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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아프리카 |

박영호ㆍ허윤선

서언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아프리카는 더 이상 ‘위기의 대륙’이 아닌 새로운 ‘기
회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발전과 함
께 경제성장 가능성,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잡고 있습
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여러 면에서 미성숙한 시장이지만 다른 시장에서 얻기
힘든 기회와 선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를 간파하고 새로운 협력파트
너로 격상시키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보고서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미개척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잠재적 또는 전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2006년에 선진통상국가 실현
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ㆍ지역별 연구를 진
행했으며,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
보고서와 함께 국별ㆍ지역별로 출간되는 12종 보고서 중의 아프리카지역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박영호 부연구위원과 허윤선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
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심의섭 명지대 교수,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
김은수 전(前) 남아공 대사, 정해정 한ㆍ아프리카협회 사무총장, 김흥종 KIEP
유럽팀장과 익명의 평가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
에 반영되고, 아울러 정부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
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 아프리카
의 잠재성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
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
양한 협력채널과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가장 큰 의의는 역시 자원 확보가 아닐 수 없다.
석유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
치지 않은 막대한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유의
존도는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아프리카는 일정부
분 중동지역을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의 보고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석유자원 이외에도 우리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광물자원들이 다양하게 매
장되어 있다. 석유자원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도 가능하다지만 광물자원은 뚜
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프리카는 우리의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둘째, 아프리카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낙후된 산
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플랜트 파급효
과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
리카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피해 왔
으나 최근의 성장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

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
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2006년 우리의 대아프
리카 수출이 100억 달러대에 진입한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
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이다. 특히 아
프리카는 UN 회원국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다중적 또는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있어 아
프리카는 사실상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협력
의 대상에서 늘 멀어져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
치에 주목하고 우리와의 협력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국가 전체 자원에
서 아프리카 진출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진출전략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
서는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 따라서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거점 또는 중점
국가 선정을 통한 시장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물론 중점국가는 해당기업의 업
종이나 진출동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3 plus 3’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접근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아프리
카 자원강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핵심시장으로 여러 면에
서 우리와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
제규모가 왜소하고 개발잠재력이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반면 이 국가들은 잠
재력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무역ㆍ투자, 자원개발, 건설ㆍ플
랜트, 정보통신(IT), 개발협력 등 6대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아공과의 FTA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의지이다. 남아공

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남아공 양국 모두는 FTA 체
결 의지나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ㆍ남아공 FTA는 실질적인 협력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이해되어야 한다. 남아공은 SACU라는 관세
동맹체에 속해 있어 원칙적으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FTA 체결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남아공이 SACU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남아공측과의
FTA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AC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역시 남아공과의 개별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 진출전략이다. 나이지리아의 경험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산
유국들은 자원개발과 동시에 극히 낙후되어 있는 전력망, 도로, 통신 등 인프라
건설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아프리카
산유국의 여건과 협력수요를 감안하여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관련산업의 동반진출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보통신(IT) 산업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산업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국내 IT 산업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지
원을 통한 유대강화 등 무형의 협력기반 구축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협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아프리카로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IT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논점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의 대아프리
카 협력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
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한ㆍ아프리카 포럼 등과 같은 후속사업들이 전개

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피
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ㆍ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
가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아프
리카와의 협력이 자원 획득만을 목표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두 해만
협력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보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
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제한된 예
산범위 범위에서 지원효과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의 비교우위 분야와 아프리카측의 협력 니즈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 ‘소프트 파워’ 자산을 보유하
고 있는 만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개발경험의 전수일 것이다. 빈곤완화가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조방향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개발모델은 아프리카 저개발국
에게 매우 유효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
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지원공세
를 펴도 우리의 개발경험은 분명 아프리카인들에게 유익한 모델이자 숭모의
대상일 것이다. 경제개발경험 사업은 일종의 지식공유산업인 만큼 일회성 세미
나나 단기연수 등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문제와 직결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높
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개발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접목시킴으로써 아프리카 빈곤극
복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농촌개발은 빈
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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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프리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퇴보와 절망이라는 암흑의 터널 속에 갇힌 채 ‘위기
의 대륙’으로 명명되면서 협력파트너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아
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
륙’이 아닌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발전과 함께 성장가능성, 그리고 자원개발
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여전히 정치
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무수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시장 또는 잠재적 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
도 부인할 수 없다.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절대적인 빈곤(absolute poverty)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는 국가발전 역량
이 취약하고, 분쟁과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새로운 자원개발시장으로 국
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아프리카를 새로운 기회
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서방국에서 식민지론을 운운하며 견제할 정도
에 이르렀고, 미국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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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
시아 개도국들까지 적극 가세하고 아프리카가 새로운 글로벌 경쟁지역으로 변
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그동안 사실상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협력의 대상에서 늘 멀어져 있었다. 심지어
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아프리카를 경시하며 잠재성을 외면해 온 것이 사실
이다. 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국제경제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해 왔다.
물론 이는 양비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협력파트너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고 우리는 강대국 및 주변국과의 외교에 치중함으로써 아프리카와
의 협력의 여지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인 요인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 부족도
협력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새로운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암흑의 대륙’ 정도로만 인식하고 소홀히 대한다면 자원
확보와 시장개척에서 그만큼 경쟁국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시장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예외일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
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는
여러 면에서 미성숙한 시장이지만 다른 시장에서 얻기 힘든 기회의 포착과 선
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는 진출 여건이 그리 나
쁘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미개발의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륙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국가통치시스템(governance)
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면, 높은 발전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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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 또는 21세기 협력파
트너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이에 비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은 주로 민간부문에 맡겨져 왔
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아프리카 진출기반 조성과정에서 보듯이
정부지원하의 협력이 주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도
주도적인 외교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협력정책수단들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
가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노하우를 보
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 또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적 비즈니
스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가 우리에게 주는 다중적 가치를 재조
명해 보고,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협력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으로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반적인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 분야
의 구체적인 전략을 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수단들
이 고려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뉴프런티어(New Frontier) 시장으로서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 우리에게 있어 아프리카
의 전략적 가치 및 협력 의의, 그리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로드맵 도출 등
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외 1ㆍ2차 문헌자료와 전문가 회의, 현지방문 등을 활용
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각종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통계 D/B,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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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잡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기관 전문가
와의 면담도 병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전
략적 추진방안 도출과 관련해서는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ㆍ아프리카 전
문가 풀 , 아프리카 현지 한국공관 및 진출기업 등과의 면담조사 등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는 단일시장이 아니라 지역 또는 국
가별로 매우 상이한 시장환경을 지니고 있고, 또한 국가별로 시장규모 및 경제
발전의 정도가 현격히 다른 53개국의 이질적인 시장임을 감안하여, 아프리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접근(Macro Approach) 보다는 국가별로 접
근하는 미시적 접근방법(Micro Approach)에 역점을 두었다.
아프리카 시장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연구는 과다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점 또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진출 또
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
되어야 한다. 국가적 발전역량이 취약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상존
하고 있으나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아프리카를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새
롭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간파하
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개괄적인 차원에서 아프리카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제약 요인을 살펴
본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를 돕고자 ‘비관론’과 ‘낙관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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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조명해 보았다.
이어 제3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새롭게 변모해 가는 아프리카를 조명
해 보고자 중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아프리카 접근
전략에 대해 주요 특징별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아프리카의 다중적 또는 전략적 가치에 대
해 살펴보았다. 자원개발, 건설플랜트, 정보통신(IT) 등의 측면에서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치와 우리와의 협력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교역 및 투자, 개발원조 측면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의
현주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
카 방문 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또는 협력 로드맵에 대해 심층적인 접
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아프리카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택’
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 거점국가별 접근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규모 및 시장 잠재력, 발전정도 및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 plus 3’ 국가를 중점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무역ㆍ투자, 자원개발, 건설ㆍ플랜트, 정보통신
(IT), 개발원조 등의 분야에 있어 어떠한 정책수단들이 고려될 수 있는가에 대
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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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 경제 특성
가. 53개의 이질적 시장
세계 대륙면적의 22%, 세계 인구의 13%를 차지하며 53개의 독립국가로 구
성되어 있는 아프리카는 권역 또는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시장규모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
구측면에서 보면, 10만 명에 불과한 세이셸에서부터 1억 4,000만 명 이상에 달
하는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실로 다양하다.
국민소득면에서도 6,500달러에 이르는 세이셸에서부터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격차가 심하다.
국가경제력 차이도 워낙 커서 남아공을 비롯한 5개 국가가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5개 최빈국들은 아프리카 인
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고작 1.5%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다양성은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남아공의 경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발달해 있
는 반면에, 알제리와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석유산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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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아프리카 경제의 편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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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개발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하자원에서도 남아공, 나이지리아, 콩고, 앙골라
등은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반면에 니제르, 소말
리아 등과 같은 최빈국들은 마땅히 내놓을 자원도 전무하다.
경제개발을 위한 기초여건 측면에서도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츠와
나, 탄자니아, 가나 등과 같은 소규모 국가들은 착실한 경제개혁으로 아프리카
의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세계 10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앙골라 등의 산유국들은 정정불안과 부정부패 등으로 성장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회ㆍ문화적 발달 정도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취학률을 보면 모리셔스와
짐바브웨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르완다는 고작 2%에 불과하다.
도시화 정도에서는 잠비아의 경우 50%가 넘는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
나, 르완다는 6%의 국민만이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문자해독률에서는 짐
바브웨가 90% 가까이 이르는 데 반해 니제르는 20%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에 대해 지나친 일반화는
편견과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 공통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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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기초한 특징 분석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저
해하는 제반요소이자 경제발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글상자 2-1. 아프리카의 권역 구분
아프리카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별로는 크게 북
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로 대별된다.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지중해와 접해 있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등
마그레브(Maghreb) 국가들이 포함되며, 흔히 중동과 함께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로 불리우며 아랍민족과 회교국이라는 점에서 중동지역과 인종적, 종교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공통점은 대부분이 산유국으로 원유가 국가경제를 사실
상 지탱하고 있으며 다른 아프리카지역보다 부유하다는 점이다. 북부아프리카 지역 중에
서도 특히 북서부 지역은 마그레브 지역이라 하여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두
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서부아프리카는 차드호수의 서부지역으로 나이지리아, 가나, 토고 등이 포함되며 아프
리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일찍이 정치적 안정을 이룬 국가군
(세네갈, 가봉, 가나, 베냉, 말리)과 아직도 내전과 분쟁 등으로 정세가 불안한 국가군(나
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니제르 등)으로 나누어진다.
중부아프리카는 남북으로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위도 20도 내외의 인접 국가들로 서
쪽으로 대서양에서 동쪽으로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이다. 카메룬, 가봉, 콩고, 우간다, 케
냐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지역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다.
남부아프리카는 남아공, 앙골라, 모잠비크, 보츠와나 등이 포함되며 남아공을 제외하고
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위상은 극히 미미하다. 사하라 이남 지
역에 위치하며 통상 블랙아프리카(Black Africa)로 불리어지는 48개국의 세계
경제적 비중은 고작 3.3%로, 단일국가인 인도(6.0%)보다도 작다. 이것도 남아
공과 나이지리아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더욱 크게 낮아져 2.6%에 지나지 않는
다. 아프리카 교역비중 역시 개도국 및 세계 전체의 각각 8%와 2.5%로 중동
13개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그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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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국)의 경제규모(GDP)는 6,219억 달
러로, 한국(7,869억 달러)보다도 작다(아프리카 대륙전체 GDP: 9,289억 달러).
아프리카 시장의 이러한 영세성은 산업구조의 후진성에서 비롯된다. 아프리
카 제국은 그동안 공업화와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정책을 의
욕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오늘날 아프리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특
징은 산업구조의 낙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공업화는 막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자본 및 기술인력의 절대적 부족,
경제운영의 경험부족과 관리능력 부재, 비합리적인 관료제도, 부정부패 등 여
러 요인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원료 및 생산기술의 지나친
해외의존도에 따른 높은 생산코스트, 낮은 부가가치, 합리적인 정책기준의 결
여,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 등 공업화 추진을 위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bility)의 부족으로 결국 성공보다는 실패의 사례가 많았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서구열강 제국주
의 국가들에 종속된 경제단위에 불과했으며, 그로 인해 내부발전을 위한 기술

그림 2-2. 세계 및 개도국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 경제의 비중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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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도국은 145개국, 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 48개국 기준임.
자료: IMF(2006). 각종 도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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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또는 산업기반 창출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에도 아프리카의 국내시장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ㆍ사회적 자본이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하부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아프리카 제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극히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프리카 산업구조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
조업 부문에서도 초보적 단순가공형 업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는데, 식품 및 농산물가공, 섬유ㆍ의류제조 등 단순가공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기계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기술ㆍ자본집약
적 제조업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는 원유, 광산물, 농작물
등 1차산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1차산품 중에서도 2~3
개 정도의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노컬처(mono-culture)’형 경제구
조를 지니고 있다. 말리의 경우, 금과 목화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이아몬드와 석유가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앙골라 역시 원유와 다이아몬드가 전체 수출의 95%를 점유하

