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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and UNOPS accelerate their support to help countries in
Southeast and Central Asia, and Africa tackle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joined forces with UNOPS to fight COVID-19.
With US$ 17.8 million from KOICA through the COVID-19 Comprehensive Rapid Response
Program, UNOPS is delive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testing and monitoring

medical items to help countries prepare, respond to and recover from COVID-19.
In 2021, COVID-19 continues to be the main theme of our lives -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Much like in the rest of the world, millions of people in Asia and Africa have
lost their lives, and have been pushed into poverty.
Facing the need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patients, the provision of medical equipment
and items in a timely manner is of utmost priority.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recognized as an exemplary model,
to test, track, and treat the cases. To share these experiences with partn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the COVID-19 Comprehensive Rapid Response Program, as one of the
implementation tools for ‘ODA Korea: Building TRUST’ strategy. With the program, the support from
Korea reached vulnerable groups in need, and helped the governments to take preventive measures
in a timely manner.” said Mr. Minhyeon Song, Vice President of KOICA
In Vietnam, on May 28 2021, KOICA and UNOPS handed over thermal imaging cameras worth
US$0.67 million to the Ministry of Health. These will be installed at 10 airports in Vietnam,
strengthening national prevention capacities.
In Uzbekistan, on May 12 2021, a handover ceremony of the COVID-19 Comprehensive Rapid
Response Program was held at the Educational Centre of the National Children's Medical Centre in
Tashkent. US$ 3.2 million worth of medical equipmen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apacity
development training to healthcare personnel will be provided to strengthen the country's health
system.
“With KOICA’s generous support and UNOPS expertise of UNOPS in procurement and project
management, Uzbekistan will be better prepared to face future epidemics and pandemics,” said Mr.
Abdulla Azizov, Deputy Minister of Health of Uzbekistan.

To strengthen capacity to respond to COVID-19 and other diseases, local healthcare and laboratory
workers were trained in operating the delivered equipment in Nukus and Tashkent in Uzbekistan, as
well a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s part of the Program, KOICA and UNOPS has been procuring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for
the Governments of Cambodia, Ethiopia, Indonesia, Tajikistan. (Myanmar until January 31 2021). The
program has been also providing medical items for the Africa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upporting COVID-19 response efforts in further 12 countries in Africa.
This partnership between KOICA and UNOPS is a positive step towards strengthening national
efforts on three continents to respond to and recover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support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Photo 1 : Training of PCR analysers, delivered by Korean Manufacturer, held at Medical Institute of Karakalpakstan Nukus,
Uzbekistan
Photo by UNOPS

Photo 2: KOICA-UNOPS joint handover Ceremony to the Ministry of Health, 12 May 2021, in Tashkent, Uzbekistan
Photo by UNOPS

Photo 3: Minister of Health of Vietnam Nguyễn Thanh Long and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nam, Park Noh-wan
attended the hand-over ceremony held on May 28 2021, Hanoi, Vietnam
Photo by UNOPS

Photo 4: Key participants of the hand-over ceremony held on May 28 2021, Hanoi, Vietnam - Minister of Health of Vietnam,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nam, Representatives from KOICA Vietnam office and UNOPS Vietnam
Photo by UN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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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NOPS:
UNOPS provides infrastructure, procurement and project management services to help build the
future.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respond to our
partner’s needs and help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eace and security,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projects around the world. Read more: www.unops.org
About KOICA:
KOICA's mandate i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various
projects that build friendly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nd mutu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partner countries and support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partner countries. Read
more: www.koica.go.kr

즉시배포용
(한국어 번역)

코이카-유엔 사업서비스기구 (UNOPS),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가속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코로나19에 맞서 유엔 사업서비스기구 (UNOPS)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780만불을 지원한다. 유엔 사업서비스기구 (UNOPS)는 협력국들의
코로나19 대비, 대응 및 회복을 돕기 위한 개인보호장비, 진단 및 모니터 기기를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비상사태로서 2021 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일상 속 주요 테마 가
되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수백만 명이 코로나 19로 인해 생명을
잃고 빈곤에 몰리고 있다.
조기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 기기 및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이다.
코이카 송민현 부이사장은 “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사례 진단, 추적, 치료를 통한 대응은
모범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협력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은 취약계층에게 지원책이 도달하고, 협력국들이
적시에 대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라고 밝혔다.
코이카와 유엔 사업서비스기구(UNOPS)는 미화 67만 달러 상당의 열 화상 카메라를 2021년 5월 28일 베트남
보건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는 협력국의 코로나19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베트남 10개 공항에 설치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21년 5월 12일 타슈켄트에 위치한 국립아동병원 교육훈련센터에서 코로나 19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의료기자재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의 보건체계강화를 위한
320만불 규모의 의료기자재,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 인력 역량개발 교육훈련이 제공된다.
압둘라 아지좁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은 “KOICA의 아낌없는 지원과 유엔 사업서비스기구(UNOPS)의
조달 및 사업관리 전문성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다가올 전염병과 대유행에 더 잘 대비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지역 보건의료 및 검사 인력의 코로나 및 기타 질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 운용 교육훈련이
우즈베키스탄의 누쿠스시, 타슈켄트시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이카와 유엔 사업서비스기구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에
의료기자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조달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에 의료 장비를 제공하여 아프리카의 12개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와 유엔 사업서비스기구의 파트너쉽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및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개
대륙의 국가적 노력 강화의 긍정적 발걸음이라고 볼 수있다.

사진 1) 한국 제조업체의 PCR장비교육이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에서 진행되었다. - 우즈베키스탄
사진제공=유엔 사업서비스기구 (UNOPS)

사진 2) 코이카-유엔 사업서비스기구의 합동 전달식이 2021년 5월 12일 타슈켄트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제공=유엔 사업서비스기구 (UNOPS)

사진 3) 2021년 5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한 응웬 타잉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및 박노완 주 베트남 한국 대사

Photo 4: 주요 참석인사들 - 베트남 보건부 장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 및 유엔 유엔 사업서비스기구 베트남
사무소 대표 참석인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