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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37⦁38호 (2014. 4. 28 – 5. 11) 

▢ 국내동향 [국회ᐧ행정부ᐧ공공기관ᐧ시민사회ᐧ주요언론]

국 회                             
※ 입법 모니터링 대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 2014. 4. 24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 2건, 외교위 의결 (대안반영폐기)
                - 해외인력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김영우 의원실)
                - 투명성 증진, 부정·부패 방지 계획 추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권한 부여 등 (우상호 의원실)

         ◯ 2014. 4. 24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1건, 외교위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수정가결)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적용 (심재권 의원실)
        

         ◯ 2014. 4. 10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외교위 상정 
                - 해외 긴급 재난 구호 필요시 정부 결정으로 긴급 파병 후 사후적 국회 승인 (손인춘 의원실)

         ◯ 2014. 4. 10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외교위 상정  
                -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 (김태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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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2. 18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외교위 상정 (안홍준 의원실)
                -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소집, 재난발생지역 현지조사 실시 등 관련 조항 신설
            ----------------------------------------------------------------------------------------------------------------------
         ◯ 2013. 12. 17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 1건, 법안심사 제2소위 상정 
                - 사업간 중복 방지 관련 개정안 (안홍준 의원실)
 

         ◯ 2013. 12. 1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 2건, 외교위 상정 
                - 비구속성 협력 비율 확대 관련 개정안 (안홍준 의원실) 
                - 국제개발협력주체에 민간기업 포함 관련 개정안(심재권 의원실) 

행정부 [국내소재 정부간 기구 포함]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 연계형 경협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논의 (5.1)  
               - 저개발 신흥국들과 FTA 본격 추진을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투자 지원 전략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85141

         ◯ 외교부,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방재건팀(PRT) 임무 다음 달 공식종료 발표 (5.9)
               - 협의채널 담당 외교관과 KOICA 등 관련 인원 40명 바그람 기지 체류 (PRT에서 ODA로 지원형식 변화)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09/0200000000AKR20140509039500043.HTML?from=search

         ◯ 외교부, OECD 연례 각료이사회 조태열 제2차관 참석 (5.5-6)
                - 포스트-2015 개발목표 이행방안으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활용 제시 
               ☞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405050100038550001775&cDateYear=2014&cDateMonth=05&cDateDay=05

         ◯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5.2)  
               ☞ http://www.odakorea.go.kr/hz.blltn.NewsSl.do?blltn_div=oda&brd_seq=2&bltn_seq=1738  [파일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개발 컨설팅 사업」 신설 (4.29) 
               -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확대, 한국 기업의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9/0200000000AKR20140429089300003.HTML?from=search  [파일첨부]

         ◯ 외교부, 「외교부 ODA 독립패널」 출범 (4.28)
               - ODA 정책과 사업 집행을 점검, 제언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위원장=김성환 前 외교부장관)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8_0012883545&cID=10304&pID=10300

공공기관                            
                           
         ◯ 산림청, 「제3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5.7)
               - ▲조림투자 협력 ▲REDD+ 시범사업 추진 ▲산림연구협력 등 현안 논의
               ☞ http://news1.kr/articles/1665229

         ◯ KDI국제정책대학원-세계은행, 「개발협력 성과평가 국제워크숍」 개최 (5.5-9)
               - ▲영향평가 실행 및 방법론 ▲성과측정의 기술적 요소 ▲개별 프로그램 영향평가 디자인 등 논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504000041

         ◯ KOICA, 「2015년도 민관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4.29)
               ☞ http://www.nocutnews.co.kr/news/4019235
         
         ◯ KOIC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앙골라 수산자원조성 기술연수」 실시 (4.28)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430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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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37⦁38호 (2014. 4. 28 – 5. 11)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Addressing General Assembly, UN officials spotlight vital role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723#.U2_RedgwBMs

     ◯ [UN] UN chief warns still 'too many sitting on the fence', urges bold leadership
        on climate change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721#.U2_SEtgwBMs

     ◯ [UN] On World Day, UN cites press freedom as critical to reaching development goals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714#.U2_SlNgwBMs

     ◯ [UN] WHO/UNICEF highlight need to further reduce gaps in access to improved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 http://www.who.int/mediacentre/news/notes/2014/jmp-report/en/

     ◯ [UNFCCC] UN climate chief urges greater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693#.U2_V59gwBMs

     ◯ [FAO] Global recognition for traditional farming systems in China, Iran and South Korea  
              ☞ http://www.fao.org/news/story/en/item/230966/icode/
     

     ◯ [OECD] OECD Week 2014 (Paris, May 5-7)
          -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 Forum
              ☞ http://www.oecd.org/general/oecd-week.htm

     ◯ [Oxfam] Rewriting global tax rules could increase developing countries’ corporate 
         tax revenues by over 100%
               ☞ http://www.oxfam.org/en/pressroom/pressrelease/2014-05-02/rewriting-global-tax-rules-could-increase-developing-countries%E2%80%99-co
     

     ◯ [The New York Times] Obama to Give Push on Climate
              ☞ http://www.nytimes.com/2014/05/09/us/politics/obama-to-give-push-on-climate.html?_r=1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ILO] Fair migration: Setting an ILO agenda (Conference paper, 09 May 2014)
         ☞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242879.pdf  [파일첨부] 
  
     ◯ [ODI] The development implications of the fracking revolution 
         ☞ http://www.odi.org.uk/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8886.pdf  [파일첨부] 

     ◯ [Health Resource Facility] Links between nutrition, inequality and insecurity in Asia Pacific region  
         ☞ http://www.odi.org.uk/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8942.pdf  [파일첨부]

     ◯ [OECD] Declaration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6 May 2014)
              ☞ http://www.oecd.org/mcm/MCM-2014-Declaration-Tax.pdf  [파일첨부]

칼럼ᐧ사설ᐧ분석기사                  
           
     ◯ [건설경제신문] 건설업계 “日 JICA자금 활용사업 잡아라” (5.7)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5061135078780403
     
     ◯ [The Korea Herald] Boosting overseas aid: Seoul needs programs tailored to recipients (5.7)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40507000879&md=20140510005233_BK
     
     ◯ [조선비즈] FCPA(美 해외부패방지법)는 발등에 떨어진 불 (4.30)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30/2014043001235.html

     ◯ [한국일보] 한국을 부르는 공적개발원조 (4.30)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404/h20140429210517136130.htm

     ◯ [한겨레] 오준 UN ECOSOC 부의장, “평화 없이 개발 어렵고 인권 없인 평화도 어렵죠” (4.28)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3487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