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국가 기관명 first_name_k middle_name_k family_name_k 부서명 직위수준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술라삭 소반날렛 비서과 국장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빌래이 카흠 포살라쓰 - 차관

콜롬비아 다비비엔다 카밀로 알반 부사장 국장

콜롬비아 콜롬비아건설협회 네스토 하이메스 혁신국 국장

콜롬비아 라드릴레라 산타페 SA 후안 퍼르민 레스트레포 부장 국장

콜롬비아 라드릴레라 산타페 SA 카를로스 우리베 크레인 파트너 국장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마리에스카 라미아토 공공통신국 국장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데디 나트리파흐리잘
데디스키

나자로에딘 - 국장



태국 교통부 티라퐁 로드프래서트 - 차관

미얀마 교통통신부 나이 묘 윈 아웅 장관실 국장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안드리 갈러쉬착 차관 차관

에티오피아 교통부 히왓 모시사 데레싸 차관 차관

중국 상무부 린 짜오
투자경제협력

부
국장

중국 상무부 얀보 한 아시아부 국장

중국 상무부 용 한
투자경제협력

부
국장

중국 상무부 웬린 첸
투자경제협력

부
국장

미얀마 교통통신부 땟 신 멍 - 장관



말련 주택 및 지방정부 관리부 마리 라이 린 웡 정책부 국장

말련 주택지방정부관리부 모흐드 안누아르 마이딘
PLANMALAY

SIA
국장

말련 주택 및 지방정부 관리부 카마 룰리 아브 마드 차관사무실 차관

싱가포르 인프라스트럭처 아시아 윌슨 영 책임자 국장

싱가포르 인프라스트럭처 아시아 주안 티앙 코우 국장 국장

쿠웨이트 공공주거복지성 이브라힘 N 알나쉬
프로그램코디

네이션부
국장

튀니지 교통부 모하메드 카스다우이 의전 국장

니카라과 전력공사 어네스토 호세 마르티네즈 티퍼 사장 장관

쿠웨이트 공공주거복지청 아흐메드 M 알란사리
프로젝트 개

발부
국장



쿠웨이트 공공주거복지성 아미나 A A A A 알라와디 장관실 국장

싱가포르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크레이그 림 - 국장

싱가포르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웨이 키앳 입 - 국장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제랄딘 정
조사연구관리

부
국장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자퀴 빈 모하마드 - 차관

브르네이 개발성 샤흐롬 에아하르 수하이미 도시계획부 국장

브르네이 개발성 노림티한 하지 압둘 라작 개발부 국장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엔드라 살레 엣마위드자자

공공사업주택
부 사무국, 공
공커뮤니케이

션 뷰로

국장

인니 공공사업부 에드워드 압두라만 거주지부 과장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모차마드 바소에키 하디물조노 - 장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수자원
국

