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한) 기관(한) 이름(영) 중간이름(영) 성(영) 직위명(한) 부서명(한)

이라크 철도청 Salam J. Saloom ALABBAS 청장 청장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산하 상하수도국 Mariwan Izzadin FAIDHI 부국장 상하수도국

이란 테헤란 도시철도그룹 Mohammad MONTAZERI 부사장 기획부

리비아 리비아 내각 Sulaiman MADI 보디가드 보디가드

리비아 교통부 Hesham ABUSHKIWAT 차관 차관

리비아 전력청 Mohaned Ali ABUSUWDER 부장 계획부

리비아 리비아 내각 Abdulnasser ALNAJAH 프로토콜 프로토콜

리비아 리비아 내각 Emhemed ELDERWISH 경제자문관 총리실

리비아 외교부 Lutfi Al Amen AL MUGRABE 차관 차관

리비아 리비아 내각 Abdulsalam Alsadiq Mohammed ALJAHANI 시큐리티 시큐리티

리비아 리비아 내각 Ali Hasan ABUTRKYA 시큐리티 시큐리티

리비아 리비아 내각 Nadin ALOTHMANIA 국제협력관 총리실

리비아 외교부 Mohamed BENMUSTAFA 1등서기관 외교부

리비아 리비아 내각 Abdrazak ELMRAEYAD 사진사 사진사

리비아 경제부 Nasir SHAGHLAN 장관 장관

리비아 내각 Ahmed Omar MAITEEG 부총리 부총리

리비아 전력청 Abdul-mageed HAMZA 청장 청장

리비아 전력청 Abdulhakim Farag FARGANI 부장 전력부

모로코 교통조달부 Abdelaziz EL GAMAH 장관자문 설비교통물류수자원부

모로코 교통조달부 Moha HAMAOUI 위원장 설비교통위원총회

오만 두큼특별경제구역청 Yahya Said Abdullah AL-JABRI 청장 -

오만 두쿰특별경제구역청 Khamis AL BALUSHI 비서실장 회장실

방글라데시 철도청 Muhammad Shahidul ISLAM 사업이사 기술국

방글라데시 도로교량부 Azharul Islam KHAN 국장 도로교통국

방글라데시 다카상하수도청 Kamrul HASAN 총괄기술자 설계

방글라데시 교량청 Mohammad Golam MORTUJA 선임기술자 교량부

방글라데시 철도청 Muhammad Quamrul AHSAN 국장 사업관리총괄

방글라데시 수도개발청(라죽) Sirajul ISLAM 국장 도시계획국



캄보디아 공공교통성 Phirith KANG 부국장 중장비국

캄보디아 공공교통성 Rathpiseth HENG 국장 공공사업국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Firman NAPITUPULU 비서관 지역인프라개발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수원총국) Prasetyo SINGGIH 최고운영책임자 개인투자 PINA 센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파워 Adi SUPRIONO 국장 사업개발국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Andhika Budi PRASETYA 부서장 빌딩개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Sri HARTOYO 청장 주거청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Dian IRAWATI 부서장 빌딩개발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수원총국) Rachmat MARDIANA 국장 에너지, 통신 및 정보부

일본 일본해외건설협회 Keiji HABARA 부부장 국제기획부

일본 일본해외건설협회 Yoshihiro YAMAGUCHI 전무 -

카자흐스탄 PPP센터 Yerlan ZHAKIN 부회장 PPP 프로젝트 개발부

키르기즈스탄 국가통신정보위원회 Mirlan OMURALIEV 부위원장 .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 Saipul Ezam								 AHMAD NASIR							 부장 대중교통위원회

말레이시아 CH2M Hill Mohamad Kedzair HJ. OSMAN 이사 투자자관리부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 Mohd Azharuddin								 MAT SAH							 대표 대중교통위원회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 Syed Imran Kifli								 SYED JAAFAR							 특별 사무관 대중교통위원회

