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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간 : 2013. 9. 2 - 9. 8  

3월-2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72호 (2015. 3. 9 - 3. 15) 

▢ 국내동향 [국회ᐧ행정부ᐧ공공기관ᐧ시민사회ᐧ주요언론]
국 회                                  
※ 입법추적 법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 2014. 3. 9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1건, 체계자구심사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현실화 하고 형벌로서의 기능 회
복 등 (신경민 의원실)
◯ 2015. 2. 17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심사 
 -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을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을 명시,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포함 (김우남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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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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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빈곤퇴치기금을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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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 격리 관찰 해제」 보도자료 발표 (3.15)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정부, 글로벌 재난경감 논의를 위한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참석」 보도자료 발표 (3.14)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KOICA-KAIDEC 2015년도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 공모」 (~3.20) <첨부파일1>
   http://www.koica.go.kr/
○ KOICA, 「한중일 개발협력과 글로벌 CSR 포럼」 보도자료 발표 (3.18)
   http://www.koica.go.kr/
○ KOICA, 「2015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사업설명회」 보도자료 발표 (3.19)
   http://www.koica.go.kr/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1X4Q0Z7N2C2U1R5O5R3Q3B8N7W9R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Y4N0A5E0Z1E1B5P1R2H1A6P6O3J3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http://www.koica.go.kr/
http://www.koica.go.kr/
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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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 ODA Watch, 「부적절하고 구태의연한 ODA 중점협력국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3.17) <첨부파일2>
   http://www.odawatch.net/voice/466495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체포, 구금된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석방과 탄압 중단 

기자회견」 예정 ( 3.18 오전 11시 중국대사관 앞) <첨부파일3>
○ KCOC 「현지 NGO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3.19) 
   http://www.ngokcoc.or.kr/
○ KCOC,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지역 민간단체 조기복구사업 결과보고회」 (3.26)
   http://www.ngokcoc.or.kr/
○ 참여연대 「2015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 1」 (3.31)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243656
○ 아름다운재단 「2015년 상반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4.9)
   http://www.beautifulfund.org/?c=2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UN spotlights key role of evaluation in new development agenda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319#.VQZwMo6sVr0
○ [UN] Sendai: UN disaster risk reduction conference key to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311#.VQZwko6sVr0
○ [UN] In new report, UN agency promotes ‘agrocorridors’ as economic driver for 

developing countrie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295#.VQZxlY6sVr0
○ [Guardian] Ambitious goal of universal education needs $22bn annually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mar/11/universal-educatio
n-shortfall-22bn-annually-unesco

○ [Guardian_Opinion] We must reclaim the climate change debate from the political extremes
   (Mark Lynas)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mar/12/climate-change-reclaim-debate-
political-extremes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KOICA] 제26회 개발협력포럼 발표자료 <첨부파일4>

 http://www.koica.go.kr/
○ [ODI] Revitalising evidence-based policy for a Post-2015 Disaster Risk Reduction Framework    
   <첨부파일5>

http://www.odi.org/publications/9328-revitalising-evidence-based-policy-post-2015-disaster-ris
k-reduction-framework

칼럼ᐧ분석기사                             
○ [문화일보] 글로벌 에세이 방글라데시의 꿈 (3.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31101033730000001
○ [건설경제] 해외 수주 키워드는 자금조달 능력 (3.11)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00917188250043
○ [세계일보] 인천 ‘몽골 희망의 숲’ 사업 지속 (3.1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10/20150310005670.html?OutUrl=naver
○ [MK뉴스] 중국·중앙아시아에서 산림복원 韓流 이끈 수프로 (3.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9462

http://www.odawatch.net/voice/466495
http://www.ngokcoc.or.kr/
http://www.ngokcoc.or.kr/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243656
http://www.beautifulfund.org/?c=2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319#.VQZwMo6sVr0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311#.VQZwko6sVr0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295#.VQZxlY6sVr0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mar/11/universal-education-shortfall-22bn-annually-unesco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mar/12/climate-change-reclaim-debate-political-extremes
http://www.koica.go.kr/
http://www.odi.org/publications/9328-revitalising-evidence-based-policy-post-2015-disaster-risk-reduction-framework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31101033730000001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0091718825004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10/20150310005670.html?OutUrl=naver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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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스앤뉴스] 현대차, 드림센터 통해 저개발국가 적극 지원 (3.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151

○ [뉴스1코리아] 믹타 "유엔, 여성·여아 인권증진 위해 적극 나서야" (3.9)
http://news1.kr/articles/?2128351

○ [엔지니어링데일리] 벌금만 1조, 18개월 부정당제재 받은 Alstom…한국 여파는? (3.9)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1

○ [엔지니어링데일리] 현대로템, 일본JICA로부터 4개월 부정당제재 (3.11)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

○ [파이넨셜뉴스] 산업부, 올해 ODA에 150억원 지원
http://www.fnnews.com/news/201503121756127071

○ [경기일보] 성남시,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에 4년째 도움 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펼쳐 (3.13)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106

○ [주간무역]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국제협력 좋은 사례(3.16)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4565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151
http://news1.kr/articles/?2128351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1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
http://www.fnnews.com/news/20150312175612707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106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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