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RICA 관련 출장보고

AKEDA, TOKYO 2nd REPORT  

Mar 1st ~ 5th 2020.



AKEDA, TOKYO 2nd 방문 (2020년03월01일~03월05일)

□ JAPAN TOKYO Visit 2nd 는 한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AFRICA 6 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AKEDA 회원국을 확장

Our second trip to Japan aimed essentially at visiting the Embassies of 6 African countries 

in Tokyo in order to expand the number of AKEDA Member States.

1. BURKINA FASO (부르키나 파소) 공화국: 2020. 03. 02. 11:00



▶ AKEDA 회원국 등록 및 위촉장수여 (AKEDA Membership & Letter of Appointment)

▶ 방문 업무 협의 내용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한국형 쏠라(태양광) 발전소 유치 희망

(Highly interested in the Korean energy sector, particularly wind power and solar energy)

  - 대사: 부르키나 파소 AKEDA 회장 및 사무총장 초청

    (AKEDA’s Chairman and Secretary-General were invited to visit Burkina Faso)

   - 향후 본국 방문하여 논의된 사항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양자간 합의

    (Bilateral agreement for future visits to Burkina Faso and close cooperation on the

issues discussed)

   - 각 부처 장관(에너지부, 산업 부, 농업 부, 보건사회부 등) 소개 및 프로젝트 소개를

대사관에서 본국에 직접 연결

     (Introduction of Ministers (Ministry of Energy, Industry, Agriculture, Health and Social Affairs, etc.) 

and project introduction directly through the Embassy)

- MOU between AKEDA and ABI (Burkina Faso Investment Agency) was proposed.

부르키나 파소 대사, 대사관 직원 & 정시우 사무총장, 세르지오 콩고 아프리카 본부장



2. TOGO (토고) 공화국: 2020. 03. 03. 14:00



▶ AKEDA 회원국 등록 및 위촉장수여

▶ 방문 업무 협의 내용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 토고는 아프리카 전체에서 투자환경 1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안정적이다.

(Togo is the No. 1 investment environment in Africa and stable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ccording to “Doing Business Report”.)

     -토고 투자청과 협의해서 프로젝트 제안사업 추진하겠다.

    (In consultation with Togo Investment Agency, the project proposal will be carried out.)

      ① 현지 투자 법 개정(현재 많은 분야 개정 중에 있음)

       Local investment law revision (currently in several areas)

     ② 항만건설 제안, 산업시설 건설, 교육시설 확충, 모든 정부 PPP 사업의 지분 투자자6, 토고정부4

       (Proposal for port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expans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equity investor in all government PPP projects6, Togo Government4)

- 국제은행 아프리카 본점 10개가 토고 수도에 있다.

(Ten international bank headquarters in Africa are located in Lome, the capital of Togo.)

- MOU between AKEDA and TI (Togo Investment) was proposed.

토고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3. LIBERIA(라이베리아) 공화국: 2020. 03. 03. 16:00



▶ AKEDA 회원국 등록 및 위촉장수여

▶ 방문 업무 협의 내용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아케다 사무총장 한국 라이베리아 명예영사 지정

   Akeda Secretary-General Jeong Si-woo appointed as Honorary Consul of Liberia in Korea

  -전력망 확충이 매우 절박하다. (현재 전기를 수입해서 사용 중, 국가전체 80MW 전력)

   ① 2024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는 550MW 발전소 유치 희망 (특히 한국정부와 사업 희망)

      (Hope to attract 550MW power plant aimed at completion by 2024 (especially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②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다. (The financial system is perfect)

   ③ 모든 프로젝트 G2G, IPP 사업으로 시작하겠다. (Willing to implement G2G and IPP projects)

   ④ 도로, 통신, 농업, 식품 전반적인 문제점 많다. (한국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하겠다)

(There are many road, communication, agriculture and food supply overall problems. (Would like to

create an active investment environment for Liberia in Korea)

- MOU between AKEDA and LNIC (Liberia 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was proposed.

라이베리아 대사, 대사관 직원 & 정시우 사무총장, 세르지오 콩고 아프리카 본부장



4. Kingdom of LESOTHO(레소토) 왕국:2020.03.04. 10:30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섬처럼 둘러싸여 있다. 면적은 약 30,355㎢로,

한국의 경상도 전체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는 약 230만여명이다.

▶ AKEDA 회원국 등록 및 위촉장수여

▶ 방문 업무 협의 내용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모든 시스템은 영국과 유사하며, 프로젝트 전반을 영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

-대사관을 경유, 레소토 투자청을 연결하여 ①산업(IT), 관광 등에 GTG 민자유치

-봉재 유 가공 수출 전문업체 다수

  -깨끗한 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수입제안서가 있으면 좋겠다

레소토 대사, 참사 & 정시우 사무총장, 세르지오 콩고 아프리카 본부장



5. DJIBOUTI(지부티) 공화국: 2020.03.04. 12:00



▶ AKEDA 회원국 등록 및 위촉장수여

▶ 방문 업무 협의 내용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Attended the AfDB 2018 Annual Meetings Busan, KOREA 참석

  -에너지 부분관련 일본업체들이 진출하여 선점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한국업체 참여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면세구역) 지정, 2020년 12월 무역박람회

개최, 철도건설, 인접한 에티오피아와 고속도로 건설, 인접한 바다를 이용한 수산업과 소금산업 등이

대사관을 통한 지부티 투자청과 긴밀한 협조로 인구 100만의 소국 지부티를 AKEDA가 경제를 부흥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지부티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세르지오 콩고 아프리카 본부장



6. CONGO(콩고) 콩고민주 공화국: 2020.03.04. 14:00



▶

AKEDA 회원국 등록 및 위촉장수여

▶ 방문 업무 협의 내용 (Issue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국토 70% 열대 우림으로 목재가 많이 존재 (70% of land tropical rainforest)

   -카메룬까지 고속도로 연결 중 (Express Way connecting to Cameroon)

   -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1개 있는데 추가 건설 강력 희망(Currently there is on CCPP. Plan to build 

more power plants in the near future)

   -농업 번성 (가축, 풍부한 수량, 농경지 개발)

   -광산업 개발 중 (Mining Industry is developing)

   -킨샤사 – 브라자빌 간 AfDB 프로젝트 준비 중

   -인구 도합 3억명이 되는 인근 6개국의

    Community 완성 단계

   현대엔지니어링이 진출: 한국기업 우수성 홍보         (출장보고: 2020. 03. 01 ~03. 05 AKEDA) 

- MOU between AKEDA and API (Agency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s) was proposed.

콩고 대사 & 정시우 사무총장,

세르지오 콩고 아프리카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