그림 2-3.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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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광물이나 농작물 등의 1차산품
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전반이 기상변화 또는 국제 상
품시세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을 보더라도, 과거
에는 1차산품의 수출호조로 7%대에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국제 상품시세
의 하락 등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아프리카 제국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열강들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들과의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
프리카 국가들의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과 저개발은 구 식민종주국에 대한 의
존도를 계속 높여 나갔고, 이것은 다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주적 국가발전 능
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였다. 유럽에 대한 종속적 경제구조는
아프리카 제국의 교역구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가 식민시
그림 2-4. 아프리카의 교역선 구조(2005년)

자료: WTO(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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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식민종주국의 원료공급시장과 공산품 수출대상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해 오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림 2-4]에서도 보듯이 아프리카의 최
대 교역상대국은 단연 서유럽지역으로 아프리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지역에 1차 산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공산
품을 수입하는 종속적 교역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의
결과로 형성된 상거래 관행과 상품유통 구조상의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구 식민종주국들이 아프리카시장에서 지니고 있는 시장지배력은 광범위한 분
야에 걸쳐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럽 의존적 교역구조는 아프리카시
장으로의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설령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지
니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프런티어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관론(Afro-pessimism)과 낙관
론(Afro-optimism)으로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오늘날 아프리카 제국이 당면하
고 있는 저개발은 극히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
한 발상이며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관론적인 시각이다.
이에 반해 낙관론자는 정치적 안정과 개혁ㆍ개방화가 경제발전으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변화의 시그널이 목격되고 있다
며 여타 개도국 경제권에 못지않은 발전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1) 비관론적 입장(Afro-pessimism)
아프리카 각국은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개발자금
및 집행능력의 절대적 부족, 교육환경 부재에 따른 인적자원 결핍, 부정부패,

42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낙후된 국가운영시스템 등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았다. 그 결과 아프리카 대륙은 성장과 희망보다는 퇴보와 절망이라는
암흑의 역사 속에서 이른바 ‘위기의 대륙(Continent in Crisis)’으로 명명되면서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 논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독립 이후 50여 년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수준은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고 향후
경제발전 가능성 역시 불안정한 정치ㆍ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희망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만연한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법과 제도의 구
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1,480억 달러가 각종 부패와 관련해 사라지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
패인식지수(CPI)를 통해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
한지를 잘 알 수 있다.1)
1963년 독립 이후 1980년까지 6.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아프리카의 모
범국가로 불리었던 케냐도 1990년대부터 독재가 시작되면서 부정부패의 확산
과 사회적 혼란으로 경제와 사회 각 부문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아프리카가 풍부한 원유 등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아프리
카의 정치ㆍ사회적 불안정과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등을 들며 비관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즉 비관론자들은 자원개발이 국가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
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
을 산업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아프리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자원수출로 확보한 자금을 당연
1) CPI 지수란,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를 계량화한 지수
를 말한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CPI 지수 5점 이하를 기록하여 부패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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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도로, 항만, 통신, 건설 등 국가인프라 사업과 산업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출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국가발전보다는 정권유지나 개인이권 챙
기기 등에 집중되어 자원 개발의 혜택이 시장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
부 계층의 이익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차
드 등의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넘
쳐대는 나이지리아는 1960년 독립 이래 4,000억 달러의 국부가 부정부패로 사
라졌고, 극도로 열악한 도로, 항만 등 경제 인프라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2) 이 액수는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지원된 대외원조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실업률이 무려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의 60% 이상이 절대적 빈곤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부정부패와 통치시스템(good governance)의 부재는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가로막고, 석유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국부(oil-wealth)는 국
가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Africa Business라는 잡지는 막대한 오

그림 2-5.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극빈층 인구 비교

(단위: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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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루 1달러 미만의 극빈층 인구.
자료: World Bank(2006b).

2) Jonah(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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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머니가 유입되고 있고, 거시적으로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가 30년 전과 구매력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이를
“아프리카의 수수께끼(African Conundrum)”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아시아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
층 인구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5 참고).
이처럼 아프리카는 통치체제의 비효율성, 치안부재, 부정부패, 사회 인프라
의 절대적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가까운 시
일 내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리이다.
최근 아프리카 경제가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어
디까지나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지속가능
한 성장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미래 전망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아프리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성장
은 미완의 것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결된 청사진 마련도 쉽지 않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국내자본 부족과 실업문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정
치적 불안, 생산성을 정체시키는 낙후된 물적ㆍ인적 시스템 등이 성장을 위협
하는 구조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성공적 수행은 용이
하지 않다.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능력은 노동의 질적 향상에 의해 증대되는데,
아프리카는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프리카의 노동인구는 매우 풍
부한 데 반해 정작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은 극히 부족한 실태이다. 또한
경제개발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프
리카의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하다. 한마디로 ‘저투자 → 저생산 → 저저축 →
저소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재정에 의존하
는 투자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고 민간부문의 힘은 약해 민자 동원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개발수요는 있으나 국내저축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딜
레마 속에서 부분적인 추진력만으로는 경제발전의 달성은 어렵다. 아프리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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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된 외국자본은 세계 국제직접투자(FDI)의 3.2%에 해당하는 290억 달러
(2005년 기준)에 불과하며 그 나마도 대부분이 일부 산유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에이즈 문제까지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수하다.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어
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
이 아프리카의 현실이다. 결국,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아프리카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 최근 아프리
카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 성적표로는 지금의 낙후된 경제구조와 절대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으며 높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6~7%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3)

등

과 같은 범아프리카 차원의 자구노력은 아프리카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는 제도적 장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발전에는 여
전히 수많은 장애요인이 놓여 있다.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불안정,
낙후된 법제도, 생산성을 정체시키는 후진적 인프라나 에이즈와 같은 질병 등
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다.

2) 낙관론적 입장(Afro-optimism): 발전 시그널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과거와는 사뭇 구별되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
목격되고 있다. 바로 아프리카 스스로의 힘으로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은 아프리카연합(AU)과 같은 역내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AU의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이라는 국가

3)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기치 아래 2001년 7월
수립된 경제발전 종합플랜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변방화되는 것을 막아내고 정치, 경제적 연
대강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아프리카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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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프로젝트를 매개로 아프리카의 자구노력이 조금씩 그 결실을 맺기 시작
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막대한 부존자
원과 미래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국제사회도 아프리카를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혁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
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 같
은 사실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공사(IFC)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경제개혁 지수’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경제개혁
분야에서 매년 어김없이 최하위를 도맡아 기록하던 아프리카가 남아시아, 환태
평양, 동아시아, 중남미를 제치고 동유럽, OECD 선진국 그룹에 이어 3위를 기
록하였다(그림 2-6 참고).
그림 2-6. 아프리카의 경제개혁 비교평가
동유럽-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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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부아프리카

61%

라틴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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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남아시아

35%
25%

주: 2005~2006년간 개혁을 단행한 국가 수의 비중. SS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의미함.
자료: IFC(2006).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인 분쟁과 내전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수단 등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내전 수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대륙 전체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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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위기이다(그림 2-7 참고).
그림 2-7. 아프리카의 분쟁 감소 추이(1996~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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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프리카 25개국 기준.
자료: AfDB/OECD(2006).

최근에 아프리카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지표는 낙관론자의 주장을 뒷받침이
라도 하듯이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3~5%대의 비교적 안정적
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그림 2-9 참고).
물론 이 정도의 경제 성적표로는 아프리카 경제가 낙후된 경제구조와 절대
적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이러한
성장세가 대외경제요인의 일시적인 변화, 즉 주력수출상품인 1차산품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는 구조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
할 수는 없을 것이다.4)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의 산업구
조가 원유, 농산물, 광산물 등 1차산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노컬
처’형 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후진성으
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전반이 기후변화와 일차산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좌우되
4) Collier(2002).

48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는 불안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53개국 가운데 소수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장
기간의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 정치적 발전과 함께 개혁ㆍ개방
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제 아프리카지역도 여타 개도권 경
제에 못지않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종래와는 다른 개발패턴, 즉 시장경제적 개발정책이 어느 정
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편입되어
가면서 고도성장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경제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과 함께
BRICs 등 거대 신흥국가들의 자원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아프리카도 자원부
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제직접투자(FDI)의 유치는 일국(一國)의 경제개방화 수준과 성장가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경우 직접투자가 경제개발의 성장엔진으로 작
그림 2-8. 아프리카지역의 국제직접투자 유입 추이

자료: UNCTAD(2007).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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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아프리카의 직접투자 유치확대는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그림 2-8 참고).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아프리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미 상당수의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아프리카 투자기회
선점을 위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직접투자 유입이 연
도별로 큰 부침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민주화 추세와 함께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늘
어나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 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같이 침체국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모잠비크나 탄자니아와 같이 석
유자원이 거의 전무한 국가들도 6~7%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서 아프리
카 경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림 2-9.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추이

(단위: %)

주: 2007년은 IMF 전망치임.
자료: UNCTAD, Development of Africa Section(1980~2000); Global Insight, Country Report
(2001~2003); IMF(2006. 9), World Economic Outlook(20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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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세기 신흥 자원시장으로 부상
아프리카는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BRICs 시장이나 베트남 등 다른
신흥국가들처럼 성장성이나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으며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기조에 힘입어 산유국들을 중심으
로 전례 없는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이것이 빈곤 해소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사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발전이고 또 수치상으로는
매우 높은 성장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 아프리카의 신생 산유국으로 최근 OPEC 회원국에 가입한 앙골라의 경
우, 고유가 덕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대에 있지만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의 최저 소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국
가라는 점에서 자원개발 이외에는 특별한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다른 아프
리카 산유국들도 사정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은 최근
자원개발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일정 규모의 인구와 소득
그림 2-10. 아프리카와 NEXT-11의 시장성 비교

자료: World Bank(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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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여건을 갖춘, 세계가 찾고 있는 유망한 신흥시장은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자원 이외의 다른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어 향후 제조
업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그리 크지 않다.
[그림 2-10]은 소비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표국가들의 시장성을 NEXT-11 국가들과 비교하여 나타난 것이다. 역시 남
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소비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원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는 분명 신흥시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
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의 진정한 가치는 소비시장이나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
능성보다는 자원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가 아프리카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유 등 자원획득에 있다. 결국 아프리카에 대한 일차적인 관
심은 자원개발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
이다.
흔히 유망시장 조건으로 소비시장, 제조업 생산기지, 천연자원 등을 든다. 가
장 이상적인 유망시장이라면 이들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겠지만 그런 국
그림 2-11. 아프리카 시장유형 분류
에너지자원형

광물지자원형

리비아ㆍ알제리

콩고(DR)

ㆍ앙골라ㆍ차드

ㆍ잠비아ㆍ짐바브웨ㆍ

ㆍ적도기니ㆍ수단

가
봉

가나ㆍ나미비아ㆍ
니제르ㆍ보츠와나ㆍ
마다가스카르 등

이집트ㆍ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소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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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들 3가지 조건 중 확실한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
면 유망시장으로서의 일차적인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이슈로 본다면 이들 3가지 조건 중 가장 각광 받는 유형의 시장
은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라고 한다. 21세기 차세대 신흥시장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자원이라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일반적 개념의 통상적
인 유망시장은 아니지만 자원에서만큼은 분명 신흥 유망시장이다. [그림 2-11]
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시장유형별로 분류하여 그룹화한 것이다.

3. 아프리카 리스크
아프리카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워낙 경제기반
과 사업환경이 열악해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 사회적 불안,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예측의 어려움, 열
악한 인프라 등으로 투자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딪혀야 할 직ㆍ간접적인 장
애 요인들이 무수하다.

