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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6th ~ May 3th , 2019

Zambia, Congo, Angola, Mozambiq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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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잠비아 방문 Visit Zambia (2019년 4월17일~19일)

□ 잠비아 광업부 장관 업무 미팅 방문 ( 2019. 04. 17 )

- Ministry of Mines and Minerals Development

→ Cabinet Minister : Hon. Richatd Musukwa, MP

→ Director of Mines : Mooya B.C.Lumamba

→ Permanent Secretary : Paul M. Chanda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Mulungushi Corporation

- Wesley Mulungushi Chief Executive Officer

① 잠비아 정부소유의 광업관련 협의

- Mining map new project information document submission

- Government-owned mining materials

- construction of gold and cobalt production plant

- Raw materials are supplied from Congo (콩고 → 잠비아)

- 1.8 million pyeong divided into three sectors to plan the construction project

- Copper, gold and cobalt licenses, producing 30T/day per day, plans to operate

the plant in January 2020

- 900T/day 생산 : 투자금 1,000만불(지분5:5) →FS 

Cabinet Minister : Hon. Richatd Musukwa,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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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잠비아 방문 (Visit Zambia)

□ 잠비아 교통, 통신부 장관 업무 미팅 방문 ( 2019. 04. 18 ~19)

-

→ Cabinet Minister : Hon Eng, Brian C. Mushfimba, MP

→ Permanent Secretary : Eng. Misheck Lungu

→ Permanent Secretary : Paul M. Chanda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GNAIS AIR 

→ 고덕천(豫 공군소장, 경영학 박사)대표이사

□ 업무협의 내용

1. 

- project에 따른 협의

- 잠비아 국적기 관련 Presentation후 외교부에 전달

- Presentation 자료 AKEDA에서 입수 및 관련 공문 접수 후 진행 합의

- 항공노선 협의

(잠비아 → 남아공 등)

- 잠비아 관광사업 협의 : 잠비아 정부 정책사업으로 반영 의지 피력

2. SPC Established Capital $ 500,000

- 잠비아 국적기 협약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Zambian Airlines Nationality Business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ircraft Nationality Project Projec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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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Airport site visit

Zambia nationality aviation business presentation

잠비아 방문 (Visit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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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콩고민주 공화국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2019년4월20~21일)

최근 우리나라 IT업체와 광산업 진출이 증가

□ 콩고민주공화국은 기존 발급된 3,500 여
개의 개발권을 재검토하여, 이 중 실질적
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개발권은 취
소하여 실질적 개발의사가 있는 신규 참
여자에게 광업개발권을 부여할 예정

□ 경제성 있는 광업개발권 확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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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앙골라 (República de Angola) 방문 (2019년4월22일~27일)

□ 앙골라 정보통신부 전 차관 업무 미팅 방문 ( 2019. 04. 23 )

- GLS HOLDING, S.A.

→ Presiderta e CEO : Dr. Euginio Neto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업무협의 내용

1. IT 관련 협의

① 모비텔과 유니텔과 합작

② 1996년 설립 : 년 매출 $50,000,000

- 리자부사란스(LP) 휴대폰 공장

- 저가형 휴대폰 공급

- 스마트폰 진출계획

- 회사소유 3.5Hr의 산에 종합병원과 쇼핑몰 건립 계획 협의

(땅에 대한 서류 교환 후 FS 합의)

- 정부에 2019년11월 농업관련 1,500Hr 라이선스 취득 예정

(한국의 친환경비료, 친환경 농약 수입과 기술 전수 협약)

- 2019년 6월 통신 라이선스 취득 후 통신사 진출 예정

(한국의 SK 텔레콤과 공동사업 계획 협의)

모비텔 CEO : Dr. Euginio N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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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앙골라 (República de Angola) 방문

2019. 04. 24_GLS HOLDING, S.A _Dr. Neto 좌담회 요약

Dr. Neto : 포스코와 대우도 컨텍한지 3년이 됐다. 만날 때마다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앙골라는 한국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중국사람들도 많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과 컨텍을 해야 한다. 앙골라에 한국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80년도에 러시아에서 같이 공부했다. 그래서 대

통령도 한국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들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필요하다. 앙골라는 기름보다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을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해야한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관련사업을

앙골라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힐러리 클린턴도 앙골라에 와서 식품사업에 대해 얘기했었다. 내전때문에 지뢰가 많아서 바닷가 쪽에만 사

업을 하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8000명에서 500만명이 됐다. 그래서 지뢰 제거하고 도로와 철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에너지 사업도 해야 되고 가스도 있어야한다.

2018년에 뉴스에서 사인(BKB 컨소시엄)하는 것을 봤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Lobito에서 Oil refinery 하려고 하는데 가스가 필요할 것이다. 소요에서 가

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21이라는 곳이 가스가 있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 코발트 프로젝트를 미국이랑 하고 있는데 미국이 관두고 앙골

라에서 하고 있다. 그곳에 가스가 있다. LNG외 다른 가스도 있다.

앙골라사람들을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산업 농업 등 모든 것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병원도 필요하다. 큰 프로젝트 보다는 작은 것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한다.

대통령임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일단 일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앙골라에는 많은 나라사람들이 온다. 항상 말만 하고 일은 만들지 않고

투자도 안 한다. 앙골라에서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앙골라와 북한이 친밀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랑 해야 한다. 앙

골라는 앙골라만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아프리카 전체로 생각해야한다. 지리적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앙골라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퍼져 나갈 생각해

야한다. 앙골라에서 만들어서 콩고로 수출할 수 있다. 앙골라 신공항을 만드는 것도 전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통령이 전 대통령보다 더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이런 리더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앙골라로 오고 있다. 제일 안 좋

은 것은 아랍사람들처럼 말 만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제프리가 5년 전에 같이 사업을 했었고 오일이 떨어져서 이제 하지 않지만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공장도 같이 만들어야 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져서

못했다. 인프라가 필요하다. Cabinda지역은 하나도 없다. AKEDA는 앙골라의 한국대사관처럼 인식되어야 한다.

