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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만 수도 무스카트시와 우호협력 협정 체결

- 박원순 시장, 6일(목) 모신 모하메드 알 셰이크 무스카트 시장과 협정 체결
- 도시계획, 전자정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 박 시장, 향후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시외교 활동 강화 계획
·

□ 박원순 시장은 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모신 모하메드
알 셰이크(Moshin Mohammed Al Shaikh) 무스카트 시장을
만나 면담하고, 서울시-무스카트시 우호도시 교류협력 협정을 체
결한다.
○

무스카트(Muscat)시는 오만왕국(Sultanate of Oman)의 수

도이자 중동·인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아랍의
전통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공존하는 중동문화의 중심지이다.

○

이번 협정 체결로 무스카트는 서울시의 63번째 자매·우호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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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도시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도시계획, 전자정부, 도시재
생, 도시 조경, 인프라, 교통, 공중보건 관련 정보 및 지식 경험
공유, ▴무역, 투자, 기술 등의 분야 교류 지원으로 경제협력 및
투자증대 촉진, ▴문화 관광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추진 ▴각
종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를 통한 도시 간 교류 증진 등의 분야에
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 박원순 시장은 “향후 아라비안나이트의 신밧드의 고향이자 동서
양을 연결하는 해양 실크로드의 길목인 무스카트시와 앞으로 긴
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무스
카트를 기반으로 잠재력이 높은 중동지역과의 전략적 도시외교 활
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무스카트 시장, 시장 면담 및 협정 체결 개요
2. 무스카트 시장 약력
2. 서울시 자매 ·우호도시 현황 <2018.9.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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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무스카트 시장, 시장 면담 및 협력 프로그램 체결 개요

면담 및 체결 개요

○ 일 시 : 2018. 9. 6.(목) 10:00~10:30 (30`)
- 언론 공개시간 : 10:20~10:30 (10`)

○ 장 소 : 시장 집무실
○ 목 적 : 양 도시 우호도시 결연 포함 협력 프로그램 합의
○참석자
- 서울시 : 시장, 국제관계대사, 국제협력관, 국제교류담당관
- 무스카트 : 모신 모하메드 알 셰이크(Moshin Mohammed Al Shaikh)
무스카트 시장, 주오만대사, 압둘 하킴 국장 등

○ 진행언어 : 한-아랍어 순차 통역


진행 순서

10:00
10:05
10:20
10:30

( 5')

도착 ⇨ 6층 이동, 방명록 서명

(15')

무스카트 시장, 시장 면담

(10')

양 도시 협력 프로그램 합의 서명, 기념촬영
면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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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영접 : 국제교류담당관

한-아랍어 순차통역

환송 : 국제교류담당관

붙임 2

무스카트 시장 약력



성 명 : H.E. Mohsin Mohamed Al Shaikh



생년월일 : 1949. 06. 07. (69세)



주요학력

(모신 모하메드 알 셰이크)

○ 1979.


美애리조나대학(University of Arizona) 석사
(토목공학)

주요 경력

○ 2013 ~ 현재
○ 2011 ~ 2013
○ 2011
○ 1980 ~ 2011

무스카트시장
국왕부 고문(Advisor, 장관급)
관광부 장관(Minister of Tourism)
왕실관리청 왕실재산관리실장

* 현재 무스카트 시장외에도 아래 직책 겸임 중
- 하야 워터社(Haya Water, 주재국 내 물/환경 분야 유력기업) 이사장
- 폐기물처리공사(Oman Environmental Services Holding Company) 이사장
- 무스카트 왕립오페라하우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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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현황 (총63개)

구분
미국
(5개)
중국
(9개)
일본
(2개)
아시아
(11개)

자매도시(23개)

<2018.9.6. 현재>

우호도시(40개)

워싱턴D.C,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휴스턴

(3개)

(2개)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베이징

텐진시, 상하이시, 쓰촨성

(1개)

(7개)

타이베이(대만)(1개)
도쿄

홋카이도(1개)

(1개)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울란바토르(몽골),

비엔티엔(라오스), 콜롬보(스리랑카),

하노이(베트남), 아스타나(카자흐스탄),

카트만두(네팔), 반둥(인도네시아),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방콕(태국)

호치민(베트남)

(6개)

(5개)
런던(영국), 베를린(독일), 코펜하겐·
오덴세(덴마크),웰링턴(뉴질랜드),

유럽
오세아니아
(22개)

앙카라(터키), 모스크바(러시아),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부다페스트

바르샤바(폴란드), 로마(이탈리아),

(헝가리), 민스크(벨로루시), 부카레스트

아테네(그리스), 파리(프랑스),

(루마니아), 이스탄불(터키), 밀라노

뉴사우스웨일즈(호주)

(이탈리아), 바르셀로나(스페인)

(7개)

브뤼셀 수도지역(벨기에),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롬바르디아주(이탈리아)

중동
아프리카
(6개)
북 남미
(8개)
·

(15개)
아디스아바바(에디오피아)

카이로(이집트)

마푸토(모잠비크), 츠와네(남아공)

(1개)

테헤란(이란), 무스카트(오만) (5개)

보고타(콜롬비아), 멕시코시티(멕시코),
상파울루(브라질)

오타와·몬트리올(캐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브라질연방특구(브라질), 파나마시티

(3개)

(파나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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