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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1호 (2014. 5. 26 – 6. 2) 

▢ 국내동향 [국회ᐧ행정부ᐧ공공기관ᐧ시민사회ᐧ주요언론]

국 회                             
※ 입법 모니터링 대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 2014. 5. 23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외교위 회부 
                - 국제협력의사의 복무요건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 방지 (김성찬 의원실)  [의안첨부]  

         ◯ 2014. 4. 25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1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적용 (심재권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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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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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ODA 사업 통합평가 과제 선정⦁집중평가 수행」 해명 (6.2) 
               - 언론 비판에 대한 해명 (5.30일자 세계일보, “한강의 기적 알리는 초청연수사업 주먹구구식“)
               ☞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79552&call_from=naver_news

         ◯ 대외경제장관회의, 경협-FTA-개발협력 연계ㆍ융합한 해외시장 개척 구상 논의 (5.29)  
               ☞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0823&hdnTopicDate=2014-05-29&hdnPage=1 

         ◯ 외교부, 「韓-캄보디아 무상원조 기본약정서」 체결 (6.2) 
               - ▲ 새마을운동 연수원 설립 ▲30개 시범마을 선정 ▲ 고위관리 대상 농촌개발 컨설팅 제공 등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2/0200000000AKR20140602164500084.HTML?from=search

         ◯ 외교부, 글로벌 펀드와 아프리카 공동진출 적극 검토 언급 (5.27) 
               - 윤병세 장관, ‘韓-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 연설에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방안 시사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714500311771

         ◯ 외교부, 「제3차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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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KOICA, 「제23회 개발협력포럼」 개최 (6.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4/0200000000AKR20140514159400371.HTML?from=search

         ◯ KOICA-USAID, 「모자보건 포럼」 개최 (5.29)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4/0200000000AKR20140514159400371.HTML?from=search

         ◯ KOICA-CJ그룹, 「베트남 새마을 CSV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5.27)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528000258 
  
         ◯ 수출입은행-모잠비크 재무부, 차관공여 계약서 체결 (5.26)  [파일첨부] 
               - 남풀라-나메틸 도로건설,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에 총 1억2400만 달러 EDCF 제공
               ☞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3774&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N02_90&code_tp_up=N02&code_tp_nm=TA 
       

시민사회⦁학회                     
            
         ◯ 월드비전-KCPE-UNICEF,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기념 포럼」 개최 예정 (6.10)
               ☞ http://www.worldvision.or.kr/business/dataCenter/worldNews/worldNews_view.asp?b_seq=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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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1호 (2014. 5. 26 – 6. 2)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Youth2015: young people unite at UN forum to shape future development agenda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39#.U44JLfl_tK4 

     ◯ [UN] Mayors on frontline of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 UN HABITAT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24#.U44MMtgwDIU 

     ◯ [ILO] Majority of people lack proper social protection, UN agency reports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44&Cr=social+protection&Cr1=#.U44IRPl_tK4 
     

     ◯ [FAO] Urgent action needed to safeguard genetic diversity of world’s forests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43#.U44I7vl_tK5 
     

     ◯ [OECD] Fourth Annual High-Level Anti-Corruption Conference for G20 Governments
        and Business (11 June 2014, Rome)
              ☞ http://www.oecd.org/daf/anti-bribery/g20-anticorruption-2014.htm 
     

     ◯ [OECD] Global Forum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6-27 June 2014, Paris)
              ☞ http://mneguidelines.oecd.org/globalforumonresponsiblebusinessconduct/#d.en.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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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Guardian] Worried about immigration? Try living in a developing country
              ☞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overty-matters/2014/may/30/immigration-policy-migrants-labour-recipient-countries 

     ◯ [New York Times] 캄보다아 인권운동가 소말리맘, 성노예 피해 조작해 모금
           -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국제개발원조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30/0200000000AKR20140530138000009.HTML?from=search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ODI] Humanitarian history in a complex world (May 2014)
            ☞ http://www.odi.org.uk/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8975.pdf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3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5.29)
         - 온라인 플랫폼(www.kdevelopedia.org), 기획재정부 KSP 공식 홈페이지(www.ksp.go.kr)에서 무료 제공
            ☞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5/dh20140529091128137780.htm 

     ◯ 국무조정실,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 공개 (5.28)  [파일첨부] 
         - 4.15-16일, 부산파트너십 이행점검을 위한 멕시코 고위급회의 개최
         ☞ http://www.odakorea.go.kr/hz.blltn.NewsSl.do?bltn_seq=1770&sys_cd=&brd_seq=2&targetRow=&blltn_div=oda&top_menu_id=&left_menu_id=&sub_menu_id=&searchKey=01&keyword=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영문 ODA 브로셔」 발간 (5.28)  [파일첨부]
         - 한국 ODA의 개괄적인 역사, 추진체계 및 현황 등 소개
            ☞ http://www.odakorea.go.kr/hz.blltn.PolicySl.do?blltn_div=oda&&brd_seq=9&bltn_seq=165

칼럼ᐧ사설ᐧ분석기사                  
     
     ◯ [서울경제] 블루오션으로 다가오는 인도 / 이준규 駐 인도 대사 (6.2)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6/e2014060120264596930.html   
  
     ◯ [헤럴드경제] <CEO칼럼 - 김재수> 필리핀 농업의 교훈 (6.2)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02000585&md=20140603003741_BK 
   
     ◯ [이코노미조선] 아쇼카펠로우는 마르지 않는 혁신 샘물 (6월호)
         - 혁신 기업가 네트워크 아쇼카한국 이혜영 대표  
         ☞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3&t_num=7649&img_ho=

     ◯ [연합뉴스] "한국,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30/0200000000AKR20140530171500008.HTML?from=search 

     ◯ [국제신문] 우리가 인도네시아 화산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다 (6.1)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40602.2202620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