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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 회담(10.5) 결과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5.(화)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Gordan
Grlić Radman)｣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
에서 우호 ․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 간 교역이 한-EU FTA 발효(2014) 이후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전기차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40만 명의 한국인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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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양국 경찰당국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경찰관이 크로아
티아에 파견되어 한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것을 평가하며, 향후 우리 방문객의 안전에 대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 한-크 관광시즌 치안협력 MOU 체결(ˋ19.4)을 통해 여름 휴가철 2개월(7.1-9.1)
간 한국 경찰관이 크로아티아 주요 관광지에 파견되어 크로아티아 경찰관과의
합동순찰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실시(주5일, 일 8시간)

□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였고 라드만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붙임 : 1.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2. 회담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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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성

명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ㅇ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 (Gordan Grlić Radman)

출 생 지

ㅇ 토미슬라브그라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출생년도

ㅇ 1958년

학

력

o 1982년

자그레브대학교 농업대학 졸업 (농업경제학 학사)

o 2002년

자그레브대학교 정치대학 석사

o 2007년

자그레브대학교 정치대학 박사

o 1992-1994년

외교부 입부, 주스위스대사관 근무*
* 제네바, 쮜리히, 베른 공관 개설

주요경력

o 1994-1996년

주불가리아대사관 근무

o 1996-1997년

주헝가리대사관 근무

o 1997-1999년

외교부 인사국장

o 1999-2000년

외교부 사무차관보

o 2000-2004년

외교부 서･중유럽 양자정무 업무

o 2004-2009년

외교부 중유럽국장

o 2005-2009년

외교부 EU가입 준비 워킹그룹

o 2009-현재

다뉴브위원회 크로아티아 위원

o 2012-2017년

주헝가리대사

o 2017.6월-현재

다뉴브위원회 위원장

o 2017.10월-2019.7월

주독일대사

o 2019.7.19.

외교장관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