지 정부

가 이스탄불 원칙과 일관성이 있도록 CSO들에 대한 규정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함으로써, 공개적으로 CSO들의 가치를 인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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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SMART 접근법

SMART 접근법은 당신이 강력한 변화 목표들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당신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기한이 정해진(Time-bound) 것

이어야 한다. 아래는 당신이 보다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팁이다. 

구체적

 • 전문용어나 미사여구를 조심하라. ‘의식화(sensitize)’나 ‘임파워(empower)’와 같은 단어는 

모호하며, 보다 분명하게 정의된 성과들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책무성이나 투명성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 되라. 

측정 가능

 •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에 관해, 가능한 정확히 하라. 예를 들어, 하나의 목표는 ‘시민들에

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한다’가 될 수 있다. 가능할 경우, 당신이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수

와 그 결과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를 예측해 보라. 

 •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임파워(empower)’와 같은 과정과 관련된 목표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

다. 그러나 과정적 목표는 애드보커시를 위해서는 적합하다. ‘집단 형성’ 또는 ‘강화’가 ‘임파

워먼트(empowerment)’와 같은 과정적 단어들을 위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

역사회 구성원들을 소그룹들 안에 불러 모아 그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공통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가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당신은 이러한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 : ‘임파워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또한 ‘무엇을 위해 의식화하려는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라. 그 답을 보다 나은 목

표를 정하는 데 활용하라. 

달성 가능

 •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에 관해 당신이 보다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목표는 보다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임파워먼트나 의식화와 같은 과정적 목적은 장기적이며 포착하기가 어렵다. 

임파워된 사람/ 또는 의식화된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조짐 – 

또는 이정표 – 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목표로 만들라. 

현실적

 •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노력이다. 어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지를 결정할 때 현실적이 되려고 노력하라. 

 • 현실적인 목표는 이용 가능한 자금과 직원 인력의 한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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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정해진

 • 사회적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언

제까지 당신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타임라인에 대해 가능한 

정확해야 한다. 

 • 예측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면 목표를 향한 진전을 나타내 주는 이정표들로 당신의 목표를 

보다 세분화하라. 예를 들어, 만일 새로운 법안 마련이 너무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새로운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후 당신은 의회가 새로운 법

안을 뒷받침할 발의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출처 : World Neighbors의 L. BeneKlasen과 V. Miller가 집필한 “A New Weave of Power, People & Politics – The Action Guide for Advocacy 

and Citizen Participation”(2002) 으로부터 각색한 것임. 

오픈포럼 
제1차 세계총회, 
터키 이스탄불, 

2010년 9월

3단계        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내기

의사결정 및 정책입안 과정에 대한 이해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애드보커시는 장기적이고도 오래 끄는 과정이다… 그것의 목표가 상정된 법안에 들어 있

는 모든 제한적 요소들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일지라도, 그 중 몇 개만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사회를 위한 보다 우호적

인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CIVICUS 직원                                            



애
드

보
커

시
 툴

킷

37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CSO에게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 시스템과 관계 없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 및 정책입안 과정이 이뤄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특정한 애드보커시 전략의 

효과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확인하고 정책입안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은 관련된 주요 행

위자가 누구이며 애드보커시를 위해 무슨 진입점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례 연구

UN에 인권 침해에 대한 메시지 전하기 : CIVICUS의 경험

모잠비크에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함

집안 문제로 여겨져 온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법의 부재는, 모잠비크의 여성 권리 단체와 네트워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책 대화를 시도하도록 촉구했다. Forum Mulher라는 여성 포럼의 주도하에, 여성의 권리에 

대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가정 폭력 및 그것이 여성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가정폭력을 

법률로 금지하려는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느슨한 연합체 또는 CSO 운동이 발족되었다. 

몇몇 여성들의 실제 사례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취합된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의 뒷받침으

로 인해, CSO들은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와 같은 캠페인을 위한 강력

한 애드보커시 메시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정부 내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

자들(여성과 사회부 장관 포함), 여성 국회의원들, 그리고 변호사들과 더불어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게 도와 주었다. 법

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CSO들은 법안 초안을 작성해서 정부가 고려하도록 제출하였다. 이 운동은 가정 폭력에 반

대하기 위해 상정된 이 법안이 의회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 채택되게 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Forum Mulher의 견해 :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한 것은 흥미진진했고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여성 대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었다.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여성과 지역사회가 가정 폭력 사건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승인된 법안이 실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

는 것은 현재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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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 아프리카로부터의 경험

잠비아에서 CSO의 독립성을 수호함

(CIVICUS의 지원을 받는) 전국 시민사회 플랫폼(National Civil Society Platform)은 잠비아에서 CSO의 독립성을 심

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구속적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비아 CSO들로 이뤄진 느슨한 연대

체를 이끌고 있다. 그 CSO 법안은 CSO의 애드보커시 전략이 국가 개발 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

워 CSO의 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CSO들은 또한 3년마다 등록을 갱

신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관료적 압력에 더욱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CSO

들은 그 법안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잠비아의 헌법 및 국제적인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애드

보커시 활동은 주요 정부 관리, 국회의원, 잠비아에 거주하는 해외 외교관, 국제 CSO, 국내 및 국제 언론, 그리고 잠비

아 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뤄졌다.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단결된 애드보커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합체는 그 

CSO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CSO 재등록 기간을 3년

에서 5년으로 연장시켰는데, 그들은 이것을 상당한 승리로 여긴다.

CIVICUS의 견해 : CSO 연합체를 통해 일한 것은 매우 중요했으며, 시민사회의 초국가적인 연대 역시 중요했다. 최

대의 영향력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둘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정된 법

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애드보커시는 장기적이고도 시간을 오래 끄는 과정이며, 체면 구기기를 싫어하는 정부로 

인해 종종 실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의 목표가 상정된 법안에 들어 있는 모든 제한적 요소들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

일지라도, 그중  몇 개만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사회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입안 과정은 네 가지의 서로 다르면서도 중첩되는 단계들을 거친다. 즉 의제 설정, 입안과 제정, 실행 그

리고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의제 설정
당신의 이슈/문제를 

의제로 만들기

실행과 강행
정책을 실행하고 

필요시 강제로 집행하기

입안과 제정
당신의 이슈를 다루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관련 기관이나 

부처에서 통과시키기

모니터링과 평가
정책의 적용과 그 영향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애
드

보
커

시
 툴

킷

39

각각의 단계는 상이한 권력의 역학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다양한 이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민주적인 상황이라면, 

당신은 각 단계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정보를 얻고 모니터링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강력한 이

해관계자들이 그 과정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외부인이 알아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다른 경우, 정책 및 법이 그것이 입법부(예 : 의회)에 의해 채택되기도 전에 결정되거나, 또는 입법 기관 자체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적대적인 정부를 상대하고 있거나 분쟁 상황에 있거나, 또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 당신은 당신의 

국가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당신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힘이 있는 행위자를 목표 대상으로 삼기로 (예 : 

당신의 이슈를 유엔으로 가져가기)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여자 컨퍼런스(콜롬비아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라), 연례기

념일, 평화 협상,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유엔 컨퍼런스, 총선, 해외 언론에 보도될 기회, 그리고 긴급상황에서의 인도주의적 조

정 절차 모두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진입점에 해당된다. 

사례 연구

London-Cartegena-Bogota 프로세스

2003년 런던에서 개최된, 콜롬비아에 관한 공여국 고위급 회담에 콜롬비아와 국제적인 CSO들이 참여한 것은, 콜롬

비아 정부, 국제 공여국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전례 없는 3자 대화의 시작이었다. CSO들에 반감을 가진 당시 

대통령 Uribe가 이끄는 적대적인 환경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학대를 배경으로, 런던에 모인 CSO들은 콜롬비아의 

분쟁 해결과 보다 장기적인 평화구축 노력에서 시민사회 행위자들을 위한 민주적 공간 확보를 요구했다. 런던 컨퍼런

스와 거기서 나온 선언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과 정부가 CSO 행위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콜롬비아 국내 CSO, 콜롬비아 내의 외교 커뮤니티, 그리고 Uribe 정부 사이의 국가적 차원의 3자 프로세스를 

촉발하였고, London-Cartagena-Bogota 프로세스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과정의 일부로서, 콜롬비아 정부는 심

지어 ‘자신들은 물론 가족들마저 위협을 받아 왔던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 과정은 시민사회를 위한 민주적 공간을 열어 주었고, 여섯 가지의 연례 대화를 위한 의제 설정, 국제

협력을 위한 두 가지 국가 전략 수립, 세 번의 추가적인 국제 컨퍼런스, 국제협력과 인권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세미나에

서의 CSO의 참여를 더욱 공고하게 해 줌으로써,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의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공공 정책의 초

안작성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London-Cartegena-Bogota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크게 부족함을 드러냈다. 비록 자신들의 발언권과 협상 테이블에서의 자리를 되찾기는 했지만, 콜롬비

아 CSO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CSO인 콜롬비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Alliance for Peace and Democracy in Colombia)의 견해 : 다양

한 시민사회 행위자들 사이에서 연대를 구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제 공여자 커뮤니티를 상

대로 할 때나 우리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해 주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애드보커시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부가 스

스로 한 약속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공언한 약속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은, 진전과정이 얼마나 느린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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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분석 실시

정부 안에도 각기 상이한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CSO들이 인권 침해와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위협으로 느

끼는 그룹들도 있다.“   ”
브라질의 CSO 네트워크 대표자

애드보커시를 통해 목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도록 움직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당신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슈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해관계

자 분석을 통해 가능한데, 당신이 주요 목표 대상,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들, 잠재적 동맹, 그리고 당신의 애드

보커시를 반대하려고 할 사람들(반대자)을 규명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주는 몇 가지 접근법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도구 하나는 당

신이 당신의 이슈와 관련된 변화를 가져올 이해관계자들을 그들 각자의 ‘의지(will)’와 ‘권력/파워(power)’에 따라 매트릭스 

위에 분류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아래의 질문들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접근을 가다듬기 위한 방법이자 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위해 당신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각색될 수 있다.