국가 리스크
(Country Risk)

정치적 불안요인
인종ㆍ종교 대립 등 지역정세 불안
절도ㆍ살인 등 각종 범죄 위협
에이즈 문제

사업 리스크
(Business Risk)

숙련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열악한 비즈니스 제도
정치세력화한 강성노조
열악한 인프라 환경

가. 국가 리스크
아프리카에는 저개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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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독립 이후 4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정착시켜 나가고는 있
지만 정치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적지 않다. 나이지리아, 수
단, 콩고, 앙골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정정불안과
분쟁의 불꽃이 커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분쟁의 이면에는 인종적ㆍ종교적
인 대립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
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특히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50
여 개의 종족과 기독교ㆍ회교도 간의 갈등으로 유혈사태와 폭력사태가 사라지
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특성상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석유개발과 같은 투자
진출사업에 있어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내전과 원유
약탈행위 등으로 원유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역정세가
불안한 서아프리카 기니 만에서는 조직화된 범죄조직(crime syndicate)에 의한
원유절도 규모가 하루 7만~30만 배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는 대부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무기 밀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배럴당 60달러로 가정)하면 최소한 연간 1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수단의 경우 지난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간의 내전은 전 국토를 피폐화시키
며 인종 간의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수단 남부지역의 기독교 반정부 세력에 대
한 이슬람 정부군의 ‘인종청소’로 사망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비극이 자
행되었다. 이러한 고질적인 정정불안은 아프리카를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국민소득 5,000달러의 남아공에서도 아프리카 리스크는 예외가 아니다. 남
아공의 실업률5)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이는 절도 및 살인 등의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남아공 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가
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다음으로 높은 남아공의 살
5) 남아공 정부당국의 발표에 따른 공식 실업률은 26%(이 자체로도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이지만 실
질적으로는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3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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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범죄율은 외국방문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남아공을 포함한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는 약 3,000만 자루의 무기(소총)가 유통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 20명 가운데 한명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아프리카의 암울한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에이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아공 경제가 붕괴되어 아프리카
빈곤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지의 여부는 결국 그들이 안고 있는 잠
재적인 위험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인들
은 단기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정부의 해결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그림 2-12]는 Global Insight사가 전세계 124개국을 대상으로 정치ㆍ경제ㆍ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련지표들을 사용하여 평가한 글로벌 리스크이다.
역시 남아공, 가나,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코트디브아르 등은 아프리카 평균
보다도 훨씬 높은 리스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2. 아프리카 국가들의 리스크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콩고(DR)
짐바브웨

레소토
카메룬
스와질랜드

코트디브와르

잠비아

리스크
높음

앙골라
가봉

SSA1)
평균

세계
평균

주 1) SS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 Africa).
자료: Global Insight(2006).

남아공
탄자니아
가나

보츠와나

나미비아
모잠비크

OECD
평균

리스크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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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즈니스 리스크
아프리카는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높은 정치
적 리스크와 함께 투명성, 경제자유도, 투자신뢰도 등의 지표상에서도 아프리
카 국가들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각종 지표들은 정치ㆍ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발전과정은 많은 세월
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최근 차드 정부는 Chevron 등 자국 내 오일 다국적기업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도 없이 5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던지 사업을 철수하던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통보를 보냈다고 한다. 서아프리카지역에 도로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던 한 건
설사는 낮 동안 공사를 진행해 놓으면 밤에 철재 보강재를 훔쳐가기 위해 끊임없
이 도로를 다시 파헤쳐 놓은 도둑들로 인해 공사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시에라리온에서 외국기업이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법정 세금을
모두 납부한다면 세금 납부액이 이익금의 3배에 달한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155일이 걸리고, 앙골
라에서는 47개의 험난한 절차를 거쳐 약 1,00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짐바브웨는 연 1,000%가 넘는 살
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으며, 10% 내외라는 잠비아의 공식 에이즈 환자
비율은 실제 30%를 넘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다면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를 겪
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자 201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남아공에는 각
종 사업기회가 많지만 흑인기업육성정책(BEE), 정치세력화한 강성노조, 높은
임금수준, 극심한 환율불안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말미암아 시장진입이 용
이하지 않다. 흑인기업육성정책은 흑인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BEE는 현재 남아공 비즈니스에서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흑인의 소유지분 비율, 흑인종업원 비중,
흑인기업으로부터의 조달비중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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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일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사업 참여는 물론이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BEE 정책은 외국계
회사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정부조달이나 투자 등 제반 비즈니스 활
동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석유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비즈니스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우선 높은 개발비용을
들 수 있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의 유전이 심해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추
장비 등 관련 장비의 수송 및 개발비용이 높아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 해상
유전은 육상유전에 비해 개발비용이 훨씬 높은데,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산 원
유의 경우 배럴당 판매가격이 2~5달러이더라도 수익성이 유지되는 반면, 심해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경우에는 배럴당 가격이 최소한 14~16달러 수준은
되어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전개발과 관련한 제반 인프라기반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 석유기업들이 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이유로 꼽을 만큼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의 인프라시설과 제반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아
프리카에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
로 인해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경제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리적 원거리성을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
에서 원유를 개발, 생산하여 이를 국내시장으로 운송하는 데에는 막대한 수송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서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송거리는 1만
500마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산유국보다 더 멀며 운임기준율도 원
유도입 대상국 중 가장 높다.

0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1. 아프리카 시장선점 경쟁
강대국들 사이에 ‘새로운 아프리카 쟁탈전(New Scramble for Africa)’이 전
개되고 있다. 세계시장을 둘러싼 세계강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기존의 ‘레드오
션’ 시장을 뛰어 넘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미개척 시장, 아프리카로
까지 옮겨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아프리카를 단순한 식량원조나 구호기금
지원대상국이 아닌 자원 확보 또는 미래시장 선점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조달 문제가 자국경제의 아킬
레스건으로 작용하자 대규모의 원조제공과 정상방문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필사적인 아프리카 자원공략은 서방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저가의 상품공세로 아프리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아프리카를 중국의 자원공급지로 만들고 있다며 식민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부패정권과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 원조공세는, 원조공여를 부
패척결과 선정(good governance)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서방국들의 의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 등 중국식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건설공사 수
주를 독차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60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않고 있는 미국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아프리카가 새로운 원유공급처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진출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를 중동의 보완시장 또는 대안시장으로 보고 외교안보적
차원에 접근하고 있다.

그림 3-1.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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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종주국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유럽 국가
들 또한 대규모의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기득권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프리카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개발 원조와 협력포럼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까지 일본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일
본의 해외투자가 팽창하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우선정책과 지리
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그다지 긴밀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
본은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6)라는 대규모의 협력포럼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인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 석유확보를 둘러싼 시장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ㆍ중 간 주도권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 등의 신흥 산유국이 몰려있는 서부
아프리카 기니 만 지역에서의 석유확보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자국 원유수입의 30%를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의 주요 수입선인 나이지
리아 석유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게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미
국은 아프리카지역으로부터의 석유도입 비중(물량기준)을 현재의 15%에서
2015년경에는 25%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현재 서부아프리카 석유개발시장은 크게 유럽, 미국, 중국 등 3대 세력

6) 지난 1991년 유엔총회에서 일본정부의 제안에 의해 발족된 TICAD는 기존의 단순한 공적개발원조(ODA)
의 확대보다는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인 바람직한 국가경영체제(good governance)와 인적자원
의 개발을 지원하고, 통상확대와 민간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아프리카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속가능한 성
장을 지원한다는 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2005년 11월에는 아프
리카 50개국 대표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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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분할되어 있다(그림 3-2 참고). 미국의 경우 Exxon Mobil, Chevron
Texaco 등 거대 오일메이저들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거대 산유국에 진출
해 있으며 중국은 수단 등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림 3-2. 서아프리카 기니 만 석유개발의 세력판도(2005년)

주: JDZ는 나이지리아ㆍ상투메프린시페 공동개발지역.
자료: Yates(2005)를 부분수정함.

2.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접근 동향 및 통상전략
대대적인 원조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은 경제진출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중국
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
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도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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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규모의 개발원조가 동원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속도는 서방국가들이 식민지론을 운운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는 대만의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도 이어지고 있
다. 몇 년 전만 해도 세네갈, 라이베리아, 차드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만과
의 국교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근래 들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속속 단절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막강한 경제적
파워와 대대적인 선심외교와 무관하지 않다.
보다 멀리 내다보면, 아프리카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지금처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막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지속하고, 여기에 ‘소프트 파워’를 계속 확산해 나
간다면 아프리카 내 중국의 국가적 위상과 입지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
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전략을 분석할 때는 ‘하드 파워’에만 초점을 맞
추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중국의 접근전략을 주목해
야 한다. 자원 확보와 신시장 개척의 돌파구가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가.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 특징
1) 대대적인 개발원조 동원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에는 대대적인 원조공세가 동원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원조공세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예컨대 지난
1975년 완공된 1,800㎞의 탄자니아-잠비아 철도건설공사 지원규모는 무려 4.5
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의 개발원조는 정부청사건물,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체육관, 병원, 컨벤션센터, 국립극장, 공항, 고속도로 및 교량, 국민광장, 방송기
지국, 주택, 발전소, 학교ㆍ직업훈련센터 건설 등의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대규
모의 의료지원 및 인력 초청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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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개최된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7)에서는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고 2009년까지 원조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하는 등 아프
리카 공세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 등 막대
한 규모의 지원방침을 발표하였다.
글상자 3-1. 중국, 대아프리카 8개 특혜조치 발표(2006. 11)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ㆍ아프리카협력포럼 에서 아프리카와
의 협력 강화를 위한 8개항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중국의 8개항 조치는 대아프리카 원조와
투자, 무역을 대폭 확대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특혜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아프
리카에 제공해 왔던 특혜 조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우선, 부채 탕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5개국을 제외한 모든 아
프리카 국가에 대해 2005년 말 만기인 무이자 차관과 부채를 전액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아
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도 2009년까지 2006년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30억 달러의 우
대 차관을 제공하고 아프리카 수입업자에게 20억 달러의 우대 신용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중ㆍ아프리카 발전기금’도 조
성한다.
이 밖에도 ① 아프리카산 무관세 수입상품 수를 190개에서 440여 개로 확대 ② 아프리카
에 3~5개 경제무역지대 설치 ③ 1만 5,000여 명의 아프리카 인재에게 연수기회 제공 등이 포
함되어 있다.

2) 방문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공세
중국의 파상적인 아프리카 방문외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고
위급 인사들이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 개발지원 약속 등을 통해 협력의 수준
을 높이고 있다. 2006년 한 해에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모두 16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개발에 총력을 기

7) 중국ㆍ아프리카 협력포럼(China-Africa Cooperation Forum)은 양 지역간 협력체제를 새롭게 다지는
경제ㆍ사회발전 협력프로그램으로, 상호이해 증진, 경제협력 강화,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 문화교류 증
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중국에서 1차 포럼이 개최되어 베이징 선언문 을 채
택하였다. 이어 2003년에는 양국의 외무ㆍ무역ㆍ산업 장관 등 각료급 인사와 100여 명의 중국 기업인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티오피아에서 2차 포럼이 개최되어 베이징 선언문 의 후속작업으로 Addis Ababa
Action Plan 을 채택하였으며 3차 협력포럼이 오는 2006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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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있다. 2006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중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48개국 정상이 대거 참석하였다. 무
려 48명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UN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
다. 그래서 중국외교부는 2006년을 ‘아프리카 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의 아
프리카 방문외교는 2007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초
(1.30~2.10) 후진타오 주석은 신흥 산유국인 수단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8개국
을 순방하였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불과 9개월 만에 3차례나 같은 지역(아프리
카)을 찾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방문국에는 인구 8만여 명의 초미니
섬나라 국가인 세이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인
도양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세이셸의 지정학적인 가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3-3. 최근 중국 고위인사의 아프리카 방문 동향

2004. 1
(후진타오 주석)

2006. 1
(리자오싱
외교부장)

2006. 4
(후진타오 주석)

이집트ㆍ가봉ㆍ
알제리

아프리카 6개국

나이지리아ㆍ
모로코ㆍ케냐

2006. 6
(원자바오 총리)

2006. 11
(중ㆍ아프리카
협력포럼)

2007. 1
(후진타오 주석)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중국방문

8개국(카메룬ㆍ라이베리아ㆍ
수단ㆍ잠비아ㆍ나미비아ㆍ
남아공ㆍ모잠비크ㆍ세이셸)

이집트ㆍ콩고ㆍ
앙골라 등
7개국

⇨

3) ‘소프트 파워’의 확산
중국이 구상하는 아프리카 접근전략은 ‘하드 파워’의 강화와 함께 ‘소프트

66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파워’의 확산이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하는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념, 문화, 신뢰 등 비물질적인 국제정치적 파워를 의미한
다.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 확대 못지않게 교육ㆍ문화ㆍ방송교류 등
을 앞세우며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 파워’로 아프리카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
다. 아프리카 주요국 대학 내에 ‘공자연구소(Confucius Institutes)’ 설립 추진도
중국문화의 전파를 통한 소프트 파워 확산이 그 목적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외
교관 등 관료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정책과 이념을 교육하
는 등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은 상업적 차원을 뛰어넘어 ‘교실외교’로까지 발전
하고 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통해 아프리카의 새로운 발전모델로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식 발전모델로 표현
표 3-1.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특징
ㆍ 이미 아프리카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
ㆍ 아프리카국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개발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임 국가로 인식
ㆍ 2006년 11월 개최된 중ㆍ아프리카 협력포럼 에는 48개 아프리카
정상급 지도자가 대거 참석
ㆍ 2000년 이후 31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외채 탕감
ㆍ 2009년까지 원조규모를 현재의 2배로 증액
외채탕감 및 대규모의
ㆍ 2009년까지 50억 달러의 우대차관 제공
개발원조 제공
ㆍ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 공여
ㆍ AU(아프리카연합) 컨퍼런스센터 건립 지원
자원의 패권주의가
심하지 않은 신흥
ㆍ 미국의 영향력이 약한 앙골라, 수단 등 신흥 산유국에 대한 집중공략
산유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
ㆍ 최북단 알제리에서 최남단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상품의 범람
저가상품 공세로
ㆍ 영국과 미국을 제치고 제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
아프리카 시장침투
ㆍ 교역규모는 2000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60억 달러로
가속화
급증(2010년경에는 1,000억 달러 전망)
무기판매 및 군사협력 ㆍ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상국 또는 인권탄압국에 대해서도 군사
강화
지원을 통한 영향력 강화
소프트 파워의 확산
ㆍ 교육ㆍ문화ㆍ방송 교류 등을 통한 중국문화 확산
정치적ㆍ이념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강화

자료: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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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서방국가나 국제기구의 개혁요구에 저항감을 가지
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만큼은 매력적인 학습대상이 되고 있다.

