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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6•47호 (2014. 7.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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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검토 계획 (7.4)
               - AIIB : 중국이 창설을 주도하는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지원 체계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7/04/0501000000AKR20140704169800001.HTML?template=2087 

         

         ◯ 외교부, 「제5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개최 (7.7)  
               - 조태용 제1차관, 정무, 에너지·자원·인프라, 통상·투자, 국방·영사, 개발 협력 등 한·나이지리아 현안 논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807394768379 

         ◯ 외교부, 「아프리카 3개국 방문•양자협력 논의」 (7.6-13)                  
                - 이경수 차관보,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3개국과  경제교류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705010002917 

        

         ◯ 여성가족부, 김희정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7.16)
                - 취임사에서 ODA사업을 통한 개도국 여성역량과 권익증진을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 언급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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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6•47호 (2014. 7. 2 – 7. 16) 

공공기관•지방정부                  
 

         ◯ KOICA, 「2014 KOICA 국제개발협력 아이디어 공모전」 (8.1-9.11)
                 ☞ http://www.koica.go.kr/join/notice/1317911_1576.html 

         ◯ DAK, 「개발협력연대 제5차 정기총회」 개최 예정 (7.25)
                 ☞ http://dak.koica.go.kr/kr/tidings/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1327 

         ◯ KOICA, 「‘14년도 하반기 글로벌 연수과정 위탁기관 공모」 (~7.18)
                 ☞ http://www.koica.go.kr/join/notice/1317932_1576.html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韓-이란 역량개발 공동 워크숍」 개최 (7.9)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709001150&md=20140712005050_BK 

         ◯ 서울시-동부엔지니어링, 「가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기술자문 상호 양해각서 체결 (7.8)
               - ‘가나 국가 상수도 1단계 사업 프로젝트’ : 3년간 총 사업비 6억 8천만 달러의 대형 상수도 공사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7080273 

         

         ◯ 경남도-탄자니아 다레살람주, 「지방정부 간 우호 교류협정」 체결 계획 (7.8)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8/0200000000AKR20140708163700052.HTML?from=search  

   

         ◯ 아시아 사이클 센터 , 「2014 아시아 사이클 센터 훈련캠프」 개최 (7.3) 
               - 2013년 문체부 ODA지원으로 설립 / 개발도상국 대상 사이클 교육•훈련 실시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3/0200000000AKR20140703145000007.HTML?from=search 

    

         ◯ KOICA, 「베트남 미래지도자급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환 초청연수」 실시 (6.30-7.11) 
               ☞ http://www.koica.go.kr/

         

         ◯ KOICA, 「中 상무부 공무원 대상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특별연수」 실시 (6.29-7.12)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116533227352

시민사회⦁학회                    
          

         ◯ 참여연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공개 질의」 (7.16)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9794 
  

         ◯ KoFID, 「개발협력 교육이슈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7.9)
                    ☞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23112&code=news 

         ◯ KAIDEC, 「국제개발협력연구 제6권 제1호」 발간 (7.3)
                    ☞ http://www.kaidec.org/zbxe/publication/19470  

         ◯ 프렌드아시아, 「모아장난감 전달식」 개최 (7.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2/0200000000AKR20140702135900371.HTML?from=search

         ◯ ODA watch, 「2014 여름 국제개발협력 집중 워크숍」 개최 (7.1-24)
                    ☞ http://www.odawatch.net/46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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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6•47호 (2014. 7. 2 – 7. 16)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UN Millennium Goals ‘scorecard’ spotlights successes, gaps and path 
        towards ‘the future we want’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212#.U8ZGhNgwDIU
     

     ◯ [UN] Easing plight of child migrants fleeing Central America requires 
        ‘compassionate solutions’ – Ban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282#.U8yR0dgwBjo 
    

     ◯ [UN] Level of human loss, destruction in Gaza ‘immense,’ says UN agency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277#.U8ZEztgwDIU 

     ◯ [UN] Development and alternative crops provide hope in war on illicit drugs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274#.U8ZE89gwDIU 
    

     ◯ [UNESCO] Highlights freedom of expression, media development in new report
              ☞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233#.U8ZFX9gwDIU 

     ◯ [UNEP] Momentum Builds to Achieve Mor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End of 2015: UN Report 
              ☞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4/07/07/momentum-builds-to-achieve-more-millennium-development-goals-by-end-of-2015-un-report/ 

     ◯ [UNDP] Linking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climate finance is critical for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 http://www.unep.org/newscentre/Default.aspx?DocumentID=2791&ArticleID=10940&l=en  

