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출장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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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 관련 부문 (Agriculture)

□ 친환경 농약 및 비료의 샘플 제공 → 농업부 장관 MOU 체결

□ 2018년 11월 중 재 방문 → 실무협의

앙골라 출장 보고문서

2018년 09월08일~14일

No Project
Title Project Summary

Estimated
Investment
(US. $)

Contracting
Authority

Financing 
Mode

1
BKB
Organic
Stuff

BKB is interested to 
export the series of 
Organic stuffs and hopes 
to discuss local 
manufacturing.

Ministry of 
Agriculture PPP

Ⅱ 에너지 관련 부문 (Energy)

□ 750 MW LNG 화력 발전소 : 2018년 9월 11일 MOU 미 체결

□ 에너지부 장관

- 방문한 회사 중 불참석 회사가 있어 향후 앙골라 대사관에서 컨소시엄 전체 관계회사 서명

- 서명 후 앙골라 에너지부로 문서 발송 → 앙골라 에너지부 장관 명의 MOU 서명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Angola

Ministry of Energy Agriculture



Ⅲ 교통부 관련 부문 (Transportation)

□ 교통부 장관

- 항만, 철도, 공항 건설 확충을 위한 협의

- 한국의 우수한 기술 도입 확인

- 장관 및 실무진 한국 방문하여 협의 하기로 함

앙골라 출장 보고문서

2018년 09월08일~14일

Ⅳ 경제 관련 부문 (Economy)

□ 경제자유구역 청장

- 청장 및 실무진 2018년 11월 방한

→ 투자 설명회

- 수도 루완다

→ 2,4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사업 : 완료된 산업단지 분양

→ 한국기업 유치 협의

→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여 앙골라 기업에 기술 및 정보 제공

Ministry of Transport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Ⅰ 대우건설 현장 방문

□ 잠비아 보추와나 : 교량건설 공사

- 건설현장 시찰

-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 기대

- 아파트, 신도시 사업에 많은 참여 희망

잠비아 출장 보고문서

2018년 09월17일~20일

Ⅱ 농업 관련 부문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 농업부 장관

- 국가가 가장 중요시 하는 업종이 농업부문

- 농업분야 문제점 해결 요청
→ 생산제품의 40%가 벌레나 해충의 피해
→ BKB BIO : 친환경 농약 및 비료 샘플 제공
→ 농업부 주관 샘플 TEST

- 잠비아 농업부와 농약 및 비료공장 설립 합의

No Project
Title Project Summary

Estimated
Investment
(US. $)

Contracting
Authority

Financing 
Mode

1
BKB
Organic
Stuff

BKB is interested to 
export the series of 
Organic stuffs and hopes 
to discuss local 
manufacturing.

Ministry of 
Agriculture PPP

DAEWOO E&S



Ⅲ 조달부 관련 부문

□ 행정자치조달부 장관

- 한국 정부 전산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희망
→ 민원인들의 행정 서비스 전환
→ 전산시스템 개발 협의

Ⅳ 광업부 관련 부문

□ 광업부 차관

- 광산 탐사 공동개발 협의

- 준 보석 탐사 개발 요청

□ 국영 동 광산 사장

- 현 동 광산 생산 참여 요청

- 신규 동 광산 개발의 공동 탐사 요청

→ 제품 판매 협의

행정자치조달부 장관 미팅

잠비아 출장 보고문서

2018년 09월17일~20일

광업부 차관 미팅

국영 동 광산 사장 미팅



Ⅴ 재정부 관련 부문

□ 기획재정부 차관

- 정부(국가) 참여 프로젝트 보증
→ 각종 세금 혜택
→ 과실 송금 자유롭게 처리 약속

Ⅵ 주택부 관련 부문

□ 주택부 차관

- 현재 15만세대의 필요

- 공무원 APT 건설 협의 → 1단계 1,500세대 건설 협의

- 정부보증(모기지론)

기획재정부 차관

잠비아 출장 보고문서

2018년 09월17일~20일

투자청장

Ⅶ 투자부 관련 부문

□ 투자청장

- 각종 세제혜택별 투자 자료 안내

- 투자 규모와 투자 형태 점검

- 정부 각종 프로젝트 투자 권장

주택부 차관 미팅



순
번
(N
O)

프로젝트 명
(Project Title)

내용
(Project Summary)

사업규모
(Estimated 
Investment)

(US, $)

주무부서
(Contracting 

Authority and/or
Promoter)

파이낸싱
(Project 

Requirem
ents/

Financing 
Mode

1 Luapula River 
Hydro Power 
Scheme

- Construction of a new 800 –
1,200 MW power projects at 7
different sites on the Luapula
River i.e. Mambillima(I,II,III, IV
& V) and Mumbotuta (M, CX)

- The project sites are on the
border between Zambi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DRC). An inter-
Govern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as signed
in 2015.

- Project preparation activities 
on-going

To be 
determined by 
feasibility 
study

Zambia and DRC 
Governments.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Open for 
Investment

Ⅷ 에너지 관련 부문

□ 에너지부 장관

-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수력발전소 3,000MW 추가 건설 협의

- 태양광 솔라 플렉시블 소개 :                                                    최소 300MW 건설 협의

□ 전력사업관리 투자청장

- 발전부문 적극 협조

잠비아 출장 보고문서

2018년 09월17일~20일

에너지부 장관미팅

전력사업 투자청장 미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