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출장개요

해외출장보고서
2020.2.9∼2020.2.11
캄보디아/프노펜

1. 출 장 자 : 신윤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장단 동행)
* 경인사연: 윤두섭 본부장, 노용식, 장안서 박사

2. 출장기간 : 2020. 2. 9.(일) ~ 2020. 2. 11.(화) (2박 3일)
* 한국 출국일 포함, 2월 12일 한국-인도네시아 연구사업 논의를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

캄보디아 국가전략·정책
국가전략·정책 개발협력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출장복명서

3. 출 장 지 : 캄보디아 / 프놈펜(프놈펜 호텔)
4. 출장목적 : 캄보디아 국가전략·정책 개발협력 사업 타당성 검토

Ⅱ. 세부일정
일자
(요일)

장소

시간

2.9
(일)

인천
방콕

18:30
22:25
10:00
~
12:00
13:00
~
17:00
18:00
~
21:00
10:00
~
12:00

프놈펜 호텔

2020. 2. 27.
2.10
(월)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신윤성(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

2.11
(화)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14:00
~
16:00

프놈펜 공항

18:50

주요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 등)
인천공항(KE689) 출발
프놈펜 공항 도착 (프놈펜 호텔)
한국-캄보디아 국가전략 자문사업 협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저녁 만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Sok Touch 원장)
한국-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총영사외 1명)
2020 한국-캄보디아 ODA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의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kin Phea소장,
경제재정부, 개발위원회, 농립수산부 등)
싱가포르 창이공항(SQ5007)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공항(SQ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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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RC-캄보디아 재경부·농림부·CDC-RAC 간 업무협의

Ⅲ. 출장 수행내용
1. NRC-RAC ODA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 회의 개요 (‘20. 2.11(화)., 14:00~16:00, 캄보디아 RAC 2층 회의실)
◦ 참석자 : Kin Phea 소장, CDC/경제재정부/농림수산부 관계자, 윤두섭,

□ 회의 개요 (‘20. 2.10(월)., 15:00~17:00. 캄보디아 RAC 2층 회의실)

신윤성 등 10여명

◦ 참석자 : Sok Touch 원장, 윤두섭, 신윤성 등 20여명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캄보디아 ODA 사업 개요 설명과 참석자 간 질의/응답

◦ 캄보디아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ODA 사업 개요 설명(NRC⇒RAC)
- RAC가 NRC의 ODA 사업 기획의도와 방향성을 완전히 이해
- 다만, RAC는 ODA 사업 추진 경험이 없어, 회의 진행과 병행하여 양
기관간 사업 추진 과정 즉시 조사
※ ODA 사업 수총기관 확인 : CDC(캄보디아 개발협력위원회)
* NRC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 CDC 임을 확인
2. NRC-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업무협의

- 캄보디아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NRC의 ODA 사업 기획의도와 방향성을
완전히 이해
- CDC 관계자로부터 PCP를 지정된 날짜 (2월 22일)안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으로 제출할 것으로 확약받음
◦ 향후 계획
- 현지조사 이후, NRC-RAC-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컨택포인트들 간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 사업계획 일정에 따른 상호 업무 점검 및 공유

□ 회의 개요 (‘20. 2. 11(화)., 10:00~12:00,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접견실)
◦ 참석자 : 총영사, 이등서기관, 윤두섭, 신윤성 등 6명
□ 주요 내용

Ⅳ. 출장의 성과(또는 향후 계획)
□ (19.3.15)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프놈펜) 정상외교 시 체결한 경제

◦ 혁신적 포용국가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의 큰 틀 및 가치에 대해 설명,

인문사회연구회-왕립학술원 학술협력 MOU 체결 이행사업 추진

캄보디아 ODA 사업 중요성을 대사께 잘 보고해 주길 요청
·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자문
◦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향후 협력사항 요청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20.3.6.限) 캄보디아 RAC 및 ODA수총기관(CDC)의 PCP 발송 확인
- 대사관 ODA 담당자의 NRC-RAC 소통방(텔레그램) 가입 요청
◦ 향후, NRC는 캄보디아의 모든 협력과정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

□ 2020년 한국-캄보디아 ODA 사업의 세부 계획 및 사업 합의
· 사업 검토기관인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농천개발부, 통상부, 경제재정부,
개발위원회 간 사업 추진 및 협력 합의
· 향후 일정은 Corona-2019 등 대외변수로 인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으로
한국의 공식적인 사업절차는 연속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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