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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보고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0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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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2024년(5년) 사업의 계획(리사이클) 

가. 세부사업과 예산추정 

① 대사관(회원국) 방문: 사업내용 협의 

② 대사관(회원국) 방문 결과 취합: 해당 국가 방문 일정 협의 

③ 투자 지원 확정 사업 결정 

④ 지원 예상 사업 발굴 

⑤ 기타 요청(건의) 사항 사업 

⑥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 사업 

⑦ 사단법인 사업: 달력, 회원 수첩 제작 등 

⑧ 행사: 대사관(회원국) 독립기념일 등 지원행사, 창립기념일, 총회 등 

단위 

사업 

내용 및 예산 추진 

방법 

대상 

대사관 

방문 

(매년 

정기 

방문) 

▷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업무미팅(매년11월 중) 

   (주한 각국 대사관 등) 

-목적: 19개 회원국 대사님, 대사관 관계자 미팅 

-내용: 회원국별 발전계획에 따른 토론 후 각 분야별 

지원 및 투자요청 사항 접수  

-방향: 미팅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문가 집단,  

한국기업 소개 

-예산: AKEDA 업무경비에서 지출 

 

▷방문일정 협의 

(AKEDA에서 

대사관과 협의 후 

각 해당정부 관계

자 미팅 추진하여 

회원 및 회원사에 

공고) 

-AKEDA 

-회원국 

 대사관 

-회원 

-회원사 

회원국 

방문 

(대사관 

미팅 후 

매년4~ 

5개국 

정기 

방문) 

▷AKEDA 전문가(회원) 요청국가 파견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파악(총리, 장관 등)미팅 

-관련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산업기반 전체 분석 

-1차 PT자료 제출 

-장기 발전 프로그램 설명 

-정치와 종교를 제외한 각 분야(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아프리카 회원국 지역사회의 주제를 

 발굴하여 지원과 투자계획 수립 

 

AKEDA와  

회원국 

대사관과 협의 후 

해당국 정부부처

의 일정을 조율하

여 우선순위를 정

하여 방문 

(년 4~5개국) 

-AKEDA 

-해당국 

 대사관 

-회원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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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회 방문기준(년4회 분기별방문) 

◌인원/기간: 3인, 7박기준 

◌항공료: 6,900,000원(2,300,000ｘ3인) 

◌호텔비: 5,796,000원(230$ｘ1,200원ｘ3인ｘ7일) 

◌활동비: 4,000,000원(식비, 선물, 렌트비 등) 

◌  계  :16,696,000원(1회 방문) 

◌ 합계 :66,784,000원(16,696,000ｘ4회) 

 

1 투자 

지원 

  확정 

  사업 

▷앙골라 투자/지원사업 

1.벵겔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주관: 앙골라에너지부 

    -참여: 한국서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GE KOREA 

    -규모: 750MW, 약11억USD,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BOT(Build-Operate-Transfer)30년 

    -BKB, 컨소시엄사 선정 및 MOU체결 완료 

    -FS 완료 

2.벵겔라 지역 정유공장(oil refinery) 건설 

  -주관: SONANGOL(앙골라 국영 석유/가스공기업) 

  -참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일뱅크, 대우건설 

  -규모: 20만베럴/1Day, 약100억USD,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 

  -BKB, 컨소시엄사 선정, 영구투자사업으로 협상 중 

3.이동통신사업 

  -주관: 앙골라 정보통신부 

  -참여: KT 글로벌사업부 

  -규모: 앙골라 수도통신망(광케이블), 약5억USD 

  -앙골라 정부에서 한국 IT기술 AKEDA에 적극협조  

요청사업으로 2019년10월26일~11월5일 AKEDA 

담당 전문위원과 KT 임직원(6명) 파견 협상 중 

◌예산:1회방문기준(년 4회방문) 

◌인원/기간: 3인 4박기준 

◌항공료: 6,900,000원(2,300,000ｘ3인) 

◌호텔비: 3,312,000원(230$ｘ1,200원ｘ3인ｘ4일) 

◌활동비: 3,000,000원(식비, 선물, 렌트비 등) 

◌  계  :13,212,000원(1회 방문) 

◌ 합계 :52,848,000원(13,212,000ｘ4회) 

 