니 메이드 수미아르쉬 수자원국 국장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수자원
국

하리 수프레이요기 수자원국 국장

브르네이 개발성 모하마드 줄라인 하지 자히리 - 국장

브르네이 개발성 수하이미 가파 - 장관

파라과이 주택청 오스카 페르난도 메르카도 그라우 고문 국장

스리랑카 교통민간항공부 아소카 란잔 아베이싱 칼루코테 칸카남 차관 차관

몰타 교통인프라부 코리 클리포드 말프레드 그린랜드 MTIP - Malta 국장

몰타 교통인프라부 조나단 쎄리 MTIP-MALTA 국장



미국 파워아프리카 존 프랭클린 한센 파워아프리카 국장

미국 파워아프리카 캐롤린 크리스티나 로렌자노 파워아프리카 국장

태국 교통부 자랏피트 라웅소파퐌
건설프로젝트

부
국장

오만
오만 글로벌 로지스틱스
그룹

무나 알리 알수브히
항만 클러스

터
국장

오만
오만 글로벌 로지스틱스
그룹

데이브 마이클 가이 재정부 국장

태국 교통부 포른찬난 뭉카른디 국제협력과 국장

태국 교통부 페라폰 싸원수파차로엔 국제협력과 차관보

태국 교통부 난티다 수크사마이 해외사업부 국장

태국 교통부 지낫 아마타와테
교통정책기획

부
국장



태국 교통부 위라이랏 시리소폰실
교통정책기획

부
국장

이라크 기획부 오데이 파드힐 모하메드 장관실 국장

이라크 기획부 나헤드 모하메드 아흐메드 장관실 국장

인니 아세안 취제 췬 림 연결부서 국장

인니 아세안 마히라 마후신 사무총장실 국장

인니 아세안 디키 크해룰 월라드
아세안연결부

서
국장

인니 아세안 림 족 호이 - 장관

인니 제2수자원공사 엔당 부디 우타미
수자원전력관

리부
국장

인니 제2수자원공사 무하마드 시암술 리잘
시스템제어관

리부
국장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소씨유쓰 힝 정보기술부 과장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취힘 팔라
도로 인프라

부서
과장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보운 취하운 국토교통부 국장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바드하낙 누 기술부 국장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라쓰피세쓰 헝 공공사업부 국장

캄보디아 공공교통성 쑨 유씨아 렁 - 차관보

캄보디아 공공교통성 찬쏠 쑨 - 장관

탄자니아 농업천연자원부 살룸 알리 살룸 ICT부 국장

베트남 건설부 팜 띠 홍 마이 국제협력부 국장



베트남 건설부 응우엔 퉁 반 - 국장

베트남 건설부 부이 팜 칸 - 차관

미얀마 건설부 인 인 쉐 교량부 국장

이라크 건설주택부 사미르 이브라힘 바쉬카 - 국장

알제리 전력가스회사 모하메드 치카오위 에너지부 국장

우즈벡 건설부 아크랄 안바로비치 무슬리모브 기술규제부 국장

우즈벡 건설부 바크롬 바코디로비치 코드자에브 - 국장

콜롬비아 콜롬비아건설협회 에드윈 치리비 경제연구부 국장

콜롬비아 콜롬비아건설협회 로사 이벨 핀존 상품서비스부 국장



콜롬비아 콜롬비아건설협회 산드라 포레로 회장 국장

콜롬비아 콘푸투로건설 세사르 바레라 국장 국장

콜롬비아 코나투라건설 클라우디아 가르세스 디자인개발 국장

콜롬비아 코나투라건설 카를로스 마리오 가비리아 국장 국장

콜롬비아 프로데사 후안 안토니오 파르도 회장 국장

콜롬비아 볼리바르건설 카를로스 아란고 우리베 회장 국장

콜롬비아 PGP 법무법인 후안 마누엘 곤잘레즈 파트너 국장

콜롬비아 야델건설 후안 프란시스코 야네즈 국장 국장

콜롬비아 하이메 아란고 로블레도 지오바니 필리쫄라 로레토 파트너 국장



콜롬비아 하이메 아란고 로블레도 하이메 아란고 로블레도 국장 국장

콜롬비아 에퀴놀테 S.A 기예르모 세페다 국장 국장

콜롬비아 아마릴로 SAS 로베르토 모레노 회장 국장

콜롬비아 이퀼라테로 호르헤 팔로마레스 국장 국장

콜롬비아 아피로스 SAS 호르헤 루이스 로페즈 회장 국장

콜롬비아 아피로스 SAS 안드레스 산타마리아 부회장 국장

콜롬비아 라드릴레라 산타페 SA 카를로스 안드레스 우리베 회장 국장

콜롬비아 C 콘고테 SAS 카밀로 콘고테 회장 국장

콜롬비아 인테그라 건설관리 SAS 마우리시오 아구델로 회장 국장



콜롬비아 오비콘 SA 알베르토 쿠엘라 세론 국장 국장

콜롬비아 오비콘 SA 페데리코 세론 회장 국장

콜롬비아 로스 안데스 대학교 에드아르두 베헤렌츠 부총장 국장

리비아 행정센터개발위원회 엘하디 모하메드 엘쉐리프 - 국장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셍다리쓰 케이티지나삭 기획협력부 국장

튀니지 철도청 아니스 오우에슬라티 교통부 국장

과테말라 통신인프라주택부 호세 페르난도 모랄레스 멘데즈 차관 차관

미얀마 JL 그룹 테인 우 - 국장

미얀마 JL 그룹 틴 툰 우 부회장 국장



말련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
발위원회(CIDB)

시예드 무하마드 나지
르

빈 시예드 오드만 정책전략부 과장

말련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
발위원회(CIDB)

