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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2호 (2014. 6. 3 –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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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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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베트남 하노이 빈틴 교량 준공식」 (6.8)
               - 한국 정부가 EDCF 1억달러(1천22억원)를 투입한 최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8/0200000000AKR20140608041000002.HTML?from=search

         ◯ 외교부, 「한-미얀마 외교장관 회의」 개최⦁「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 (6.5) 
               - 한국은 미얀마의 4대 투자국(‘13년 누적 43억불), 미얀마는 한국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14년 ODA 2억불)
               ※ 12월 예정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관련, 현재 ASEAN 의장국인 미얀마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87 
         

공공기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개도국 대상 농업정책 연수」 진행 예정 (6.9-20)
               -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 회원국 공무원 20명 대상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5/0200000000AKR20140605241800030.HTML?from=search 
  
         ◯ KOICA, 「2014년도 제2회 KOICA사업 및 원조조달 통합 설명회」 개최 예정 (6.1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947207

         ◯ KOICA, 「몽골 야르막 신도시 용수 공급사업 준공식」 개최 (6.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947341  

         ◯ KOICA-성남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및 해외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6.3)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192&cID=10803&pID=10800 

         ◯ 경남교육청, 네팔 교육지원 사업 「제1회 교육 ODA 콘퍼런스 우수 사례」 선정 (6.3)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3/0200000000AKR20140603143100052.HTML?from=search 
       

시민사회⦁학회                    
            
         ◯ ODA Watch, 「2014 여름 국제개발협력 집중 워크숍」 개최 예정 (7.1-24)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3/0200000000AKR20140603168300371.HTML?from=search  

         ◯ 월드비전-KCPE-UNICEF,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기념 포럼」 개최 (6.10)
               ☞ http://www.worldvision.or.kr/business/dataCenter/worldNews/worldNews_view.asp?b_seq=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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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2호 (2014. 6. 3 – 6. 9)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Annual UN review focuses on youth with disabilities, advancing inclusive development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004#.U5dNydgwBMs 
    

     ◯ [UN] In final charge to UN rights council, top official urges universal protections for all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006#.U5dNYtgwBMs 
 

     ◯ [UN] At least 62 dead in deadliest boat tragedy in Red Sea this year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76#.U5dOOdgwBMs 
     

     ◯ [UN] ‘The future starts now,’ Ban says at launch of UN Decade of Sustainable 
        Energy for All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69#.U5dPGtgwBMs 
     

     ◯ [UNDP]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n “frontline” in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 World Environment Day 2014
              ☞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4/06/05/-world-environment-day-2014-small-island-developing-states-on-frontline-in-battle-against-climate-change/ 

     ◯ [UNEP]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 urges UN on World Environment Day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65#.U5dP_tgwBMs 
     

     ◯ [FAO-WHO] Launch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2)
        to be held 19-21 November in Rome to address hunger and malnutrition 
              ☞ http://www.fao.org/about/meetings/icn2/news/news-detail/en/c/2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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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Guardi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ake shape as UN party narrows focus
              ☞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4/jun/04/sustainable-development-goals-take-shape-un-working-group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ODI] Delivering social protection in the aftermath of a shock: lessons from Bangladesh, 
        Kenya, Pakistan and Viet Nam (June 2014)  [파일첨부] 
            ☞ http://www.odi.org.uk/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8991.pdf 
  
     ◯ KDI, 「Analysis of Development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2014」
            ☞ http://cid.kdi.re.kr/report/oldart_list.jsp  

     ◯ KOICA,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와 수원국 역량진단」 (2014.5월)  [파일첨부] 
         -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개도국 역량개발 개념 도입 / 역량진단 / 역량진단법 활용사례 등
         ☞ http://lib.koica.go.kr/bbs/content/4_2006 

칼럼ᐧ사설ᐧ분석기사                  
     
     ◯ [파이낸셜뉴스] ‘제2·제3의 스마트폰’ 연구기관 간 유리벽 허물때 앞당길 수 있어 (6.9)
        - KIST 이병권 원장 인터뷰 - 해외 ODA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6090100065480003817&cDateYear=2014&cDateMonth=06&cDateDay=08 

     ◯ [중앙SUNDAY] 양지로 나온 숨은 돈 … 양곤엔 차 넘쳐 도로가 감당 못 해 (6.8)
         - 미얀마 르포 개혁·개방 2년의 현장을 가다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335 

     ◯ [건설경제신문] 베트남 인프라 분야에 PPP 확대 움직임에 주목 (6.5)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6031526494670065   

     ◯ [아시아경제] "2015년 ODA GNI 0.25%달성 위해 北 지원 ODA사업에 편입필요" (6.3)
         - 국제개발전략센터 이경구 이사, 한국외교협회지 기고문 '대외원조(ODA) 확대 왜 필요한가'에서 제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0309312426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