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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방글라데시 공식 방문
-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및 외교장관 예방-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31.(목) 다카에서 「마수드 빈 모멘(Masud Bin
Momen)」방글라데시 외교차관과 제3차 한-방글라데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실질 협력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방 정책협의회 개최 연혁 : △ 제1차(09.05월, 다카), △ 제2차(14.11월, 서울)

□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외교차관이 25년 만에 방글라데시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모멘 차관은 최 차관과 우리 대표단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

◦ 또한 내년 한-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민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폭넓은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양 차관은 1973년 수교 이후 지속 강화되어온 양국 관계가 기존의 섬유·
의류 산업을 넘어 ICT, 인프라,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인구 1억6천의 거대시장으로 최근 10년 동안 연간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역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 중인 방글라데시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을 지속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최 차관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모델로 자리 잡은 한국수출가공공단
(Korean Export Processing Zone: KEPZ) 사업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모멘 차관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우리의 꾸준한 지원이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방글라데시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 방글라데시는 2018년 유엔개발정책위원회로부터 최빈국(LDC) 졸업 요건 충족을
공식 인증받아 2026년 최빈국 지위 공식 졸업 예정

□ 양측은 한반도, 로힝야 피난민·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국제기구 선거 등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모멘 차관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로힝야 피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최 차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 최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이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규탄 및 제재에 동참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모멘 차관은
양측이 적대 행동과 민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핵심 품목 수급차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최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방글라데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 한편 이번 방글라데시 방문 계기에 최 차관은 AK 압둘 모멘(AK

」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번 정책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수교 50주년 계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최 차관의 이번 방글라데시 방문은 최근 견실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의 협력 강화와, 아프간 사태 이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서남아 정세 관련 역내 주요국가와의 고위급 소통 강화가 긴요한
시점에서 한-방글라데시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마수드 빈 모멘 차관 인적사항
2. AK 압둘 모멘 장관 인적사항
3. 방문 사진. 끝.

붙임1. 모멘 외교차관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기 타

마수드 빈 모멘
(Masud Bin Momen)

1963. 12. 06. (만 58세)

ㅇ University of Dhaka (경제학 학사 및 석사)
ㅇ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국제관계학 석사)

ㅇ 1988

외교부 입부

ㅇ 1992 ~ 1996

주유엔대표부 근무

ㅇ 1996 ~ 1998

주파키스탄대사관 1등 서기관, 참사관

ㅇ 1998 ~ 2001

외교부 유엔과장

ㅇ 2001 ~ 2004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사무국
빈곤완화과장

ㅇ 2004 ~ 2006

주인도대사관 차석

ㅇ 2006 ~ 2008

외교부 남아시아 국장

ㅇ 2008 ~ 2012

주이탈리아대사

ㅇ 2012 ~ 2015

주일본대사

ㅇ 2015 ~ 2019

주유엔대사

ㅇ 2019.12.31 ~ 현재

외교차관

o 기혼, 자녀 2명

붙임2. 모멘 외교장관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AK 압둘 모멘
(AK Abdul Momen)

1947. 8. 23. (만 74세)

◦ 다카大 경제학 학사
학

력

◦ 다카大 개발경제학 석사
◦ 美 Harvard University 행정학 석사
◦ 美 Northwester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1973-1977

방글라데시 공무원

◦ 1981-1983

세계은행 근무

◦ 1998-2003

사우디 산업개발펀드 경제고문

◦ 2003-2009

美 메사추세츠 Framingham State College
교수

◦ 2009-2015

주유엔대사

◦ 2019.1월-

외교장관

◦ 90년대 중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도미하기 전까지 방글라데시
기 타

농업부, 산업통상부 등 주요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재직
◦ 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거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