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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간 : 2013. 9. 2 - 9. 8  

2월-2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68호 (2015. 2. 9 - 2. 15) 

▢ 국내동향 [국회ᐧ행정부ᐧ공공기관ᐧ시민사회ᐧ주요언론]
국 회                                  
※ 입법추적 법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 2015. 1. 2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심사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기재부 장관
에 송부하여 예산 편성 시 참작 (박민수 의원실 )
◯ 2014. 12. 23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심사
 -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검토 결과는 매년 7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 검토 결과를 기재부는 예
산 편성 시 반영 등 (김기선 의원실 )  
◯ 2014. 12. 8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 벌금액을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현실화 하고 형벌로서의 기능 회복 등 (신경민 의원실)
◯ 2014. 12. 8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폐기 
 - 국제협력의사의 복무요건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 방지 등 (김성찬 의원실) 
◯ 2014. 11. 24일,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위원회심사
 - 개도국 빈곤 및 질병 퇴치 지원을 위한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출국
하는 자에게 1천원 징수 등 (심윤조 의원실) 
◯ 2014. 11. 24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 해외재난의 범위 확장 및 긴급구호에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 포함 등 (부좌현 의원실)   
◯ 2014. 11. 24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 해외긴급구호 상황 시 피해국 정부의 구호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교부 장관은 국방부장관에서 국군부대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음 등 (황진하 의원실) 
◯ 2014. 11. 6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 기업에게 낮은 대출이율 책정, 지원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의 다양화, 결산순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 등 (나성린 의원실) 
◯ 2014. 2. 18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 사업평가 보고, 사업현장 방문조사 후 보고 의무화 등 (안홍준 의원실) 
◯ 2014. 2. 18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안홍준 의원실) 
-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소집, 재난발생지역 현지조사 실시 등 관련 조항 신설

행정부                                 
○ 외교부, 제16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발표 (2.16)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20_30&sp=/webmodule/htsboard/templat
e/read/korboardread.jsp%3Fboardid=235%26typeID=6%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53785

○ 외교부, 「에볼라 대응 1차 해외긴급구호대 격리 관찰 해제」 보도자료 발표 (2.15)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외교부, 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대 쿠바 개발협력사업 본격 개시」 보도자료 발표 (2.11)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0년사 발간」보도자료 발표 
   현재 파일버전은 없고 개별요청하여 인쇄본을 받아볼 수 있음. (최우임 연구원 044-215-4772)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개도국 물 문제 해소 위해 손잡다」 보도자료 발표(2.11)
   http://www.koica.go.kr/
○ KOICA,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사업 착수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발표(2.9)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 엔테베 공항 시스템 개선사업 MOU 체결」 보도자료 발표(2.9) 

http://www.koica.go.kr/
○ KOICA, 「제26회 개발협력포럼 개최(2.27 ~25 사전등록)」 (2.9) 

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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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 「땡큐, EDCF 인도차이나반도에 부는 인프라 한류」 보도자료 발표 (2.12) 
http://www.edcfkorea.go.kr/edcf/bbs/noti/view.jsp?no=15680&bbs_code_id=1311900548729&
bbs_code_tp=BBS_2&code_tp=N02_90&code_tp_up=N02&req_pg=

시민사회                            
○ 월드투게더 ‘위대한 특강 시즌5’ 참가신청 모집 (2.26, ~13 모집)
  http://www.worldtogether.or.kr/ko/bbs/board.php?bo_table=b05_01&wr_id=260
○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강사’ 모집 (~27)

http://www.worldvision.or.kr/business/dataCenter/worldNews/worldNews_view.asp?b_seq=12
110

○ 글로벌투게더 ‘Global Healthm 미생에서 완생으로’ 국제보건의료 워크샵 참가신청 모집 (3.4)
http://www.gtgt.org/board_notice/read.asp?txt1=&txt2=&txt5=168&txt8=board_5&txt9
=board_notice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1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3.8)
  http://www.women21.or.kr/tc/issue/4491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UN Economic, Social Council President urges action ‘now’ to bolster health systems 

in Ebola-hit countie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090
○ [UN] States agree key document on route to climate change agreemen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082
○ [UN] UN expert warns African governments against privatizing basic education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075#
○ [UN] Partnerships key for future development agenda, says UN Economic, Social Council   
   Presiden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074
○ [UN] UN-hosted Forum opens in New York, seeks to identify aims on women’s health for  
   post-2015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064
○ [UN] UN rights report points to ‘increasing regularity’ of attacks on girls seeking education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032
○ [The Guardian] Aid money for development projects in Nepal linked to child labour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feb/12/aid-money-development-pro
jects-nepal-child-labour

○ [The Guardian] Aid billions yet to make a difference in fragile states, UK watchdog says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feb/12/aid-billions-fragile-states-icai-dfid

○ [The Guardian] Julia Gillard: the world must target quality education for all children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feb/13/julia-gillard-quality-educatio
n-for-all-children-sustainable-development-goals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KOICA] 개발과 이슈(23호) 물과 분쟁,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첨부파일1>
  http://www.koica.go.kr/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2>
  http://www.alio.go.kr/alio/information/i_notice_view.jsp?b_code=6&idx=38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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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ᐧ분석기사                             
○ [조세일보] OECD 아-태 BEPS 회의성료, “다국적 조세회피 근절” (2.1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2/20150216249242.html
○ [헤럴드경제] 한국수자원공사, ‘물안보 위한 ODA전략개발 세미나 개최’ (2.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13000755&md=20150213151021_BL
○ [아시아경제] 한국 47년만에 식량원조 받는 나라 공식 졸업 (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1208475004105
○ [경기일보] 코이카, 2015년도 대외무상원조사업 발주계획 게시..“ODA사업 참여하세요” (2.1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822
○ [프라임뉴스] 건보공단, 중남미 국가 대상 건강보험 세일즈 나서 (2.12)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299436
○ [내일신문] 인터뷰,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보건외교, 새로운 형태의 외교될 것” (2.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39027
○ [이코노믹리뷰] 해외지원은 한국과 기업의 친구 만드는 일, 김용목 코이카 이사장 인터뷰 (2.11)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92
○ [내일신문] 10년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5~6%.. 미, 중 각축전 벌여 (2.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39028
○ [국민일보] 임항칼럼, 잊혀진 녹색성장 베트남에서 만나다 (2.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56492&code=11171380&cp=nv
○ [한국일보] 저개발국 빈곤층 위해… 맞춤형 값싼 기술 세상을 밝히다(2.11)
   http://www.hankookilbo.com/v/ae1c809ee37849b5bc53044d1eb446e4
○ [연합뉴스] 일본, 타국군 지원 가능토록 ‘ODA 대강 개정 (2.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0/0200000000AKR20150210080000073.HTML
?input=1195m

○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잇단 잡음.. 등돌리는 시민(2.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9000294&md=20150209095924_B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