몽골 울란바타르시 Tsagaan BAIGALMAA 시의원 프로젝트 관리국

몽골 울란바타르시 Dashnyam BAASANJAV 부팀장
프로젝트관리/게르구역 발전투자프

로젝트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U Tun NAING 차관 차관

미얀마 건설부 U Zaw AYE 과장 도시주택개발과

미얀마 미얀마석유가스공사 U Nyan TUN 국장 추출개발국

미얀마 양곤지방정부 Nilar KYAW 주장관 전력, 산업, 교통

미얀마 건설부 Shwe LAY 교량국장 교량국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U Zaw Zaw AUNG 과장 석유화학국

미얀마 건설부 U Aung MYINT OO 부국장 사업관리과

미얀마 건설부 U Kyaw LINN 차관 차관

네팔 항공청 Om SHARMA 이사 공항토목부



중국 중국대외승포공정상회 Shaobo ZHAO 부주임 컨퍼런스&엑스포 센터

중국 중국대외승포공정상회 Qiuchen FANG 회장 중국대외승포공정상회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Fang KE 과장 투자운영

중국 중국대외승포공정상회 Liqiu YANG 사원 컨퍼런스&엑스포 센터

파키스탄 펀잡사프파니컴퍼니 Hassan Rauf MAGSSI 국장 조달국

필리핀 세부시 수도국 Joel Mari Santos YU 국장 SRP 지역 투자국

필리핀 세부 시 Tomas R. OSMENA 시장 세부시청

싱가포르 인프라코 아시아 Allard Mark NOOY 대표이사 InfraCo 아시아

스리랑카 항만부 Lokawisthara Patabendige JEYAMPATHY 차관 스리랑카 항만부

타지키스탄 교통부 Olim YATIMOV 국장 해외투자담당

태국 교통부 Pichit AKRATHIT 차관 교통부

태국 교통정책기획국 Chayatan								 PHROMSORN							 부청장 부청장

태국 교통정책기획국 Chotchai CHAROENNGAM 차관 보좌관 차관 보좌

태국 교통부 Chimsamran CHAROENRAT 차관자문역 교통부

태국 교통부 Ravis								 KHANCHALEE							 사무관 교통부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 Farkhad IBRAGIMOV 센터장 정보화센터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 Abdushukur ABDULLAEV 위원장 위원장

베트남
호치민시 침수방지 프로그램 관리

사무소
Bui The HAI 국장

호치민시 침수위험 관리 프로젝트

관리사무국

베트남 국립건축원 Thuy Loan PHAM 부원장 부원장

베트남 구룡공사 Tran Van THI 사장 이사회

베트남
호치민시 침수방지 프로그램 관리

사무소
Ly Thanh DANH 선임 기술계획과

베트남 아시아개발은행 아세안인프라펀드 Ba Hung NGUYEN 무역 전문가
동남아시아부 / 재정, 무역 및 공공

관리부부

베트남 도시철도국 Hong Thanh HUYNH 국장 도시철도국

베트남 국립건축원 Thanh Tung DO 원장 원장

파푸아뉴기니 공기업부 Moses TEKWIE 행정관 비서실

파푸아뉴기니 공기업부 Clement WAINE 차관 행정부

미국 국제금융공사 인프라벤처펀드 Jessica Jolene FARMER 자기자본투자 전문가 아시아 부문

미국 남가주대학교 Lucio SOIBELMAN 교수 토목환경공학



미국 ENR Janice L. TUCHMAN 편집장 편집국

아르메니아 교통통신부 Vahan MARTIROSYAN 장관 장관

아르메니아 교통통신부 Kristine BEGLARYAN 실장 대외협력실

불가리아 불가리아건설협회 Djani Harieva ANTOVA 부서장 국제관계사업관리부

불가리아 불가리아건설협회 Nikolay Stankov STANKOV 회장 회장

불가리아 불가리아건설협회 Nikolay Yanchev NIKOLOV 부회장 부회장

불가리아 불가리아건설협회 Svetoslav Apostolov GLOSSOV 명예회장 명예회장

러시아 극동지역개발펀드 Anna MURZICH 국장 국장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Volodymyr OMELYAN 장관 장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Taras TROTSKYI 국장 통신분석국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 Susan GOERANSSON 이사 환경인프라

