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OECD 뇌물방지회의 및
한-칠레 FTA 제2차 개선협상 참석 계획(안)
['19.6.13.(목),

국제교류담당관실]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OECD

뇌물방지회의

- OECD EDRC
-

한-칠레

FTA

: ’19.6.25.(화)~28.(금) /

한국경제검토단 면담

개선협상회의

프랑스 파리

: ’19.7.1.(월) /

: ‘19.7.4.(목)~5.(금) /

프랑스 파리

칠레 산티아고

* 6.24.(월) 인천 출발 – 파리 도착, 7.2.(화)-3.(수) 파리 출발 – 산티아고 도착,
7.6.(토)-7.8.(월) 산티아고 출발 파리 경유 인천 도착
※ 산자부 한-칠레 FTA 협상 대표단 일정에 따라 7.2(화) 파리에서 대표단 합류

ㅇ 참석자

- OECD : OECD

범죄사무국)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00여

UNODC(유엔마약

명

※ 한국측 :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법무부 국제형사과 박성진 검사 등
-

한-칠레

FTA

개정협상

:

산자부(수석대표), 노동부, 환경부, 권익위

등 분과별 협상 대표단(현재 명단 미정)

※ 권익위 참석자 :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 주요 논의사항

ㅇ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점검 관련 동향 파악 및 논의 참여

- ‘19.12월 예정인 우리나라 4단계 심사 후속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사무국 및 점검국(이탈리아 및 핀란드) 대표단 동향 파악
-

이스라엘 등 구두 보고 참조하여 대응 준비

ㅇ

‘19.7.11.(목)-17.(수)간 방한 예정인 OECD EDRC 한국경제검토
위원단 면담 및 사전 질문지 입수

* 7.12.(금) 위원회 방문하여 반부패 관련 내용 면담 예정이며, 동 내용을
바탕으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예정

ㅇ 한-칠레 FTA 개선안에 반부패 조항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반영
(‘18.7.16. 칠레측 제안으로 FTA 협정문에 반부패 조항 추가 합의)
-

부패방지 조치, 공직자 청렴성 증진, 민간부문 및 사회의 참여 등 내용 포함

첨 부 1 : OECD 회의 일정 및 의제

* 한-칠레 FTA 협상 세부일정 현재 미정

2 OECD EDRC 미션단 방문계획(안)

'

첨부 1

OECD WGB 일정 및 의제
6.25.(

화)

09:30~09:35

아젠다 확정

09:35~09:45

Summary Record

09:45~10:00

Management Group

10:00~10:15

법집행 기관 비공식 회의 결과 보고

10:15~13:00

국가별 보고 (비공개 세션)

13:00~14:30

점심 휴식

14:30~15:30

해외뇌물 집행과 관련된 OECD WGB 데이터베이스
2009 권고안과 협약 이행을 위한 자가/상호 평가

15:30~18:00

일본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리딩

회의 결과 보고

수)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국제스포츠 부패 파트너십 (IPACS)의
결과 보고
6.26.(

09:30~09:45

09:45~10:30

참석자 보고

10:30~13:00

헝가리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리딩

13:00~14:30

점심 휴식

13:30~15:00

국제기구 보고

15:00~15:30

4단계

심사

추가

후속조치

–

clarification

adjustments to current procedures

15:30~17:00

아르헨티나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리딩

17:00~18:00

아르헨티나 2주년 보고서 후속조치

and

possible

6.27.(

09:30~10:15

10:15~10:45

10:45~11:00

11:00~13:00

13:00~14:30

14:30~16:30

16:30~18:00

2009

목)

뇌물방지 권고안 검토

–

presentation of the stocktaking

report

SNC Lavanin
3단계
->

기소 관련 캐나다의 후속조치

–

평가 후속조치
이스라엘의 구두 보고
한국 구두보고시 참조

4단계

심사 : 일본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에
대한 두 번째 리딩
점심 휴식
4단계

심사 : 헝가리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
에 대한 두 번째 리딩
아르헨티나 보고서에 대한 두 번째 리딩

6.28.(

09:30~09:45

09:45~10:00

OECD
2019

3단계

10:30~10:45

2019

10:45~11:15

3단계

Bribery

and

Officially

승인 보고

평가: 스웨덴의 고위급 미션 보고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 보고
평가: 남아공 추가 보고

4단계

심사 : 일본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에
대한 세 번째 리딩

11:30~12:30

4단계

12:30~12:45

2단계

심사

체코의 2주년 보고

:

평가: 러시아의 고위급 미션 보고

4단계

심사 : 헝가리 보고서의 요약집, 보도자료, 권고안 초안
에 대한 세 번째 리딩

13:00~14:30

점심 휴식

14:30~15:00

3단계

평가

:

폴란드의 추가 서면 보고

국제관계활동:
and

Central

Initiatives in Africa, Asia-Pacific, Estern Europe
Asia

(ACN),

East and North Africa

15:30~18:00

on

공기업에 대한 반부패 청렴 가이드라인 승인 보고

10:15~10:30

15:00~15:30

REcommendation

Supported Export Credits
2019

12:45~13:00

경제부서와 반부패 이슈 관련 협조
Council

10:00~10:15

11:15~11:30

금)

기타 이슈 논의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첨부 2

한-칠레 FTA 반부패 조항 개선 협상 추진 현황

 방한 목적
ㅇ

년 개최예정인

‘20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에 보고할 『한

ED RC

국경제보고서』 작성을 위한 면담 및 자료수집
* 한국경제보고서는 2년에 한번씩 발간, ‘19년 면담·자료수집 후 ’20년에 발간할 예정

 위원회 방문 일시 및 장소
ㅇ

‘19.7.12.(금) 09:00-09:40, 5층

* 전체 방한일정 : ‘19. 7. 11(목) ~ 7. 17(수)
** 위원회 방문 후 10:00부터 KDI 방문 예정

 참석자(총

ㅇ

8

명)

OECD측(4명)

- Vincent Koen (OECD

경제국 과장)

- Christophe Andre (OECD
-

상황실

범진완

(OECD

경제국 한국

- Mathilde Pak (OECD

경제국 한국

Senior Economist)

Economist)

경제국 한국

Economist)

ㅇ 우리측

(4명)

-

김상년 청렴총괄과장

-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

문소희 국제교류담당관 사무관

-

한효정 에디터

- 6 -

※
ㅇ 정부

OECD

:

방한단 방문 예정 기관
기재부, 고용부, 국조실,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권익위,
통일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

ㅇ 유관기관

:

노동연구워,

KDI,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은행, 통일연구원, 금융연구원,
전기연구원, 경영자총연합회,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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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 생산성본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