AKEDA와 

BKB컨소시엄간의 

MOU체결 지원 

 

(AKEDA 임원진이  

해당국의 관련 정

부부처와 한국기

업의 소개 및  

업무지원) 

-AKEDA 

-BKB 

컨소시엄 

-KT 

-서부발전 

-HEC 

-GE 

-오일뱅크 

-대우건설 

-B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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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지원 

확정 

사업 

 

▷모잠비크 투자/지원사업 

1.수도포함 3개지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주관: 모잠비크 에너지부, EDM 

    -참여: 한국서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KIND 

    -규모: 3개지역(마푸토, 베이다, 나깔라)2,250MW 

          약33억USD, IPP, BOT30년 

    -BKB, 컨소시엄사 선정 및 MOA체결 완료 

    -2019년 11월 중 FS완료 

◌예산:1회방문기준(년 4회방문) 

◌인원/기간: 3인 3박기준 

◌호텔비: 2,484,000원(230$ｘ1,200원ｘ3인ｘ3일) 

◌활동비: 3,000,000원(식비, 선물, 렌트비 등) 

◌예비비: 3,000,000원(3~4개국 동시 출장하므로 

        전체 항공료 대신 국가간 이동 항공료 등) 

◌  계  : 8,484,000원(1회 방문) 

◌ 합계 :33,936,000원(8,484,000ｘ4회) 

 

AKEDA와  

모잠비크  

에너지부 및 

EDM과 MOU& 

MOA 계약지원 

 

-AKEDA 

-BKB 

컨소시엄 

-KIND 

-서부발전 

-HEC 

-BHI 

3 투자 

지원 

확정 

사업 

▷잠비아 투자/지원사업 

1.잠비아 국영항공사 설립 

 -주관: 잠비아 교통부 

 -참여: BKB 

 -규모: A330(2기), B737(2기), 약1억USD, PPP 

  잠비아 정부 합작사업 

 -BKB, 컨소시엄사 선정, MOU계약 체결완료 

◌예산: 1회방문기준(년 4회방문) 

◌인원/기간: 3인 3박기준 

◌호텔비: 2,484,000원(230$ｘ1,200원ｘ3인ｘ3일) 

◌활동비: 3,000,000원(식비, 선물, 렌트비 등) 

◌예비비: 3,000,000원(3~4개국 동시 출장이므로 

        전체 항공료 대신 국가간 이동 항공료 등) 

◌  계  : 8,484,000원(1회 방문) 

◌ 합계 :33,936,000원(9,312,000ｘ4회) 

 

AKEDA와 잠비아 

주한대사관과 

관련업무 지원 협

약 MOU 체결 후 

본국에 SPC 설립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AKEDA 

-BKB 

4 지원 

예정 

사업 

▷탄자니아 투자/지원사업 

1.무역(Trade) 부문 

-케슈넛(Well-being nuts)활용방안 

    -의류산업(패션/섬유) 활성화 방안 협조 

AKEDA와 

탄자니아 관광청

(TTB)과 탄자니아 

국립공원 관리공

-AKEDA 

-회원 

-회원사 

-공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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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광(Tourism) 부문 

  -세렁케티 국립공원 

  -응고롱고 국립공원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빅토리아 호수 

  -잔지바르 등 5대 핵심 관광지구 한국인 유치방안 

 협조요청 

◌예산: 1회방문기준 

◌인원/기간: 3인 7박기준 

◌항공료: 6,900,000원(2,300,000ｘ3인) 

◌호텔비: 5,796,000원(230$ｘ1,200원ｘ3인ｘ7일) 

◌활동비: 4,000,000원(식비, 선물, 렌트비 등) 

◌  계  :16,696,000원(1회방문) 

◌ 합계 :16,696,000원(16,696,000ｘ1회) 

 

단(Tanzania 

National Park 

Authority)에서  

업무 협조방안 

계획수립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에서 적극 

지원) 

5 지원 

  예정 

사업 

▷가봉 투자/지원사업 →5대 프로젝트 제안 

1.석유정제업 한국기업 진출요청 

    -주관: 광물석유부, 국영석유회사(GOC) 지원 

2.광물탐사지원 요청 

-주관: 광물석유부 지원 

3.목재산업(국토90% 이상이 열대우림) 

