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RICA 관련 출장보고

AKEDA, TOKYO REPORT  

Jan 26th ~ Jan 29th 2020.



AKEDA, TOKYO 방문 (2020년01월26일~01월29일)

□ JAPAN TOKYO Visit 는 한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AFRICA 10 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AKEDA 회원국을 확장

□ Jan27th, 2020. 4 개국 미팅

1. MADAGASCAR(마다가스카르) 공화국



▶ 방문 업무 협의 내용

    - 한국의 ICT 성장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등 양국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 IT 를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IT 선진국인 한국과의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위정책 담당자 과정 및 전문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 추후 본국 방문하여 논의된 사항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양자간 협의

   - 재방문하여 위촉장 및 회원 등록 절차 안내 및 회원국으로 참여 약속

  - AKEDA 아프리카 20번째 회원국 등록 : 추후 방문시 회원증 및 위촉장 수여

마다가스카르 대리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2. BOTSWANA(보츠와나) 공화국

▶ AKEDA 21번째 회원국 등록 및 위촉장수여

     -친환경 에너지 부문 국가간 전략적 협의체 발족 협력

보츠와나 1등서기관 & 정시우 사무총장



3. UGANDA(우간다)

▶ AKEDA 아프리카 22번째 회원국 등록

  - 우간다 경제사절단 초청 협의

  -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 도입

우간다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4. MOZAMBIQUE(모잠비크) 공화국

▶AKEDA 회원국이자 가스화력 발전소 MOA 협정

- 모잠비크 상무관 회원 및 위촉장 수여 (기 회원국 등록)

- BKB 컨소시엄 KIND 가스화력발전소 FINAL F/S 협의

모잠비크 상무관 & 정시우 사무총장



□ Jan28th, 2020. 2 개국 미팅

1. MAURITANIA(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

▶AKEDA 아프리카 23번째 회원국 등록

-AKEDA를 통한 한국 경제사절단 초청

-재방문을 통해 회원증 및 위촉장 수여

모리타니 대사 상무관 & 정시우 사무총장, 세르지오 아프리카 본부장



2. MALI(말리) 공화국

▶ AKEDA 아프리카 24번째 회원국 등록

-금과 소금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투자 유치를 강력히 희망

-아프리카 3대 금 매장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AKEDA 경제 사절단 파견

말리2등서기관 & 정시우 사무총장



□ Jan29th, 2020. 4 개국 미팅

1.  MALAWI(말라위) 공화국

▶ AKEDA 아프리카 25번째 회원국 등록

-한반도 모양을 닮은 호수의 나라 : 수자원관련 협의

말라위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2. ZIMBABWE(짐바브웨) 공화국

▶ AKEDA 아프리카 26번째 회원국 등록

- 아프리카 내륙국으로 국가 교통망 확충사업이 절대 필요

짐바브웨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3. NAMIBIA(나미비아) 공화국

▶ AKEDA 아프리카 27번째 회원국 등록 : 추후 방문하여 회원증 및 위촉장 수여

-아프리카 중 경제와 정치가 가장 안정적이다는 평가 : 수많은 자원 개발협의

나미비아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4. GUINEA(기니)공화국

▶ AKEDA 아프리카 28번째 회원국 등록

-가스전과 유전 개발 협의 : 한국기업 진출 적극 환영

기니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