     ◯ [UNDP]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et Sights Higher” On Development 
         - Post-2015 agenda must leave no one behind, panel hears
              ☞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4/07/09/international-community-must-set-sights-higher-on-development-helen-clark-post-2015-agenda-must-leave-no-one-behind-panel-hears/ 

     ◯ [FAO] OECD and FAO see lower farm prices - livestock and biofuels outpacing crop production
              ☞ http://www.fao.org/news/story/en/item/238638/icode/ 

     ◯ [美 RFA=연합뉴스] UNDP, 대북 지원 예산 5% 수준만 집행 (7.10)
              - 대북 제재로 송금길 막혀 집행 비율 4.6%에 불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0/0200000000AKR20140710044600014.HTML?from=search 

     ◯ [도쿄=연합뉴스] 日, 파푸아뉴기니에 거액원조 … 집단자위권 지지확보 (7.10)
              - 아·태 反中전선 강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기반 다지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8/0200000000AKR20140708185200084.HTML?from=search 

     ◯ [美 VOA=연합뉴스] "英, 작년 대북 공적원조 7억원…절반은 영어교육" (7.8)
              - 英 외교부 보고서, 지난해 집행한 대북 ODA 예산 66만 달러(약 6억7천만 원)로 집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9/0200000000AKR20140709057100014.HTML?from=search 
     

     ◯ [하노이=연합뉴스] "일본, 베트남 초계함 건조사업에 ODA 지원" (7.8)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8/0200000000AKR2014070818520008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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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모니터 제46•47호 (2014. 7. 2 – 7. 16)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4-2023
             ☞  http://www.oecd.org/site/oecd-faoagriculturaloutlook/ 

     ◯ [UNEP] UNEP Year Book 2014 : Emerging Issues in our Global Environment
             ☞  http://www.unep.org/yearbook/2014/ 

     ◯ [ODI] Humanitarian crises,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the role of
        business and the private sector - Final report (July 2014)
             ☞ http://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9078.pdf 

     ◯ [KAIDEC] 국제개발협력연구 제6권 제1호 (2014. 6월)
             - 「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개발협력(이경구)」 외 5건
             ☞ http://www.kaidec.org/zbxe/19470#0 
     

     ◯ [수출입은행] 2014 북한개발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7.2) 
             ☞ http://www.koreaexim.go.kr/kr/bbs/pubb/view.jsp?no=14001&bbs_code_id=1311915013319&bbs_code_tp=BBS_5&code_tp=D02_123&code_tp_up=D02&code_tp_nm=TA 

칼럼ᐧ사설ᐧ분석기사                  
    
     ◯ [정책브리핑] 김희정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 (7.16)
         - ODA사업을 통한 개도국 여성역량과 권익증진을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 포함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728 

     ◯ [문화일보] “AIIB, 韓 투자결정권 없어… 中에 속았다” (7.14)
         - 中에 AIIB 가입 권유 받은 정부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1401070423037001 

     ◯ [머니투데이] 위탁사업 관리 구멍 ‘숭숭’...예산 없이 추진 등 투명성도 높여야 (7.11)
         - [집중분석-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외교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012437649988&outlink=1 

     ◯ [매일경제] 대외원조 정책도 부처 싸움 (7.9)
         - 유상·무상 방식따라 기재부·외교부 분리…프로젝트별 분류필요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74927 

     ◯ [뉴시스] 중남미 ODA현장을 가다① '칸막이만 허물었는데'…'母子 건강' 해법도 '협업‘ (7.8)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07_0013030932&cID=10301&pID=10300 

     ◯ [영남일보] 이지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기획특집 (7.8)
         - “의식개선 초점 맞춘 수혜자중심 사업···새마을세계화 저개발국 빈곤퇴치 공헌”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708.010030715490001 

 

     ◯ [연합뉴스] 신흥 원조국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는 코이카 (7.7)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7/0200000000AKR20140707051600371.HTML?from=search 

     ◯ [경향신문] 강상중칼럼 신제국주의 시대? (7.7)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72052405&code=990308 

  

     ◯ [중앙SUNDAY l 제382호] 20세기 최고 발명품 GDP, 삶의 질 반영 못해 위상 실추 (7.6)
         - 흔들리는 경제지표의 왕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561 

     ◯ [서울경제] "한국 고추 재배 꼭 성공해 아이들 대도시 유학 보낼거예요" (7.6)
         - 르포 '베트남판 새마을운동' 고추 계약재배 현장 가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7/e2014070618112312021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