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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88호 (2015. 7. 20 –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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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6. 22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의안가결 및 공포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경민 의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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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2015. 1. 8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의안 법사위 상정
- PKO 이외의 국군의 해외파견(다국적군 파견, 재난구호 목적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에 관
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송영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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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외교부, 「GGGI 이사회, 재정.운용 효율화 및 녹색성장 의제 활성화 방안 논의」 보도자료 발표 (7.22)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오준 주유엔대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선출」 보도자료 발표 (7.22)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과학기술 ODA 참여 문 활짝」 (7.21)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170_1756.html
○ KOICA, 「코이카-LS산전, 에너지.전력.물관리 분야 ODA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MOU 채결」 (7.21)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173_1756.html
○ KOICA, 「코이카, 장애분야로 개발협력 확대 –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하계대회 개도국 참가 지원」 (7.25)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178_1756.html
○ EDCF, 「육로 가로막힌 세네갈 南北, EDCF가 뚫었다」 (7.24) 

http://www.edcfkorea.go.kr/edcf/bbs/noti/view.jsp?no=16709&bbs_code_id=1311900548729&
bbs_code_tp=BBS_2&code_tp=N02_90&code_tp_up=N02

시민사회·학계                            
○ [KCOC] 2015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공모전 실시 안내 (7.27~30)
   [KOICA&KCOC] 2015 전국 초중고 "차세대 ODA리더 개발교육" 참가 동아리 모집 (~8.9)
   http://ngokcoc.or.kr
○ [글로벌케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사 양성과정 모집 (~8.4)
   http://www.hill.or.kr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 불온대장정 2기!(~8.6)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8853
○ [국제이주기구 IOM] 안전인지훈련(SAIT) 참가자 모집 (~8.7)
   http://ngokcoc.or.kr/admind/data/webedit/20150724120704_ttvmtjxo.jpg
○ [한국인권재단] 국제개발협력 애드보커시 교육과정(입문/심화)_수강신청(~8/14)
   https://docs.google.com/forms/d/1AEB0IYn60J1uCXss9SV4LTt0DcJsLgr33EeEo3KiaHQ/viewform
○ [코빌] 5기 국제개발협력 CO 기초교육생을 모집합니다.(~8.15)
   http://www.ngokcoc.or.kr/news/news7.php?ptype=view&idx=5795&page=1&code=com4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In latest update, UN health agency reports no new Ebola cases in Liberia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477#.Vbl50_ntlBc
○ [UN] Yemen: as conflict disrupts education for nearly two million children, UNICEF backs 

‘catch-up’ classe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490#.Vbl-7vntlBc

○ [UN] Incoming President says main UN economic and social body must evolve and adap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494#.VbmDsvntlBc

○ [UN] Funding crisis may force UN agency to delay start of school year for half a million 
students in Middle Eas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500#.VbmIO_ntlBc
○ [Guardian] Global population set to hit 9.7 billion people by 2050 despite fall in fertility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29/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
15-revision-9-7-billion-2050-fertility

○ [Guardian] 13 million people in Yemen struggling to find enough to eat, Oxfam says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28/13-million-people-yemen-stru
ggling-find-enough-eat-oxfam-says-starvation

○ [Guardian] Ethiopia powers up ambitions for green, climate-resilient industry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23/ethiopia-powers-up-ambitions-fo
r-green-industry-economy-climate-resi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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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of Democracies] 8th Ministerial Conference "Democracy and Development"
https://www.community-democracies.org/Talking-Democracy/Ministerial-Conference-2015/Mi
nisterial-Conference-Agenda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KOICA] 제27회 개발협력포럼 발표자료 <첨부파일1>

 http://www.koica.go.kr/devaid/trend/oda/1320152_2400.html
○ [EDCF] OECD DAC 동향 제 26호 <첨부파일2>

http://www.edcfkorea.go.kr/edcf/bbs/puba/list.jsp?bbs_code_id=1360888962035&bbs_code_tp=BBS_4
○ [ODI] Why investing in disaster risk management pays off <첨부파일3>

 http://www.odi.org/publications/9705-investing-disaster-risk-management-pays-off
○ [ODI] Strengthening access and proximity to serve the needs of people in conflict <첨부파일4>

http://www.odi.org/publications/9724-protection-access-armed-conflict-civilians-ihl-red-cross-c
rescent

○ [ODI] Managing crises together: towards coherence and complementarity in recurrent and protracted 
crises <첨부파일5> 
http://www.odi.org/publications/9723-protracted-crises-resilience-red-cross-crescent-whs

칼럼ᐧ분석기사                             
○ [여성신문] 행정 한류 위해 국제협력 나선다(7.19)
   http://www.womennews.co.kr/news/85191
○ [웰페어뉴스] 국제개발계획에 장애포괄적 관점 포함 ‘시급’ (7.2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424
○ [중앙일보] 자원봉사 10대 과제 선정 … 시민 200명 모여 원탁토론 한 까닭 (7.2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272532&cloc=olink|article|default
○ [아주경제] 영국 재무, 각 부처에 예산 40% 삭감 계획안 주문, ODA, 국방비는 유지키로 (7.22)
   http://www.ajunews.com/view/20150722093104369
○ [헤럴드경제] 조태열 외교차관 “한국, 선진국 위상에 맞는 역할 해야” (7.2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3000986&md=20150724003319_BL
○ [한겨례21] 불평등 줄이는 제4의 길(7.23)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960.html
○ [제주일보] 제주 국제개발협력센터 설치된다 (7.24)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5614
○ [환경미디어] 아이브릿지, 기후변화 대응 적정기술 모잠비크에 전파 (7.26)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972603752
○ [세계일보] 오준 ECOSOC 의장 취임… "2016년 불평등 특별회의 개최" (7.2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6/20150726002099.html?OutUrl=naver
○ [세계일보] 세계로 가는 ‘서울의 행정’ (7.2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6/20150726002188.html?OutUrl=naver
○ [뉴스토마토] 황우여 부총리, 중남미 교육외교 활동 나서 (7.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72597
○ [한국일보] 부룬디 대통령, ‘위헌논란’속 3선 성공…국제사회 비난 (7.26)
   http://www.hankookilbo.com/v/f3c5ea1390944662837954d1b47d0e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