  -주관: 국토에너지부  

-바이오 매스(우드-칩) 발전소 건설요청 

4.농업부문 지원요청 

  -주관: 농림부 

  -바이오(친환경) 공장 건설 및 바이오 농약 지원 

  -아프리카는 농업 생산량의 40%이상이 해충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상태임으로 지원 절실 

5.대도시 CCTV설치 기술 및 인프라 지원 

    -주관: 교통부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할 최상의 기회 

◌예산: 1회방문기준 

◌인원/기간: 3인 7박기준 

◌항공료: 6,900,000원(2,300,000ｘ3인) 

◌호텔비: 5,796,000원(230$ｘ1,200원ｘ3인ｘ7일) 

◌활동비: 4,000,000원(식비, 선물, 렌트비 등) 

 

AKEDA와 

주한 가봉 대사관

과 업무 협의를 

통한 한국의 우수

한 기업소개 및 

관련 전문가 파견 

(가봉 대사관과 

 일정 논의) 

-AKEDA 

-회원 

-회원사 

-공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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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6,696,000원(1회방문) 

◌ 합계 :16,696,000원(16,696,000ｘ1회) 

 

6 기타 

지원 

예정 

사업 

▷에티오피아 투자/지원사업 

1.한국전 참전용사촌 추가건립 요청 

2.지역별 우물 및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요청 

3.낙후 지역 교육시설 건립 지원요청 

◌예산: 1회방문기준 

◌인원/기간: 3인 7박기준 

◌항공료: 6,900,000원(2,300,000ｘ3인) 

◌호텔비: 5,796,000원(230$ｘ1,200원ｘ3인ｘ7일) 

◌활동비: 4,000,000원(식비, 선물, 렌트비 등) 

◌  계  :16,696,000원(1회방문) 

◌ 합계 :16,696,000원(16,696,000ｘ1회) 

 

▷아프리카 회원국과 토론 후 공동 지원요청 사업 개발 

1.아프리카 회원국 60%이상이 농업에 종사 

    -바이오(친환경) 농약 공장 거점 개발 

2.환경개선 작업 지원 

  -우물(인간, 동물), 화장실(샤워) 등 

 

▷확정사업&예정사업 방문 협의 

AKEDA와 

주한 아프리카 

회원국(19개) 

대사관과 업무협

의, 전문가 파견 

 

-AKEDA 

-회원 

-회원사 

-공모 

7 아프 

리카 

외의 

  국가 

▷미얀마 타게이타 가스복합발전소 

-규모: 500MW, 약8억USD, IPP, BOT30년 

-MOA체결, 토목공사완료 

◌예산: 1회방문기준(년 7회방문) 

◌인원/기간: 3인 4박기준 

◌항공료: 2,400,000원(800,000ｘ3인) 

◌호텔비: 2,160,000원(150$ｘ1,200원ｘ3인ｘ4일) 

◌활동비: 1,200,000원(식비, 기념품, 렌트비 등) 

◌  계  : 5,760,000원(1회방문) 

◌ 합계 :40,3200,000원(5,760,000ｘ7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가스복합발전소 

-규모: 1,200MW, 약18억USD, IPP, BOT30년 

-인허가완료 및 MOA체결 

◌예산: 1회방문기준(년 7회방문) 

◌인원/기간: 3인 4박기준 

AKEDA와 

BKB 컨소시엄사 

와 각국 총리실 

및 에너지부와의 

MOU/MOA, 인허

가 계약의 전문가 

업무 지원활동 

-AKEDFA 

-회원 

-회원사 

(서부발전, 

HEC, 

TTCL 

GE Korea) 

 

 

 

 

-BKB 

-HEC 

-BHI 

 



12 

 

◌항공료: 2,400,000원(800,000ｘ3인) 

◌호텔비: 2,160,000원(150$ｘ1,200원ｘ3인ｘ4일) 

◌활동비: 1,200,000원(식비, 기념품, 렌트비 등) 

◌  계  : 5,760,000원(1회방문) 

◌ 합계 :40,3200,000원(5,760,000ｘ7회) 

▷몽골 볼쥴틴 석탄화력발전소 

-6,600MW, 약120억USD, IPP, BOO 

-인허가완료, PPA는 중국전망과 협상 중 

◌예산: 1회방문기준(년 7회방문) 