도구    권력과 의지 매트릭스

지침

1. 이 연습은 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큰 종이 위에 아래에 나오는 파워와 의지 매트릭스를 본떠 그리라. 

+

-
- +

강한 파워-약한 의지

잠재적 반대자

파워

의지

잠재적 목표대상

강한 파워-강한 의지

잠재적 동맹 및 영향력 행사자

약한 파워-약한 의지
잠재적 반대자

약한 파워-강한 의지
잠재적 동맹 및 영향력 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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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라. 이들은 당신이 추구하는 변화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한 변

화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행위자 모두(그룹이나 조직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를 아우른다. 당신의 이슈와 관

련된 정책입안 과정을 구상해 보았다면, 당신은 이미 그 과정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자가 누가 될지를 

파악했을 수 있다. 개별 이해관계자들의 이름을 별도의 카드 (또는 포스트잇 종이)에 적어 놓으라. 

4. 다음을 고려한 후 매트릭스 위에 카드를 배치해 보라. (a) 당신의 이슈와 관련된 변화가 달성되는 데 있어, 그들이 어느 정

도의 파워를 가졌다고 당신은 생각하는지 ; (b)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그들은 얼마나 강한 의

지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행위자들을 매트릭스 위에 배치하는 방식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하며 (예 : 연구, 

대화, 인터뷰, 관찰 등), 당신은 그러한 배치에 대한 이유를 기록해둬야 한다(예 : 정치적 의지는 정치적 성향, 개인적 신념, 개

인적 관심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5. 이제 매트릭스를 보면서, 당신의 사분면(quadrant)의 어디에 누가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잠재적 목표 대상, 동맹, 영향

력 행사자, 가능성이 있는 반대자들을 규명하기 시작할 수 있다. (매트릭스 사분면의 상단 두 칸에 있는)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진 행위자들이 당신의 주요 목표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와야 한다. 당신은 비록 적은 파워를 가졌

지만 정당한 위치에 있어, 당신이 주요 목표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행

위자들(영향력 행사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예. 여론 조성자, 유명인사, 고위직 정치인의 배우자 등). 매트릭스 왼편의 잠

재적 반대자들을 규명하고, 그들이 당신의 애드보커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도 생각해 내야 한다. 

6.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노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당신이 주된 행위자라고 

여기는 이들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할 수 있다. 

7.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당신의 이슈와 관련해서 당신이 주요 행위자들의 행동(또는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

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이러한 ‘변화의 궤적

(trajectories of change)’을 매트릭스상에서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힘 있는 행위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그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각

각의 ‘변화의 궤도/궤적’을 아래와 같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들로 나누어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 

 • Expect to see(기대하는 변화) : 행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신의 애드보커시 노력에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단기적인 변화들. (예 : 이슈에 대해 더 많이 발언, 관련 미팅 참가)

 • Like to see(바라는 변화) : 당신의 애드보커시나 다른 영향으로 인해 생겨난 점진적인 변화의 중장기적 결과. (예 : 

이슈와 관련해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함)

 • Love to see(매우 원하는 변화) : 당신의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가 수행되는 시간 범위를 넘어서며,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세력들의 주도 하에 이뤄진 변화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매우 장기적인 변화들. (예 : 이슈와 

연관된 규범 및 가치들과 관련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에서의 지속적인 변화)

8. 부록 2에서 예로 제시되어 있듯이, 당신은 이러한 정보를 애드보커시 계획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 후 당신은 부록 5

에 나오는 성과 일지의 예를 사용하여, 목표 대상들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에서의 변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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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자들이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우리의 애드보커시 노력을 공개적으로는 승인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노력

에 장애물을 놓을 수 있는데, 정치적 과정을 지연시키고 CSO들이 신뢰를 잃게 만든다.“             ”
 

멕시코 CSO 직원

이해관계자 분석의 일부로서, 당신의 주요 목표 대상과 청중에 대한 ‘프로파일’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은 후에 당신이 그들이 누구이며, 정치적 소속, 당신의 이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들의 관심사와 개인적 신념,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예 :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어

떤 잠재된 의제)에 따라 그에 맞는 메시지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 내도록 해 줄 것이다. 당신의 목표 대상이 가

진 관심사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 및 동료들의 경험, 웹사이트와 인터넷 검색 (예 : 구글), 신문, 그리

고 다른 언론매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낼 수 있다. 당신의 목표 대상 구성원들 가운데서 동맹들과 비공식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매우 유용한데, 특히 특정한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는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하다. 

당신은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그들은 당신의 이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당신의 목표 대상이 가진 기초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은, 당신이 실

행하고자 하는 인식 제고 활동에 있어 중요하다. 그들은 이슈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

는가? 그들은 이슈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유

한 적이 있는가?

 • 당신의 이슈에 대해 그들은 무슨 태도를 가졌는가 : 당신은 태도와 신념이 하나의 숨겨진 파워의 중요한 형태이며, 당신

의 애드보커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목표 대상은 당신의 이슈를 지지하는

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누가 그리고/또는 무슨 우려가 당신의 이슈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태

도는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예 : 개인적 신념, 종교, 정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무엇 또는 누가 당신의 

이슈에 대한 그들의 태도 또는 열린 자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숨겨진 의제(그리고 숨겨진 권력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유용한

데, 그것이 당신의 애드보커시 전략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무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제는 당신의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내에서) 궁극적으로는 재

선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매체의 판매수익을 높여 줄 스토리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당

신의 목표 대상은 다른 막강한 동료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이슈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기를 거부

할 것인가? 그들은 외국의 공여자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가?(예 : 그들은 사기업에서 어떤 자리를 맡고 있거나 언론과 연계를 맺고 있는

지) 당신의 목표 대상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에, 당신은 장애물을 피해 갈 전략을 구사하

고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애
드

보
커

시
 툴

킷

43

4단계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 구축하기

애드보커시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동료 CSO들의 단결, 헌신 그리고 인내에 크게 달려 있다.

“              ”필리핀, 보건과 개발을 위한 위원회, CSO 활동가

연대와 연합은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그룹들이 가진 힘과 자원을 한데 불러모음으로써 애드보커시를 크게 향

상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동의

할 것이라는 생각과 같은,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애드보커시 활동을 지원하는 공여자들은 

협의체 단위를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 연합체와 협의체(consortium)는 CSO 협력을 위한 ‘묘책

(silver bullet)’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결과, 일부 연합체와 협의체는 공여자가 주도한 것이거나 공여자가 직접 만든 것이

다. 하지만, 연합체와 협의체는 보통 공통의 관심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될 때 보다 강력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외부

적으로 생겨난 연합체와 협의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연대와 연합 구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기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에 필수적이다. 오픈포럼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CSO들의 단합된 목소리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연대체를 구축하거나 연대에 합류하기 전에 그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과 어려운 점들을 숙고해 봐야 한다. 또한 다음의 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연합의 초점으로서 제시된 애드보커시 이슈를 명확히 하라.

 • 연합체의 주요 메시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과정을 마련하되, 필요할 경우 연합체를 결속시켜 주는 공유된 방침(policy 

platform)과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라.

 • 회원 기준과 새로운 회원 가입 및 유지 관련 절차를 만들어라.

 • 연합체/연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라.

 • 그룹의 규모가 클 경우, 조정위원회를 선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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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합체(Coalitions)는 종종 보다 공식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질적인 CSO들로 이뤄진 

그룹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 또는 광범위한 캠페인 등에 함께 활동한

다. 연합체는 대개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플랫폼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다. 

연대(Alliances)는 일반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단기적인 관계를 수반하며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다. 시간과 목표에 있어 제한적인 연대는 회원들에 대한 요구가 적은 편이다. 

네트워크(Networks)는 공통 관심사나 이해관계 또는 주기적인 공동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 또는 그룹들로 이뤄진 느슨하고 유연한 조직이다.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를 촉진한다. 

사례 연구

브라질의 새로운 CSO 규정 프레임워크를 위한 플랫폼

2010년의 브라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180개의 단체와 네트워크들이 함께 연대해 CSO들을 위한 새로운 규정 

프레임워크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플랫폼을 설립하고 그들의 제안을 담은 공개 편지를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에게 보냄으로써 정치적 대화를 개시하였다. 그 플랫폼은 개발, 환경, 인권 배경의 다양한 CSO들, 사기업, 풀뿌리 단

체와 운동 및 종교단체들로 구성되었다. 두 명의 후보자들이 그들의 캠페인을 지원했다.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Dilma 

Rousseff는 새로운 규정 프레임워크를 위한 그녀 자신의 제안들이 담긴 공개 편지를 시민사회 앞으로 보냄으로써 그 

플랫폼에 반응을 보였다.

