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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84호 (2015. 6. 15 –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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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차관, EDCF로 건설한 베트남판‘경인고속도로’개통식 등 현지사업 지원」 보도자료 발표 (6.22)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
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5087&hdnTopicDate
=2015-06-22&hdnPage=1

○ 기재부 「주형환 1차관, 한-베 금융협력조정위 개최를 통해 베트남 대형사업 진출 기회 확대」 보도자료 발표 (6.20)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
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5086&hdnTopicDate=2015-0
6-20&hdnPage=1

○ 외교부 「윤병세 장관, 북한인권사무소의 3가지 기능에 대한 기대 표명」 보도자료 발표 (6.23)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 글로벌 새마을 ODA ‘한-WFP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 사업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발표 (6.24)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세계은행과 협력해 베트남 국가비전 수립에 기여」 보도자료 발표 (6.15)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한-베 농촌개발 고위급 정책컨퍼런스 개최」 (6.15) 

http://www.koica.go.kr/
○ EDCF, 「코리안특급 박찬호, EDCF로 야구 불모지 베트남서 와인드업」 (6.23) 

http://www.edcfkorea.go.kr/edcf/bbs/noti/view.jsp?no=16544&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
p=BBS_2&code_tp=N02_90&code_tp_up=N02&req_pg=

시민사회·학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5년 제4회 KOHI 국제포럼 (6.23)
    http://www.kohi.or.kr/ 
○ [KoFID] 제2차 ODA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6.24)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541&code=news
○ [ODA Watch외 공동주최] ‘자원외교와 ODA’ 국회 토론회 (6.25) 
   http://www.odawatch.net/467525  
○ [KoFID] 녹색기후기금(GCF)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알기쉬운 GCF) (6.30)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543&code=news
○ [KoFID] 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7.1)

https://docs.google.com/forms/d/11V95Pkr_6TYHGAsNa293ZzCR0c29PwTRiqn1y0cYRB0/viewfor
m?c=0&w=1

○ [KCOC] 국제개발협력 주요문서 강독세미나 5차 (7.2)
https://docs.google.com/forms/d/1Q3yFeRTZsxNjPyIRdSpeur6DVFjB2EmqT4ZIMRgU-_E/viewform
?c=0&w=1

○ [기후변화센터]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 워크숍 (7.2)
http://www.climatechangecenter.kr/ccc/board_view.php?bo_table=events&idx=1286&pn=3&sn=1&
return_url=/ccc/information/event/e_list.php

○ [국제민주연대] 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7.2)
http://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20369

○ [KCOC] 인도적 지원 동료평가(Peer Review) (8.2~8.9)
    http://ngokcoc.or.kr/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On World Refugee Day, UN chief appeals for hearts to be open to refugees everywher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208#.VYzlL_ntlBc
○ [UN] Protecting children in war zones is a moral imperative and legal obligation, Security 

Council told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190#.VYzlovntl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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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ian] Economic inequality is greatest threat facing many nations, report says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jun/23/economic-inequalit
y-greatest-threat-facing-many-nations-report-says

○ [Guardian] Climate change should be top foreign policy priority, G7 study says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jun/24/g7-climate-change-global-warming
-top-foreign-policy-priority-study

○ [Guardian] If we want to end poverty, we need to be able to measure it properly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n/22/end-poverty-measure-developme
nt-goals-sanitation-education-nutrition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EDCF] 2015 숫자로 보는 ODA <첨부파일1>

http://www.edcfkorea.go.kr/edcf/bbs/puba/list.jsp?bbs_code_id=1409646772337&bbs_code_t
p=BBS_4

○ [KOICA]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위험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첨부파일2>
   http://www.odi.org/publications/9636-revealing-routes-policy-practice
○ [ODI] Measuring what matters: the role of well-being methods in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첨부파일3>
http://www.odi.org/publications/9657-measuring-matters-role-well-being-methods-develop
ment-policy-practice

칼럼ᐧ분석기사                             
○ [법보신문] 공생회, ‘2015년 몽골 푸른마을만들기사업' 착수(6.16)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498
○ [한국경제] 스리랑카 대통령 "한국 개발노하우 알려달라" (6.1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1604311
○ [법보신문] 조계종복지, 미얀마서 재난위험경감사업 추진(6.17)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12
○ [아시아투데이] 구자균 “스마트 에너지 기술,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력 대안” (6.1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18010011407
○ [통일신문] [시평] 보훈외교로 새 지평을 열자(6.19)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8557&section=sc6 
○ [환경일보]  ‘기후리더십’ 마저 포기한 한국 (6.19)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353659
○ [경기일보] ODA 총괄 ‘헤드쿼터’ 급선무(6.1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365
○ [여성신문] 대한간호협회, 개발도상국에 한국 간호 비법 전수(6.22) 

 http://www.womennews.co.kr/news/84387#.VYfHXk2JiUk
○ [에이블뉴스] 지표를 선점하는 장애인계가 되자 (6.22)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5062
2000554578717

○ [중앙일보] [AIIB 연내 출범①]연 800조원 亞인프라시장 열려…한국 이사국 지위 (6.22) 
http://joongang.joins.com/article/656/18079656.html?cloc=joongang%7Cext%7Cgoogl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