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출장기간

:

2016. 11. 16.(수) ~ 2016. 11. 21.(월)

출장국가

: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출 장 자

:

문 길 주 (UST 총장)

에티오피아 출장복명서 16. 11. 15 ~ 22
2016. 11. 23 (수)

1. 개요

□ 배경 및 목적

○ STEPI는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와 협력 사업을 진행해옴
○ 에티오피아 정부는 연례행사인 과학기술혁신주간을 통해 한국의 과학
기술 연구 및 기술이전 경험을 배우고자 STEPI의 협조를 요청함

○ 이에 STEPI는 한국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와 과학기술혁신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아디스아바바에서 공동 개최함

○ 에티오피아 교육부는 STEPI와의 협력사업인 공학역량강화사업(EECBP)
의 추진현황 공유 및 연구기자재 지원사업의 최종점검을 위해 회의를
요청함

□ 출장 기간

화)

:

2016. 11. 15(

~

11. 22(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화)

※ 문길주(UST 총장) 출장기간: 2016. 11. 16.(수) ~ 11. 21.(월)

□ 방문 장소
□ 출장 내용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혁신 주간 행사 참석
- 과기혁신 컨퍼런스 주관 및 전시 공동 개최 (11월 17~18일)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혁신 공로상 시상식 참석 (11월 19일)
-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 17년도 협력사업 협의 (11월 20~21일)

○ 과학기술혁신 컨퍼런스 주요세션 주관
- 1) 국가 성장을 위한 연구․기술이전 및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 2)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 3) 제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활용

○ STEPI는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에티오피아
최고 정책결정자들 및 주요 혁신주체들과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한-에
티오피아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

○ 11월 19일에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본부에서 에티오피아 총
리 주재 하의 과학기술혁신 공로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정부 관계자들과
과기혁신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출장자 명단
소 속

성 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은주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박신애
문길주
외부전문가
정선양
한성숙

□ 현지 연락처
소 속

성 명
Endalew Mekonen
과학기술부 Abdissa Yilma
(MoST)
Tadesse Anbessie
교육부(MoE) Zewdu Kassa

직 위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
한-에티오피아센터장
연구원
UST 총장
건국대학교 교수
KOPIA 에티오피아 소장
직 위

Deputy Director
ESSTI
Vice President
Project Manager
EECBP
Senior Expert

연락처

+82–10–6515–0549
+82–10–5518–0205
+82–10–5422–8827
+82–10–5381–6145
+82–10–3235–1841
+251–929–372–307

연락처

+251-91-291-3323
endal_2005@yahoo.com
+251 911 743 573
amiyene@gmail.com
+251 91-133-4952
tade2200@gmail.com
+251-91-311-7893
abry.zewdu@gmail.com

□ 주요 회의장 및 숙소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MoST)
○ 에티오피아 교육부(MoE)
○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본부
○ Elilly International Hotel, Addis Ababa, Ethiopia

2. 상세 일정

일자
11.15
(화)
11.16
(수)

11.17
(목)

11.18
(금)

시간
18:00 ~ 20:45
20:45 ~ 06:15
06:15 ~ 09:00
09:00 ~ 13:00
13:00 ~ 18:00
18:00 ~ 20:00
21:15 ~ 07:05
07:05 ~ 09:00
07:00 ~ 08:00
08:00 ~ 17:00
17:00 ~ 19:00
08:00 ~ 08:30
08:30 ~ 13:30
13:30 ~ 14:30
14:30 ~ 16:00
16:00 ~ 18:00
18:00 ~ 21:00

내용

공항 집결 및 수속
출국 (인천→홍콩→아디스아바바)
ET609
도착, 공항 수속 후 호텔 체크인
휴식 및 오찬
행사 준비 및 최종 점검
환영만찬
출국 (인천→홍콩→아디스아바바)
OZ745, ET673
도착, 공항 수속 후 호텔 체크인
조찬 및 이동
에티오피아 국가혁신주간 행사 참석
과학기술부 실무진 만찬
이동
에티오피아 국가혁신주간 행사 참석
(조찬 오찬 포함)
이동 및 오찬
교육부 공학교육역량강화사업 협력 회의
이동 및 휴식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사업공유

비고
임덕순, 김은주, 정선양
Elil y International Hotel
과학기술부 신청사
문길주, 박신애
경유시간: 1시간 25분
과학기술부 신청사
한성숙, 정선양, 임덕순,
김은주
Dimma 전통식당
과학기술부 신청사
한성숙, 정선양, 문길주,
임덕순, 김은주, 박신애
Elil y International Hotel
Zewdu Kassa
박일 공사참사관

일자
11.19
(토)

11.20
(일)

11.21
(월)

11.22
(화)

시간
08:30 ~ 11:30
11:30 ~ 13:00
13:00 ~ 18:00
18:00 ~ 21:00
09:00 ~ 12:00
12:00 ~ 15:00
15:00 ~ 20:00
20:00 ~ 23:50
09:00 ~ 10:00
10:00 ~ 13:30
13:30 ~ 15:00
15:00 ~ 16:00
16:00 ~ 19:30
19:30 ~ 22:55
~ 20:45
~ 19:25

내용

에티오피아 우주과학기술연구원 방문
오찬 및 이동
국가과기혁신 공로상 시상식 참석
이동 및 농촌진흥청 KOPIA 만찬
과학기술부 차년도 협력사업회의 준비
과학기술부 고위급 오찬회의
휴식 및 만찬
호텔 체크아웃, 공항 수속 및 출발
호텔 조찬 후 이동
과학기술부 차년도 협력사업 회의
오찬 및 휴식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 협력 회의
홍보․보도자료 최종정리 및 전달
호텔 체크아웃, 공항 수속 및 출발
귀국 (아디스아바바→상해→인천)
ET684, CZ509
귀국 (아디스아바바→홍콩→인천)
ET608

※ 일정상 1진(문길주, 정선양)과 2진(임덕순, 김은주, 박신애)으로 나누어 귀국

비고

Entoto 관측소

아프리카 연합(AU) 본부
임덕순, 김은주, 박신애
Sheraton Hotel
정선양, 문길주
과학기술부 신청사
Elil y International Hotel
정선양, 문길주
경유시간: 2시간 10분
임덕순, 김은주, 박신애

3. 회의 사진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과기혁신주간 행사 발표 및 질의응답 (11월 17~18일)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혁신 공로상 시상식 참석, 아프리카 연합 본부 (11월 19일)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차년도 협력사업 협의 (11월 20~21일)

4. 별첨

○ 과학기술부 국가혁신주간 행사 상세 일정 (11월 17일 ~ 18일)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혁신 공로상 시상식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