4) 저가상품 공세로 아프리카 시장침투 가속화
중국은 아프리카 최북단 알제리에서부터 최남단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저가
상품 공세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침투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규모는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20억~30억 달
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부터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27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아프리카 수출규모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영
국과 미국을 추월하여 현재 프랑스에 이어 제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전체 대외무역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외교력을 집중해 온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건설 및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걸쳐 광
범위하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투자
그림 3-4. 중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추이

자료: IMF, 무역통계데이터베이스(DOT).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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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누계기준)는 약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800여 개의 중국기업이 49개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해 있다.
그림 3-5. 중국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액(누계기준)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 해외직접투자 통계공보 .

글상자 3-2. 중국, 나이지리아에 대규모 자유무역지대 창설
중국 장쑤(江蘇)성 지방정부는 나이지리아 옛 수도 라고스 주변에 ‘아프리카판 홍콩’을 지향하
는 대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미 100여 개가 넘는 중국 업체들이 투자 의사를
적극 타진해 오는 등 아프리카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서양 연안 5㎞를 따라 조성될 이 자유무역지대는 홍콩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무려 165㎢
에 달한다. 토지 사용기한은 99년이며, 개발자금의 70% 이상을 중국측이 담당하게 된다. 중국이
사실상 주도해 나가게 될 이 프로젝트는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 1단계로 3~5년
내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30㎢ 면적의 공단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치 업종은 방직ㆍ
기계ㆍ가전ㆍ건자재ㆍ석유화학ㆍ물류 및 창고업ㆍ금융서비스 등 다양하며 이곳에 진출하는 기업
들은 세제상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로메협정 회원국인 만큼 이 지역에 진
출한 업체들은 대 EU 수출시 관세혜택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자유무역지역은 아프리카
는 물론이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활용되게 된다. 이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중국정부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해외진출 정책의 결정판이며 이를 계기
로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입지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문회보(文匯報) ,
20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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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3.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성공하는 이유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모든 인권문제를 외면한다. 이는 독재국가들의 상황 특히, 아프리카의
민주화 달성을 목적으로 조건이 딸린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서방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아
프리카 지도자들은 서방의 조건부 원조정책을 경멸하고 있으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은 중국의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떤 정치이념(ideology)을 강요하지 않으며 상호주의 원칙 아래, 상
호 주권의 존중과 동등한 관계협력을 내세우며 교역과 투자증대에 주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드러난 이해관계(self-interest)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원조보다 무역
확대를 원하는 아프리카인들로부터 환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에 개입했지만 지금의 개입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때문이다. 중국은 어떤 이념도 강요하지 않고 사고파는 데 주력한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수억 인구의 가난 탈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아프리카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중국은 시장으로 본다. 신제국주의란 비판
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이 실질적으로 돕는 데 실패한 아프리카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Washington Times(2007. 1. 8).

5) 자원의 패권주의가 덜한 신흥 산유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원의 패권주의가 덜한 아프리카 신흥 산유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
국은 서방국가들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경제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아프리
카 산유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2004년 4월 UN 안보리에서
대규모 인종학살(Darfur 사태)이 자행되고 있는 수단에 대해 경제제재안을 상
정하려 하자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규모의 자금을 수단 석유산업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수단 남부지역에서 유전개발 및 정유산업, 송유관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석유산업 전반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협력
은 아프리카 거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산유국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이 사회주의 동맹
의 시각에서 아프리카를 접근했다면 지금은 석유확보 등 경제적 이익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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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는가에 관
계 없이 1차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석유 확보
에 대한 집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아프리카 원유도
입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25년경에는 그 비중이 45%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과 석유수급 불안정에 대
비하여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석유 공급처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그 성
과가 아프리카지역에서 가장 잘 실현되고 있다. 2005년 경우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 도입액은 무려 1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원유수입액의 30%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최대 석유공급원
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 3-6.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 수입 현황

자료: 중국무역통계.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개발은 정상방문 등 석유외교에 의해 상당 부분 견인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이 아프리카 석유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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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인 위치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이집트, 가봉, 알제리 방문의 핵심의제 역시 석유협력이었다. 당시 가봉에서는
후 주석의 차관 제공 약속과 동시에 석유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알제리와는
석유협력을 포함하는 경제ㆍ기술 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
공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공격적인 석유공세는 낙찰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2005년 말에는
나이지리아 석유회사인 SAP사가 보유한 대형 유정의 지분 45%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었다. 이때 당초 시가 18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던 유전을 인도의 ONGC
사가 20억 달러에 매입하겠다고 밝혀 낙찰이 유력해 보였으나 인도 의회에서
“지리적으로 위험하고 제시가격도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반대, 잠시 주저하는
동안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22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8)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광물자원과 목재 등 원자재를 망라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백금, 잠비아의
구리, 콩고의 목재, 남아공의 철광석 등은 대부분이 중국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중국의 아프리카 면화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20%에 이르고 있다.

다. 중국의 접근 강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반응
1) 긍정적 입장: 아프리카 개발욕구의 충족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는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어가
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개발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9월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 아프리카의 비단길: 중국과 인도의 새
로운 경제 지평(Africa’s Silk Road: China and India’s New Economic Frontier) )

8) 임지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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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국과의 경제교류 강화로 아프리카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이는 아프리카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협력 강화는 소수의 1차상품 수출에 의존하
고 있는 모노컬처형(mono-cultural) 아프리카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아프리카의 주력 수출상품인 원유, 광물, 원자재 등 1차상품의 가격상
승으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자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 더욱 분명하
게 나타나고 있다. 수단과 짐바브웨 등 인권 탄압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으
로부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서방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막후에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독재정권으로 악명 높은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해가 지는 서쪽(서방국가 지칭)보다는 해가 뜨는
동쪽(중국 지칭)을 바라볼 것(Look East)”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미국과 EU의 짐바브웨에 대한 무기금수(arms embargo) 조치에도 불구
하고 2억 달러 상당의 전투기와 군용트럭을 판매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 부정적 입장: 섬유산업 붕괴론 등 산업계의 반중 감정 대두
중국의 급부상으로 아프리카 자원수출국은 교역조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를 지닌 국가들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과는 달
리 천연자원 집약적(natural resource intensive) 산업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제3의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쟁 정도는 약하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중국
산 상품의 급속한 시장침투로 산업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중국산 의류수입이 범람(남아공 의류수입시장의 86% 점
유)하면서 2001년 이후 800개 이상의 섬유관련 공장이 폐쇄되고, 5만 명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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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실업이 발생하는 등 섬유산업의 붕괴론이 대두되고 있다.
남아공의 섬유산업은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시장침투로 말미암아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에서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2000년 당시 19만 명에 달했던 섬유산
업 종사자 수가 5년 만에 1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7.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중국 직물ㆍ의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Vlok(2006).

그림 3-8. 남아프리카공화국 직물ㆍ의류산업 종사자 수의 감소 현황

자료: Vlok(2006).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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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05년 1월 다자간섬유협정(MFA) 폐지 이후 미국과 유럽 섬유시장
에서 중국 제품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특혜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1/4분기 동
표 3-2.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직접적 영향
ㆍ 아프리카 개발욕구에의 기여
ㆍ 수출 및 직접투자 확대
ㆍ 저가의 상품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중국 상품의 급속한 시장침투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간접적 영향
아프리카 주력 수출상품(원유 및 원자재 등
1차산품)의 교역조건 개선
ㆍ 주력 섬유수출시장(미국ㆍ유럽) 상실
ㆍ 미국 및 EU의 대아프리카 무역특혜 효과 반감

자료: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글상자 3-4. 아프리카의 반중(反中) 정서 사례
2007년 3월 3일 잠비아 수도 루사카의 공항에 도착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0여 명
의 현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공항에서 시내로 이르는 길에는 무장 경찰 수천 명이
삼엄하게 깔렸고, 잠비아 대학 안에는 학생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됐다. 야당인
‘애국주의 전선(Patriotic Front)’ 마이클 사타(Sata) 총재는 이틀 동안의 후 주석 방문 행사 접근이
일절 금지됐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중국과 1965년 수교한 잠비아에서 ‘반중(反中) 감정’이 불거지면
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갈등의 뿌리는 1998년 북부의 참비시(Chambishi) 경제특구 내 구리광산
을 인수한 중국인들이 현지인의 노동조합 설립을 탄압하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
는 횡포를 일삼은 것이다. 2006년 7월에는 중국인들의 임금 체불로 노동자 시위가 일어났고, 이
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감독관이 직원들에게 발포해 46명이 숨졌다. 전직 직원 앨버트 음
와나우모는 “중국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2006년 가을 대선에 출마한 사타 후보는 “잠비아가 중국의 일개 성(省)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
리는 비민주적 외국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 축출론’을 노골적으로 주장해 28%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루사카에서는 레비 무아나와사 당선자(현 대통령)보다 3배나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런 분위기는 나미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앙골라 등으로도 퍼지고 있다. 저가 중국산 제품
공세로 일자리를 잃은 남아공 노동조합회의(COSATU) 소속 조합원들은 2005년 12월 집회에서
자국 섬유산업을 황폐하게 만든 데 항의하는 뜻에서 ‘Made in China’가 적힌 빨간색 티셔츠를 찢
기도 했다.
2007년 들어 나이지리아 무장단체가 중국인 근로자들을 겨냥한 인질 납치를 벌이는 것도 반
중 감정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싹쓸이하면서 저가 상품으로 현지 산업을 약화시켜 중국도
미국이나 서방과 똑같은 ‘약탈자’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 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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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만 남아공의 대미 의류수출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상이나 감소했다.
나이지리자의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의 범람으로 지난 5년에 걸쳐
50여개의 섬유공장이 폐쇄되고, 35만 명의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9) 레소토에서도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산 의류제품의 수입범람으로
10개 이상의 의류공장이 폐쇄되는 등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침투에 따른 영향
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중국의 새로운 식
민주의(neo-colonialism)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라.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무차별적인 아프리카 시장침투는 우리 수출상품을 위협하는 요인으
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IT 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
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으며, 그 범위를 건설 등 각종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3-9. 한국의 대아프리카 50대 수출품목 중 중국과 중복되는 품목의 비중

주: HS 4단위,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기준.
자료: UN Comtrade DB에 의거하여 작성.
9) Iran Daily(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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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당시 한국의 대아프리카 상위 50대 수출상품(HS 4단위 기준) 가운데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상품과 중복되는 품목은 7개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그 수가 20개로 늘어났다. 중복 수출 품목은 기존에 한국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 왔던 가전제품 및 IT 제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
세운 중국 상품과의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을 가속
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동지역에서는 한국과 중국기업들이 대등
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지배
력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건설업체들은 아프리카 건설시
장에서 중국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터키 역시 새로운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터키는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
슬람 문화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아프리카 이슬람 경제권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0. 한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 비교

자료: 이복남 외(2007).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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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시장확대에 대한 경계 및 견제
중국의 필사적인 석유확보 노력은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와 개도국 이
미지를 앞세워 아프리카에서 자원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
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9ㆍ11 사태 이후 중동의 정세변화에 따른 석유
수급의 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이 지역을 새
로운 전략적 석유공급기지로 다루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표 3-3. 미ㆍ중의 아프리카 석유개발 특징 비교
중국
30%(2004년) ⇒ 45%(2025년)1)
수단ㆍ앙골라ㆍ콩고(22.7%)
원조공여를 통한 개발권 확보
산유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
(정상방문 등)
국제적 지위활용
(유엔의 경제제재 반대 등)
국영기업의 저가입찰

미국
도입비중
(물량기준)
3대 수입국2)

주요특징

15%(2004) ⇒ 25%(2015년)
나이지리아ㆍ앙골라ㆍ알제리(18.2%)
경제제재 ⇒ 자국기업 철수3)
(수단, 리비아4))
중국의 대한 경각심
기니 만(서아프리카) 중점개발
새로운 접근전략 필요성 제기
(에너지포럼, 산유국과의 외교 강화 등)

주: 1) EIA의 전망치, 2) 2004년 금액기준, 3) 예컨대 미국 Chevron사는 1970년대 수단 유전개발
에 10억 달러를 투자, 최초로 10억 배럴 상당의 원유를 발견하였으나 1980년대 말 자국의
경제제재 발동으로 철수, 4) 2004년 4월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
자료: CFR(2005) 등.