수하이미 빈 만소르 계약등록부 국장

말련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
발위원회(CIDB)

파틴 아미라 모흐드 아노르 계약개발부 과장

말련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
발위원회(CIDB)

아지자 모흐드 유소프 계약개발부 국장

베트남 교통부 르 쾅 타오 PMU 2 국장

미국 국제투자보증기구 지성 원
에너지 및 채

취 산업
국장

미국 USAID 마일스 프랭클린 토더 베이징 국장

탄자니아 국토주택주거개발부 오데타 비아니 냐루바지 정보통신기술 국장

탄자니아 국토주택주거개발부 도로시 스탠리 므와니카 행정부 차관보



몰타 교통인프라부 크리스토퍼 쿠타자르 사무차관 차관보

미국 세계은행 은주 앨리슨 이
녹색성장신탁
기금, 지속개
발실행그룹

국장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순식 이 투자운영부 국장

일본 일본해외건설협회 카즈유키 야하라 국제기획부 국장

방글라데시 다카 상하수도청 꽘눈 나헤르 라일리
사이다바드

정수장
국장

조지아 지역개발인프라부 지비 벨라제 도로부서 국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 은아 심 PPP부서 국장

우크라이나 국영금융공사 안드리이 빈니추크 국제부 국장

호주 호주무역투자위원회 유진 김
뉴사우스웨일
즈주 무역투

자
국장



사우디 이슬람개발은행 아메드 압둘 칼리드
Regional
Office

국장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 주정부 우디바 에피옹 우디바 공공분야 국장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 주 정부 아수쿠오 엑펜용 공공분야 차관보

스리랑카 철도청 H M 카투폴란데제다라 위크라마싱 반다라 철도노선사업 국장

스리랑카 교통민간항공부 팔리사 사마라싱헤 기술부문 차관보

중국 중국대외승포공정상회 씨 천 노무협력부 국장

키르기즈 국가투자진흥청 슘카르벡 아딜벡 울루 . 국장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 필립 휴버트 터 우트
금융사업개발

부
국장

일본 일본해외건설협회 요시히로 야마구치 - 국장



일본 일본해외건설협회 케이지 하바라 국제기획부 국장

스페인 인프라 PPP 월드 호세 마리아 데 라 마자 알바 - 국장

탄자니아 농업천연자원축산해양부 라시드 알리 주마
MINISTRIAL

(ANRLE)
차관

미얀마 만달레이시 개발위원회 예 미앗 뚜 위원 국장

튀니지 대통령실 사미라 벤 시크 알리 PPP청 국장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 주 정부 빅토르 아수쿠오 에뎃 공공분야 국장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 주 정부 베네딕트 벤지오슈예 아야데 공공분야 차관

