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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3호 (2014. 6. 10 –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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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경제장관회의, 환경기술⦁관련산업 新수출산업으로 육성 계획 언급 (6.13)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직접 구상 피력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3/2014061302506.html
         
         ◯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 「전쟁 성폭력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6.10-13) 
               -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ODA 지원 사업과 성 평등 관련 국제기구 평화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 언급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2/0200000000AKR20140612201451085.HTML?from=search
         
         ◯ 미래부, 「제7차 한·베트남 차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6.12)
               - 한국 정부, 올해부터 4년간 3500만 달러 ODA 자금, 연구장비 구축, 인력 연수, 연구시스템 설계 등 지원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1/0200000000AKR20140611091800017.HTML?from=search

         ◯ 교육부, 「교육부, 2014 제1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예정 (6.24)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16001155&md=20140617003213_BK

공공기관                           

         ◯ 문화재청-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문화기술 업무협약」 체결 (6.12)
               - 외국의 주요 문화 유적지의 디지털 문화유산 ODA 관련 분야 상호협력 포함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2/0200000000AKR20140612150700005.HTML?from=search
      
         ◯ 수출입은행,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준공식」 개최 예정 (6.20) 
               ☞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3871&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N02_89&code_tp_up=N02&code_tp_nm=TA&req_pg
 
         ◯ 수출입은행-베를린자유대학교, 「2014 북한개발 국제세미나」 개최 예정 (7.2) 
               - 주제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 http://www.koreaexim.go.kr/kr/bbs/phota/view.jsp?no=13863&bbs_code_id=1311903839937&bbs_code_tp=BBS_9
     

시민사회⦁학회                    
            
         ◯ 경실련 국제위원회,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2차 토론회」 개최 예정 (6.17)
               ☞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412922   

         ◯ ODA Watch, 「2014 여름 국제개발협력 집중 워크숍」 개최 예정 (7.1-2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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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3호 (2014. 6. 10 – 6. 16)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UN urges G77+China to unite on combating poverty, climate change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053#.U5-Un9gwDIU 

     ◯ [UN] At high-level event, UN officials call for human rights-backed development agenda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996#.U5-Ue9gwDIU 
    

     ◯ [UN] On World Day, Ban urges adoption of laws, strategies to ensure dignity
        for elderly persons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051#.U5-VOtgwDIU 

     ◯ [UNDP] UNDP-JICA Workshop in Addis Ababa to Support Local Government / 
        Local Governance in Conflict-affected States
              ☞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4/06/16/undp-and-jica-workshop-in-addis-ababa-to-support-local-government-local-governance-in-conflict-affected-states/ 
     

     ◯ [UNDP] UNDP changing to becom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presscenter/articles/2014/06/13/UNDP-changing-to-become-more-effective-and-efficient/ 
 

     ◯ [FAO] Chile, China and Morocco join others in moving closer to eradicating hunger
              ☞ http://www.fao.org/news/story/en/item/235416/icode/ 
     

     ◯ [FAO] FAO and WHO urge strong political commitment to tackle malnutrition 
        at upcoming high-level international conference
              ☞ http://www.fao.org/news/story/en/item/234286/icode/ 

     ◯ [OECD]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launches Tuesday 17 June 2014
              ☞ http://www.oecd.org/newsroom/oecd-economic-survey-of-korea-launches-tuesday-17-june-2014.htm 

     ◯ [연합뉴스] 英 국제개발부, 對 이라크 300만 파운드 규모 인도적 지원 결정 (6.14 / BBC 보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4/0200000000AKR20140614058000081.HTML?from=search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FAO] Voluntary Standards for Sustainable Food Syst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4) 
            ☞ http://www.fao.org/publications/card/en/c/c2550647-d475-5412-94be-0822e4d1abf2/ 
  

     ◯ [ODI] The future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 guide for decision-makers (June 2014)  
            ☞ http://www.odi.org.uk/publications/8473-disaster-risk-reduction-drr-climate-change-vulnerability-conflict  [파일첨부]

     ◯ [수출입은행] 對베트남 EDCF 지원현황 (2014. 4월 기준) [파일첨부]
            ☞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3827&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N02_90&code_tp_up=N02&code_tp_nm=TA&req_pg= 

     ◯ 한국금융연구원,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 (6.16) 
            - 정부의 ODA와 EDCF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4/0200000000AKR20140614046800002.HTML?from=search 

칼럼ᐧ사설ᐧ분석기사                  
     

     ◯ [연합뉴스] 정부, 전쟁성폭력 국제회의서 위안부문제 반성촉구 (6.13)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2/0200000000AKR20140612201400085.HTML?from=search 

     ◯ [정책브리핑] 환경산업,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6.13)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80071&call_from=naver_news 

     ◯ [동아일보] 한국 고추 심는 베트남 벽촌 “이것이 우리 희망” (6.11)
         ☞ http://news.donga.com/3/all/20140610/64161587/1 

     ◯ [시사IN] 도와준다던 그들이 다녀간 자리 (6.11)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2 

     ◯ [여성신문] 인도적 지원과 평화 (6.10)
         ☞ http://www.womennews.co.kr/news/72498#.U5-OStgwDI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