미국 언론들은 자국정부가 아프리카 전략의 부재와 경제제재 발동 등 강경
책으로 아프리카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해 온 반면에 중국은 장기비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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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대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
해 나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10) 미국의 싱크탱크인
글상자 3-5. CFR의 아프리카 전략보고서 핵심내용(자원 관련부분)
▣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
-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원조제공 등을 통해 자원통제권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관계에
직면해 있음
- 여기에 유럽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등까지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에서의 자원경
쟁이 가열되고 있음
▣ 아프리카 석유자원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 이외에 새로운 원유공급원 확보가 중요한데 서부아프리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 이 지역은 수송 측면에서 중동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저유황의 고품질 유종으
로 환경보호에도 적합함
- 향후 10년 내 아프리카 석유생산은 두 배 증가 전망
- 향후 10년 후 미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석유의존도가 중동지역과 비슷해질 수 있을 것
으로 전망
- 심해유전 탐사 및 개발기술에 있어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음
(기니 만 원유생산의 대부분은 심해유전에서 개발)
▣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전략 수정
- 아프리카를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전략 필요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함)
- 미ㆍ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창설
- 산유국(특히 기니 만)과의 외교관계 격상
- 석유외교 확대(장관급의 아프리카 산유국 방문 횟수 확대)
- 기니 만 지역의 해상안전 확보
(대규모 범죄조직에 의한 원유절도, 자금세탁, 무기밀매 근절을 위한 군사지원)
- 아프리카 인권보호와 함께 미국의 개입(engagement) 확대
- 아프리카대륙을 글로벌경제로의 유도(아프리카의 주변화 방지)
- 아프리카에 대한 ODA 확대 및 지역협력체제 마련
자료: CFR(2005).
10) Asian Wall Street Journal(2005.3.29)은 지난 1990년대 말 아프리카 북동부지역에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간 국경분쟁이 발발했을 당시 미국은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적 개입을 중단시킨 반
면에 중국은 에티오피아에 외교관과 기술진을 파견하고 경제원조를 제공한 사례를 환기시키며 미국의
아프리카전략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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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은 2005년 12월 아프리카전략보고서(“More
than Humanitarianism: A Strategic US Approach Toward Africa”)11)를 통해 미
국은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로 아프리카에서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아프리카 접근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이 국제적
지위와 개도국 이미지를 앞세워 아프리카에서 석유 등 에너지자원은 물론이고
광산물 및 목재 등 각종 원자재를 사실상 휩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종 학
살과 폭력사태가 자행되고 있는 수단, 짐바브웨 등과 같은 ‘불량배국가(rogue
states)’에게까지도 군사무기를 공급하며 무차별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고 밝
혔다. 또한 중국의 원조제공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아프리카 자원공략은 원조
와 투자를 부패척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의지를 훼손시
킬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기간시설 공사수주를 독점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야
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경쟁관계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정부에 대해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프
리카 전략을 주문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이 지금처럼 아프리카를 인도적 지
원대상으로만 본다면 10년 후 미국은 아프리카 정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
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ㆍ외교ㆍ경제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나. ‘안보 인프라’ 강화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lobal Posture Review)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
로 ‘아프리카 미군사령부(AFRICOM: Africa Command)’ 창설이다.
사실, 그동안 아프리카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상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는 미군의 해외주둔 배치를 통해서도 쉽게 알
11) 동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을 역임했던 앤서니 레이크 등 주요인사로
구성된 Task Force에 의해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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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유럽사령부(EUCOM), 중부사령부(CENTCOM), 태평양
사령부(PACOM)에 의해 각각 분할, 관장되어 왔다. 이들 사령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기치 아래 아프리카의 테러조직들을 분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군사행동에도 나서곤 했다. 이 중에서 미국의 아프리카 전략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한 곳이 바로 유럽사령부이다. 독일에 본부를 둔 EUCOM은 서부 아프리
카 여러 지역에 군사적 교두보(forward operating location)와 ‘기니 만 수비대

글상자 3-6. AFRICOM(아프리카 미군사령부)
▣ 2008년 9월 창설계획
▣ 군사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종합적인 안보전략 구축
▣ 그동안 CENTCOM(중동과 북동아프리카 관할), PACOM(마다가스카르, 인도대양주 관할),
EUCOM (나머지 아프리카지역 관할)이 분할하여 관장해 오던 아프리카 군사전략 체계를 신
설되는 AFRICOM(Africa Command)으로 일원화
<기존 체제>

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2007).

<AFRICOM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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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f of Guinea Guard)’라는 해상보안 체제를 구축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2003년에는 나이지리아, 가봉 등 서부 아프리카에서 반테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2004년 3월에는 사헬지역(Sahel, 사하라사막 남쪽의 초원지역)에
서 미국정부의 테러조직 명단에 들어 있는 소위 ‘살라피스트 선교전투그룹
(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mbat)’을 와해시키는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도 했다. 또한 EUCOM은 세네갈, 말리, 가나, 가봉, 그리고 앙골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미비아 등지에 비행기 이착륙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등 미
군 병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한 기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아프리카 전략에 대한 비효율성을 질
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12) 결국,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
국 주석의 아프리카 순방 직후인 2007년 2월 ‘아프리카 미군사령부’를 창설
(2008.9)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면 AFRICOM은 이집트를 제외한 아
프리카 전 지역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미군 사령부로 탄생하는 것이다.
AFRICOM의 창설은 부시 행정부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 소말리아와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프리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강한 욕구도
함께 담겨져 있다. 즉, AFRICOM 창설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목적도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engagement)을 견제하고 아프리카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곳은 기니 만13)으로, 이 지역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산유국이 밀집해 있는 미국의 핵심적인 석유기지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치안상황이 극히 불안정하고, 조직화된 범죄조직(crime
syndicate)에 의한 원유절도 규모가 하루 7만~30만 배럴에 달하고 있다. 나이지

12) Morrison and Lymand(2004).
13)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두 나라에서만 하루 40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생
산되는 전체 석유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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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최대 석유매장지인 니제르 델타지역에서는 분쟁과 폭력사태가 좀처럼 진
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오일메이저들의 석유개발사업에 상
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내전과 원유 약탈행위 등으로
원유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에서 빈발하
고 있는 분쟁과 테러는 미국의 아프리카 석유확보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급진테러 세력 또한 미국의 아프리
카 개입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겨냥한 테러는 중동
이슬람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부 아프리카지역(‘아프리카의 뿔’)14)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으나15) 최근에는 무장 이슬람 테러단체가 서부 및 남부 아프
리카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이다. 현재 전세계
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테러단체의 약 25%가 아프리카 대륙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
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산유지역인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의 치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슬람 테러단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군사력 증강과 함께 개발원조도 확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당시 대선 과정에서 아프리카는 미국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2001년 집권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 남다른 관심
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까지 약 10억 달러에 머물렀던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ODA)가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5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가 급증하였는데

14)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뿔처럼 생긴 지형으로 흔히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이라고 부른다. 이
지역에는 지부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위치해 있다.
15) 1973년 동북부 아프리카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옹호 세력에 의해 미국 외교관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고, 1998년에는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수백 명이 사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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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도 미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는 더욱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G8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채무변제를 확대하고 오는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중동석유 대안시장으로 접근
원유소비의 6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중동 석유를 보완 또
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아프리카를 주목해 왔다. 부시 미 행정부
는 2001년 9ㆍ11 사태 이후 중동의 정세불안에 따른 석유수급의 불안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아프리카 기니 만을 주목하고 이 지역을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 오고 있다.
석유업계, 의회, 국무부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아프리카석유정책그룹(AOPIG:
African Oil Policy Initiative Group)은 2015년까지 서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도
입 물량을 현재보다 2.5배 많은 250만 배럴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발사
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부 아프리카 기니 만 지역
은 개발잠재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미국 동부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개발
접근과 수송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오는 2010년에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석
유개발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 미국
대통령으로는 3번째로 부시 대통령이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고 동반자 관계
를 선언한 것도 미국의 아프리카 석유개발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아프리카 석유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림
3-11]에서 보듯이 미국의 아프리카 수입비중이 25%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주
력 수입원인 사우디아라비아(14.5%), 베네수엘라(13.5%), 멕시코(13.0%) 등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프리카 가운데 미국의 최대 석유공급원은 나이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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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2004년에는 162억 달러를 기록, 미국 전체 원유수입액의 11.3%를 차지하
였으며, 이외에도 알제리와 앙골라가 각각 3.7%, 3.2%를 차지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원유수입의 절반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 의존해 옴으로써 아프리카의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으나 9ㆍ11

그림 3-11. 미국의 아프리카 원유도입 현황

자료: 미국무역통계.

그림 3-12. 미국의 아프리카 및 중동산 원유의존도 변화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www.eia.doe.gov).

(단위: 물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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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후 아프리카로부터의 석유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
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석유개발로 몰리고 있어 미국의 석유 지
배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4년에는 아프리카로부터의 석유수입 비중이 중동을 앞질렀으며 그 격차
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내리
막길을 가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 원유 의존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라. 원조대상국에서 경제협력 파트너로 접근
미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
프리카를 단순한 원조대상국이 아닌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미국은 단순한 원조제공만으로는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고 무역 및 농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원조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0년 10월 발효된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Development Act) 이다.
AGOA는 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류 및 섬유 등 일정 품목
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등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글상자 3-7. AGOA(아프리카 성장ㆍ기회법): 미국의 아프리카 무역특혜법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의 대아프리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단순한 원조제공보다는 통상
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
▣ AGOA는 교역을 통한 아프리카의 자립기반 확충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제조된 6,500개 품목에 대해 대미 수출시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함
- GNP 1,500달러 이하의 최빈국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GOA 도입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효과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 ‘AGOA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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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를 글로벌 무역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아프리카 경제의 재생을 돕겠
다는 것이 AGOA 도입의 취지이다.16)
AGOA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최근 미국과 아프리카 간
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간의 교역규모는 100억 달러대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교역이 급증하기 시
작하여 2005년에는 600억 달러가 넘는 교역액을 달성하였다.
FTA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접근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 모로코와의 FTA를 체결한 미국은 남아공이 속해 있는 SACU(Southern
African Custom Union)17)와의 FTA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SACU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보고 2003년
부터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자 간의 커다란 입장 차이로 별다른
그림 3-13. 미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준.
자료: IMF(2007b).
16)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교역시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국
가들은 지난 30년간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
은 1960년대의 6%에서 오늘날에는 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17)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는 1969년 12월 창설된 관세동맹으로 남아공이 사실상 SACU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임. SACU의 회원국은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
드, 나미비아의 5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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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을 보이고 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아공을 비롯한 아
프리카 시장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투
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에는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모로코와
FTA를 체결하였다.
표 3-4. 미국-아프리카 간의 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 현황
대상국가(발효년도)
자유무역협정(FTA)

모로코(2004), SACU(추진 중)

무역투자협정(BIT)

모로코(1991), 이집트(1992), 튀니지(1993), 카메룬(1989), DR콩고(1989),
콩고민주공화국(1994), 모잠비크(2005), 세네갈(1990)

투자보장협정(TIFA) COMESA(2005), 알제리, 가나,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공
주: 2007년 11월 기준.
자료: 미국무역대표부(www.ustr.gov).

