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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82호 (2015. 6. 1 –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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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계은행과 합동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가간 협력과 공유 본격화-제1회 KOREA-WB 조세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6.4-5)」 보도자료 발표 (6.4)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
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4846&hdnTopicDate
=2015-06-04&hdnPage=1

○ 외교부 「Post-2015 개발 의제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천명」 보도자료 발표 (6.2)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 천명」 보도자료 발표 (6.8)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UN 최대 인도지원기구인 WFP(세계식량계획)와 제1차 연례 정책협의회 개최」 (6.10)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한국 감사원과 공동으로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선진화를 위한 현지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발표 (6.3) 
   http://www.koica.go.kr/

시민사회·학계                            
○ KoFID 「개발재원(FfD) 정책토론회」 (6.9)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539&code=news
○ Global Fund 「국제보건 민관협력 세미나」 (6.10)

http://dak.koica.go.kr/kr/tidings/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1498
○ KCOC 「KOICA협력 국제개발협력 주요문서 강독세미나 4차」 (6.11) 
   http://www.ngokcoc.or.kr/
○ 로터스월드 「기후변화와 빈곤 워크숍」 (6.18)
http://lotusworld.or.kr/SmartEditor/upload/aaaU1432778040.png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Ending statelessness in Europe is realistic goal by 2024, UN refugee agency say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025#.VXei3M_tlBc
○ [UN] UN health agency dispatches team to Seoul after fourth death reported from MER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074#.VXelcc_tlBc
○ [UN] At UN-backed forum, Africa's least developed countries pledge to transform their 

economie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110#.VXemoc_tlBc

○ [Guardian] Without leadership over development finance, talks in July cannot succeed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n/05/without-leadership-develop
ment-finance-addis-talks-cannot-succeed-sdgs

○ [Guardian] First draf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poses gaps, warn NGOs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n/04/first-draft-sustainable-devel
opment-goals-exposes-gaps-warn-ngos

○ [Guardian] West must pay up to secure deal at Paris climate change summit, warns 
Fabius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jun/06/paris-climate-summit-deal-west-fin
ance-fabius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ODI] 10 things to know about development and the data revolution <첨부파일1>

http://www.odi.org/publications/9600-data-revolution-development-measurement-data2015
○ [ODI] Climate finance for cities: how can climate funds best support low-carbon and climate 

resilient urban development? <첨부파일2>
http://www.odi.org/publications/9422-climate-finance-cities-funds-support-low-carbon-res
ilient-urban-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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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ᐧ분석기사                             
○ [NEWSIS] 황우여 “교사 해외 파견, 국제 협력 조직 확대” (2015.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1_0013699852&cID=10205&pID=10200

○ [헤럴드 경제] 황무지엔 학교 기숙사가, 메마른 땅엔 우물이, 성남시 개발도상국 원조까지 (2015.6.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2000075&md=20150602075045_BL

[정책브리핑]Post-2015 개발 의제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천명 (2015.6.2)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522

○ [IT데일리] 한국 ‘범정부 EA’, 개도국서 관심 집중 (6.3)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4323

○ [약업신문] 한국, 개도국 위해 보편적 건강보험 경험 공유 자리 마련 (6.3)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85843

○ [뉴스웨이] 경희사이버대 세계시민교육 선두주자로 나서[2015.6.4]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060409203149209&md=20150604092220_AO

○ [세정신문] 기재부-세계은행,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6.4)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04979

○ [에이블뉴스] 아세안 5개국 한국 장애 정책 배워간다 (2015.6.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506051

02354347290

○ [NEWSIS 부산] 세네갈 대통령, 한국은 개발도상국 롤모델 (2015.6.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5_0013710398&cID=10811&pID=10800

○ [문화일보] 고윤화 기상청장, WMO 집행이사 당선 “개도국 지원 늘려 국제 리더십 강화”(6.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0501073621082001

○ [전기신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유력…시민사회 반발 (6.5)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24333

○ [매일경제] [김용-세계은행 총재 특별기고] 인류의 적 `가난`과 싸울 동반자를 환영하며 (6.7)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546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