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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기니 방문 (프랑스어: République de Guinée) (2019년 9월20일~24일)

AK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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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공화국(République de Guinée) 총리실 방문( 2019. 09. 20~23 )

- 기니측

= 총리 : 이브라히마 카소리 포타나(lbrahima kassory fotana)

= 비서실장, 제1국장

- AKEDA

= 사무총장 정시우, Secretary Genera

= 세르지오 콩고, Executive Board Member 

= 주 기니 한인회 5명

□ 업무협의 내용

▷ 발전소 건설 부문

- 발전소 건설(LNG power plant) 프로젝트 제안

- 최소 200MW 부터 1,200MW 까지 건설 제안

- 가스공급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gas supply) Gas terminal promotio

▷ 항만, 부두 건설부문 (Port, Wharf Construction)

- 항만 건설 사업 제안 (Port Construction)

▷ 주택사업 부분 (WORKS AND HOUSING)

- 공무원 아파트형 주거주택 (government employee apartment house)

- 4층 규모 30,000 AFFORDABLE HOUSING UNITS

- WORKS AND HOUSING business

▷ 프로젝트 자금결재 방식 (Project funding)

- 기니정부 보증 (Government guarantee)

- 자원 중 알루미늄을 상환자금으로 결재

▷ 2020년 재방문 협의 (Return to 2020)

- 기니공화국 총리께 MOU Submit a draft

AKEDA

Prime Minister, H.E. lbrahima kassory fotana

AKEDA Secretary general, Siwoo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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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모잠비크(República de Mozambique)방문 (2019년 9월25일~28일)

□ 모잠비크 EDM CEO 업무 미팅 방문 ( 2019. 09. 25~27 )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

→ Sergio Congo, Executive Board Member

- 한국서부발전

→ 김영서 차장

- 현대엔지니어링

→ 이윤환 과장

□ 업무협의 내용

▷발전소 관련부문(LNG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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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M과 협의한 후보지의 1,000MW FS 중간 보고

- 2019년 11월 중순에 FS 최종본 제출

AKEDA

MOA : Mozambique

– Beira LNG 화력발전(1,0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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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의 내용

▷ 나깔라 지역 LNG 화력발전소 관련

- LNG Power Plant 250MW FS 중간보고

- 2019. 11 중순경 최종본 제출

- 최종본 제출과 함께 PPA 협상

- 현재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 : 2019년11월 15일 이후 업무

▷ 베이라 지역 LNG 화력발전소

- LNG Power Plant 1000MW

- 별도 FS 실시 중

- 한국 관련회사 보다 중국 관련회사를 신중히 검토 중

▷ natural gas supply case

- ENH와 가스가격 협상

AK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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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eld Survey on the Construction 

Site of a Power Plant

a meeting on the site



취급 구분 공개여부

일반문서 공개
앙골라 (República de Angola) 방문 (2019년9월28일~10월03)

□ 앙골라 정보통신부 업무 미팅 방문 ( 2019. 9. 30 )

- 앙공라 정보통신부

→ Pedro Mendes de Carvalho, National Director for Telecommunications

- AKEDA 

→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Sergio Congo, Executive Board Member

□ 업무협의 내용

▷ IT 관련 협의

- 현재 모비텔과 유니텔과 합작, 앙골라 텔레콤 3사가 존재

- 현재 앙골라에서 브라질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리 완료

- 브라질에서 미국 구글본사 까지 광케이블 연결

- 2019년 10월 1일 부터 앙골라 브라질 미국 마이에미 포함 5개국 시장 형성

▷ 한국 통신업체 진출협의

- 한국 KT에서 앙골라 진출 확정

- 앙골라 국영기업 인 앙골라 텔레콤과 통신사 라이선스 취득 협의

- 리자부사란스(LP) 휴대폰 공장

- 스마트폰 진출계획

- 회사소유 3.5Hr의 산에 종합병원과 쇼핑몰 건립 계획 협의

(땅에 대한 서류 교환 후 FS 합의)

AK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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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gola

Siwoo Chung, Secretary General - AKEDA



□ KT 앙골라 방문 확정

- 앙골라 정부 통신부 방문 : 2019년 10월 26일~11월4일

- KT와 앙골라 텔레콤 통신망 관련 FS

- 박윤영 글로벌사업부문 부사장 팀 6명 출장

□ 앙골라 국영석유회사(SONANGOL) 업무 미팅 방문 ( 2019. 10. 02 )

- Sonangol CEO & Sebastião Gaspar Martins, President 

- AKEDA 

→ Siwoo Chung, Secreary General

→ Sergio Congo, Executive Board Member

□ 업무협의 내용

▷ 발전소 건설 및 가스 공급관련 협의

- 부지확정을 에너지부와 협의

- 2023년 가스 공급 가능여부 확인 : 가스공급 문제없이 하겠다고 약속

- 2023년 1일 20만베럴 Refinery Plant Construction

- Cabinda지역 가스 프로젝트 소개

- 앙고라 블록21이라는 지역의 신규 가스전 승인 계획

- soyo발전소 프로젝트, 루안다 리파이널리 시설 현장 방문 협의

- Construction of Gas Tank Terminal

AKE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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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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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stião Gaspar Martins, President & 
CEO of Sona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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