이 밖에도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통상경제협력포럼(USSaharan Afric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orum, 일명 AGOA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역 및 투자증진을 꾀하고 있다. 동 포럼은 지금까지 모
두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아프리카 투자지원 프로그램 마련, 투자지원
센터 및 발전기금 설립 등의 성과를 내었다.18)

마. 정부 차원의 진출지원
미국은 자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진출을 장려함에 있어 투자 리스크를 줄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국 무역개발청(USTDA)이 실시하는 입
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바로 그것이다. 아프리카는 대규모의 오일
머니 유입과 국제기구의 개발원조 확대 등에 따라 정부조달 시장규모가 빠른
18) Fergusen and Lenor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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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USTDA의 아프리카 프로젝트 지원 사례
대상국

지원 분야

지원규모
(달러)

항공기술 평가 프로젝트

COMESA

기술지원

243,900

화력발전소

보츠와나

재무 컨설팅

368,270

LPG 부문 규제 및 정책 구상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기술지원

562,000

농업개발 프로젝트

말리

타당성 조사

338,012

수력발전 프로젝트

모잠비크

타당성 조사

597,960

항만개발 프로젝트

세네갈

타당성조사

313,840

하수시설 프로젝트

우간다

타당성 조사

414,128

자료: USTDA(2007).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의 높은 투자
리스크를 내세우며 프로젝트 수주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STDA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
당성 조사를 지원하면서 자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활동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글상자 3-8. 모잠비크의 농업개발 지원 사례
모잠비크는 전통적으로 남부 아프리카 최대의 캐슈너트(cashew nut) 생산국이었으나 내전으
로 대부분의 농경지와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캐슈너트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미국의 중소 식품가공업체(Technoserve)가 USAID의 자금지원을 받아 캐슈너
트 재배 및 가공업에 뛰어든다. 이 회사는 캐슈너트 재배와 함께 농경지 인근에 소규모 공장을
세우고 캐슈너트를 직접 가공ㆍ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모잠비크 캐슈너트 산업
은 가공기술 전수와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11개의 가공공장이 가동
되고 있으며 약 2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가공된 캐슈너트는 미국 등지로 활발
하게 수출되고 있는 등 모잠비크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모잠비크 캐슈너트 진출사례는 미국의 중소기업과 원조기금을 연계한 성공적인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캐슈너트
의 95%가 가공기술 및 생산시설 부족으로 원료형태로 수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모잠비크의 사
례는 USAID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 등의 주요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료: USAID(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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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USTDA는 55만 달러 규모의 남아공 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를 비롯하여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기술 및 자금지원, 교육훈련지원 등의 다
양한 방법으로 투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USTDA의 이러한 지원활동은 자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적지 않은 도움
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STDA의 아프리카 활동보고서에 따르
면, USTDA는 1981~2005년간 남부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총 9,00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9) 이는 수십 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아프리
카의 정부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중국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비용대비 효
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SAID는 민간기업의 아프리카 농업개발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하고 있
다. 이는 모잠비크 등 일부 국가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프리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

4. 유럽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 채택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약
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아프리카 시장침투에 경계심을 늦추
지 않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를 분할하여 식민통치했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식민종주국으로서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등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로 아
프리카가 글로벌 경쟁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기존의 우월적인 지위가 위협을
19) USTDA(2007).
20) CF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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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등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12월에는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아프리카 전략(Africa Strategy) 을 채택하고 아프리
카 원조규모를 2003년 170억 유로에서 2010년에는 250억 유로로 확대할 것이
라고 선언하는 등 경제원조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프리카
의 새천년 개발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 달성을 위한 유럽
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어 2006년 10월에는 아프리카연합(AU)과 EU-아프리카 인프라 파트너십
(EU-Africa Partnership on Infrastructure) 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저개발의 주범
이라고 할 수 있는 열악한 인프라21)의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8~2012년간만 약 56억 달러의 개발자금이 신탁기금 형태로 아
글상자 3-9. EU의 아프리카 전략(Africa Strategy)
▣ EU의 아프리카 전략 은 아프리카의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화와 안보 유지
- 아프리카의 평화와 분쟁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연합(AU)의 활동을 지원함
- 유럽개발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수립
-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자금지원 확대
▣ 경제통합 지원
-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역내 경제통합이 필요함
- 유럽은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을 전수하고 아프리카 역내 무역 활성화를 지원함
▣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아프리카 주민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 위생, 보건시설 등을 지원함
자료: 유럽위원회 홈페이지(www.ec.europe.eu).

21)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42%에 달하는 약 3억 명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60%의 인구는 기
본적인 위생시설 없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의 90%를 차지하는 도로의 관리상태는 극히 열
악하고, 철도는 연계성이 크게 떨어진다. 항구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는 등 아프리카의 제반 인프
라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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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다.
한편, 북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
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는 1995년 유럽-지중해연안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22)선언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동 선언은 유럽과 알제리, 이집

트, 모로코, 튀니지 등 지중해 연안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보다 긴밀
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양 지역간의 자유무역
실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나. FTA 등을 통한 시장편입
유럽은 식민종주국으로서 그동안 아프리카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 등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로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
적인 지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주요국과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며 시장 통합화를 꾀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공과는 1999년에 FTA에 해당하는 무역ㆍ개발ㆍ협
력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을 체결하였
으며, 이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을 통
해 시장통합을 이끌고 있다. EU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
로 마그레브 국가들과 연합협정을 통해 특혜무역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따
라 마그레브 국가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관세가 면제되며 농산물
역시 상당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EU와 모로코 간의 제휴협정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
후 12년간 공산품의 단계적 관세인하 과정을 거쳐 2012년에는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모로코의 EU 시장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유럽-지중해연안 파트너십’(일명 ‘바르셀로나 선언’)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지중해 연안 10개국(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터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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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모로코 이외에도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등과도 제휴협정을 통해 북
아프리카의 시장통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간의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대아
프리카 수출은 1999년 560억 유로에서 2006년 918억 유로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고, 수입의 경우도 2002년에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상승
하고 있다.
표 3-6. EU-모로코 제휴협정에 따른 공산품 관세인하 일정

(단위: 연간 관세인하율, %)

관세인하 연도

자본재

원자재

부품

역외제조

역내제조

2001년a)

100%

25%

25%

25%

0%b)

2002년

25%

25%

25%

0%b)

2003년

25%

25%

25%

10%

2004년

25%

25%

25%

10%

2005년~2012년

10%

주: a)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 b) 최소한 2003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자료: EIU(2001).

표 3-7. EU-아프리카 경제협력체
대상
국가

협 정 명

체결
(발효)

남아공

무역ㆍ개발ㆍ협력협정
(TDCA)

1999
(2000)

주요 내용
- 12년간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최종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실현
- 2002년에는 와인 및 주류 보호에 관한 협정체결

모로코

1996
제휴협정
(Association Agreement) (2000)

- 유럽은 모로코 교역의 60% 차지
- 점진적인 시장개방
-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튀니지

1995
제휴협정
(Association Agreement) (2001)

-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이집트

제휴협정
2001
(Association Agreement) (2004)

-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알제리

제휴협정
2002
(Association Agreement) (2005)

- 알제리는 EU의 주요 에너지 공급처
-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자료: 유럽위원회(http://www.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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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EU의 대아프리카 교역추이

(단위: 십억 유로, %)

자료: Eurostat.

5.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위한 개발원조(ODA) 확대
일본의 아프리카 전략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지획득을 위한 정치적인
접근이다. 일본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최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의 국제정치적 가치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각국을 일본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3)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역
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도, 독일,
브라질과 함께 유엔 안보리 개혁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아프리카연합(AU) 등
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일본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23) Ochiai(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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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의 전략에는 방문외교와 대규모의 국제포럼
개최 등 주로 정치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2006년에는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에티오피아와 가나를 정상 방문한 데 이어 일본정부의 고위급 인사들
이 여러 차례 아프리카를 방문, 정치적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일본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은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라는 협력포럼을 통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글상자 3-10. TICAD의 주요 내용
▣ 아프리카의 평화 정착 및 빈곤퇴치 지원
- 2003~2005년에 걸쳐 지역사회 개발 등에 5억 5,000만 달러 지원
- 수단 다르푸르 사태 해결에 1억 3,000만 달러 지원
- 아프리카 연합(AU)의 평화기금 지원
-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UN 평화유지군 활동비용 지원
(2005/06년에 7억 6,000만 달러 지원)
- UN 평화구축 기금에 2,000만 달러 지원
▣ 인간개발: 아프리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적기반 지원
(보건 및 의료시설 개선, 식수공급 확대, 인재육성, 식량 확보)
- TICAD-Ⅲ에서 5년간 10억 달러의 무상차관 공여 목표 제시
- 보건 및 개발에 관한 이니셔티브 발표(5년간 총 50억 달러 지원 약속)
-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1,000만 장 공급 약속
- 에이지, 결핵, 말라리아 기금 지원
(2006년: 4억 8,000만 달러, 2007년 1억 9,000만 달러)
- 식수 및 위생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2006.3)
- 2005년부터 4년간 1만 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인재육성
▣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아시아의 개발경험 전수
- 아시아ㆍ아프리카 무역투자회의 개최(2004.11)
- 아프리카ㆍ아시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아프리카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발표하고 5년간 12억 달러 지원
약속(2004.11)
- 농촌지역사회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농촌개발 이니셔티브
- ‘아프리카 밀레니엄 빌리지’에 900만 달러 지원
자료: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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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말까지 일본과 아프리카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일본의 해외투
자가 팽창하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우선정책과 지리적 여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다지 긴밀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은 아
프리카시장을 재인식하고 TICAD를 통해 협력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오고 있
다. 지난 1991년 유엔총회에서 일본정부의 제안에 의해 발족된 TICAD는 기존
의 단순한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보다는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인
바람직한 국가경영체제(good governance)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통상
확대와 민간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아프리카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속가능한 성
장을 지원한다는 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그간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1993년 10월에는 아프리카 48개국
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TICAD 회의가 개최되어 아프리카개발회의를 위한
도교 선언문 을 채택한 데 이어 1998년 10월에는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
Tokyo Agenda for Action 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3년 10월 제3차 회의에
이어 2005년 11월에는 고이즈미 일본총리를 비롯한 아시아 14개국과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위시하여 아프리카 50개국 대표 등 총 6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4차 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어 무역 및 투자 협력증진을 통
한 빈곤해소, 민간 및 공공부문의 협력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ㆍ
아프리카 통상 및 투자증진을 위한 TICAD-NEPAD 공동정책 선언문을 채택
하였다.
TICAD 발족 15년째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평가해 보면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대아프리카 원조 및 투자는
TICAD 출범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TICAD는 아프리카와 정치관
계만 돈독히 하려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Kweku Ampiah(2005)는
TICAD의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TICAD가 왜 하필
자국의 경제침체로 해외개발지원이 위축된 1990년대 초반에 발족되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24) 그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
본정부의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TICAD가 일본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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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를 겨냥한 제스처이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결여된 공허한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아프리카에 대해 어느 정도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
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의 아프리카 접근전략과 관련하여 평가해 보면, 그 이면에는 철저한 자
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일본정부의 정치
적 계산이 내재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6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된 아시아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향후 3년에 걸쳐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한편, TICAD 및 이를 통한 일본의 개발원조(ODA)는 자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ODA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비단 아프리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겠지만,
투자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 대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더

글상자 3-11. ODA를 활용한 아프리카 진출사례: 모잠비크
모잠비크 정부는 1994년 내전이 종결된 이후, 침체된 자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알루미늄
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2000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차관을 제공할 당시 모잠비크는
Mozal-Ⅰ플랜트를 통해 연간 25만 톤의 알루미늄을 가공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모잠비크
GDP의 35%, 총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잠비크 정부는 가공능력을 2배로 늘리기 위해 Mozal-Ⅱ 플랜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JBIC 입장에서 볼 때, 모잠비크의 알루미늄 산업에 투자할 경우, 일본의 주요 수입 자원인 알
루미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미츠비시)의 아프리카 진출을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잠비크의 낮은 임금수준과 세금감면,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남아공 전력공사인 Eskom으로 공급) 등 투자여건도 양호한 편이었다.
결국 JBIC은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통해 미츠비시 상사의 Mozal-Ⅱ 건설
을 지원했다. 2003년부터 Mozal-Ⅱ 알루미늄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
자료: Africa Investor(2005).
24) Ampiah(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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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위험감수(risk taking)를 꺼리는 일본 기업 특유의 특성으로 이 지역에 대
한 관심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자국의 ODA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아프리카 리스크’를 상쇄시키
며 아프리카 시장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아프리카는 일
본에게 있어 주요 자원개발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유상차관 등을 통해 자국기
업의 진출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일례로 미츠비시 상사의 ‘모잠비크 알루미늄 가공 플랜트’ 건설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자국의 미츠비시 상사에게 해외투자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알루미늄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를 확보
할 수 있었다. 투자대상국인 모잠비크 역시 일본기업의 알루미늄 산업 진출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모잠비크의 알루미늄 산업은 GDP
의 35%, 총수출의 60%를 담당하며 자국 경제를 사실상 지탱하고 있었다.

