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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내 ODA 동향
- KOICA 기후변화대응정책분야 석사학위(SP) 과정 1차 기간 : 2019년 8월 8일 ~ 2020년 12월 29일 참여규모 : 13개국, 14명

> 최근 일정
· 2019학년도 동계방학
- 기간 : 2019년 12월 16일(월) ~ 2020년 1월 8일(수)

> 향후 일정
· 2019학년도 동계학기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 2월 21일(금)

· 2020학년도 봄학기
- 일시 : 3월 2일(월)~6월 22일(월)

- KOICA 베트남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기간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파견인원 : 15명

파견지역 :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

> 최근 일정
· 현지적응교육기간
- 기간 : 2020년 1월 2일(목) ~ 2020년 2월 21일(금)
- 장소 : 하노이 사범대학교 / 하노이 인문사회대학교
- 내용 : 현지 적응 교육을 위한 입교식 진행, 현지적응교육기간
중에는 현지어교육을 포함해 파견지역 이해, 글로벌리
더십 및 소양교육, 콘텐츠활동실습을 이수할 예정
※ 현지적응교육 입교식 : 2020년 1월 2일(목)

· 3차 출장
- 기간 : 2019년 12월 26일(목) ~ 2020년 1월 4일(토)
- 장소 : 호치민인사대, 후에외대, 하노이인사대
- 내용 :
1) 대학 방문, 봉사단원 업무 공간 및 스튜디오를 점검
2) 주거, 교통, 공공기관, 의료시설 등 안전 점검
3) KOICA 현지사무소에 방문, 현지사무소와 업무 분장

2. 입찰 & 공모
> 입찰
· KOICA 석사학위 연수용역
분야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한도액

비고

에너지 정책

2020년 01월 09일 10:00 ~ 2020년 01월 14일 17:00

2,910,000,000원

자세한 내용

2019년 12월 11일 16:00 ~ 2020년 01월 10일 15:00

3,129,000,000원

자세한 내용

2020년 01월 06일 10:00 ~ 2020년 01월 08일 16:00

2,910,000,000원

자세한 내용

산업 및
무역정책
양성평등

> 공모
· [글로벌연수] 2020년도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공모 안내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 ~ 2019년 1월 10일(금)
- 사업소개 : 개발도상국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공모사업 : 2020년도 신규 글로벌연수사업 총 63건
- 자세한 내용

· [전문가] 베트남 여성분야 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문가 공모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6일(목) ~ 2019년 1월 10일(금)
파견기간 : 2020년 2월 중순 ~ 5월 중순 *입출국일 포함, 파견기간 내 베트남 상주)
공모분야 : 1) 여성관련 정책·법률 2) 여성정책·프로그램 성주류화 3) 현지조사 연구보조원
자세한 내용

*분야별 1인

· [시민사회협력] 2020-22년 사회적가치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공모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7일(금) ~ 2019년 1월 20일(월)
- 공모목적 : 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및 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실현가능한
사회적경제모델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성과 제고
- 사업규모 : 최대 3.3억원 이내
- 자세한 내용

· [기타공모]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사업시행기관 선정 공모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4일(화) ~ 2019년 1월 12일(일)
- 사업소개 :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수행기간 : 18개월
- 자세한 내용

3. ODA 행사
> 교육
· 2020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학회 민관협력 인큐베이팅(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프로그램 일반교육
- 주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일반교육 주요 내용
1) 1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사업기획 이해(PCM)
2) 2차: PDM을 통한 사업기획의 실제(실습워크숍 포함), M&E(실습워크숍 포함)
- 권역별 교육일정
구분

교육기간

교육지역

교육참가 신청기간

경상

2020년 1월 13일(월) - 14일(화)

부산

2020년 1월 8일(수)

서울 1차

2020년 1월 16일(목) - 17일(금)

서울

2020년 1월 12일(일)

전라

2020년 1월 16일(목) - 17일(금)

전주

2020년 1월 12일(일)

제주

2020년 1월 21일(화) - 22일(수)

제주

2020년 1월 15일(수)

서울 2차

2020년 1월 28일(화) - 29일(수)

서울

2020년 1월 21일(화)

충청

2020년 1월 30일(목) - 31일(금)

대전

2020년 1월 21일(화)

- 자세한 내용

·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시민사회파트너 대상) 일반교육
-

주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간 : 2020년 2월 5일(수) ~ 2020년 2월 6일(목) *2회 전일 과정
장소 :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 11층
등록마감 : 2019년 1월 23일(목)
자세한 내용

> 공모전
· 2019 글로벌연수사업(국별다국가)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주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참가자격 :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참여 연수생 및 연수기관
접수마감 : 2020년 1월 17일(금)
자세한 내용

4. ODA 알아보기
>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 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s)나 할론 등 지구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 발효되었다. (출처 : KOICA ODA 지식포털)

*자세한 내용

∙ 글로벌협력혁신센터에서는 교내외의 ODA 관련 동향 및 정보에 대해 학내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는 odacenter@hallym.ac.kr 또는 내선 2499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글로벌협력혁신센터
∙ TEL : 033-248-2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