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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78호 (2015. 4. 2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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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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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 2014. 11. 24일,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위원회심사
 - 개도국 빈곤 및 질병 퇴치 지원을 위한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출국하
는 자에게 1천원 징수 등 (심윤조 의원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2014. 12. 8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폐기 
 - 국제협력의사의 복무요건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 방지 등 (김성찬 의원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2014. 11. 6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 기업에게 낮은 대출이율 책정, 지원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의 다양화, 결산순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 등 (나성린 의원실) 

<한국국제협력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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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2. 18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 사업평가 보고, 사업현장 방문조사 후 보고 의무화 등 (안홍준 의원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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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8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위원회 심사 (안홍준 의원실) 
-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소집, 재난발생지역 현지조사 실시 등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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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기재부 「최 부총리, 우즈벡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협력」 보도자료 발표 (5.2) <첨부파일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
&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4500&hdnTopicDate
=2015-05-02&hdnPage=1

○ 외교부 「2016년도 범부처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조정안 확정」 (4.30) <첨부파일2>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네팔 지진피해 지원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추가 파견 및 50만불 규모 현물지원 실시」 (4.29)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 2016년 KOICA 민관협력 사업 공모 안내」  (4.30)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라오스의 개발 애로 해소 위해 불발탄 제거 시작」 보도자료 발표 (5.4)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확산에 앞장서다!!」 보도자료 발표 (4.28)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지원해 스리랑카 콜롬보 도시 선진화 돕는다」 보도자료 발표 (4.28)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아프리카에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개발협력 가동!」 보도자료 발표 (4.27) 
   http://www.koica.go.kr/

시민사회                            
○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신설 석사과정(개발협력학과)을 소개합니다.」 (5.4)

http://graduate.sejong.ac.kr/contents/graduate/cor/examschedule.html
○ KCOC 「교육: PCM 기본과정 모집 (회원단체 실무자)」 (5.7~8)

http://www.ngokcoc.or.kr/
○ KCOC 「공모: 2015년 실무자 네트워크를 위한 STUDY GROUP」 (~5.10)
   http://www.ngokcoc.or.kr/
○ 환경재단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제4회 그린아시아포럼>」 (5.11)

http://www.greenfund.org/greenfund/infomation/notice_view.jsp?pCurrentPage=&pBBSCode=
869&pRowNum=2&pSearchType=TITLE&pSearchValue=

○ 환경재단 「2015 그린아시아포럼: 아시아의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전환」 (5.12)
http://www.greenfund.org/greenfund/infomation/notice_view.jsp?pBBSCode=867

○ 글로벌투게더 「국제보건의료 워크샵, Global Health and Impact」 모집 (5.8,9,15,16)
http://www.ngokcoc.or.kr/

○ 월드투게더, 「2015 아프리카인 이해 세미나 개최! (개발협력 및 지역별이슈)」 (5.29~30)
http://www.worldtogether.or.kr/ko/bbs/board.php?bo_table=b05_01&wr_id=275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New UN guide aims to address mental health needs in humanitarian emergencie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778#.VUmoefntlBc
○ [UN]New sustainability agenda must harmonize humanity's relationship with planet – UN 

Assembly Presiden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706#.VUmpg_ntlBc

○ [UN] UN responds to destruction, displacement in wake of Nepal earthquak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0694#.VUmqp_ntlBc

○ [Guardian] Nepal earthquake: learn lessons or more will die in future disasters, warns expert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pr/29/nepal-earthquake-disaster-r
esponse-risk-management

○ [Guardian] Millennium development goal 2: 15 achievements on education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pr/23/millennium-development-go
al-2-15-achievements-on-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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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European Report on Development] Combining finance and policies to implement a transformativ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첨부파일3>
http://erd-report.com/erd-reports/erd5-2015/report/

○ [CGD] Guarantees, Subsidies, or Paying for Success? Choosing the Right Instrument to 
Catalyze Privat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첨부파일4>
http://www.cgdev.org/publication/guarantees-subsidies-or-paying-success-choosing-right-instru
ment-catalyze-private

○ [EDCF] 연구용역_최빈국(LDC) 및 고채무빈국(HIPC)에 대한 EDCF 지원방안 연구 <첨부파일5>
http://www.edcfkorea.go.kr/edcf/bbs/puba/list.jsp?bbs_code_id=1311914922967&bbs_code_tp=BBS_4

칼럼ᐧ분석기사                             
○ [국민일보] 오세훈, 페루·르완다서 1년간 시정자문단으로 활동한 경험담 책으로 펴내 (5.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64954&code=11110000&cp=nv
○ [연합뉴스] 한국, 모디 인도총리 방한 때 10조원대 자금지원 약속 예정 (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5/0200000000AKR20150505077500077.HTML?input=1195m
○ [한국경제] 세계 리더들, 내달 인천 세계교육포럼에 '총출동' (4.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836871

○ [한국경제] HR포럼 10년 기념 심포지엄도 (4.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836801

○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베트남 여성문제, 정책 연구로 해결 (4.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7/2015042702300.html

○ [아시아경제] 특허청, 나눔과 적정기술로 개발도상국 돕는다 (4.2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21394062487

○ [머니투데이뉴스] 한동대, 2015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보고 및 평가회의 (4.2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911247434036&outlink=1

○ [레디앙] 두 개의 발전소, 그러나 전기는 부족, 왜? (4.30)
http://www.redian.org/archive/87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