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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39호 (2014. 5. 12 –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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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제23차 EBRD 연차총회」 참석 (5.14-15/바르샤바)  [파일첨부]
               - 수원국의 금융안정⦁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새로운 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체제전환 지원 발표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신탁기금에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재원으로 올해 300만 달러 출연약정서 체결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69

         ◯ 기획재정부-IBD, 「Korea Week」 개최 (5.13-15/워싱턴)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4-05-13&runno=4090662

공공기관                            
                           
         ◯ 농축산검역본부, 「ASEAN 개도국 전문가 초청 식물검역과정 연수」 실시 예정 (~5.3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6/0200000000AKR20140516176300030.HTML?from=search

         ◯ KOICA-USAID, 「모자보건 포럼」 개최 예정 (5.29)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4/0200000000AKR20140514159400371.HTML?from=search
         
         ◯ 수출입은행, 「제2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5.15)
               - EDCF를 활용한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방안 논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044

         ◯ KOICA, 「차세대 개발교육 워크숍」 개최 (5.13)
               - 개발교육에 관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강화⦁차세대 개발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3/0200000000AKR20140513080300371.HTML?from=search 

시민사회⦁학회                     
                
         ◯ 국제보건의료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예정 (5.23)
               - 주제 : 한국의 ODA 보건의료 전략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3/0200000000AKR20140513173300371.HTML?from=search
   
         ◯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예정 (5.20)
               - ▲주최 :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 주관 :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등 
               ☞ http://www.goodneighbors.kr/intro/notice/notice.asp?bidx=HQ_notice&bBranch=0&bMode=view&bSearchItem=&bSearchText=&status=&bCategory=&bPn=1&bUID=499229
        
         ◯ KAIDEC, 「2014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5.17)
               - 주제 : 21세기 원조와 민관협력의 조화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2/0200000000AKR20140512119900371.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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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39호 (2014. 5. 12 – 5. 18)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Speak up, speak out' against homophobia, UN urges on International Day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815#.U3fl29gwBMs

     ◯ [UN] Indigenous Forum opens: highligh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772#.U3fmgNgwBMt

     ◯ [FAO]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role of insects in sustainable food production
              ☞ http://www.fao.org/news/story/en/item/231798/icode/

     ◯ [ITU] Broadband and ICTs for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 President Park Geun-hye of Republic of Korea receive 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Award 
              ☞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4/25.aspx#.U3fpkNgwBMs
     

     ◯ [OECD] Media Advisory: Launch of the African Economic Outlook 2014 (19 May 2014)
              ☞ http://www.oecd.org/dev/emea/media-advisory-launch-african-economic-outlook-2014.htm

     ◯ [ODI UK water forum : water equity in the new development era (15 May 2014)
               ☞ http://www.odi.org.uk/events/3524-major-challenges-facing-water-services-resource-management-post-2015
     

     ◯ [World Bank] Private Equity - A Powerful Force for Development
              ☞ http://www.ifc.org/wps/wcm/connect/corp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ifc+news/news/privatesectorsolutionsgfordevelopment/storydetailpage_pe

     ◯ [Investors Fresh News] World Bank eyes global poverty line rise 
          : “the bank’s poverty line needed to be raised from the $1.25 a day measure to as much as $1.75 a day 
          based on the new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
              ☞ http://investorsfreshnews.com/2014/05/09/world-bank-eyes-global-poverty-line-rise/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ODI] What is political voice, why does it matter and how can it bring about change? (May 2014)
         ☞ http://www.odi.org.uk/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8950.pdf  [파일첨부] 
     

     ◯ 국무총리실, 「4.14일 시민단체와의 ODA 정책간담회 자료」 (5.16)  
         - ▲'14년도 ODA 추진계획 및 통합평가계획 ▲GP 멕시코총회 준비현황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계획 등
            ☞  http://www.odakorea.go.kr/hz.blltn.PolicySl.do?blltn_div=oda&&brd_seq=9&bltn_seq=162  [파일첨부]

칼럼ᐧ사설ᐧ분석기사                  
     
     ◯ [Newsweek] INTO AFRICA - 한국식 개발원조 모델 필요하다 (5.19)
         ☞ http://magazine.joins.com/newsweek/article_view.asp?aid=301634        
   

     ◯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확보, 총성 없는 전쟁 (5.16)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15010005785
     

     ◯ [뉴스1] <인터뷰> 김행, "행복한 한국은 양성평등복지국가" (5.14)
         ☞ http://news1.kr/articles/1674370

     ◯ [조선일보] 지난 5년간 공익 위해 대활약한 인물·단체·정책은? (5.13)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2690.html
  

     ◯ [조선일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강화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5.13)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2574.html
   
     ◯ [환경일보] <사설> 녹색ODA 신중히 하라 (5.12)
         ☞ http://www.hkbs.co.kr/?m=bbs&bid=opinion1&uid=30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