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역량 강화와 효과성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 
 

 

국제이주이구(IOM) 한국대표부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지식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인도적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온라인 인도적 지원 

지식 정보 포털인 인도적 지원 인사이트(이하 ‘인지인’)를 개발하였습니다. 

 

‘인지인’ 웹사이트 론칭을 기념하여, IOM 과 KCOC 가 공동으로  

“한국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역량 강화와 효과성 증대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 인도적 지원의 현 주소와 도전과제, 그리고 발전 방향을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히 한국의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이에 대한 방안들을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 시 2019.2.25(월) 13:30-17:30 

 장 소 서울 서머셋 팰리스 2 층 세미나실 

 문 의 IOM 한국대표부 김예진 (ykim@iom.int) 
 

     온라인 참가신청: http://bitly.kr/LvJzI (신청 마감: 2019.2.17) 
 

 



        프로그램 

시간 일정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 및 환영  

14:10 – 14:40 기조 연설  

 한국의 해외 인도적 지원 성과 및 도전 과제, 향후 발전 전략  (외교부 개발협력국 이경아 심의관) 

 인도주의 원칙과 기준, 책무성 향상 (조대식 KCOC 사무총장) 

14:40 – 15:00 인도적 지원 인사이트 (인지인) 소개 및 인지인 협력 양해각서(MoA) 체결식 

15:00 – 16:00  세션 1. 한국 인도적 지원 NGO 들의 역량 강화 도전과제 및 극복 방안 
토론 주제: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한국 NGO 및 관련 단체들이 사업의 질과 효과성 향상에 있어 

부딪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중, 특히 양질의 인력 확보와 유지,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와 같이 기관의 역량 증대와 관련된 내외의 구조적 문제점들과 극복 방안 논의  

진 행 자 : 해외 NGO 관계자 

패     널: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공선주 (아디 팀장) 

              김근태 (굿네이버스 혁신사업팀 과장) 

청중과의 Q&A  

16:00 – 16:15  휴식 

16:15 - 17:15 세션 2. 분야 간 소통 및 파트너쉽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토론 주제: 한국 인도적 지원 기관과 국제기구, 공여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 증진 및 강화를 위한 현재의 도전 

과제들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 논의 

진 행 자 :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 

패     널:  박미형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소장)  

              양수경 (KCOC 사업본부 본부장) 

              성하은 (굿네이버스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대표) 

청중과의 Q&A  

17:15 – 17:30 토론 마무리 및 제언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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