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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0호 (2014. 5. 19 –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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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제3차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5.27)
               - ▲개발분야 공동협력사업 ▲부산글로벌파트너십 ▲Post-2015 개발의제 ▲PPP 경험공유 방안 등 논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6_0012942620&cID=10102&pID=10100 

         ◯ 외교부-WFP, 「한국-WFP 기본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식 (5.22)
               - 1968년 원조협정을 종료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
               - 20일, 어서린 커즌 WFP 사무총장 방북⦁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 후 방한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22/0200000000AKR20140522138151043.HTML?from=search

         ◯ 기재부, 「남미⦁아프리카 공무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 실시 예정 (5.26-6.6)
               - OECD DAC의 국제기구 ODA사업인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사업' 프로그램 일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23/0200000000AKR20140523132500002.HTML?from=search 

         ◯ 기재부, 「제23차 유럽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결과 보고 (5.19)  [파일첨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4-05-16&runno=4090691 

         ◯ 기재부, 「제7차 GCF 이사회」 개최 (5.18-21)  [파일첨부] 
               - ▲녹색기후기금 사업모델에 성공적으로 합의 ▲초기 재원조성 논의 착수 ▲6월말 제1차 공여국 회의 개최 등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0755&hdnTopicDate=2014-05-22&hdnPage=1 

공공기관                            
                           
         ◯ KOICA-USAID, 「모자보건 포럼」 개최 예정 (5.29)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4/0200000000AKR20140514159400371.HTML?from=search
  
         ◯ 수출입은행-에티오피아, 차관제공 약정서 체결 (5.22)
               -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EDCF 형식으로 1억 달러 제공 
               ☞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3728&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N02_90&code_tp_up=N02&code_tp_nm=TA 
       
         ◯ KOICA-GTC,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체결 (5.21)
               - ▲친환경 지역개발 사업 공동 추진 ▲녹색기술 관련 특화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분야 등 협력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21/0200000000AKR20140521177300371.HTML?from=search 

시민사회⦁학회                     
            
         ◯ 월드비전-KCPE-UNICEF,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기념 포럼」 개최 예정 (6.10)
               - 주제: 경제성장과 아동인권 -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의 역할 모색
               ☞ http://www.worldvision.or.kr/business/dataCenter/worldNews/worldNews_view.asp?b_seq=11849 
    
         ◯ 국제보건의료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5.23)
               - 주제 : 한국의 ODA 보건의료 전략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3/0200000000AKR20140513173300371.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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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0호 (2014. 5. 19 – 5. 25)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Time running out' to stop rising CO2 levels as average hits new high, UN reports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892#.U4R6ENgwBMs 

     ◯ [UN] On Africa Day, Ban urges leveraging continent's potential for the good of all people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887#.U4R6utgwBMs 

     ◯ [UN WOMEN] calls on global citizens to bring gender equality into focus
              ☞ http://www.unwomen.org/en/news/stories/2014/5/press-release-beijing-plus-20-launch 
    

     ◯ [WFP] WFP Executive Director Commends Republic Of Korea On Taking Up Zero
        Hunger Challenge (23 May 2014) 
              ☞ http://www.wfp.org/news/news-release/wfp-executive-director-commends-republic-korea-taking-zero-hunger-challenge
 

     ◯ [FAO] Report highlights growing role of fish in feeding the world
              ☞ http://www.fao.org/news/story/en/item/231522/icode/ 

     ◯ [OECD]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4 (1 July 2014, Paris)
              ☞ http://www.oecd.org/newsroom/upcomingevents/ 
     

     ◯ [OECD] Rising air pollution-related deaths taking heavy toll on society (21 May 2014)
              ☞ http://www.oecd.org/newsroom/rising-air-pollution-related-deaths-taking-heavy-toll-on-society.htm 
  

     ◯ [SIDA] 올해 대북 지원사업에 58억원 책정 (VOA 인용)
           - 지난해 508만 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한 570만 달러(58억4천여만원) 배정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21/0200000000AKR20140521038600014.HTML?from=search 
     

     ◯ [교토통신] 日, ODA 대상 사업에 타국 군대 지원 검토…군사적 전용 우려도
              ☞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4/05/090142.html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4    
         ☞ http://www.fao.org/3/a-i3720e.pdf  [파일첨부] 

     ◯ 국무조정실, 「중점협력국 26개국 국가협력전략(CPS) 모음」 (5.23)  [링크참조]
            ☞  http://www.odakorea.go.kr/hz.blltn.PolicySl.do?bltn_seq=164&sys_cd=&brd_seq=9&attc_doc_id=14007216995164PQRBV66AZZAPYX2G1T2&blltn_div=oda&keyword_top= 
    
     ◯ 국무조정실, 「2013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차보고서(국·영문)」 (5.22)  [파일첨부]
            ☞ http://www.odakorea.go.kr/hz.blltn.PolicySl.do?bltn_seq=163&sys_cd=&brd_seq=9&targetRow=&blltn_div=oda&searchKey=01&keyword 

칼럼ᐧ사설ᐧ분석기사                  
     
     ◯ [新東亞] ‘선왕’이 일궈 물려준 국가 온 백성 잘살게 하는 게 보답 (2014년 5월호)
         - 동정민 기자의 <여기는 청와대> 
         ☞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4/04/23/201404230500023/201404230500023_1.html     
   
     ◯ [한국경제] 한국 기업에 기회 줄 '모디노믹스' (5.24)
         - 조충제, 대외경제정책硏 부연구위원·인도남아시아팀장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309001
     
     ◯ [중앙일보] 한국 '원조 받는 나라' 공식 졸업 (5.23)
         - UN WFP와 46년 만에 협정 종료, '주는 나라'로 파트너십 다시 정립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23/14339899.html?cloc=olink|article|default

     ◯ [한국경제] 亞의료시장 공략 나서는 日…미쓰비시, 필리핀에 병원 10개 짓는다 (5.22)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124771

     ◯ [한겨레] 넓은 세계가 나를 부른다…신세대들 해외창업 바람 (5.20)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806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