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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83호 (2015. 6. 8 –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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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보도자료 발표 (6.12)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
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4966&hdnTopicDate
=2015-06-12&hdnPage=1

○ 외교부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보도자료 발표 (6.11)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송종국축구교실-다산네트웍스, 축구를 통한 개도국 봉사를 위해 손잡다」 보도자료 발표 (6.12)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독일원조기관 GIZ와 함께 몽골 국제기능대회 국가대표를 육성하다」 보도자료 발표 (6.12) 
   http://www.koica.go.kr/
○ KOICA, 「2014년도 평가결과 공유 워크숍 개최」 (6.30) 

http://www.koica.go.kr/

시민사회·학계                            
○ KoFID 「녹색기후기금(GCF)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6.30)

http://www.kofid.org/ko/news.php
○ KoFID 「제2차 ODA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6.24)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541&code=news

○ KOREFF 「2015 난민의 날 영화제」 (6.20) 
  http://www.koreff.org/#!info/cbcb
○ ODA Watch 「국제개발협력집중워크숍 ‘개발을 보는 다른 눈 (7.3~22)

http://www.odawatch.net/announcement/467487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Coherent policy critical to tackling child labour, lack of decent jobs for youth – UN 

labour agency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120#.VXqD1PntlBc

○ [UN] Sustainable transport essential to new global goals and low carbon economy – UN panel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142#.VYOzavntlBc

○ [UN] New UN-World Bank report shows world ‘a long way from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140#.VYOzlPntlBc

○ [Guardian] Finland slashes development aid by 43% amid fears others may follow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n/11/finland-slashes-development
-aid-cuts-43-ngos

○ [Guardian] One in every 122 people is displaced by war, violence and persecution, says UN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n/18/59m-people-displaced-war-v
iolence-persecution-says-un

○ [Guardian] DfID under fire from watchdog for 'lack of clear strategy' with aid agencies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n/11/dfid-under-fire-watchdog-lack-st
rategy-multilateral-aid-agencies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ODI] Mind the gap?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targets for the SDG agenda <첨부파일1>

http://www.odi.org/publications/9434-mind-gap-comparison-international-national-targets
-sustainble-development-goal-agenda

○ [ODI] Revealing the routes to policy in practice <첨부파일2>
   http://www.odi.org/publications/9636-revealing-routes-policy-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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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ᐧ분석기사                             
○ [연합 뉴스] 지구촌 공생회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성금 2억원 돌파 (6.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9/0200000000AKR20150609061100371.HTML?
input=1195m

○ [세계 일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 기금 9일 국회서 세미나 (6.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09/20150609001730.html?OutUrl=naver

○ [모두다인재] 세계가 주목하는 경희 MOOC 2.0 세계시민교육 이끈다 (6.9)
http://moin.mt.co.kr/eduView.html?no=2015060814298568923

○ [아시아 경제] 이동필 장관 “농업과 농촌 개발에 국제사회협력 강화해야” (6.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0910500439015

○ [법보신문] 로터스월드, 라오스 오지마을 도서관 건립 (6.10)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405

○ [노컷뉴스] 동북아경제협력 동력 ‘GTI 협력지원법’ 입법 추진…양창영국회의원 "국가차원개발전략수립
필요"(6.10)

http://www.nocutnews.co.kr/news/4426187
○ [연합 뉴스] 국제개발협력 단체들 자가 평가는 88점(6.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0/0200000000AKR20150610082200371.HTML?
input=1195m

○ [국민일보] 7개국 개발도상국 장애인 지원 사업 위한 ‘국제 장애인 지원센터’ 개소(6.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533753&code=61221111&cp=nv

○ [시사제주] 삼성여고 창의적 체험의 날 통해 글로벌 의식 키운다. (6.11)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76

○ [국토일보] 코이카 발주, ODA사업 참여 건설사 다 죽는다..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ICT센터 건립사업 ... 해외
시장 갑질 논란 (6.12)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6290

○ [한국 경제] ODA 상생모델 될 니카라과 ICT 협력(6.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1204841

○ [제주의 소리] 세계 평화의 섬 제주, 공적 원조가 디딤돌 (6.12)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63268

○ [보안 뉴스] ‘글로벌 정보보호센터’ 6월말 출범 어떤 역할 맞나? (6.1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6584

○ [문화일보] 전세계 난민 6000만명… 최근 3년동안 40% 폭증 (6.1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19010715213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