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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컨설팅 석사과정 모집
KOICA-GSP Partnership Program

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sulting (MIDAC)
국제개발컨설팅 이란
�(개념) 국제개발컨설팅(International Development Consulting)은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준비단계로부터 사후관리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동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
- 수원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F/S), 사업실행과정
(Implementation)에서 모니터링(Monitoring), 감리(Auditing), 평가(Evaluation) 등의 과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필요성) 개발컨설팅을 통해 원조 수원국의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현황 조사 및
자문을 통해 미래의 개발 수요를 발굴하는 효과 기대
�(유형) 개발컨설팅은 자문서비스와 프로젝트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서비스는 사전준비, 실행 및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
�(공급자) 개발컨설팅은 원조 공여국 정부기관, MDB 등 국제기구, 컨설팅 기업, 연구기관, 전문 컨설턴트, NGO 등에
의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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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sulting (MIDAC)
국제개발컨설팅 석사과정(MIDAC)은 전문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자를 양성하여 정부의 원조사업 및 퇴직자 해외파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개발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
다. 본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 전문 교육∙연구기관인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비교우위를 바탕
으로 국제개발컨설팅에 특화한 파트너십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 과정의 특징
�KOICA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국제개발협력 경험 노하우가 결집된 파트너십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국제개발컨설팅 교육 특화
�실무중심의 맞춤형 개인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원조기관 및 개발컨설팅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 컨설팅 기법 취득기회
�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현업과 병행 가능
�국제기구, 국제경영, 국제컨설팅 전문가, 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실무형 교수진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외 컨설팅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실무 경험 기회
�본교 및 국내�외 개발컨설팅 기업이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참여 기회
�KOICA 이사장 명의 수료증 수여

3. 모집요강
가. 모집인원：00명
나. 전형방법：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다.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국제개발의 해당 전문분야 근무자 우대
※ 해당 전문분야：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 협력의 제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유경험자 우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NGO, 국제기구 등)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전문가과정 이수자 우대
라. 제출서류
�지원서(사진 포함：국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gsp.khu.ac.kr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최종 학력 성적 및 졸업 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추천서 2부

4. 전형일정
�입시설명회：2012년 10월 31일(수) 19:00, KOICA 해외봉사단 훈련센터(양재동 소재)
�접수기간：2012년 11월 12일(월) ~ 11월 30일(금)
�면접전형：2012년 12월 8일(토)
※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http:.//gsp.kh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및 문의처

2. 교과 운영 프로그램
�전 과목 영어강의
�국제개발컨설팅에 특화한 주말 집중 석사과정 (4학기에 총 42학점 이수)
�모듈 1 국제컨설팅 역량개발
실무영어 및 컨설팅 역량개발을 개인의 능력과 커리어에 맞게 교육
�모듈 2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양자간 다자간 국제개발기구의 지원전략,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교육
�모듈 3 국제개발사업 실무
한국의 원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실무 학습, 국제마케팅 및 협상론 교육
�모듈 4 프로젝트

가. 원서접수 방법
�방문접수：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대학원 행정실 302호
�우편접수：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나. 문의처：국제대학원 행정실
�Tel：031)201-2146~9 / Fax：031)204-8120 / E-mail：gsp@khu.ac.kr
다. 전형료：70,000원
�온라인으로 입금(반드시 지원자 본인명의로 입금)
�계좌번호：하나은행 428-141962-09304 (예금주：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6. 특전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기회 및 개발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개인별 프로젝트를 통해 컨설팅 역량강화

�선진국 및 수원국 연수를 매년 각 1회씩 실시하여 국제개발 현장 체험 및 선진 컨설팅 벤치마킹 기회 제공

한국국제협력단 (KOICA)
�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 (대개도국 무상원조기관)
�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지원, 재난복구지원 등의 사업 실시
� 2010. 3월 ODA교육원을 설립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육성 및 국민의 ODA 인식 제고에 기여

국제개발교육의 메카,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수도권 대학 특성화“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비학위 전문가과정에서 석∙박사 학위과정까지 양질의 특화된 교육기회 제공
� 국내 최고의 교수진 (IMF, ADB, IDB, KOICA, 한국수출입은행, 외교통상부, 개발 NGO 등 실무경험자)
� ADB, 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국제컨설팅 사업 및 국내 원조기관과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 수행 사업 시행
� 본교 한국경제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20개국 수원국 공무원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
� 한국수출입은행, 몽골 국가발전혁신위원회(NDIC), 베트남 과학기술정책전략연구소(NISTPASS)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