나. ‘선택’과 ‘집중’화 전략
일본정부는 자국의 아프리카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아프
리카의 개발문제를 핵심 외교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규모가 크거나 아프리카 내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이 큰 국가들에 대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현직 수상으로
는 처음으로 모리 수상이 공식 방문한 국가들 역시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아프리카 경제대국이었다.
실제로도 일본은 거점국가 또는 거점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
한 진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점국가로는 남아공, 케냐, 이집트, 알제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아프리카 직접투자 통계를 보더라도 이들 소수 국가가
일본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임으로 알 수 있는데, 남아공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일본기업의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자원과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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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원개발 부문의 경우 플랜트 건설 등 주로 하류부문(downstream)에 집
중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및 의류생산 등에 대거 진
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거점국가 또는 거점산업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
고, 경제적 지원 역시 이를 국가에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국기업의 투
자 리스트를 줄여주고 있다.
원조공여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많은 몇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일본의 ODA 배분현황을 보면, 일본 정부의 의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ㆍ경제적 관계가 깊은 일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상원조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이며,

글상자 3-12. 일본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전략
▣ 남아공을 아프리카 최대 거점시장으로 인식
-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남아공을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최대 거점시장으로 인식함
▣ 거점시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시장공략
-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이후 철저한
현지화 전략만이 시장성공의 유일한 대안임을 간파
- 이는 남아공 흑인정권 수립 이후 추진되고 있는 흑인경제육성정책(BEE)에 따라 현지 흑
인기업과의 협력강화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임
▣ 광물자원 개발, 정부입찰, 고가제품 마케팅에 주력
- 일본 기업들은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남아공 광산기업의 지분참여를 통해 광
물자원 확보
- 이는 지분참여 없이 단순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사들과 차별되는 것으로, 일본
기업은 현지기업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 광물자원 수입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현지 흑인기업(BEE)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부입찰에 적극
참여
- 스미모토 상사는 남아공 국영전력기업(Eskom)의 전력제품 공급입찰에 성공한 바 있는데
높은 기술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성공요인으로 분석됨
- 일반 전기전자제품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백인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고
가제품 마케팅에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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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산유대국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일본의 원조가 ‘빈곤국가’가 아닌 ‘경제대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04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1.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개요
우리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사실상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
았으며 그 결과 협력의 대상에서 늘 멀어져 있었다. 물론 이는 양비론적인 설
명이 가능하다. 즉, 아프리카는 협력파트너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고, 우리는
강대국ㆍ주변국과의 외교에 치중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협력 여지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에의 몰입으로 아프리카
의 빈곤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아프리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고착화된 유럽 식민종주국들의 시장지배력도 우리와 같은 제3국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이러한 국제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한국의 아프리카 협력정책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장기 비전하에서 양자간의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크게 미흡했다. 이에 대해 정부 각 부처마다 보는 시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
만,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그룹25)에
서는 아프리카 경시풍조와 빈약한 개발원조 규모, 그리고 외교 인프라 부족 등
과 같은 정부 차원의 협력 이니셔티브의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 각 지역별로 구성된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전문가풀’의 경우 연 4~6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어 아프리카의 주요 이슈들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방안
등을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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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ODA) 비중은 7~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액은 중국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아프리카로부터
의 원유도입 비중도 중국은 30%를 육박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4~5%에 머
물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 53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상주
공관은 16개국에만 설치된 상태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중 가
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콩고와 신흥 산유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앙골
라에는 외교공관조차 없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새
롭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암흑의 대륙’ 정도로만 인
식하여 이 지역의 변화의 시그널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대한다면 자원
확보와 시장개척에 있어 그만큼 경쟁국들에 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와의 협력면에서 아프리카가 동남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같은 입
장에서 다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없거
글상자 4-1.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 범정부 차원의 중ㆍ장기 전략 부재
o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비전 및 외교 인프라 부족
o 중장기적인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전략 부재
2) 민ㆍ관 공조 미흡
o 중국, 유럽, 일본 등 거대 외국기업의 진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의
협조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 미흡
- 정부차원의 협력을 기초로 한 민간진출 지원 필요
3) 현지의 특수한 정치ㆍ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지 네트워크 미비
o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여타고위급간의 교류 저조
※ 2006년 3월 노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24년 만의 방문
4) 아프리카 정보통합 및 공유기능 취약
o 적시성 있는 프로젝트와 전략자원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회 포착 곤란
o 현지에서의 정보수집 시스템(현지공관, KOTRA 무역관 등)이 부족하고, 상호간 정보연
계 방안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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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우 제한된 정책으로 계속 머무는 것이 과연 한국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
한 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채널과 개
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
도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와의 협력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
겨 볼 필요가 있다.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100억 달러대의 수출시대 진입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규모가 100억 달러대에 진입하고 있다.
1990년 당시 12억 6,000만 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이 이후 한국

그림 4-1.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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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프리카 53개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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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수출호조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드디어 100
억 달러(한국 수출총액의 3.1%) 가까이에 이르렀다.
우리의 대아프리카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기와 전기ㆍ전자제
품 그리고 각종 화학제품 등이다. 이 중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자동차와
IT 관련제품의 수출이 뚜렷한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02
년 1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7억 5,000만 달러로 4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의 세계 지역별 수출신장률(2000~2006년 평균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표 4-1. 한국의 지역별 수출비중 및 증감률 추이
연도
비중
증가율

전통 주력시장

개도국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동구 중동 중남미 CIS

2000년

21.8

13.6

11.9

10.7

0.8

0.8

4.4

5.4

0.8

ASEAN 아프리카
11.7

1.3

2006년

13.3

12.6

8.1

21.3

1.7

2.6

4.4

6.3

2.2

9.8

2.3

2000~
06년

0.8

8.2

2.8

22.8

25.1

32.6 9.3

12.1

31.0

6.3

20.8

주: CIS는 러시아 포함, 동유럽은 2004년 EU에 가입한 중동구 12개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D/B(삼성경제연구소(2007. 2), 통상대국 한국의 위상과 진로 .

그림 4-2. 주요 자원별 아프리카 수입 비중

주: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국 기준, 2) 최근 3년간(2004~2006년) 평균(중량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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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20% 이상으로 다른 많은 지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입품은 광물 등 원자재와 1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
으며 최근에는 원유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나
라의 대아프리카 7대 자원 수입규모(연평균)는 약 20억 달러로 전세계 광물수
입(560억 달러)의 3.5%를 차지하였다. 원유는 주로 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수
입되고 있으며 백금과 철광석은 남아공이 주력 수입선이다.

나.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편중 현상과 연속성의 결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출선이 일부 소수국가에 지
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그 규모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에 그치고 있
음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53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중서
부지역의 라이베리아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동국이 취하고 있는 편의취적제
도에 따라 제3국에 대한 선박수출이 동국의 수입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실

그림 4-3.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5대 수출시장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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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의 대아프리카 총 수출액 가운데 5개국이 차지하는 금액.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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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집트, 리비아 등 5개국에 수출의 50% 이
상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은 남아공으로 2006년 기준 약 20억 달
러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수출시장에 비해 수출규모의 변동폭이 심해 수출이 불안정하고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가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
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양자 간 교역이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한국 상품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은 2~3%대로 미미
아프리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수출상품의 위상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들과 비교해 볼 때 열세에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이 전반
적인 수출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드디어 100억
달러 가까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입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2~3%선으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4-4. 아시아 주요국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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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아프리카 내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1990년대 당
시 2.0%에 머물렀던 중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8%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가 상품공세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시장공략에 따른
것으로, 그 비중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아
프리카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 이외에도 상품시
장 개척이라는 다목적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침투 가속화로 그동안 독과점적인 위치를 누려
왔던 유럽의 아프리카 시장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점차 위축되고 있다. 1980년
대 중반만 해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EU의 아프리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0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 빈약한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실적은 2006년 말 누계기준 199건에 약 12억 달
러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1.7%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그림 4-5. 한국의 대아프리카 국별 직접투자 비중
기타
13.9%

알제리
19.2%

모로코
5.0%
남아공
10.3%

이집트
12.4%
나이지리아
12.6%

주: 2006년 12월 투자금액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

리비아
13.7%

수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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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면서 원유개발 및 도소매업(주로 대기업 판매법인) 등 일부 업종을 중심
으로 직접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
못하다.
업종별로는 석유 등 에너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광업(45%), 숙박음식점(20%)
을 비롯한 제조업(17%), 도소매업(14%)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별로
는 역시 아프리카 유망 신흥시장인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수단, 이집트,
모로코 등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투자금액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로, 이는 주로 대규모의 에너지 관련 건설플
랜트 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진출이 빈약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 여
러 측면에서 투자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고, 우리 또한 투자진출에
대한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갖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는 한국과 아프리
카 간의 투자관련 제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현재 투자보장협정은 아
프리카 53개국 중 6개 국가와만이 체결된 상태이다. 그리고 투자진출의 또 다
른 제도적 기본요건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모로코, 이집트, 남아공 등 3개 국
가와만 체결된 상태이다.
표 4-2. 한ㆍ아프리카 투자 관련협정 체결 현황
투자보장협정(6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3개국)

알제리(2001), 모로코(2001), 나이지리아(1999),
남아공(1997), 이집트(1997), 세네갈(1985)

모로코(2000), 이집트(1994), 남아공(1996)

주: ( )는 발효일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 조약국.

3. 개발협력 지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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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협력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개발협력 지원규모도 한국의 경제규모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아프리카 53개국에 모두 1,200억 원 규
모의 공적개발원조(무상)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ODA 비중은 8%
에 불과하며 국가별로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로코 등이 주요 원조
대상국이다. 지원 부문을 보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발전에 기여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제도, 보건의료, 정보통신,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
등 인력사업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HRD) 분
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의 능력배양에 기여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아프리카
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기반을 확보하고, 또한 아프리카 개발관련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간
다는 계획이다. 특히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시 발표한 아

그림 4-6. 한국의 지역별 ODA 배분(2005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19.8
(4%)

동유럽
3.3
(0.7%)

(단위: 백만 달러, %)

기타
26.1
(5.6%)

아프리카
39.1
(8.4%)
아시아
374.9
(80.9%)

주: 양자간 원조기준.
자료: 권율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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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오는 2008년까지 현재의 3배로 확대(연간 1억 달러)한다는 방침
이다.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초청,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봉사단과 의료단 파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 밖에도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책임 있
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

표 4-3.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의 주요 내용
항 목
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개발경험의 공유

의료보건 지원

인적자원개발 지원

주요 내용
2008년까지 대아프리카 ODA를 3배로 확대(연간 1억 달러)
선정(good governance) 수행국가에 집중 지원
향후 3년 내 1,000명의 아프리카인 초청(인재양성)
봉사단 및 전문인력 파견확대, 개발관련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 지원
의료단 파견 확대, 병원 및 보건소 건립
의료장비 및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기초보건 인프라 구축 지원
학교건립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기초교육과 교육정보화 지원
직업훈련센터 건립, 관련분야 교사 초청연수

농림수산업 지원

농업기술 전수 및 농촌인프라 구축 지원
어업 및 수산양식 분야 지술지원

정보화격차 해소지원

IT분야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 확대
IT 훈련원 건립 및 전자정부 사업 지원

협력포럼 구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지원
무역역량 지원 및
통상확대
주인의식 제고 방향으로
협력사업 추진
자료: 외교통상부.

민ㆍ관ㆍ학 협의체로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 구성
정례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감
세계식량계획(WFP)ㆍ유엔공업개발기구(UNIDO)ㆍ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등과의 협력사업 강화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수입품목 확대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등 민간교류 확대 지원
아프리카개발 신파트너십(NEPAD) 의 사회ㆍ경제개발 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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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사실 아프리카 빈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테마로 등장했지
만 우리는 아프리카 저개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서는 무관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05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1.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포스트 BRICs 시장의 선점
최근 BRICs 이후의 새로운 유망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
존의 선진시장은 물론 BRICs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신흥시장의 경우, 이미 시장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차세대 유망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론 BRICs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겠지만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찾고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지배력
이 널리 퍼져 있고 최근에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도 글
로벌 경쟁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이다. 사실, 정치ㆍ경제적으로 안정된 기존의 선진 해외시장은 이
미 포화상태이고 BRICs 등 이미 널리 알려진 신흥경제국 또한 선점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이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존의
신흥국가보다는 아프리카와 같은 잠재적 또는 뉴프런티어 시장으로 눈을 돌려
야 할 때이다. 레드오션보다는 아프리카와 같은 블루오션에 더 많은 기회가 있
을 수 있다.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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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여러 면에서 미성숙한 시장이지만 다른 시장에서 얻기 힘든 기
회의 포착과 선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아프리카를 기존의 단순한 원조대상국이 아닌 경제협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를 간파하고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격상시키려는 능동적 자
세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협력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자원 확보가 아닐 수 없다. 석유
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다. 아프리카는 1,000억 배럴 규모의 석유매
장량과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다. 사실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
치는 ‘자원’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개발 붐이 본격화된다면 걸프지역에 버금가는 새로운 원유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놓고 세계 주요국이 주
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유의존도는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 부분
중동지역 대체도 가능하다.
아프리카 대륙은 에너지 자원 이외에도 각종 광물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석유나 가스는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도 가능
하지만 광물자원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프리카는 우리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자원개발과 연계한 건설플랜트 진
출까지 고려하면 ‘제2의 중동’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오일머니
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인프라건설과 산업플랜트가 속속 발주되고 있다.
인구규모 8억 5,000만의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 붐
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시장은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니다. 정보통신 산업
은 저개발국가인 아프리카에 있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직 경제가 미약하고 유럽통신업체들의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에는 적지 않은 애로요인이 상존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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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빠른 수요 등을 감안하면 틈새 개척시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
고 있다. 아프리카 IT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국가를 중심
으로 우리나라 IT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또한 한국산 IT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는 사실이다.
틈새 수출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피해 왔으나, 최근의 성장 추세가 계속
해서 이어진다면, 소비시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수입시장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있다할 지라도 상호보완적
인 재화의 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가
전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인데 반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우리의 수입은 주로 원
그림 5-1.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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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라는 사실은 서로의 산업구조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긍정적인 측면
을 갖는다.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
제무대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UN
회원국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외교
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의 의의
석유확보가 국가사활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지
니고 있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석유공급선의 다변화가 아닐 수 없다. 자원빈국
인 우리의 현실과 아프리카의 석유 개발잠재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협력의 여
지는 결코 적지 않다. 아프리카 석유개발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프
리카는 다른 산유국들과는 달리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참여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동국가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외국 업체들의 개발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 개발업체들에게 유전개발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어 그만큼 개발 참여가 용이하다.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도입선의 다변화와 석유자원을 직접 개발하
여 들여오는 개발수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프리카지역으로 개발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원유를 확보하는 방법은 단순수입,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도입,
개발수입 방식 등을 들 수 있으나, 석유수급 문제는 국제정세가 불안해질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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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스스로 개발에 참여하여
도입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것이다. 개발을 통한 석유도입 방식
은 사업 성격상 개발비용 문제 등 많은 어려움과 리스크가 따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반해 원유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장점을 지
니고 있다. 석유를 단순히 수입해 올 때는 유가상승 분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
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개발에 참여할 때에는 국제가격이 아닌 생산원가로의
반입이 가능하다. 아프리카지역에는 이미 세계 굴지의 오일메이저들이 대거 진
출해 있으나 산유국 수가 많다 보니 틈새시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유의존도는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 부분 중동지역 대체도 가능하다.
표 5-1.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유전개발 참여 현황(2006년 6월 기준)