선거 이후, 플랫폼은 Rousseff 행정부와 보다 체계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새로운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다자

간 이해관계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다자간 이해관계자 위원회는 2011년 11월에 공개

적인 국제회의에서 설립되었다. 3개월에 걸쳐, 그 위원회는 다음 이슈들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였다. (a) CSO 등록; (b) 

CSO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c) 책무성; (d) CSO 규정 프레임워크의 검토 과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는 인식 제고 

및 애드보커시 활동. 

브라질 NGO 플랫폼 ABONG의 견해28 : 우리의 애드보커시 노력은 정부로 하여금 시민사회 단체들을 위한 규정 프

레임워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신뢰할 만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부와의 대화를 지

속하는 데 핵심적이었으며, 그것은 우리의 이슈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와 언론을 통한 홍보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Rousseff 행정부는 처음으로 이 과정에 계획 및 경제 부처를 참여시켰고, 이는 시민사회와의 정책 대화를 더욱 심화

시켰다. 애드보커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우리의 플랫폼은 현재 회원, 언론, 그리고 시민들에게 계속되는 우리의 캠페

인을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28 http://www.abong.org.br/

http://www.abong.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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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양해각서(MOU) 또는 공통 플랫폼 작성

양해각서 또는 공통 플랫폼 문서는 연합체 또는 연대의 목표, 임무, 가치 및 지침 원칙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적

절하고 일상적인 관리, 리더십, 책무성 관련 사안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각서 또는 공통 플랫폼은 아래에 제시된 영역을 다

뤄야 한다. 당신은 필요에 맞게 이것을 각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임무
 • 그룹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무엇을 하

지 않을 것인지 정하기

회원제  • 누가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조건을 정하기

참여
 • 회원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지 정하기 (예 : 모두 동일하게 또는 각자의 역

량에 따라?)

리더십  • 지도자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선출할 것이지에 대해 합의하기

관리

 • 의사결정 관련 규칙을 정하되 특히 공개적 메시지와 갈등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 언제 

회원들은 집단으로 행동하고 언제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누가 그룹 전체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인가? 회원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활동을 계

획하고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할 것인가?

관계  •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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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주장 펼치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기

당신은 당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장애물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disabling) 조건들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당신이 제안

한 해결책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확고한 증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참여적 연구와 같은 좋은 연구는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애드보커시가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에게 당신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특히 비우호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을 경우, 증거 자체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

라. 증거를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는 당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당신이 주장하는 

이슈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관계 분석과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나온 정보에 기초해야만 한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당신의 이슈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 뿌리를 둔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사실적, 입증되지 않은, 양적, 질적) 증거인가?

 • 당신이 가진 증거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뢰할 만한가?  그것은 당신의 이슈에 관련해서 목표 대상이 되는 청중

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 만일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고려하라. 이는 애드보커시

에 대한 당신의 접근방식 (예 :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 또는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느끼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또는 국제사회의 명성 높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당신이 이슈와 

관련해 탄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예 : 인권침해, 법적 호소 또는 재무 분석)

 • 당신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신의 증거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여기에는 당신의 목표 대상 청중에게 당신

의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집단/사람들에 의한 구두 발언, 다큐멘터리, 간략한 보고서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법, 정책 성명서, 팜플렛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어떤 유형의 정

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당신은 애드보커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밝혀낸 기회 및 진입점에 따라서, 당신이 가진 증거를 다양한 청중들에게 다양

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 다큐멘터리 TV 방영, 온라인 포럼 개설, 의

사결정자들과 함께하는 회의 자리에 지역사회 당사자들을 초대해서 발언, 정책 페이퍼 작성 또는 정치인들을 위한 이면/대안 

보고서(shadow report) 또는 일반 대중이나 언론과의 접촉을 위한 팩트 시트(fact sheet)나 입문서 등)

분명한 메시지 만들기

애드보커시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청중 각각에 적합한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당신은 당신의 입장과 당신이 목표로 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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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하나의 분명한 핵심 메시지(core message)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핵심 메시지의 다양한 측면들

이 부각된, 그리고 다양한 청중에게 전달될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메시지(tailored messages)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이다. 핵심 메시지는 또한 애드보커시 활동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슬로건이나 스토리들을 만드는 데 가이드가 되어 줄 것

이다. 이해관계자 분석은 효과적인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

시민사회와 인권의 영역이 축소되는 캐나다 : ‘목소리(Voices)’를 통한 증거 수집

2006년 캐나다에서 Stephen Harper 리더십 하의 보수적인 정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 처음에는 소수 여당 정부

였다가 2011년 5월부터는 다수 여당 정부가 됨 –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은 점차 줄어들었다. 여성단체, 사회정책 연

구기관, 인권단체, 빈곤퇴치 그룹, 국제협력을 위한 캐나다 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CIC) 30와 같은 국제 개발단체들이 오래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였다. 외교관, 고위 정부관료, 정부기

관 수장, 윤리와 안전 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감시를 당

해 왔고, 개인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멸시를 받았다. 노조들 역시 직장 복귀(back-to-work) 법안

에 의해서 단체 교섭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으며, 2010년에 있었던 G-8/G-20 회담에서처럼, 평화적인 시위

에 참여할 시민의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되기도 했다. 정부 관리들에 대한 구속이 심해서 공무원들과 미팅을 갖는 것

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정보에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은 감소했으며,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검열되었고, 반드시 필요한 투명성 관련 개혁은 지연되었다. 

2010년에 이러한 추세를 우려하는 200개가 넘는 캐나다 단체들과 개인들은 애드보커시와 민주적인 공간, 그리고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적 및 개인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합체인 ‘Voices-Voix’ 31를 출범시키기 위

해 힘을 모았다. 그 이후로 연합체는 (a) 반대를 위한 민주적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기록으로 남기고; (b) 캐나다

에서 민주적인 반대 및 애드보커시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합체 구성원들과 동맹들 간에 토론을 촉진하고; (c) 

캐나다 대중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가 민주주의 번영의 요소인 평등, 투명성,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할 중요한 책

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CCIC의 견해 : CCIC와 같이 국제개발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변화를 위한 애드보

커시를 수행하는 단체들이 처한 상황은 활동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었다. 캐나다 사람들이 국내와 국제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애드보커시를 수행할 능력과 그것을 정치적 간섭, 협박 또는 조종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위협을 받

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굴하지 않으며 혁신적이다. 회원 단체들의 지원 속에서 CCIC는 정부 내에서, 의원들 

가운데서, 그리고 언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과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30 http://www.ccic.ca/
31 http://voices-voix.ca/

http://www.ccic.ca/
http://www.ccic.ca/
http://voices-voix.ca/


애
드

보
커

시
 툴

킷

48

도구    효과적인 메시지를 위한 10가지 황금률

1. 당신의 청중을 알라 :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 그들이 무슨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를 알아내라. 

2. 당신이 처한 정치적 환경과 기회를 알라 : 당신의 상황 속에서 큰 논쟁거리, 큰 이슈 그리고 두려움/불안요소는 무엇인

가? 그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좌, 우, 중도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3. 당신의 메시지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라 : 해당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하라. 전문용어를 

피하라. 이것은 CSO 개발효과성과 관련된 보다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 애드보커시를 수행할 때 특히 중요하다. 

4. 실제 사례에서 나온 스토리와 인용문구를 활용하라 : 인간적인 요소는 어떤 문제나 이슈를 보다 살아 있는 것이 되게 한

다. 인용문구와 개인적인 스토리는 문제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

낄 수 있게 해 준다. 그것들은 또한 현지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메시지가 지역상황에 적합한 것이 

되게 하고, 따라서 청중이 보다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5. 정확하고 힘이 있는 언어와 능동태의 동사를 사용하라 : 예를 들어, “여성의 권리는 인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이 위의 

공허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Morong43인을 석방하라! ”(Free the Morong 43인!)가 있다. 

6. 사실(fact)과 숫자를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라 : 주장을 펼치기 위해 선택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세 명의 여성 중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 “30% 이상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이 더 명료하

게 전달된다. 숫자들을 실제로 언급하지 않고 수치를 비교하는 것 또한 당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매년 초콜릿을 사는 데 쓰는 돈이, 지구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우리가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가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국제개발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 CSO 연합체가 사용한 

다음의 문구를 고려해 보라. “3,000명의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견된 큰 폭의 예산 삭감은 개발도상

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 특히 아이들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삭감

이 삶과 죽음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7. 메시지를 매체에 맞춰서 조절하라 : 각각의 매체는 나름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통해 당신의 메

시지를 전달할 때는 음향, 서로 다른 목소리, 그리고 배경 잡음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반면, 텔레비전과 인터넷상에서는, 

당신의 메시지의 시각적 요소를 온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8. 청중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 기본적인 세부사항만을 제공하라. 너무 많은 정보는 독단적으로 비쳐질 수 있고, 

청중의 관심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9. 청중이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하라 : 청중이 – 핵심 목표 대상이든지 일반 대중이든지 –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행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의회에서 CSO 법안을 지지해 주십시오”나 

“우리의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해 주세요”처럼 쉽고 간단한 제안을 하라. 