◌인원/기간: 3인 4박기준 

◌항공료: 2,400,000원(800,000ｘ3인) 

◌호텔비: 2,160,000원(150$ｘ1,200원ｘ3인ｘ4일) 

◌활동비: 1,200,000원(식비, 기념품, 렌트비 등) 

◌  계  : 5,760,000원(1회방문) 

◌ 합계 :40,3200,000원(5,760,000ｘ7회) 

 

 

 

 

 

 

 

 

-BKB 

-BHI 

8 달력 

다이

어리 

제작 

▷영문으로 작성 (많은 국가에 배포하여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 

-일상속에서의 한국의 4계절을 담은 달력 

-AKEDA의 여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어리 

 (회원, 회원사, 회원국 포함) 

◌예산: 년1회 

◌외주용역비: 50,000,000원(달력, 다이어리 디자인) 

◌달력: 10,000,000원(10,000부ｘ@1,000) 

◌다이어리: 30,000,000원(2,000부ｘ@15,000) 

◌ 합계 : 90,000,000원 

 

AKEDA에서 해당

업체에 직접 발주 

-AKEDA 

9 총회 

창립 

기념 

▷총회 및 창립기념일 행사 

  -년간 사업보고 

-정기총회 

◌예산: 년1회 

◌총회/기념일 대관료: 2,000,000원 

◌창립 기념초청공연: 3,000,000원 

◌초청장, 포스터, 현수막 등: 2,000,000원 

◌저녁 식비: 17,500,000원(250명ｘ@70,000) 

◌예비비: 1,000,000원 

◌ 합계 : 25,500,000원 

AKEDA에서 기획 -AKEDA 

-대사관 

-회원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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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행예정 사업 

   ① 기니: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사업내용 검토 중 

   ② 가나: MINISTRY of WORKS and HOUSING (construction od 50,000 

           affordable housing units) 검토 중 

   ③ 잠비아, 콩고 광물(금, 동, 코발트) 진출 사업 진행 중 

 

2. 년 도별 사업예산안 추정 액 

가. 추정 수입예산서(2020~2024: 5년간) 

수입내역(예상)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회비 

일반 81,000 89,100 98,010 107,811 118,592 년10%가산 

회원사       

발전기금(회원사) 1,000,000 1,100,000 1,210,000 1,331,000 1,464,100 년10%가산 

계 1,081,000      

전기이월 0 26,516 22,405 105,708 280,925  

합계 1,081,000 1,215,616 1,330,415 1,544,519 1,863,617  

 

① 일반회원: 135명(년 회비 1,000,000원): 납부예상율 60% 

※ 회비 계산서를 발행: 회비 납부 율 90% 이상  

② 기업회원 

- 공기업 및 대기업: 15개사 이상 

- 중소기업 등: 10개사 이상 

             ③ 발전기금: 년10억원 이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확정시 향후 5년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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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 지출예산서 

지출내역(예상)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경상비 인건비 144,000 248,640 263,558 279,371 296,133 년6%가산 

운영비 108,000 110,160 112,363 114,610 116,902 년2%가산 

계 252,000 358,800 375,921 393,981 413,035  

퇴직적립금 14,400 24,864 26,356 27,937 29,613  

소계 266,400 383,664 402,277 421,918 442,648  

회원국 방문 66,784 67,452 68,126 68,807 69,495 년1%가산 

앙골라 방문 52,848 53,376 53,909 54,448 54,992 

모잠비크 방문 33,936 34,275 34,618 34,964 35,314 

잠비아 방문 33,936 34,275 34,618 34,964 35,314 

탄자니아 방문 16,696 16,863 17,004 17,174 17,346 

가봉 방문 16,696 16,863 17,004 17,174 17,346 

기타 16,969 16,863 17,004 17,174 17,346 

아프리카 이외 

(3개국) 

120,960 122,170 123,391 124,625 125,871 

홍보 90,000 91,800 93,738 95,613 97,525 년2%가산 

총회개최 25,500 26,010 26,530 27,061 27,602 년2%가산 

소계 440,116 479,947 485,942 492,004 498,151  

환경개선 지원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년3%가산 

친환경 농약지원 100,000 103,000 106,090 109,273 112,551 

사회적 약자지원 120,000 123,600 127,308 131,127 135,061 

유학생 장학금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소계 320,000 329,600 339,488 349,672 360,162  

