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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공적개발원조(ODA1)) 중점협력국 ‘개발협력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 오는

○

28일 제1차 웨비나를 개최함.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의

KDI

ODA

중점협력국인

개 국가 중 협력 잠재력을

27

고려해 5개 국가를 선정, 코로나19 상황 속 정책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 및 과제를 논의할 예정

○ 웨비나는 해당 국가 고위공무원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

,

각 주제별

연사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

□ 28일 ‘개발협력 분야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콜롬비아와의
웨비나를 시작으로, 7월 인도네시아, 9월 우즈베키스탄,

11월 이집트, 12월

에티오피아 순으로 연중 개최할 계획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의 주요 현안, 국가 간 향후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로 물리적인 상호교류가 제한된 상황
에서 이번 웨비나가 정보공유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 한편 이번 웨비나는 사전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

정책대학원 홈페이지(www.kdischool.ac.kr)를 통해 등록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제1차 ODA 중점협력국 개발협력 웨비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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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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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세부 일정
일 정

국 가

프로그램
발 표

1.

콜롬비아의 디지털 변환과 기업가 정신: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협력 방향성
이그나시오 가이탄 빌레가스 콜롬비아 벤처투자사장

5월

콜롬비아

발표

2.

라틴아메리카의 교육과 코로나19
가브리엘 데몸비네스 세계은행 콜롬비아 사무소 인적자원개발
전문관

발표

3.

코로나19 시기의 민간분야 전략
호세 두아르테 가르시아 콜롬비아 경제인연합회 상무이사

7월

인도네시아

9월

우즈베키스탄

11월

이집트

12월

에티오피아

발표

1.

발표

1.

발표

1.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멜라네시아 협력 확대
라 오데 나자루딘 인도네시아 산업부 기획국장
과학, 기술, 혁신에서의 공공정책
코작 바르 카리 모프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 사무관
이집트의 경제현황과 최근 주요 개발 프로젝트
아흐매드 마하 이집트 투자부 수석경제연구원

발표

1. TBD
우비쉐트 카사 바히루 에티오피아 기획개발위원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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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제1차 ODA 중점협력국 개발협력 웨비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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