10.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 CSO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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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게 항상 알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유지시켜라. 예를 들어, “정부는 CSO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적절한 자금지원 기준

을 마련함으로써, 중요한 개발 행위자인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6단계        메시지 전달하기

다양한 청중들에게 당신의 메시지와 애드보커시 요구(정책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당신의 제안)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신이 속한 정치적 상황, 문화, 전통, 그리고 선택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과 전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을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Source) : 청중은 누구에게 반응하고, 누구를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 것인가? 예를 들어, 당신의 이슈에 대해 개인

적으로 감동을 받은 현지의 유명인사나 여론 조성자들이 일부 청중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유창

한 대변인이나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외국의 전문가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형식(Format) :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예를 들어, 편지, 면대면 미

팅, 정책 페이퍼, 보고서, 전단지, TV 광고, 고위급 컨퍼런스, 다큐멘터리 또는 이중 여러 개의 결합?

 • 시기(Timing) :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당신의 애드보커시 활동 과정

에서, 특정한 순간 – 절호의 기회(hook)라고 알려진 – 에 맞춰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가? 해

당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련성이 있는 연례 기념일이나 국경일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가? 애드보커시 활동을 진

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적절한 기회 – 또는 절호의 기회 – 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절호의 기회’는 언론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특히 중요하다.

 • 장소(Place) :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장소나 위치로서, 당신의 신뢰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줄 만한 곳이 있는가? 

예를 들어, 국제회의장에서의 사이드 이벤트, 그리고 의회 혹은 시민사회 이슈들과 관련해 평판이 좋은 연구소에서의 

발표 등이 있다.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애드보커시를 통해 권력에 도전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발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

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애드보커시를 계획하고 애드보커시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위험, 도전, 그리고 잠재적

인 부정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효과적인 캠페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합적인 위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애드보커시 전략을 세우고, 당신의 조직, 직원, 자원봉사자, 활동가 및 함께 일하는 사

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생각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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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애드보커시 위험 분석

이것은 당신이 애드보커시 활동에 착수하기 시작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이러한 위험과 부정적 상황이 당신의 조직, 

직원 및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영향,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과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당신의 애드보커시 계획 속에 반영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툴킷의 부록 2의 예를 보라)

지침

1.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당신이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브레인스토

밍하라. 중요한 일 가운데 무엇이 잘못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당신의 행동이 부정적인 반

향을 불러일으켜 당신의 조직, 직원,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 이러한 위험의 본질은 무엇

이며, 그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가 상정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마다 다른 것인가? 

2. 주된 위험요소를 규명한 후에는, 그것이 당신의 조직 (평판, 위상, 자금, 활동 면에서),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외부인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다음의 제안된 분류항목을 고려해 보라. 

 • 상(HIGH) : 당신의 조직/그룹/운동의 향후 존재를 위협하는 파국적인 영향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당신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슈가 완전히 좌절되게 할 수 있음. 

 • 중(MEDIUM) : 단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반향이 크지 않음.

 • 하(LOW) : 조직, 사람들 또는 당신의 애드보커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눈에 띄는 정도의 영향

3. 이제 위험 또는 부정적 상황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 그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따져 보라. 

 • 상(HIGH) : 향후 수 개월 또는 수 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음.

 • 중(MEDIUM) : 향후 수 개월 또는 수 년 내에 일어날 잠재된 가능성이 있음.

 • 하(LOW) :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4. 높은 영향력과 높은 가능성을 가진 위험, 그리고 일부 중간 수준의 위험에 대해, 당신은 그것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거나 

가능하다면 아예 그것을 피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을 논의하고 수립해야 한다. 당신의 애드보커시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

지 않을 경우, 조직/그룹, 사람들과 당신 자신에게 가해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

라. 당신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을 취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위험에 대한 분석은 당

신의 애드보커시가 진행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일대일 커뮤니케이션 (로비)

‘로비’라는 용어는 입구 또는 회의 장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애드보커시의 경우, 로비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갖는 직접적인 일대일 대화 그리고/또는 미팅을 의미한다. 권력자들 또는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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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영향력 행사자)과의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사교 모임에서의 비공식적인 대화(예 : 점심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부터 공적인 자리(예 : 정치인의 사무실에서)에서의 공식적인 만남까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의

사결정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모든 성공적인 애드보커시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기를 잘 맞출 필요가 있다. 당신의 상황에서 로비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인지 아닌지,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로비는 당신의 대화 상대가 당신의 이슈를 지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로비는 예술이지 과학이 아니다. 당신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사회가 가진 규범과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모든 성공적인 로비스트는 각자의 환경과 독특한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가

능하다면 정치인이나 관료들과 미팅을 갖기 전에, 조언을 얻고 로비 경험이 있는 CSO 활동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당신의 목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고 최상의 접근방식을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로비를 위한 기초적인 규칙

 • 당신의 목표 대상인 의사결정자들과 장기적인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라. 그러나 접근성과 영향

력을 혼돈하지는 말라. 그리고 필요하고 적절할 때 당신이 공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좋은 

관계가 막지 못하게 하라.

 •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 

 • 가능하다면 어디서나, 반대하기보다는 제안을 하라. 

 • 당신의 이슈와 관련해서 정책 조언을 위한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려

고 노력하라. 

 • 인정을 해 줄 부분은 인정을 해 주라 -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NGO

에 관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점이다. 

 • 목표 대상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드보커시에 대한 당신의 조직의 접

근방식을 설명하라. 특히 그것이 설득과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일 경우

에 더욱 중요하다. 

 • 적절할 경우, 목표 대상자들에게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이나 조직화된 대중행동에 대한 사전정

보를 제공하고, 정책 브리핑이 발행되기 전에 그들과 공유하라.

 • 한 번의 회의나 편지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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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까다로운 질문(Sticky Questions)’ 페이퍼

당신의 핵심, 그리고 맞춤형 메시지를 만든 후, 당신이 의사결정자들과의 대면(face to face) 미팅을 갖거나 당신의 메시

지를 언론에 알리기 전에, (흔히 Q&A라고도 알려진) ‘까다로운 질문’ 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이 종종 유용하다. ‘까다로운 질문’ 

페이퍼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 유용한 실무용 문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애드보커시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흔한 질문들, 특히 논란이 많은 – 또는 ‘까다로운(sticky)’ –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며 일관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당신이 동료, 외부의 목표대상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가, 동료 단체, 언론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것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침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해당 이슈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목록을 브레인스토밍해 보라. 당신이 애드보커시로 다루고 있

는 이슈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의 요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질문들에 대한 짧은 답변(하나 또는 두 개의 단락 이내로)을 미리 작성해 보라. 답변은 주의깊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모호하지 않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답변이 충분한 수준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외부인(또는 가족 구성원) 앞에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 보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당신의 ‘까다로운 질문’ 페이퍼는 살아 움직이는 문서이다.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 여러 단계의 수

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애드보커시 활동에 대한 반응이 있거나 언론 인터뷰를 마친 후에 정기적으로 업

데이트되어야 한다. 

협상하기 

협상은 사회정의를 위한 애드보커시의 핵심과도 같다. 협상이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 중요한 통

제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상을 통해 여러 그룹들은 양측이 모

두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또는 분쟁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절충이 거

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나은 환경이라면 협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당신의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모든 협상은 대개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편견(눈에 보이지 않

는 권력은 계층, 나이, 인종, 성,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이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협상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점검하기 :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가져가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상대 측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

는가? 당신이 상대 측과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

신의 이해관계자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 가능한 한 많이 배우기 : 애드보커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당신의 대화 상대/목표 대상에게, 그리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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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용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반론과 장애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생

각해 보라. 

 • 협상 시나리오 만들기 : 협상을 통해 당신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라. 협상의 결과로서 당신의 선택 범위는 무엇

인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은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대안적인 해결책이 있는

가? 상대방에게 가능한 선택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제약은 무엇이며 그들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

가?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 동맹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가라. 

협상을 위한 팁

 • 당신이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라. 즉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라.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 주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라. 믿을 만한 ‘위

협’ (예: 언론 노출, 시위, 보이콧)을 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고, 결과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게 만들라. 

 • 당신의 권위와 신뢰성을 확립하라. 당신이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명백한 임무를 부여받

도록 하고 (예: CSO, 풀뿌리 그룹, 지역사회 등), 그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라.

 • 지지를 요청하고 영향력을 보여 주라. 동맹들을 활용하여 자원과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라. 

 •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라.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동맹을 사용하고 애드보커시를 통

해 당신의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당신의 의제에 대한 막후 지원을 강화하라.

언론 활용하기

만일 대중적 지지를 얻고 주요 의사결정자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원한다

면, 언론과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이용해 당신의 메시지를 널리 유포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언론을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단계를 소개한다. 

 • 언론 목록 작성하기 : 모든 적합한 언론(신문, 라디오, TV), 특히 당신의 애드보커시 목표 대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론을 밝혀내고, 당신의 이슈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그리고 이상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과거에 다룬 적

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라. 