보츠와나 국토관리상하수도부 Itumeleng Edson MOIPISI 차관 국토관리상하수도부

보츠와나 국토관리상하수도부 Bogadi Theresa MATHANGWANE 국장 수자원국

적도기니 항만청 Miguel Ndong OLUY OKOMO 부서장 추출부

적도기니 항만청 Vicente Nguema NSUE MIKUE 부서장 통계부

적도기니 항만청 Pedro Esono OLO BIYE 기획조정관 기획조정실

적도기니 항만청 Brigida OBONO OBAMA 비서관 청장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도로교통청 Weyessa FEYESA 부청장 교통 프로그램관리사무소

에티오피아 수자원관개에너지부 Seleshi Bekele AWULACHEW 장관 장관

에티오피아 도로청 Daniel Mengestie TEGUAZE 부청장 계획ICT국

에티오피아 교통부 Ahmed SHIDE 장관 장관실

에티오피아 수자원관개에너지부 Dawit Ayalew TEGEGN 입찰담당관 상하수도부

가나 가나 철도회사 Francis Eku QUAGRAINE 부사장 부사장

가나 철도개발부 Kwabena Osei BONSU 기술자 기술자

가나 철도개발부 Eric Mensah BONSU 이사 금융부

가나 철도개발부 Eric Yeboah SARKODIE 보좌관 보좌관

가나 가나 철도 개발 위원회 Richard Dombo DIEDONG 대표 대표

가나 가나 국회 Cephas Banuodio BOYUOH 보좌관 의원실

케냐 아프리카개발은행 George Adongo MAKAJUMA 인프라고문 도시교통물류ICT부



케냐 리프트 벨리 상하수도 관리국 William SAKUDA 구매부장 구매부

말라위 농업관개수자원부 Geoffrey Chidzammbuyo MAMBA 국장 관개부

모리셔스 공공인프라육상교통부 Jean Maxy SIMONET 차관 공공인프라육상교통부

모리셔스 도로청 Devadass MOOTANAH 청장 도로개발청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 주 정부 Francis Odey NTAMU 선임경제자문관 주계획부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 주 정부 Victor Asuquo EDET 보좌관 보좌관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Roads Authority Memuna Kumba JALLOH 청장 청장

시에라리온 주택인프라공사부 Agnes MBAYO 수석보좌관 관리부

시에라리온 주택인프라공사부 Ibrahim Kemoh SESAY 장관 주택인프라공사부

시에라리온 주택인프라공사부 Joseph Tekman KANU 사무차관 관리부

탄자니아 도도마 상하수도국 David Theophil PALLANGYO 소장 관리부

탄자니아 수도관개부 Agripina Gordian RUJOMBA 국장 조달관리부

탄자니아 잔지바르항공청 Seif Abdala JUMA 국장 기획프로젝트부

우간다 와키소 지방정부 Luke LOKUDA 관리부장 관리부

우간다 와키소 지방정부 Matia Lwanga BWANIKA 도지사 와키소 지방정부

우간다 우간다 도로공사 Isaac WANI 국장 계획 및 엔지니어링

우간다 물환경부 Allan ATWIJUKA 구매부장 구매부

볼리비아 PMI 코차밤바 Dorian PANTOJA 청장 청장

콜롬비아 보고타 투자청 Juan Gabriel PEREZ CHAUSTRE 대표 대표

콜롬비아 콜롬비아투자진흥청 Paola Andrea GARCIA BARRENECHE 국장 투자진흥국

페루 주택건설위생부 Javier BOYER MERINO 보좌관 차관실

페루 로레토 주 Julio Cesar RUIZ MURRIETA 국장 국제협력국

페루 주택건설위생부 Fernando Julio LACA BARRERA 차관 차관

페루 로레토 주 Fernando MELENDEZ CELIS 주지사 주지사실

온두라스 국가긴급센터 Marian Julliette CALIX TORRES 국장 국제협력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