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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90호 (2015. 8. 3 –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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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행정부                                 
○ 기재부, 「GCF 재원조성 및 사업 추진 현황」 (8.6)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a9db4c13-542
d-40fb-acb9-2bc0100362e7.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50
806092125730.hwp&f_name_user=GCF+%ED%98%84%ED%99%A9

○ 외교부, 「제 1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8.5)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
35&seqno=355858&c=TITLE&t=&pagenum=2&tableName=TYPE_DATABOARD&pc=&dc=&
wc=&lu=&vu=&iu=&du=

○ 외교부, 「제 2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결과」 (8.7)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
seqno=355901&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
&iu=&du=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 엘살바도르 물 자원 관리를 통해 쌀 생산량 향상 꾀하다」 (8.3)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203_1756.html
○ KOICA, 「코이카, 초중고 교원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에 앞장서다」 (8.4)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219_1756.html

시민사회·학계                            
○ [KCOC] 긴급재난대응 상황에서의 '현금지급프로그램(CTP)' 교육 (~8.21)
○ [KCOC]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에게 안전한 국제개발협력을 만들다 (9.3)
   http://ngokcoc.or.kr
○ [참여연대] 해방 분단 70년 '2015 평화기행' 참가자 모집 (8.8~8.11)
   http://www.peoplepower21.org
○ [한국인권재단] 국제개발협력 애드보커시 교육과정(입문/심화)_수강신청(~8/14)
   http://humanrights.or.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31728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Guardian] Ban Ki-mo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ve no one behind’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ug/03/ban-ki-moon-hails-sdgs-ag
reed-by-193-nations-as-leaving-no-one-behind

○ [Guardian] Indigenous women are raising their voices and can no longer be ignored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ug/07/international-day-of-the-worlds-
indigenous-peoples-women-victoria-tauli-corpuz-un-special-rapporteur

○ [Guardian] Aid should be seen as foreign public investment, not just charity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ug/05/aid-should-be-seen-as-fore
ign-public-investment-not-just-charity

○ [Guardian] US State Department watered down annual report on hunan trafficking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ug/04/us-state-department-watere
d-down-annual-report-on-human-trafficking

○ [Guardian] Amnesty must stand firm on support for decriminalizing sex work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ug/04/amnesty-must-stand-firm-d
ecriminalising-sex-work



- 3 -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EDCF] Post-2015 개발재원 논의가 한국 개발금융에 주는 시사점 <첨부파일>

http://www.edcfkorea.go.kr/edcf/bbs/puba/list.jsp?bbs_code_id=1360888962035&bbs_code_tp=BB
S_4

칼럼ᐧ분석기사                             
○ [투데이에너지] 광해관리公, 몽골 광해관리 제도·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8.3)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76
○ [에너지경제] 광복70주년 세계과학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8.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52835
○ [매일경제] 국회의원 해외출장 보고는 없다 (8.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48141
○ [아시아뉴스통신] 이탈리아 밀라노엑스포, 개도국 대안 '한국의 새마을운동' 주목 (8.6)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70790&thread=11r02
○ [매일경제] 숙명여대,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앞장 (8.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55269
○ [연합뉴스] 인도, 태평양 섬나라에 영향력 확대 시동…'중국 견제' (8.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6/0200000000AKR20150806106900077.HTML?inp
ut=1195m

○ [조선일보] "일본만 식민지 만든 것 아니다"…아베담화 최종보고서 주요 부분 요약 (8.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6/2015080603896.html

○ [뉴시스] 국민 72.9％ “새마을운동 공유 국제기구 필요” (8.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7_0010211742&cID=10810&pID=10
800

○ [프라임경제] "아프리카 콩고, 경북농업기술 배우다" (8.9)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13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