손앙골 사장과 얘기해보겠다. 드릴쉽이 있어도 기름이 있어야 된다. 23년도면 기름이 있을 것이다. 2023년까지는 AKEDA가 일을 해야 한다. 돈이 있으

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돈은 존중 받을 수 있다. 투자한다고 하면 모두 받아들이겠다.

남아공 두리번에 Refinery 가 있는데 앙골라 기름을 가져가서 했다. 나이지리아사람도 기름 가져갔었다. 많은 사람들이 앙골라 기름을 가져가려고 한다.

AKEDA가 앙골라에서 일들을 많이 하면 기름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앙골라 들어오면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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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앙골라 (República de Angola) 방문

□ 앙골라 에너지부 차관 업무 미팅 방문 ( 2019. 04. 24 )

- Angola Department of Energy

→ Vice Minister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업무협의 내용

1. 발전소 건설 관련 협의 (LNG power plant)

- Benguela 발전소 프로젝트 부지 필요서류 협의

- 가스 공급 FS 진행 협의

- 가스공급의 중요성(Oil refinery Facility 시설과 병행 추진)

- 2022년 가동 목표 설정

2. Oil refinery facility

- 현대엔지니어링 진출 협의

- 프로젝트 부지 확정 FS 진행

- Benguela지방정부와 필요 체크리스트 확인

- Benguela시장과 협의 하여 Oil, GAS 공동 진행 Contact

Vice Minister of Energy of Angola

Deputy Minister of Energy / Direct /
Aked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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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앙골라 (República de Angola) 방문

□ 앙골라 국영석유회사(SONANGOL) 업무 미팅 방문 ( 2019. 04. 25 )

- Sonangol CEO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업무협의 내용

1. 발전소 건설 관련 협의 (LNG power plant)

- 부지확정을 에너지부와 협의

- 2023년 가스 공급 가능여부 확인

- 2023년 1일 30만 베럴 인도네시아 공급 건 협의

- Cabinda지역 가스 프로젝트 소개

- 가스공급 기업(발전소, 농업의 비료공장, 광업의 기업에 공급)

- 앙고라 블록21이라는 지역의 신규 가스전 승인 계획

- soyo발전소 프로젝트, 루안다 리파이널리 시설 현장 방문 협의

- 2019년 5월 17일 부산방문 계획 시 AKEDA와 추가 협의

□ 1976년 설립된 국경석유 및 가스 탐사

기구로 앙골라 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음

- 석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 및 간접투자

-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Sonangol CEO(좌), Dr, Neto(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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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앙골라 (República de Angola) 방문

□ 앙골라 투자청 업무 미팅 방문 ( 2019. 04. 25 )

- Angola Investment Corporation

→ Vice Minister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업무협의 내용

1. Angola Investment Guiding

① 전략사업 협의 ② 각 부문 위험요소 해소

- 에너지 및 정유(가스) 플랜트 부문 - 프로젝트 대부분의 US Dolor Base 환율

- 건설 및 발전소 부문 - 정부차원의 재건프로젝트 참여 중점

- 가전 및 IT부문 - 오랜 내전으로 광활한 지역의 지뢰제거

- 농업, 수산, 무역 관련 부문 - FS 지원

- 서비스 및 개인사업 부문 - 개인 및 외국기업의 보호정책

- 정부 프로젝트 참여부문

2. 2019년 8~9월 재방문

- 중소기업 및 제조업 기업과 병행 방문(큰 프로제트 이외의 중소기업 단위 중점사업 논의)

- IT전문기업(통신사, 휴대폰 제조기업 : 아프리카 전 지역 수출 협의 가능)

- IPP, PPP 계약

- Oil refinery facility 투자협정

Chief Investment Officer, Angola

Introduction and business meeting of 
Angola Invest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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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앙골라 (República de Angola) 방문

□ 2019. 04. 27 : 앙골라 농업 부문 미팅

→ Ekuikui General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업무협의 내용

1. 비료, 농약 공장 건설 협의

- 6월 방문팀 구성 및 TEST 농장 기술진 파견

- 대사관과 협의하여 공장부지 확정 협의

- 비료, 농약공장 부지 0.75Hr

Chief Investment Officer, Angola

(2017년 4월27일)      Visit to Angola Energy Department sponsored power plant(루안다)

Ekuikui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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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모잠비크(República de Mozambique)방문 2019년 4월28~5월3일

Maputo  – Nacala Project Site 현장방문

12



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모잠비크(República de Mozambique)방문 (2019년4월28일~5월3일)

□ 모잠비크 EDM CEO 업무 미팅 방문 ( 2019. 04. 30 )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ungtae Jung, Manager 

→ Sergio Congo

- 현대엔지니어링 : 문형식 상무

- BHI㈜ : 정태영 부사장

- GE KOREA : 하운식 사장

□ 업무협의 내용

- MOA : Mozambique – Beira LNG 화력발전(1,000MW)

- EDM과 협의한 후보지 3곳 중 Nacala시에서 발전소 부지2곳 제공 확인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FS 진행 협의

- EDM 의견 접수하여 MOA Ceremony

Aly Sicola Impija CEO 

MOA : Mozambique

– Beira LNG 화력발전(1,0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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