쿠웨이트 주택부 지난 모신 라마단 장관 장관

중국 중국해외건설협회 지엔화 위안
컨퍼런스&엑

스포 센터
국장



중국 중국대외승포공정상회 허 왕 - 국장

베네수엘라 중남미개발은행 안토니오 엔리케 핀헤이로 실베이라 인프라담당 차관

스리랑카  고속도로 및 도로개발부 히리피티야지 찬다나 스리랄 구나틸라케 엔지니어링부 차관보

탄자니아 공공사업교통통신부 로가터스 후세인 마티빌라 교통인프라국 국장

우크라이나 국영금융공사 볼로디미르 스타브뉴크 회장 국장

미국 IHS Markit 존 스캇 헤즐턴
경제컨트리리

스크부
국장

스페인 인프라 PPP월드 알바로 데 라 마자 알바 - 국장

모리셔스 공공인프라육상교통부 장 막시 시모넷 차관 차관

네팔 공공인프라교통부 사로즈 쿠마르 프라드한 도로부 국장



튀니지 교통부 라드하우아네 아야라 장관 장관

스리랑카 도로개발청 모하메드 니자르 압둘 하미드 도로개발부 국장

페루 페루엔지니어링협회 하이메 호르헤 사베드라 데 리베로 회장 국장

탄자니아 잔지바르 주정부 주마 무하마드
도시/지역계

획과
국장

미얀마 건설부 민 테인 도시주택국 국장

쿠웨이트 쿠웨이트시청 싸드 알라제미 마스터플랜국 국장

인도 철도부 아밋 메로트라 신호통신본부 국장

몽골 에너지부 오윤 다그바 정책기획부 국장

미국 메릴랜드주 하원 윌리엄 조셉 위벨
환경 및 교통

위원회
차관



미국
메릴랜즈주 주택지역개
발부

그레고리 베넷 머레이
프로젝트 매

니지먼트
국장

오만
오만 글로벌 로지스틱스
그룹

압둘라흐만 살림 알-하트미 회장 차관

조지아 지역개발인프라부 레반 쿠파타쉬비리 도로국 국장

미얀마 건설부 떽 쪼 윈 도로국 국장

아랍에미리 이스라 두바이 파디 샤먼 프로젝트관리 국장

남아공 츠와니 시정부 오니렝 카롤 레카나 교통신호국 국장

파라과이 주택청 데니 에드가루 자비에 두란드 에스피놀라 장관 장관

미얀마 건설부 우 윈 르윈 도로국 국장

미얀마 건설부 찌 쬬 민 - 국장



카자흐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준
비펀드

아슬란 불라토프 프로젝트팀 국장

니카라과 항만청 비르힐리오 로멜 실바 마나구아 국장

콜롬비아 콜롬비아투자진흥청 마누엘 안드레스 살가도 보고타 국장

니카라과 마나과 시청 마릿자 도로레스
마라디아가 데 바란테
스

평가국 국장

쿠웨이트 공공주거복지청 안와르 압둘라 알 헤라일라
프로젝트개발

부
국장

쿠웨이트 공공주거복지청 나세르 아델 크라이붓 기획설계실 국장

코트디봐르 보건위생부 에드몬드 코우아코우 다쿠아
인프라, 설치
및 유지부서

국장

미얀마 철도청 바 민트 부청장 국장

우즈벡 우즈엔지니어링 마르카맛 무사메드자노브나 나스렛디노바
RDI 우즈엔지

니어링
국장



캄보디아 전력청 피세쓰 춘
기업 계획 및
프로젝트부

국장

필리핀 퍼스트 젠 마리아 아우로라 에반젤리스타 체니자 사업개발 국장

페루 페루투자청 세자르 마르틴 페냐란다 루나 리마 국장

베트남 교통부 손 홍 팜

Project
Management

Unit 2
(PMU2)

국장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디야 압둘 후세인 M 알리 알 데샤이케르 재정부 국장

이라크 기획부 후세인 알리 다우드 기획부 국장

베트남 농업지역개발부 쿠옹 덕 당
중앙사업관리

실
국장

에콰도르 무역투자부 제프리 마이클 르블랑 투자 국장

이라크 바그다드 주정부 나자르 사메르 하팀 하팀
바그다드 위

원회
국장



베트남 교통부 부 탄 트루옹 민관협력부 국장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피시스 봉 공공부 국장

파키스탄 보건엔지니어링부 살만 유섭 차관 차관

알제리 철도공사 오트만 라군
철도설계감리

국
국장

이라크 기획부 살만 알리 하산 알 주마일리 장관 장관

라오스
참파삭주 공공사업교통
국

수카세움 박디마니봉
공공사업교통

국
국장

탄자니아
잔지바르 대통령실 예산
위원회

모함메드 세이드 모함메드 예산위원회 국장

스리랑카 관개수자원부
라자카루나 무디얀셀리
지

반다라 라자카루나
수자원 기획

부
국장

파푸아 피앤지파워 브루스 테니슨 코르벳 전략기획 국장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예 쪼 송배전국 국장

미얀마 전력발전공사 킨 마웅 윈 전력발전공사 국장

우간다 캄팔라시청 앤드류 무비루 키타카 도로부 국장

모리셔스 도로개발청 클로드 엠마누엘 왕 소 이사회 국장

모리셔스 공공인프라육상교통부 난드쿠마 보드하 장관 장관

미얀마 건설부 온 륀 도로국 국장

인도 델리철도공사 달지트 싱 토목 국장

인도 철도부 발라 프라사드 아와스티 궤도본부 국장

탄자니아 지방도로관리청 빅토르 허드슨 쉐프 청장실 국장



조지아 지역개발인프라부 그리골 카트시아 차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