 • 당신의 ‘스토리’를 보여 주는 보도자료 또는 편집자에게 쓰는 편지 작성하기 :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의 시작 

또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된다. (예 : 당신의 국가에서의 국제 프레임워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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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지침

 • 전달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라 : 3, 4개 정도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규명하라. 

 • 짧게 하라 : 이상적으로는 한 페이지 이내 절대 두 페이지를 넘지 마라. 

 •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 그리고 능동태의 동사를 사용하라. 

 • 전문기술용어의 사용을 피하라. 

 • 당신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인용문구를 사용하라.

 • 분명한 권고사항 및 행동 지침을 포함시키라. 

 • 가장 중요한 정보로부터 시작하고 배경 정보는 후반부에 제시하라. 

 •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링크를 포함시키라.

 • 언론과 접촉하기 : 최소 행사가 있기 일주일 전, 또는 애드보커시 활동의 중요한 시점들에서, 보도자료를 언론 목록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보내라. 당신의 이슈를 과거에 다룬 적이 있는 호의적인 저널리스트들 또는 특별한 관심을 나

타낸 이들에게 당신의 스토리를 더욱 강조해서 전달하라. 

 • 후속 조치 : 전화로 대상자 각각에게 자료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는 동안 직접 당신의 스토리

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줄 수 있는지 물어 보라. 당신의 스토리가 그들의 관심을 끄는지, 그들에게 다른 제안이 있는

지 물어 보라. 당신이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그들이 가진 마감시간을 존중해 준다면 대부분의 기자들은 당신과 이야

기 나누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들이 마감시간 때문에 바쁘다면 보다 편리한 시간에 다시 전화를 해도 될지 물어 보라. 

 • 인터뷰에 응하기 : 당신의 스토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라. 이때가 바로 

‘까다로운 질문’ 페이퍼가 크게 도움이 될 때이다. 아래에 나오는 ‘1분 메시지(One-Minute Message)’ 도구 역시 도움

이 될 것이다. 

인터뷰를 할 때 다음을 명심하라. 

 • 진심을 담아 말하라. 

 • 침착하라. 당신을 인터뷰하는 저널리스트보다 당신이 이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고 약칭이나 전문용어를 피하면서 당신의 답변을 간결하게 하라. 

 • 결코 성급하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질문을 한 번 더 되뇌어 보라. 

 • 없는 것을 만들어 내지 마라. 모른다면 그렇게 말하라. 

 •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그 저널리스트가 당신의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만들라. 당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bridging)’라고 알려진 몇 개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 :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된 문제는…”, “우리는 반드시 …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연구된 바에 따르면…”, “기

억해야 할 것은…”, “그렇지만…” 등)

 • 저널리스트가 의제와 메시지를 결정하게 하지 마라. 

 • 기자에게 감사를 표하기 : 당신의 스토리가 보도된 후, 기자에게 연락해서 그들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를 대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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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라. 손으로 쓴 간단한 카드나 이메일이 아주 좋은 제스처가 될 것이다. 

도구    1분 메시지(ONE MINUTE MESSAGE)

당신의 핵심 메시지를 서너 개의 간결한 문장 또는 ‘짧지만 인상적인 멘트’로 정리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당신

이 한 말이 최대 30초 이내로 편집되는 것이 일반적인 TV나 라디오 인터뷰에서나, 반기문 사무총장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

치는 것처럼 주요 의사결정자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이것은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1분 메시지’로 불

리며 다음과 같이 이뤄져 있다. 

진술 메시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증거 이해하기 쉬운 몇개의 사실과 수치로 진술을 뒷받침하기

예시 메시지에 인간적 얼굴을 더해 주기

바라는 행동 당신의 청중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소셜 미디어 활용하기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도구들이 외교적 사건(Wikileaks)을 촉발하거나 ‘아랍의 봄’에서 사회적 시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페이스북과 트위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는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수많

은 도구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러한 도구들의 사용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정보에 대

한 접근성이 도전을 받아 왔고, 이는 애드보커시와 캠페인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의 쇄신을 가져왔다. 이것은 ‘디지털 액

티비즘(digital activism)’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도구들을 당신의 애드보커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소셜 미디어에 해당되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적인 ‘층위(layer)’ 또는 차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35

내용(Content) : 소셜 미디어 도구들은  (인터넷 접근성을 가진)  누구라도 자신만의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특히 보다 억압적인 사회 내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위기 상황들에서, 아마추어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

을 제시하는, 중요한 ‘블로깅’ 그리고 ‘시민 저널리즘’을 가능하게 했다. (예 : www.blogger.com, www.indymedia.org, www.

bulatlat.com)

35 Based on the ‘4Cs framework’ developed by Gaurav Mishra. Source : ‘Global Voices Advocacy’ http://advocacy.globalvoicesonline.org/. 
Last accessed on 23 September 2011.

http://www.blogger.com
http://www.indymedia.org
http://www.bulatlat.com
http://www.bulatl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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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Collaboration) : 소셜 미디어는 작은 개별적 행

동들이 모여 의미 있는 집단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을 돕는다. 이것은 ‘대화’, ‘공동 창작’ 그리고 ‘집단적 

행동’을 통해 가능해진다. 온라인 대화는 교류를 만들

어 내고, ‘입소문’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가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해 준다. 공동 창

작 – 여러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콘텐츠에 참

여하는 것 – 협력을 촉진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을 가

능하게 해 준다. 위키스(위키피디아 입력된 목록), 그룹 

블로그, 포토 풀, 비디오 콜라주 모두 공동 창작의 예들

이다. 집단적 행동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온라인 청원서 서명, 모금운동, 또는 ‘오프라인’ 

시위나 이벤트 조직과 같이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액티비즘의 모든 유형은 당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용한 방법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커뮤니티(Community) :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된 아이디어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경계의 구분 

없이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지는 않는다. 사람

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게(디지털이든 아니든)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슈에 대한 대중적 지

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특정한 이벤트나 캠페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

를 들어, ‘Vote Report India’는 2009년의 인도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집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었다. 2010년 필리핀에서 불법적으로 감금된 43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Free Morong 43인’ 캠페인 역

시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사례 연구를 보라)

집단적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 소셜 웹은 개별적 행동들을 한데 모아줄 뿐 아니라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러한 정보를 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상업적 웹사이트는 당신

의 마우스 클릭, 그리고 페이지 검색 기록에 근거해서 당신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이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디지털 액티비즘에 엄청난 잠재적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최상의 소셜 미디어 이니셔티브는 위의 모든 차원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것의 한 예가 MoveOn.org 36으로, 미국 내

에서 진보적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또 다른 좋은 예가 Global Voices Online 37과 자매 프로젝

트인 Global Voices Advocacy 38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블로거와 온라인 활동가들로 이뤄진, 검열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유용한 링크 : www.facebook.com/CSOeffectiveness

                       http://twitter.com/CSOpenForum

소셜 미디어의 예

 • Blogging (www.wordpress.org)

 • Micro-blogging (www.twitter.com)

 • Video-sharing (www.youtube.com)

 • Photo-sharing (www.flicker.com)

 • Podcasting (www.blogtalkradio.com)

 • Mapping (www.maps.google.com)

 • Social networking (www.facebook.com)

 • Social voting (www.digg.com)

 • Social bookmarking (www.delicious.com)

 • Lifestreaming (www.friendfeed.com)

 • Wikis (www.wikipedia.org)

 • Virtual Worlds (www.secondlife.com)

36 http://front.moveon.org/
37 http://globalvoicesonline.org/
38 http://advocacy.globalvoicesonline.org/

http://front.moveon.org/
http://globalvoicesonline.org/
http://advocacy.globalvoicesonline.org/
http://www.facebook.com/CSOeffectiveness
http://twitter.com/CSOpen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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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소셜 미디어와 아랍의 봄

2011년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재와 부패 정권들에 저항한 시민 주도 시위의 거센 물결이 일었다. ‘아랍의 봄’

이라고 불리는 이 갑작스런 움직임은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여 한 나라의 활동가들이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로부터 

자신감과 지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적이 있긴 하지만 아랍의 봄이 보여 준 

혁신은 바로 디지털 미디어, 휴대 전화, 위성 TV의 대거 사용이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모로코에서부터 이집트, 튀니

지, 리비아, 시리아, 바레인, 그리고 예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들이 공개적으로 국가 통제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을 건너뛰고, 국경을 초월해 하나의 공통 목적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해 주었다. 

시위의 정점이었던 카이로의 Tahrir 광장 점거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는 1분마다 최대 45개의 ‘트윗(tweets)’이 생성

되었고 이중 대부분이 영어로 된 것이었다. 이것은 즉각적인 언론의 관심과 국제적인 가시성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다. 소셜 미디어는 시위 장소의 위치를 보여 주는 지도와 최루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과 같이, 보

안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시위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들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봉쇄하거나(튀니

지) 모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차단함으로써(이집트) 시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이것은 불만을 더

욱 가중시켰고 결국 그들의 종말을 재촉했다. 아랍의 봄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역할은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소셜 미디어는 올바른 상황에서 공통의 목적이 존재할 때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이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소셜 미디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예멘, 시리아, 바레인에서

는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소셜 미디어가 독재 정권들의 붕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의 대안을 가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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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지지 동원하기

당신의 이슈를 위해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지만, 때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의사 결정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중의 힘은 국가마다 다르다. 그것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행가능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왜 대중을 동원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달성하는 데 그들이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당신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자들에게 편지나 청원서 쓰기부터  (깃발 흔들기나 촛불 집회와 같은)  상징적 행위, 시위, 그리고 대중 집회에 이르

기까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중을 동원하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어떤 방법이 당신의 상

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신 또는 당신의 파트너와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어떤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 분석을 실시하라. 

