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N EW SLETTER

글로벌협력대학원
글로벌협력혁신센터
2020년 5월

11호

1. 학내 ODA 동향
- KOICA 기후변화대응정책분야 석사학위(SP) 과정 2020년 2기 신입생 모집
기후변화대응정책분야 석사학위(SP)과정의 2기 신입생 모집전형을 실시 중이다. 본 과정의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5월 15일(금)까지 면접 전형을 시행하였다. 합격자들은 6월 8일(월)부터 30일(화)까지 자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들은 8월 중순 한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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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인원 : 15명

파견지역 :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

KOICA 베트남 프로젝트 봉사단 국내 활동 재개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KOICA 일시 귀국 조치에 따라
귀국한 베트남 프로젝트 봉사단이 지난 4월 9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국내활동을 재개했다. 봉사단은 국내에서 베트남 관광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현황, 관련기관, 관광자원 등을 파악하는 기초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지 기관별 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단원들은 현재 정기 화상회의를 통해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KOICA와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이밖에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계획·개발 중이다.

2. ODA 입찰
> 입찰
· DR콩고 Kwango지역 모자보건 증진 사업 BDS 용역
-

입찰서 제출기간 : 2020년 6월 24일(수) 09:00 ~ 2020년 6월 26일(금) 15:00
입찰범위 : DR콩고 해당지역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입찰 한도액 : 총 435,813,438 원(부가세 포함)
자세한 내용

·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 설립 및 보건교육 강화사업 PMC 용역
- 입찰서 제출기간 : 2020년 6월 23일(화) 10:00 ~ 2020년 6월 25일(목) 15:00
- 입찰범위 : 사업 관리, 기술자문, 기자재 공급,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홈페이지 현지 구축업체 선정 및
검수, 보건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기획 및 감수), 한국 초청연수 실시 등
- 입찰 한도액 : 총 2,205,774,393 원 (부가세 포함)
- 자세한 내용

· 에티오피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기반의 창업 및 중소기업(SMEs) 육성 지원 사업 PMC 용역
-

입찰서 제출기간 : 2020-06-12(금) 09:00 ~ 2020-06-16(화) 15:00
입찰범위 : ICT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등 통합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입찰 한도액 : 총 2,287,903,112 원 (부가세 포함)
자세한 내용

3. ODA 채용 및 공모
>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인턴 채용
· 한림대학교 2020하반기 KOICA ODA YP 채용
- 영프로페셔널이란?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ODA 사업에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ODA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KOICA 공식 인턴 제도.
- 채용기간 : 7개월, 2020년 7월 1일~2021년 1월 31일
- 급여 : 세전 180만원(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산학협력관)
채용인원 : 2명
접수기간 : 2020년 5월 21일(목) ~ 2020년 6월 10일(수)까지
자세한 내용

> 공모
· 개도국 감염병 대응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혁신가, KOICA CTS Idea Planner 공모
-

참가대상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청년 혁신가) 00명, [개인] 또는 [3~5인 팀] 모두 지원 가능
아이디어 주제 : 개발도상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영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온라인 설명회 : 2020년 5월 22일(금) 14:00
모집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 2020년 6월 5일(금) 16:00
활동기간 : 2020년 6월 26일(금) ~ 10월 30일(금)
자세한 내용

· 코이카봉사단 E-Volunteering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참가대상 : 現 WFK 코이카 봉사단 및 자문단, 다자협력
전문가, WFK시행기관 봉사단, 해외사무소 YP 등
- 접수마감 : 기술부문 : 2020년 6월 5일(금) 18:00까지
제도부문 : 2020년 6월 19일(금) 18:00까지
- 자세한 내용

· The Frontie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컨퍼런스 연구논문 접수
-

주최 : KDI
행사일자 : 2020년 9월 17일(목)~2020년 9월 18일(금)
세부내용 : 논문 및 발표는 영어로 진행, 우수발표자 6명을 선발하여 USD 5,000달러 수여
논문 접수마감 :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자세한 내용

4. ODA 알아보기
> 인도적 원조(Humanitarian Aid)
정책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도적 견지에서 하는 원조입니다. 특히 세계각지의 지역분쟁, 내전, 국내 정정
불안에 의해 발생되는 난민, 피난민 및 분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가 대표적입니다. 인도적 원조
는 동시에 관련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밑거름이 되며, 인간기본욕구충족(Basic Human Needs, BHN)에 기
초한 원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성, 중립성, 공정성 및 독립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로 재
난이나 분쟁,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단기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해외 원조 및 개발
원조와는 구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ODA 정보포털

∙ 글로벌협력혁신센터에서는 교내외의 ODA 관련 동향과 정보를 학내 공유 및
확산을 목표로 정기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 관련문의는 odacenter@hallym.ac.kr 또는 내선 3382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글로벌협력혁신센터
∙ TEL : (033)248-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