합계 1,026,516 1,193,211 1,224,707 1,263,594 1,300,961  

   ① 상근 3인 급여(상여금 포함): 4,000,000원ｘ3인ｘ12개월 

※ 직원 충원 계획: 2021년 2명 반영 

     ② 운영비: 임대료 9,000,000원(관리비 등 포함)ｘ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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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법인세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바 목] 

 

신규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절차 

 

 

 

 

※ 2020년 01월 31일 지정신청 목표 

※  

지정법인 현황 
 

2. 법인개요 

법 인 명 
(사) 아프리카–한국 

경제개발협회 
대표자 권오규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09-82-79595 설립 연월일 2017. 07. 05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14 (동우리빌딩 3층) 

전화번호 02)2052-8677 팩스번호 02)2052-8678 

홈페이지 akeda.co.kr 

법인속성 사단법인(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및 

기재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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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목적 및 연혁 

가. 설립목적  

① 아프리카 및 해외 여러 나라의 지역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공유  

② 아프리카 및 해외 여러 나라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세미나 개최 

③ 회원과 회원국 대표(주한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의 친목 도모 

 

나. 연혁 

① 2017년   

- 07월 창립총회(그랜트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 1차 총회 

- 12월 아프리카 3개국(앙골라, 에티오피아, 모잠비크)방문, 회원과 회원사의 

 해당국 정부 미팅지원 

② 2018년  

- 03월 모잠비크국 3개지역 LNG 화력발전소 회원사 MOA 계약 업무지원 

- 04월 서울 사무실 개소 

- 05월 부산 BEXCO AfDB 행사 

- 06월 모잠비크 EDM 사장 한국방문(서부발전, HEC, GE KOREA) 지원 

- 07월 1st AKEDA 기념식(회원/회원사 초청) & 2차 총회 

- 09월 아프리카 3개국(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방문, 회원과 회원사의  

정부 미팅지원 

- 11월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18개국) 방문(아프리카 방문 업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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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 

- 01월 기획재정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 허가 

- 02월 사단법인 법원등기 등록 

- 03월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수령 

- 04월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콩고 방문, 회원 및 회원사의 아프리카  

4개국 정부와 발전사업 MOU/MOA체결 지원활동 

- 05월 모잠비크 EDM 사장 및 임원진 한국방문 지원활동 

- 06월 회원사의 캄보디아 1,200MW LNG Power Plant MOA체결 지원활동 

- 07월 2st AKEDA 기념식(회원/회원사 초청) & 3차 총회 

- 08월 나이지리아 2개주(YOBE, ABIA 주) 초청: AKEDA 임직원방문 

- 09월 아프리카 3개국(기니, 모잠비크, 앙골라) 초청 방문 

- 10월 AKEDA-하나금융투자 아프리카 진출 MOU 

- 11월 KT 글로벌 사업부 앙골라 정부와 통신사업 진출 지원활동 

 

4. 조직 및 인력 

구분 성명 직위 비고 

이사장 권 오규 회  장 비상근 

이  사 

 

 

정 시우 사무총장 상근 

박 만 부회장 비상근 

장 병기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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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운식 부회장 “ 

감  사 조 형규 감  사 “ 

직  원 

 

시 성준 사무국장(실장) 상근 

김 현주 업무과장 “ 

 

5. 주요사업 

아프리카-한국 경제개발협회로 출범한 AKEDA는 만남과 실천을 통해 경제분야와 문

화, 교육, 예술 등 각 부문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회원 및 회원국 대표(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와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6. 기획재정부 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서류 

   1)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서 

     2) 법인설립 허가서 

     3) 법인등기사항(최근 1개월 말소사항 포함) 

     4) 정관(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을 것) 

        ① 수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  (정관28조 3항) 

        ②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관33조 2항) 

        ③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유사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정관36조 2항) 

        ④ 특정종교나 특정 정당단체에 대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 아니한다. (정관39조) 

      5) 향후 5년간(2020~2024년)의 사업계획서(직전 년도 수입, 지출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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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