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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학회 
민관협력 인큐베이팅(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프로그램 일반교육 참가신청 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아카데미 
파트너를 대상으로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발도상국 현지의 수요에 근거한 사업 발굴 
및 준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한 공
모를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지역조사를 지원(평균 천오백만원 내외/조사지역별 차등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수행합니다. 

아카데미 파트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정인 일반교육이 2022년 10월 14일부터 진
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정 

구분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참가 신청 기간

1차 2022년 10월 14일(금)-15일(토) A, B 분반/ 분반별 각 
25명 내외/ 1, 2차 총 

100명 내외

 2022년 9월 26일(월)
 -10월 7일(금) 18:002차 2022년 10월 21일(금)-22일(토)

* 1, 2차 교육과정 내용의 차이는 없으며 참가자가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참가 신청

2. 참가자격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 대학 및 연구컨설팅 기관 소속 교육자, 연구

자 및 사업 수행자(행정직원, 사업담당 실무자 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신규 참여 예정자 및 사업 경험이 적은 연구자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의 성격에 맞는 기관과 연구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또한 현지 지역조사 지원을 고려하여 연
구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대합니다. 

    * 연구컨설팅 기관의 범주는 동 안내문 (p.2) 참조 
  -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일반교육 기 참여자도 참가 가능
②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본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사회 파트너 및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 시민사회 파트너 및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가 단독 신청할 경우는 아카데미 파트너 우선 

선정 후 교육 정원 내에서 참가 대상으로 선정

3. 주요 교육내용 및 교육 방식 

구분 교육주제 교육방식 

1일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역사, 이슈와 동향

실시간 비대면  
(ZOOM) 

사업기획 이해(PCM)

2일차 PDM을 통한 사업기획의 실제(PDM 실습 워크숍 포함)
M&E (실습워크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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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신청 기간 및 방법: 아래의 URL로 2022년 9월 26일(월)- 10월 7일(금) 18:00까지 일반교
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별 참가 또는 현지조사팀 단위 참가로 구분하여 신청 

 ① 개별(1인) 참가 신청: https://forms.gle/CgqTgSUZXBJnyM5F8
 ② 팀 단위(2인 이상의 팀 구성) 참가: https://forms.gle/ZkziXHjA6oqeuZeb9
 * 온라인 참가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참가신청서 양식 송부를 요청해 주십

시오. 

5. 참가자 선정 안내: 2022년 10월 11일(화) 중 개별 안내 

6. 문의: 국제개발협력학회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운영팀
   E-mail: kaidec.ipa@gmail.com / 02-961-0590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별첨: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범주> 
분류 정의

대

학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포함, 기타 「의료
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연

구

기

관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