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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86·87호 (2015. 7. 6 –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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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AIIB 활용을 위한「기업-금융기관-정부」종합 대응체제 구축ㆍ운영」 보도자료 발표(7.17)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
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5402&hdnTopicDate=2015-0
7-17&hdnPage=1

○ 기재부 「에콰도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사업 완공식 개최」 보도자료 발표 (7.15)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
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5380&hdnTopicDate=2015-0
7-15&hdnPage=2

○ 기재부 「제10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금년 11월 최초 사업을 승인할 준비를 완료」 보도자료 발표 
(7.10)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
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5337&hdnTopicDate
=2015-07-10&hdnPage=2

○ 외교부 「정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최 「에볼라 피해 복구 국제회의」시 500만불 추가 지원 결정 발표」 보도자료 발
표 (7.10)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주제3차 개발재원총회 개최」 보도자료 발표 (6.30)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함께일하는재단, 개도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 (7.17) 
   http://www.koica.go.kr/
○ KOICA, 「코이카, NH농협금융 노하우 개도국 진출 도와」 (7.17) 
   http://www.koica.go.kr/
○ KOICA, 「제27회 개발협력포럼」 (7.22) 
   http://www.koica.go.kr/

시민사회·학계                            
○ [KCOC] 2015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실무자 워킹그룹 안내 (~7.21)

 http://ngokcoc.or.kr/
○ [메디피스] 2015 메디피스 NTD센터 하계세미나 –감염질환의 특성과 사업경험- (7.28)

http://goo.gl/forms/Wmy0Apnhfi
○ [KCOC] 2015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공모전 실시 안내 (7.27~30)

 http://ngokcoc.or.kr/
○ [글로벌케어] PSP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사 양성과정 모집 (~8.4)

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28&MD=7&KD=2&SD=
○ [환경재단] 임길진NGO스쿨7기 - 시민사회리더쉽 과정 (~8/2)

http://www.greenfund.org/greenfund/infomation/notice_view.jsp?pBBSCode=892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ADDIS: UN officials hail outcome of conference on development financing as first 

milestone of 2015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437#.Va74dPntlBc

○ [UN] ADDIS: UN chief hails key role of civil society in financing future development agenda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390#.Va77LfntlBc

○ [UN] Main UN economic forum closes high-level segment with calls to bolster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387#.Va770_ntlBc

○ [UN] At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inisters commit to 'people-centred'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367#.Va78O_ntl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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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ian] Addis Ababa development finance summit: all you need to know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13/addis-ababa-development-finance-
summit-all-you-need-to-know-sustainable-development-goals

○ [Guardian] How best to measure child poverty?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16/child-poverty-how-to-measur
e-uk-burundi-ethiopia-vietnam

○ [Guardian] Where are the concrete plans for action in the development finance deal?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16/where-are-concrete-plans-ac
tion-development-finance-deal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KOIC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첨부파일1>

http://lib.koica.go.kr/bbs/content/4_2607
○ [EDCF] Post-2015 시대의 개발재원 <첨부파일2>

http://www.edcfkorea.go.kr/edcf/bbs/puba/list.jsp?bbs_code_id=1311914922967&bbs_code_tp=BB
S_4

○ [ODI] Why and how a country lens matters for the SDGs <첨부파일3>
http://www.odi.org/publications/9703-country-lens-matters-sdgs

○ [ODI] 10 things to know about climate change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첨부파일4>
http://www.odi.org/publications/9437-10-things-know-about-climate-finance-financing
-development

칼럼ᐧ분석기사                             
○ [브레이크뉴스] ［인터뷰］오기출 사무총장 “‘푸른아시아’는 사람을 심는다” (7.7)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79804&section=sc2
○ [연합뉴스] 세계 극빈층 25년 새 절반 이상 줄었다 (7.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155500009.HTML?inpu
t=1195m

○ [뉴스타운] 유엔, 2016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전환 (7.7)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24

○ [환경일보] 기후난민 전락 위기시대, 돌파구는? (7.7)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355799

○ [웰페어뉴스]“국제인권규범에서 장애 포괄성 강화해 나가야” (7.8)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139

○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설치한 지구촌공생회 우물 2천200개 돌파 (7.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8/0200000000AKR20150708060400371.HTML?input
=1195m

○ [아주경제] 플랜 여아권리신장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7월12일 말랄라의 날' 꾸준한 활동 이어가 (7.12)
http://www.ajunews.com/view/20150710165035434

○ [기호일보] ‘글로벌협력센터’ 발판…국제교류 중심지 성장 (7.13)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139

○ [세계일보] 윤병세 "개발재원, 공동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할 때" (7.1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15/20150715001028.html?OutUrl=naver

○ [매일경제] "믹타, 딱딱한 브릭스와 달라 선진국-개도국 가교 역할을" (7.1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87186

○ [이코노믹리뷰] 이우철의 Be-Cause마케팅- 빨간 염소 1000마리 보내기 (7.17)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802

○ [미디어펜] 김용 세계은행 총재 "중국, 5천만 달러 세계은행에 신탁기금 설립" (7.17)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26

○ [아시아투데이] 농식품부, ‘농어촌 삶의 질 정책네트워크’ 출범 (7.19)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719010011180

○ [국민일보]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보내주세요”… 월드비전, 방송인 홍진경과 ‘꽃들에게 희망을’ 캠
페인 (7.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69410&code=23111111&sid1=ch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