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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89호 (2015. 7. 27 –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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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베트남 현지 여성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강화」 <첨부파일1>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
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6896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 최초로 라오스 청년동맹에 한국 IT기술을 전하다」 (7.29)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175_1756.html
○ KOICA, 「코이카, 방글라데시 최초의 간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다」 (7.29)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181_1756.html

시민사회·학계                            
○ [KCOC] 긴급재난대응 상황에서의 '현금지급프로그램(CTP)' 교육 (~8.21)
   http://www.ngokcoc.or.kr/news/news.php?ptype=view&idx=5808&page=1&code=com1
   [KOICA&KCOC] 2015 전국 초중고 "차세대 ODA리더 개발교육" 참가 동아리 모집 (~8.9)
   http://www.ngokcoc.or.kr/news/news.php?ptype=view&idx=5792&page=1&code=com1
○ [참여연대] 해방 분단 70년 '2015 평화기행' 참가자 모집 (8.8~8.11)
   http://www.peoplepower21.org/
○ [국제보건의료학회] KOICA - 국제보건의료학회 ODA 포럼 : Neglected Tropical Disease(8.13)
   https://docs.google.com/forms/d/18W_r61r6ZdhRfGlm619NDYV0bsK0sjPdlWONP6CfPkg/viewform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Ban welcomes UN Assembly’s endorsement of action plan on post-2015 development 

financing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506#.VcgL7_ntlBc

○ [UN] UN projects world population to reach 8.5 billion by 2030, driven by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526#.VcgO0_ntlBc

○ [UN] On World Day, UN urges action to combat human trafficking, give victims ‘hope and 
justic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534#.VcgP5fntlBc

○ [UN] Small islands need partnership to battle climate change, address ‘unique vulnerabilities,’ 
says Ban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533#.VcgQtfntlBc
○ [Guardian] Africa wealth report 2015: rich get richer even as poverty and inequality deepen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jul/31/africa-wealth-report-201
5-rich-get-richer-poverty-grows-and-inequality-deepens-new-world-wealth

○ [Guardian] Ukraine agribusiness firms in ‘quiet land grab’ with development finance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30/ukraine-agribusiness-firms-quiet-
land-grab-development-finance

○ [Guardian] Rampant corruption in Tanzania keeps fruits of the many in hands of the few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ul/29/tanzania-corruption-aid-poster-s
ellers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ODI] Measuring ‘subjective resilience’: using peoples’ perceptions to quantify household resilience 

<첨부파일2> 
http://www.odi.org/publications/9631-measuring-subjective-resilience-using-peoples-perception
s-quantify-household-resilience

○ [ODI] Uncommon bedfellows: local responses to the crisis in Ukraine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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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di.org/publications/9717-ukraine-donetsk-luhansk-russia-akhmetov-humanitarian
-aid-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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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I] After Ebola: why and how capacity support to Sierra Leone’s health sector needs to change 
<첨부파일5> 
http://www.odi.org/publications/9679-after-ebola-capacity-support-sierra-leones-health-sector
-needs-change

칼럼ᐧ분석기사                             
○ [머니투데이] 코이카, 2015 LA스페셜 올림픽 참가 개도국 우리가 돕는다 (7.2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2713484588835&outlink=1
○ [아시아투데이] KDI, G20·개도국 공공관리자 대상 글로벌리더 과정 개최 (7.2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727010015882
○ [뉴스타운] 옥스팜, 네팔 대지진 후 현지 여성 치안문제 긴급 대응 촉구 (7.27)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75
○ [환경일보] 환경ODA, 국가별 맞춤형 지원‘시급’ (7.28)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358006
○ [조선경제] [유라시안 경제 브리핑] 日, 마닐라 철도 사업에 2조3천억 투자...ODA사상 최대 규모 (7.2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8/2015072800637.html
○ [조선일보] 한국 선생님께 사진 배운 베트남 아이들, 렌즈에 서울을 담다 (7.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9/2015072900241.html
○ [뉴시스] 말아톤 관람하는 페트라 마을 어린이들 (7.30)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730_0005730551
○ [파이낸셜뉴스] 교통안전公 몽골 공무원에 안전운전 교육 (7.31)
   http://www.fnnews.com/news/201507311709567397
○ [연합뉴스] 한국 정부, 엘살바도르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섰다 (7.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31/0200000000AKR20150731120900371.HTML?in
put=1195m
○ [연합뉴스] 한국 정부, 네팔 지진 피해 복구용 중장비 기증 (8.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1/0200000000AKR20150801030800077.HTML?in
put=1195m
○ [여성신문] 외교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ODA에 적극 활용 방안 검토” (8.1)
   http://www.womennews.co.kr/news/85552
○ [인천일보] 반기문, "한반도 상황 개선되길 기대" (8.2)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12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