오픈포럼 국가 협의 : 
필리핀 퀘존시티,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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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필리핀의Morong 43인 석방 캠페인

2010년 2월, 보건과 개발을 위한 위원회(Council for Health and Development)가 (필리핀) 모롱(Morong) 지역에

서 개최한 긴급구조원 훈련 워크숍에 참가했던 43명의 보건 종사자들이 군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 그 보

건 종사자들은 반군 세력인 New People’s Army에 소속되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군대 유치장에 있는 동안 처음부

터 신체적^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학대를 받았던 그들 중 대부분은 법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결국 일반 경찰의 관

할로 넘겨졌고 거기서도 10개월 넘겨 수감되었다. 전국적인 캠페인과 국제적인 압력이 있은 후, 2010년 12월, 새롭

게 선출된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jigno Aquino III)의 명령에 의해 그들은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다. ‘모롱 43

인’으로 알려지게 된 이들의 석방을 위한 조직적인 행동은 그들이 체포된 지 몇 시간 후부터 시작했으며, Karapatan 

: Alliance for the Advance of People’s Rights가 이끄는 광범위한 연합체가 ‘Morong 43인 석방 연대’를 구축하

여 그들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시켰다. 그 연대는 여러 갈래로 진행된 대중 캠페인을 벌였다. 소셜 미디어(페이

스북, 트위터, 블로깅), 비디오(유 튜브), 그리고 전통적인 언론 채널을 사용해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

였고 공동 행동, 집회, 시위를 조직하였다. 

그 캠페인은 군대의 폭력적인 관행, 조직적인 인권 침해, 그리고 특히 건강권 침해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운영

하는 병원에 있는 최고 관리자로부터 병원 근무자와 간호사들까지 지지를 이끌어냈다. 43인의 석방을 위한 깃발들이 

국가의 최고 병원의 대문에 걸렸고, 보건부처의 이전 장관들과 전국 의료 전문가 협회들이 모두 그 보건 종사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원서에 서명, 대중동원, 그리고 포럼과 같은 형태로 시민행동이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일어났다. 인권위원회나 사법부와 같은 정부기관들과의 대화가 시도되었고, 아키노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역

시 이전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43인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캠페인은 또한 연대를 가진 파트너들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뻗어 나갔다.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있는 변호사 협회들이 43인의 체포에 대한 법적 근거에 도전하면서, 필리핀 정부를 겨냥한 결의안과 탄원

서를 작성하는 일에 함께하였다. 그 사이 감금 중이던 43인의 보건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수감된 곳에서의 복

지 향상을 요구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포함한 지원 행동과 저항을 시작하였다. 거의 1년간의 대중적 압력 행사와 근

거 없는 법적 혐의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야, 정부는 43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보건 종사자들 중 

맨 마지막 사람은 2011년 2월에 풀려났다. 2011년에, 43인 중 여섯 명이 전 대통령인 아로요(Arroyo), 군대 장교 그

리고 다른 최고위급 보안 책임자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현재까지는 Morong 43인에 대

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에 대해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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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patan과 (Karapatan을 지원한) CIVICUS의 견해 : 많은 국내 및 국제적인 CSO들이 인권침해에 저항하고 건

강권을 지키려는 그들의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면, Morong 43인의 석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중 캠페인에 법적 

투쟁을 결합시킨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그것이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그 보건 종사자들의 체포와 감금의 

불법성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헌법상의 임무를 띠며 독립된 인권위원회가 Morong 43인이 구금된 지 일주일 내에 긍

정적으로 개입하고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은 그들의 체포와 계속된 구금의 불법성에 대해 정부에게 문제를 제기함에 있

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은 시민사회가 조직한 대중 및 법적 

캠페인을 지탱해 주는 강력한 도덕적 힘이 되어 주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전국적인 정치적 관심의 초점을 인권 

상황에 맞출 수 있게 한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다. Morong 43인의 석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선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추가 정보 : http://freethehealthworkers.blogspot.com

                   www.karapatan.org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Morong 43인에 대한 이후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알려면, CIVICUS의 Adam Nord에게 연락하라. Adam.nord@civicus.org

http://freethehealthworkers.blogspot.com
http://www.karapatan.org
mailto:adam.nord@civic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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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계획 실행 및 진전 확인하기

애드보커시 계획 수립하기

애드보커시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애드보커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직 내 간부들의 승

인을 받고 애드보커시 전략실행을 담당하게 될 모든 직원들과 공유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인 것이다. 애드보커시 계획 수립

을 위한 서식이 이 툴킷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애드보커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수립 과정의 주요 단계들에서 나온 결론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 우호적인 환경 및 권력 분석

 • 변화의 비전과 구체적인 변화 목표들

 • 애드보커시를 위한 기회와 진입점을 포함하는 정책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과 당신의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방법

 • 핵심 및 맞춤형 메시지

 • 주요 활동에 대한 단기 및 중기 활동 계획표/시간표를 포함하는 계획의 주요 단계들

애드보커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훌륭한 계획수립,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영향력 평가는 효과적인 애드보커시, 책무성, 그리고 향후 애드보커시 향상을 

위한 배움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애드보커시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복잡한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목

표를 가지고 있다. 애드보커시에서는 지속적인 영향력 모니터링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 당신이 변화의 증거를 찾고, 변

화의 진전을 평가하고, 당신의 상황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정들이 옳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애드보커시에 있어 진전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단체, 연합체 및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방법

론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계획수립 과정이 잘 되었고 당신이 주요 단계들을 잘 밟았다면 – 특히 변화

의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 – 당신은 일을 진행하면서 당신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애드보커시 과정과 영향력 둘 다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접근방법과 전술이 통하고 있는지

 • 충분한 목표 대상 청중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

 •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 적절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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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영향력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의 요소들이 유용하다. 

 • 목표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할 것인지

 • 장기적으로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 의도하지 않은 영향 – 긍정적 또는 부정적 – 이 발생했는지

 • 목표 대상이 구체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예: 추가 자금지원 약속)

당신의 진전 상황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정리해두고, 정보가 당신의 조직 내부와 더 큰 네트워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도

록 하는 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을 보다 쉽고 보다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당신의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프레임워크 양식의 한 예를 부록 2번에 나오는 애드보커시 계획 서식의 섹션 4에서 찾

을 수 있다. 부록 3-5에서는, 당신의 애드보커시를 기록으로 남기고 진전을 확인하는 것을 돕는 다른 아이디어와 도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애드보커시를 위해 제안되는 지표, (b) 회의록 서식, (c) 당신의 주요 목표 대

상 관련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성과 일지의 한 예시. 

정의

 • 활동(Activities) :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예 : 보고서 작성, 회의 조직 등)

 • 산출(Outputs) : 당신의 기여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당신의 활동이 완료되면서 나오는 실제적

인 산출물.(예 : 개발된 자료, 개최된 회의 등)

 • 결과 또는 성과(Outcomes) : 당신의 애드보커시 목표와 관련하여, 당신의 활동의 직접적인 결

과로 생겨난, 즉각적이고 관찰 가능한 변화들. 예를 들어,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관련된 정책 초

안의 작성 또는 CSO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에 대한 약속.

 • 지표(Indicators) :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 이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의 목적 및 목표들과 관련이 있어야만 함 .

 • 영향력 지표(Impact Indicators) : 이것은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여 주며 애드보커시 활동이 주요 청중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

함. 영향력 지표는 ‘결과(outcomes)’ 그리고/또는 당신의 애드보커시의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

함. 예를 들어, 당신의 이슈에 대해 발언을 하는 정치인의 수에서의 증가 또는 CSO들에 대한 예

산배정의 증가 비율.

 • 과정적 지표(Process Indicators) : 활동 실행에 대한 진전을 알려주고 당신의 애드보커시 활동

의 일부로서 얻어진 산출을 측정함. 예를 들어, 개최된 회의 수, 참석 수준, 주요 보고서의 배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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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어 목록

                         

Activities(활동) 당신의 애드보커시에서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 회의 조직 등.

Advocacy(애드보커시) 가능한 경우, 다자간 –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 합의된 최소 기준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시민사회

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자들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의도적인 과정(절차)

Advocacy change 

objective

(애드보커시 변화의 목표) 

이것은 무엇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달성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또한 하나의 기관이 1년에서 3년에 걸친 기간 내에 취할 수 있는 구

체적인 행동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Advocacy goal

(애드보커시 목적) 

이것은 변화에 대한 당신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활동의 

결과로서 당신이 이뤄내고자 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묘사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적은 일반적인 용

어들로 표현될 수 있다.

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성) 

원조효과성은 원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치들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자원의 양도(resource 

transfer) 그 자체의 조건과 방식에 초점이 맞춰진다. 파리 선언은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이러한 자원 흐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침으로 삼아야 할 다섯 가지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Alliances(연대) 일반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단기적인 관계를 수반하며,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다. 시간과 목표

에 있어 제한적인 연대는 회원들에 대한 요구가 적은 편이다.

