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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차

9월 1주차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주간 모니터 제92호 (2015. 8. 24 –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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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내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발표 (8.26)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
&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5776&hdnTopicDate
=20150826&hdnPage=3

○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장관, 북극 문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공조 방안 적극 지지입장 표명」 (9.1)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공공기관                            
○ KOICA, 「코이카 동아프리카팀, 르완다 냐가타레시 무붐바강 다목적댐개발사업 보고회 개최」 (8.27)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319_1756.html
○ KOICA, 「코이카,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해 민관 파트너십 강화」 (8.31)
   http://www.koica.go.kr/pr/press/news/1320219_1756.html

▢ 해외동향 [UNᐧ국제기구ᐧ유관기관ᐧCSOsᐧ주요외신] 
○ [UN] Civil society must be ‘equal partners’ in implementing UN sustainability agenda, Ban tells 

parliamentarian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759#.Ve-81hHtlBc

○ [UN] Celebrities join UNICEF and Global Goals to launch ‘World’s Largest Less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803#.Ve-h6xHtlBc
○ [UN] In Beijing, UN chief urges China to help build momentum ahead of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790#.Ve-icxHtlBc
○ [Guardian] Child mortality halved since 1990, but MDG goal missed, says UN report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sep/09/child-mortality-halved-since
-1990-but-mdg-goal-missed-says-un-report

○ [Guardian]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hinge on the smooth union of private and public
   - Alex Evans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sep/07/sustainable-development-go
als-private-sector-public-partnerships

○ [Guardi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uld signal a sea change for disabled people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sep/03/sustainable-development-go
als-disabled-people-sea-change-inclusion-empowerment

○ [Guardian] We deride them as ‘migrants’. Why not call them people?
- David Marsh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aug/28/migrants-people-refugees-huma
nity?CMP=share_btn_fb

▢ 참고자료
보고서ᐧ간행물                             
○ [EDCF] ODA 현대화와 민간재원 Ⅰ, Ⅱ <첨부파일1>

http://www.edcfkorea.go.kr/edcf/bbs/puba/list.jsp?bbs_code_id=1409646733589&bbs_code_tp=BBS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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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ᐧ분석기사                             
○ [연합뉴스] 정부, 경제공동체 출범 앞둔 아세안과 협력 강화 나서 (8.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4/0200000000AKR20150824196000003.HTML?
input=1195m

○ [한겨레] “국가간 불평등은 모든 국가의 문제…함께 대안 찾아야” (8.2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unit/705832.html

○ [환경일보]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 컨퍼런스 개최 (8.24)
http://www.hkbs.co.kr/?m=bbs&bid=broadcast2&uid=360859

○ [헤럴드경제] 한ㆍ에콰도르 경제협력협정 협상 개시 선언…남미 교역교두보 마련 (8.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5001119&md=20150826003045_BL

○ [아시아경제] 금도끼, 은도끼, 아니 쇠도끼 (8.2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2511002843875

○ [조이뉴스] 두산, 25일 ‘바보의 나눔 데이’ 행사 (8.25)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2100&g_serial=915688&rrf=nv

○ [매일신문] 대구 오는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도국 지원 기관 경북대에 설치 (8.25)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7650&yy=2015

○ [연합뉴스] <유럽 난민사태> ⑤유럽행 관문 리비아…밀입국조직 성행 (시리즈 1,2,3,4,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5/0200000000AKR20150825015900079.HTML?fro
m=search

○ [파이낸셜뉴스] [초저금리 시대의 도전, 은행 새로운 길을 가다] 1987년 시작된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
금 사업은? (8.26)

http://www.fnnews.com/news/201508261821284189
○ [연합뉴스] 북한, 영국 NGO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남한엔 요청 없어 (8.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2/0200000000AKR20150902019100014.HTML?inp
ut=1195m

○ [파이낸셜뉴스] 자산 120兆 새마을금고, 2016년부터 해외 ODA 투자 (8.30)
http://www.fnnews.com/news/201508301729319623

○ [서울경제] [리빌딩 파이낸스 2015-글로벌 강자를 꿈꾼다] 해외PF사업 '민·관 코파이낸싱'이 답이다 (8.3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508/e20150831181104141510.htm

○ [파이낸셜뉴스] 아시아·아프리카 등에 한국의 농업개발기술·노하우 전파 (9.1)
http://www.fnnews.com/news/201509011713025139

○ [투데이에너지] 한·필리핀 산업기술 ODA모델 개발 (9.3)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84

○ [뉴시스] 코이카, 라오스서 개발협력 논의…총리 예방 (9.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4_0010268474&cID=10301&pID=10300

○ [한국경제] 중국, 베트남, 다음은? '기회의 땅' 미얀마 탐방기 (9.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041804g

▢ 행사소식
○ [참여연대] [모집]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http://academy.peoplepower21.org/?mid=lecture_info_detail&school_id=355&page=&kw=
○ [Spark 사무국] 농업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소셜 이노베이션(제 15회 Sparking Forum)
    http://onoffmix.com/event/53101
○ 한국형 ODA를 위한 농업농촌개발 사례연구 포럼 안내

http://kird2.cafe24.com/bizdemo19081/en/08/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
ard_idx=20&&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
ue2=&com_board_page=&

○ [ODA Watch] 2015 하반기 개발정의교육 1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눈으로 다시보는 국제개발  
 협력

http://www.odawatch.net/announcement/468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