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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91호 (2015. 8. 17 –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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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기적, 아프리카에 희망을」 보도자료 발표 (8.18)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마무리 공식 협상 시작」 (8.27)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외교부,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서울 개최 D-10, 세부계획 발표」 (8.28)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 ‘시네마천국’으로 개도국 문화소외지역 아이들과 꿈을 꾸다」 (8.18)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319_1756.html
○ KOICA, 「국제기구와 손잡고 모자보건개선 효과를 노린다!」 (8.24)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219_1756.html
○ KOICA, 「코이카, 대구/제주 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저변 확대 위해 국제개발협력센터 설치」 (8.24)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219_1756.html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Sierra Leone begins 42-day countdown to be declared free of Ebola virus transmission –  
   UN health agency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732#.Vd__JPntlBc
○ [UN] As momentum builds for December climate talks in Paris, Ban looks ahead to ‘bold’       
   outcom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727#.Vd__bvntlBc
○ [UN] Ebola aftermath is ‘best chance’ to transform future epidemic response – UN health      
   agency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710#.Vd__qPntlBc
○ [Guardian] Illiteracy will cost global economy $1.2tn in 2015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ug/25/illiteracy-will-cost-global-ec
onomy-1-trillion-dollars-in-2015

○ [Guardian] Many disabled children in poorer countries left out of primary education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aug/18/disabled-children-poorer-co
untries-out-of-primary-education-south-africa-human-rights-watch-report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KOICA] 개발과 이슈_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함의 분석 <첨부파일1>

http://lib.koica.go.kr/bbs/content/4_2627
○ [KOICA] 신흥공여국 ODA 정책과 현황: 터키 <하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lib.koica.go.kr/bbs/content/4_2647
○ [ODI] ODI Annual Report 2014-2015: global reach, global presence <첨부파일2>
   http://www.odi.org/publications/9781-annual-report-2014-2015-global-reach-presence

칼럼ᐧ분석기사                             
○ [매일경제] 국제협력의 한류를 일구다 ‘코이카(KOICA)’··· 김영목 이사장 (8.17)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497991
○ [의학신문] KOFIH 사업에 '외국 장애인 지원' 포함 입법화 (8.18)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2143
○ [연합뉴스] ODA 교육 전담하는 코이카 영월 통합교육원 정식 개원 (8.18)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081407680001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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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공적원조 전략적 활용… 개도국 진출 교두보로 (8.1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8/19/20150819003249.html?OutUrl=naver
○ [세계일보] 상명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봉사단 파견 (8.1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8/19/20150819000916.html?OutUrl=naver
○ [국제뉴스] 건국대, 아프리카-중앙아시아에 농축산 기술 전수 (8.19)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83
○ [영남일보] [세계를 살리는 경북의 새마을운동 .1] 개도국·물부족국가에 ‘희망의 단비’ (8.20)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820.01006072504
0001

○ [동아뉴스] 예산 낭비 줄줄 ‘밑빠진 독’에… (8.20)
   http://news.donga.com/3/all/20150820/73143134/1
○ [업코리아] 빅뱅, 데뷔 기념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돕는 과일나무 숲 조성 (8.20)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47
○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동티모르 수도 내 한국어학교 인프라 구축 지원 (8.22)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086
○ [뉴스1코리아] 울산녹색에너지포럼, 베트남 빈민초교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8.22)
   http://news1.kr/articles/?2385942
○ [세계일보] [서울 도시정책 수출 현장을 가다] 바로 받아 마시는 수돗물… 페루 ‘삶의 질 개선’ 첫 단추 끼

우다 (8.2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8/23/20150823002215.html?OutUrl=naver

▢ 행사소식
○ [SPARK-워크샵] 농업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소셜 이노베이션 워크샵 (8.26)
   http://blog.naver.com/i153n/220443088532
○ [KOICA] 2015년도 월드프렌즈코리아 장학생 선발안내 (~8.30)
   http://www.koica.go.kr/
○ [ACCE 한국조직위원회, 기후행동2015, KoFID] '기후변화와 인권' 늦었지만 시급한 만남 (9.3)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569&code=news
○ [KCOC] CSO 평가이야기 (9.3)
   http://www.ngokcoc.or.kr/
○ [경실련/GCAP] SDGs 국내적용방안목색을 위한 간담회 (9.3)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38097
○ [월드비전]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제고를 위한 청년 세미나 (9.11)
   http://www.worldvision.or.kr/business/dataCenter/worldNews/worldNews_view.asp?b_seq=12284
○ [EDCF] 2015년 복합금융 및 EDCF사업 설명회 (9.15)

http://www.edcfkorea.go.kr/edcf/bbs/photb/view.jsp?no=16847&bbs_code_id=1311915490612&bbs
_code_tp=BBS_10

○ [EDCF] AIIB 설립에 따른 아시아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 개발협력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9.18)
http://www.edcfkorea.go.kr/edcf/bbs/photb/view.jsp?no=16791&bbs_code_id=1311915490612&bbs_
code_tp=BBS_10

○ [KCOC] 2016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9.23)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N2Y0NTc1MzEtZDg3Mi00NGMwL
WI3NTYtNjk1MjI0ODA0YjAw&sourceId=url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