Allies(동맹) 당신의 노력을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지원하는 유명한 개인이나 단체들. 당신의 애드보커시 이니

셔티브를 위한 잠재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Coalitions(연합체) 종종 보다 공식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질적인 CSO들로 이뤄진 그룹 내에서 하나의 

주된 사건,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 또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을 수반한

다. 연합체는 대개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플랫폼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다.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 협력)

개발 협력은 종종 ‘원조’ 또는 ‘개발 원조’와 구별 없이 공용되기도 하지만, ODA를 통한 자원의 

양도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BetterAids에서는 ‘개발 협력’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국제적

으로 합의된 목표들(IADGs)을 달성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및 사람들 간의 국제적인 관계 일

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것은 시민사회 협력 및 개발을 위한 개발도상국가들끼리의(남 

– 남 협력) 증가하는 협력도 포함할 수 있다. 

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발효과성) 

개발효과성은 수단(instruments),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성과 상호보완성을 통해서, 민주적인 프

레임워크 안에서, 빈곤의 증상뿐 아니라 원인인 불평등과 소외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

한다. 원조와 관련된 개발효과성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국제적

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위해, 원조와 개발 협력의 영향력을 심

화시키는 개발 행위자들의 정책과 관행들로 이해된다. 개발효과성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들에는 원조의 효과성을 증가시키려는, 측정 가능한 노력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Enabling environment

(우호적인 환경) 

CSO가 자신들의 활동을 펼쳐 나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정부, 공적 공여자 및 공여자 역할을 

하는 CSO를 포함한 다른 개발 행위자들이 만들어 낸 정치적 및 정책적 상황이다.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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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Standards

(우호적 기준) 

CSO 개발 행위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법, 규제, 재정, 정보, 정치 및 문화 영역에서의 공여자 및 정부에 의한 일련의 

상호 연관된 좋은 관행들이다. 

Impact indicators

(영향력 지표)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여 주며 애드보커시 활동이 주요 청중

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영향력 지표는 ‘결과/성과

(outcomes)’ 그리고/또는 당신의 애드보커시의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이

슈에 대해 발언을 하는 정치인의 수적 증가 또는 CSO들에 대한 예산배정의 증가 비율이 있다. 

Indicators(지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 이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이니셔티브의 목적 

및 목표들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Influentials

(영향력 행사자) 

자신에게는 파워가 없지만, 당신의 목표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들이다. 영향력 행사자는 이러한 영향력을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Lobbying(로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갖는 직접적인 일대일 대화, 그리

고/또는 미팅이다. 

Networks(네트워크) 공통 관심사나 이해관계 또는 주기적인 공동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 또는 그룹

들로 이뤄진 느슨하고 유연한 조직이다.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를 촉진한다.

Opponents(반대자)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정도로, 당신의 애드보커시에 반대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조직 및 기관들이다. 

Outcomes

(결과 또는 성과) 

당신의 애드보커시 목표와 관련하여, 당신의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겨난, 즉각적이고 관찰 가

능한 변화들이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관련된 정책 초안의 작성 또는 CSO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다. 

Outputs(산출)  당신의 기여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당신의 활동이 완료되면서 나오는 실제적인 산출물로, 예를 

들면 개발된 자료, 개최된 회의 등이 있다. 

Policy(정책) 정책은 결정이나 절차를 결정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채

택한 계획, 행동 방침 또는 일련의 규정들이다. 

Policy analysis(정책 분석) 정책 분석에서는 정부, 기업 또는 CSO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에서 정한 계획과 규정들, 그리고 정

책이  (또는 정책 또는 정책 실행의 부재가)  인구 내의 특정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하는 것이다. 

Political context

(정치적 맥락 )

이것은 권력의 분배, 관련된 조직들의 범위 및 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다양한 활동 주체들 사이

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규칙과 같은 점들을 포함한다. 정치적 환경은 정책 

과정이 진행되는 방식을 틀 잡는다. 

Process indicators

(과정적 지표) 

당신의 활동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진전을 알려 주고 당신의 애드보커시 활동의 일부로서 얻어진 산

출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개최된 회의 수, 참석 수준, 주요 보고서의 배포 수치가 있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 당신이 추구하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Targets(대상목표) 당신의 애드보커시 요구에 반응하고 당신의 이슈를 위해 정치적 과정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파

워를 가진 개별 의사결정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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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애드보커시 계획서 예시

                         

1부 – 개요

1. 애드보커시 그룹(Advocacy Group)

리드(Lead) : 

핵심 팀(Core Team) :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긴밀하게 함께 일할 사람들

조력자(Satellites) : 참고인으로 활동하거나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2. 변화의 비전(Vision of Change)

당신의 애드보커시의 결과로, 당신이 속한 상황에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당신이 달성하기 원하는 전반적인 목적

은 무엇인가?

3. 변화의 목표들(Change Objectives)

당신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특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변화이자, 그 결과로서 당신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

들은 무엇인가?

4. 맥락(CONTEXT) – 우호적인 환경 및 정치적 분석

이것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전략을 맥락화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 그리고 주된 문제(또는 이슈)들을 

보여 주는 정치적인 분석을 활용해야 하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보여 줘야 한다.

5. 목표 대상(Targets)

전국적, 국가내 지역(sub-national), 지방 수준에서 당신의 애드보커시가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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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입점 및 기회(Entry points and opportunities)

앞의 섹션에서 정리한 내용, 그리고 당신의 권력 및 정치적 분석에 근거하여,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핵심 메시지를 프로

파일링하고 직접적인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진입점과 기회를 언급해야 한다. (관련된 정책 입안 과정의 주요 단계

들, 다가오고 있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회의나 컨퍼런스, 중요한 기념일 등, 목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당신

이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전술))

진입점/기회

언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할 

수 있다. 예: 컨퍼런스와 

같은 이벤트 또는 정책수

립을 위한 시간 일정표

주요 목표 대상(들)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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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메시지(Key Messages)

당신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라. 그리고 나서 아래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당신의 주요 청중들 (예: 목

표 대상인 정치인, 기술적 전문가, 동맹 및 파트너, 일반 대중)을 위한 주요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라. 당신은 또한 각각의 청중에

게 가장 잘 맞는 형식과 전달통로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청중

주요 메시지

메시지 전달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메시지

를 아래의 네 가지 주요 부

분으로 표현해 보라. 
 •무엇이 이슈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출처

(청중이 가장 신뢰하는 
것. 예 : 특정한 언론 창
구 또는 영양과 관련된 
전문 기구)

형식

(당신의 청중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예 : 보고서, 정책 브리핑 
자료, 일대일 의사소통, 
전문가 브리핑, TV 다큐
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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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 분석(Risk analysis)

애드보커시 전략의 성공에 대한 주된 위험(도전 또는 장애물)을 열거하라. (예: 위험, 장애물 – 내부와 외부적인 것 모두) 그리

고 각각의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과 각각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위험
영향

(상/중/하)

발생 가능성

(상/중/하)
위험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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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애드보커시 계획수립 (12~18개월의 기간에 걸친)

목표 

이정표 

(당신이 현재 있

는 시점에서 당

신의 목표 달성

에 이르는 과정

에서의 주요 단 

계들) 당신은 무

엇을 할 것인가?

활동 잠재적 파트너
위험, 도전 및 

장애물

시간표/

중요한 시기

목표 1

목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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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정보 보강

이 부분의 전략은 당신의 애드보커시 전략을 맥락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그러나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의 표를 

작성할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대상 또는 기회/접근방법들에 대해서만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목표 대상 분석

아래의 표를 사용해서, 당신의 목표 대상 각각에 대해 1~ 3명의 영향력 행사자를 밝혀내고, 당신의 이슈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이 가진 영향력의 수준, 그 이슈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시하고, 당신이 그들이 가진 지식, 태도, 행동에

서 보기 원하는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라. 

의사결정자 & 

영향력 행사자

목표 대상 X영

향력 행사자 

이슈에 대한 

태도 

(그들은 어느 정

도로 지지하거

나, 반대하거나, 

조심스러운가?)

변화를 가능케 

할 파워

(강함/중간/약함)

이슈가 그들에

게 중요한 정도

(상/중/하)

그들의 태도, 그리고 취할 행동에서 당신

이 보기를 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보기를 기대하는 변화

 • 보기를 바라는 변화

 •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변화

목표 대상 X

영향력 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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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맹과 파트너

당신의 애드보커시 활동

과 관련해서 당신과 동맹/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최상위권 3~5에 들어가는 

개인, CSO, 또는 연합체

를 규명하라. 1. 2. 3. 

영향력의 수준

(상/중/하)

이슈에 대한 입장

애드보커시 이슈와 관련한 

동맹/파트너의 입장을 명

확히 하라 – 그것은 우리

의 것과 같은가/어디서 다

른가?

협력을 위한 전술

(각각의 동맹/파트너와 성
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하라)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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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의 기반

당신의 목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신의 목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무

슨 증거/연구가 필요할지를 점검하는 것은 유용하다. 당신의 애드보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연구가 무엇인

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각각의 변화 목표들과 직접 연결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존재하는 증거와 전략의 일부로

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증거(예 : 지식/증거상의 갭)와 이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규명하라. 

목표 이용 가능한 증거 더 필요한 증거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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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니터링 & 평가 프레임워크

목표와 활동들

과정의 지표

당신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

용할 SMART 지표들을 포함시키라. 이것은 애

드보커시 계획 과정에서 규명된 이정표와 활동

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예 : 태스크포스 팀의 설립 촉진에 X 성공/이슈 

X에 대해 일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체/이슈 X에 

대한 목표 대상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적

인 공동 워크숍/언론에 기사 게재/이슈 X 그리

고 다른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의회나 정부 보고

서에 조언 제공)

영향력의 지표

(정책과 관행에서) 목표 달성

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왔다는 증거(예 : 우리의 애드

보커시 활동의 결과로 정책 X
가 재검토됨/CSO들에게 할

당된 정부 자원이 X% 증가함)

목표  X

활동

목표  XX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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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애드보커시 지표의 예

                         

애드보커시와 캠페인 활동의 가능한 결과와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활동의 차원 진전의 지표 – 좋음/나쁨 변화와 장기적 영향력의 지표

정책 변화

예 : 입법상의 변화
 • 법률 상의 변화

 • 기업의 태도상의 변화

 • 이슈에 대한 대화 증가

 •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

 • 변화된 견해 (누구의?)

 • 변화된 구호 (공개적/사적)
 • 발간 문서상의 변화

 • 주요 인력상의 변화

 • 기업들에 의한 자금지원 제의

 • 목표 대상 또는 동맹에 의한 부정적 활동

 • 변화된 정책

 • 법률에서의 변화

 • 정책/법률상의 변화가 실행됨

 • 높은 수준의 인력이 정책 이행을 

담당

 • (매우 장기적으로) 정책/법률상의 

변화의 결과로 사람들의 삶에서

의 긍정적인 변화

다음의 대상과 함께 일

함으로써 애드보커시를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NGOs

운동/네트워크

노조

지역사회 기반 단체

유명한 단체

파트너 단체

로컬 기자

학술 단체

인권 변호사

기타

 • 개별 구성원의 기술, 역량, 지식, 효과성에서의 변화?

 • 개별 시민단체의 역량, 조직적 기술, 효과성에서의 변화?

 • 네트워크/운동의 목표/활동들 간의 더 큰 시너지

 • 또는 연대/네트워크의 와해

 • 시민사회 그룹들 간의 협력, 신뢰, 단합에서의 변화

 • 더 큰 표현의 자유

 • 시민단체들에 대한 더 많은 인식/수용

 • 시민단체들이 더 넓은 범위의 결정들에 개입할 수 있는 장소

의 존재

 • 시민사회단체들의 증가된 정당성

 • 시민사회단체 수의 증가

 • 서비스 전달에 대해 사람들이 감독하는 위원회

 • 회사들에 의한 이해관계자 협의 그룹

 • 시민사회 활동의 효과성 증가

 • 시민단체들이 빈곤층에 도움이 

되게끔, 의사결정자들에게 활발

히 영향을 미침

 •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입안 

구조 설립

 •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시

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증가

 • 공공 기관들의 책무성과 투명성

에서의 변화

 • 회사들이 이해관계자 협의 그룹

에 반응을 보임

사람들이 옹호 활동에 

나서도록 지원함.
 • 예 : 시민단체들이 스스

로 옹호활동을 벌임

 • 개인이 권리, 그리고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인식

 • 시민들이 스스로를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옹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역량 및 지식에서의 변화

 • 의사결정자들이 권리를 인정

 • 아동의 견해를 경청할 의지

 • 보건, 주거, 물, 식량과 같은 기본

적 권리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현장에서의 액션이 사람들의 진

정한 필요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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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애드보커시 지표

위에서 보았듯, 지표들은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변화의 목표들과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목표 대상이 되는 

기관에 의한 중간의 변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변화를 위해, 과정에서의 진전을 보여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

음의 지표들은 예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 가능한 지표들

당신의 관계들

 • 외부 정보원 및 목표 대상 청중과의 대화 횟수와 내용에서의 변화.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보나 조언의 제공자가 되어 가고 있는가?

 • 면대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만남들이 갖는 광범위한 특징들은 중요한 성과 또는 변화를 뜻한다. 일반화는 어

렵고, 아마도 부적절할 것이다. 특정한 행사는 양측 간의 신뢰 구축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

시 애드보커시 목표를 향한 관계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언론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 언론 홍보의 수, 양 및 범위

 • 질 : 내용 및 언론 반응의 분석

예를 들어, 당신의 이슈에 할애된 신문 지면과 찬성/반대 의견의 균형. 당신의 단체가 언급된 횟수. 언론에

서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라. 

당신의 평판

 • 당시의 활동의 결과로 당신이 받고 있는 질의의 출처와 횟수를 기록하라. 당신은 접근하고자 원했던 사람들

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그들은 당신의 활동에 대해 듣게 되었는가? 당신과 당신의 

활동에 대해 그들이 가진 선입견은 얼마나 정확한가?

 • 옹호 활동을 하는 NGO로서 비쳐진 정당성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여론  • 전화 여론조사 또는 위탁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의 분위기를 분석하라. (매우 값비쌀 수 있다)

목표 대상 기관

 • 애드보커시 커뮤니케이션의 일차적인 수용자들의 지식과 태도에서의 변화. 만일 애드보커시 메시지가 영향

을 미치게 된다면, 무슨 종류의 변화를 그들은 기대할 것인가?

 • 과거 캠페인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규명된 영역들에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지표들.

예: 국제 금융 기관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 폴 닐슨 연구 : 애드보커시 제안서들은 중요한 정책 변화

를 이끌어내기 위해 네 가지 주요 전략 요소를 제안한다.

a. 고위급 관리자, 또는 중간 레벨의 관리자로부터의 지지

b. 주요 주주들(shareholders)에 의한 이니셔티브

c. 활발한 내부적 리더십 

d. 외부적 압력 

정책 변화와 

실행의 단계들

이러한 단계들에는 다음이 있다.
 • 구호상의 변화 : 당신의 목표 대상 청중이 사용하는 구호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라.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하는 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하라. 당신과 당신의 캠페인에 대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당신의 언어나 신념과 맞추거나 그것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입장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흡수(co-option)에 주의하라)

 • 정책 및 법률상의 산출에서의 변화 : 일반적인(generic) 유형의 정책 변화와 그것의 상대적 중요성을 구분하

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관련 당국, 그리고 정책 진술의 명시적 및 공적인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 예산은 중요한 정책으로, 특정한 우선순위들에 대한 진정한 열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예산 배정과 지출을 모

니터링할 수 있다. 

 • 태도에서의 변화 : 정책 이행 : 새로운 법안 또는 정책은 어느 정도로 행정적 절차 또는 제도적 관행으로 전환

되었는가? (이것은 종종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정책 변화가 로컬 차원의 것일 경우, 로컬 그룹들이 그것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정책 변화 가운데, 진전에 대해 보고하려는 노력을 포함시키라.

 • 내부 모니터링에 더해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합의를 추구하라. 

 • 모니터링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비용을 부담하는 실행 기관들은 더 큰 열의를 가진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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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회의록 서식

                         

이것은 ‘워드’ 문서로 만들어진 간단한 양식이다. 그것은 모든 미팅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

으며 후속 조치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 준다. 애드보커시 활동과 관련된 모든 미

팅에 대해서 이 양식을 따라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기록은 코디네이터에 의해 보관되고,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미팅 기록은 다양한 목표 대상 및 영향력 행사자들과의 접촉에 관한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 명

미팅 주제

미팅 장소, 날짜, 시간

참석자

미팅의 목표

목표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

목표 대상의 태도, 동기, 

영향 측면에서 생긴 일

의견

후속 조치

무엇 :

언제 :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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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성과 일지(Outcomes Journal)

                         

이것은 일정 기간에 걸쳐 당신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표 대상 중심의’ 간단한 방

법이다. 성과 일지는 당신이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태도에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구체적으

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전은, 당신이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하고 애드보커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규명하고 분

류해 놓은, 태도상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 일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작성되거나, 개별 목표 대상

과 관련해서 특정한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을 기록하는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주요 목표 대상 개개인을 위한 별도의 성

과 일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성과 일지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목표 대상에게서 공

통적으로 감지되는 변화를 총괄하기 위해서 그룹 미팅을 통해 그 일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누구에 대한 성과 일지 :  어떤 의사결정자에 관한 것인가? 

진전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된 변화의 시기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는 데 기여한 자 : i.e. 누가 성과 일지를 작성했는지

목표 대상에게서 보기를 기대하는(EXPECT) 변화에서의 진전 (하/중/상)

1.

2.

3.

목표 대상에게서 보기를 바라는(LIKE) 변화에서의 진전 (하/중/상)

1.

2.

3.

목표 대상에게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LOVE) 변화에서의 진전 (하/중/상)

1.

2.

3.

변화에 대한 묘사 :

도움이 되는 요소 및 행위자 :

증거의 출처 :

예상하지 못한 변화 :

교훈/접근 & 전술에서 필요한 변화/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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