생
산
사
업

탐
사
사
업

사 업 명

허가일

지분(%)

참여업체별 지분(%)

이집트(북자파라나)

1989.5

25.0

SK(25)
석유공사(8.3)ㆍSK(4.2) 등

리비아(Elephant)

1991.1

16.7

코트디브아르(CI-11)

1997.1

13.0

SK(13)

알제리(이사우엔)

1992.2

25.5

삼성(17)ㆍ인천정유(8.5)

적도기니(Area-C)

1995.10

6.5

SK(6.5)

적도기니(Area-D)

1995.10

10.0

SK(10)

코트디브아르(CI-01)

1995.10

15.0

SK(15)

베냉(2광구)

2004.12

80.0

석유공사(80)

베냉(3광구)

2004.12

80.0

석유공사(80)

나이지리아(OPL-321)

2006.3

60.0

나이지리아(OPL-323)

2006.3

60.0

마다가스카르(Majunga)

2006.6

20.0

석유공사(45)ㆍ한전(9)ㆍ대우조선해양(6)
석유공사(45)ㆍ한전(9)ㆍ대우조선해양(6)
SK(20)

자료: 대한석유협회.

현재 우리의 아프리카 석유개발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의 단순 지분참여에 머
물고 있어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에 비해 투자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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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에 가까이 위치해 있
어 우리 진출기업이 원유생산물을 현지에서 이들 시장에 판매할 경우 수송비
등 비용절감과 오일머니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석유수급 문제는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아
프리카를 석유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중장기
적인 대책수립과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미
래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적인 천연자원 보고인 아프리카는 전략
자원의 자주개발 목표 실현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자
원개발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림 5-2. 우리나라의 2013년 주요 자원별 자주개발 목표치

(단위: %)

자료: 산업자원부.

나. 석유개발 잠재력
1) 매장규모 및 생산전망
아프리카 대륙은 상당한 규모의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개척지로 앞으
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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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 세계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원유매장량과 생산량 비중은
각각 7%대, 10%대로 세계적인 산유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붐이 본격화될 경우
걸프지역에 버금가는 새로운 원유공급센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
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적도기니 등의 신흥 산유국이 몰려있는 서아프
리카 기니 만의 경우에는 심해유전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2008년경에는
일일 생산량이 700~800만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오일메이저들이 아프리카 석유개발에 공세적으
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아직
까지 아프리카는 중동이나 카스피해에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개발잠재력 측면
에서 보면 일정부분 중동지역 대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석유자원 매장량(2005년 기준)은 전세계 매장량의 7~8%에
해당하는 1,000억 배럴 정도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지역적으로 대별해 보면
기니 만(Gulf of Guinea)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크게 양분
되어 있다. 국가별로 보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34.9%)와 알제리(10.5%)가 아
그림 5-3. 세계 지역별 석유매장량 분포도

주: 2005년 기준.
자료: BP(2006).

(단위: 십억 배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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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전체 매장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나이지리아
(31.5%), 앙골라(7.8%) 등으로 주로 서아프리카 기니 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 서아프리카(기니 만)
서아프리카의 기니 만은 여타 산유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본격적으
로 진행되지 않은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니 만은 카스피해와 더
불어 세계 오일메이저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유망 신흥지역으로 근래 들
어 다수의 경제성 있는 유전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기관
은 북해와 멕시코 만 유전지역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계에서 가
장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기니 만을 꼽고 있다. 또한 오일메이저들의 심
해유전 개발투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이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 역시 서아프리카의 개발잠재력이 가스피해나
남미보다도 높다고 평가하고 2030년경에는 생산량이 900만b/d를 육박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5-4. 서아프리카 원유생산 전망

(단위: 천 b/d)

자료: CGES(2004).

[그림 5-4]는 서아프리카의 최근 원유생산 현황과 2010년까지의 생산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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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경 서아프리카의 원유생산은 나이
지리아, 앙골라, 차드, 적도기니의 개발사업 확대로 700만~800만b/d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심해 유전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나이지리
아와 앙골라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는 200만b/d에서 420만b/d, 그리고 앙골라는 88만b/d에서 200만b/d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유전
개발은 주로 육상과 천해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이들 유전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자 최근 들어서는 심해지역에서의 개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나이지라와 앙골라가 앞으로도 이 지역의 석유개발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품질 또
한 고질의 저유황 원유로도 정평이 나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2위의 원
유 매장량과 제1위의 가스 매장량을 지닌 에너지 부국으로 최근의 고유가 현상
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350억 배럴로 대부분이 해안지역인 니제르 삼각주(Niger Delta) 분지
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산유량은 쿠웨이트나 UAE와 비슷한 250만 배럴에 달하
고 있다. 최근 들어 심해유전에 대한 메이저들의 개발사업 확대로 대규모의 유
전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데 2007년경부터는 산유량이 400만b/d를 상회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 이어 서아프리카 제2의 신흥산유국인 앙골라는 최근 들어 개
발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990년대 동안에만 확인매장량이
4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70억 배럴에 이르고 있다. 내전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산유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상유전개발로 산유량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생산량은 100만b/d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오
일메이저들의 심해유전 개발사업 확대로 생산량이 200만b/d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업소국에 불과했던 적도
기니는 1997년 산유가 개시된 이후 급성장한 석유산업이 현재 국내총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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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서아프리카 산유국별 주요 특징
ㆍ
ㆍ
ㆍ
나이지리아 ㆍ
ㆍ
ㆍ
ㆍ

앙골라

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최대 산유국
생산량(2005년)은 270만 배럴로 세계 6위(2010년, 400만b/d 전망)
니제르 삼각주(Niger Delta)에서 주로 생산
심해지역에서의 활발한 탐사활동으로 대규모 유전발견에 성공
원유의 40%는 해상유전에서 생산
전형적인 고품질의 경질 저유황으로 대부분 수출(최대 수출선은 미국)
석유를 둘러싼 종족간 유혈분쟁으로 석유생산에 많은 차질 발생

ㆍ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제2위 산유국
ㆍ 1990년대 동안 확인매장량이 4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70억 배럴에 달함
ㆍ 내전 중에도 불구하고 원유생산은 1980년 이후 6배 이상 증가, 현재 100만
배럴에 이르고 있음
ㆍ 2010년경에는 심해유전개발사업 확대로 200만 배럴 생산전망
ㆍ Cabinda 유전에서는 앙골라 원유총생산의 70%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데, 분리주의
단체들의 원유 요구사례 등 지역불안이 상존하고 있음

ㆍ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국에서 산유국으로 부상
ㆍ 미국을 비롯한 오일 메이저들의 활발한 사업진출
적도기니 ㆍ 1990년대 중반 석유생산이 개시되어 현재 27만 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경에는 30만 배럴 전망
ㆍ 인접국간 해상유전을 둘러싼 국경문제가 원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
카메룬

차드

ㆍ 매장량은 4억 배럴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과 인접한 해상지역과 카메룬
북부지역의 육상유전에 주로 분포
ㆍ 1980년대 중반에는 17~18만 배럴까지 산유량이 늘어났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신규유전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유전마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ㆍ 내전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석유개발사업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띄고
있으며 2005~06년경부터는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ㆍ 2003년 7월에는 Doba유전에서 차드 역사상 처음으로 원유가 생산되었으며,
카메룬을 연결하는 전장 1,000㎞의 송유관을 통해 수출이 개시되었음
ㆍ
ㆍ
ㆍ
ㆍ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봉에 이어 4번째의 아프리카 산유국임
매장량은 15억 배럴로 대부분 해상에 매장되어 있음
1994년부터 합작투자방식(J/V)에서 생산물분배방식(PSC)으로 전환하였음
프랑스 다국적 오일메이저(TotalFinaElf)가 전체 산유량의 40%를 차지하며 사실상
콩고
독점
(브라자빌)
ㆍ 2000년까지 산유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8만 배럴에 달했으나 이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ㆍ 현재로서는 신규유전개발 가능성이 낮아 전체적인 감소세가 예상됨
가봉

ㆍ 인근 산유국과는 달리 신규유전개발의 지연으로 산유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06년경에는 1990년대 후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ㆍ 현재 TotalFinaElf와 Shell이 원유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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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60%와 90%를 담당하는 산유국으로 변신하였다. 현재까지 산유량은 그
다지 많은 편은 아니나 최근 국제 오일메이저들의 개발사업으로 신규유전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어 산유국 대열에 본격 합류하고 있다. 생산 추이를 보면
현재 20만b/d 정도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경에는 30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적도기니의 개발잠재력
과 기니 만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평가되면서 미국 메이저들의 사업진출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현재 적도기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운데 남
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에 이어 미국의 4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수단 역시 나이지리아, 앙골라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 신흥
산유국이다. 2005년 1월 수단 남북간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과 2005년 7월 수단
남북부간 국민통합정부 출범 등으로 수단정세가 안정세에 돌아섬에 따라 원유
생산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단 서부 다르푸르(Darfur) 사태 및 수단
동부 내전도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석유를 중심으로 한 수단의 자원개발
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단의 원유 매장량은 약 30억 배
럴(BP는 63억 배럴 추정)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단정부의 산유량 확대정책 및
외국 석유개발업체들의 활발한 진출재개로 현재 40만b/d 수준의 산유량이
2006년에는 62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요 산유국으로는 콩고, 카메룬, 가봉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근래 들어 인근 산유국들과는 달리 신규 유전개발사업의 부진으로
1980년대의 오일 붐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콩고의 경우, 매장량은 15억
배럴에 이르고 있으나 산유량은 이미 인근의 적도기니에 의해 추월당하기 시
작하였으며, 앞으로 신규유전에서의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을 경우 산유량 감소
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북아프리카: 리비아ㆍ알제리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부국인 리비아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390억 배럴에 달
하고 있으며, 10억 배럴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유전만 해도 12개가 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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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국토의 70% 정도가 아직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원유매장량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제재(ILSA법)로 인해 잠재적 생산능력에 비해 실제 생
산량이 대단히 저조했으나, 2004년 4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국 오일 메이저
들의 진출재개와 리비아정부의 석유개발 의지가 결부되면서 생산량이 획기적
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현재 197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산유량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머지않아 1970년대의 절정기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해 현재 140만b/d
정도에 불과한 원유 생산능력을 2010년까지 300만b/d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석유기업들까지도
리비아 진출에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유전이 육상에 위치해 있어 생산비용
이 저렴(배럴당 채굴단가가 대략 2∼5달러 선이며 일부유전의 경우 1 달러 정
도에 불과)하고 유럽시장과 인접해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
그림 5-5. 리비아의 원유생산 추이 및 목표치

자료: EIU 등.

(단위: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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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의 국토면적을 지니고 있는 알제리 역시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118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매장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OPEC 회원국인 알제리는 현재 180만b/d 미만인 생
산량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로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유전시설 확충은
물론 원유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연가스 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다.26) 알제리의 천연가스 개발 역사는 다른
산유국에 비해 짧지만 매장량과 생산규모면에서는 세계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
다. 알제리의 천연가스는 1958년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961년부터 상업적인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는 세계 10대 천연가스 보유국에 위치해 있다.
2007년 1월 현재 알제리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대략 162조 입방피트(ft³)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2위, 그리고 세계
에서는 8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최근 들어 알제리 가스전 개발에 대한 지속적

그림 5-6. 아프리카 주요국의 천연가스 매장량 비교(2007년)

(단위: 조 입방피트)

자료: Oil and Gas Journal.
26) 천연가스 개발은 알제리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활기를 띠고 있는데, 오는 2030년경에는
북아프리카지역의 가스 생산량이 연간 3,500억m3을 넘어 공급량이 현재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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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확대로 확인매장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 근접해 있으며 이집트와는 그 격차를 더욱 벌려
나가고 있다.
가스전 개발호조로 가스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알제리의 연
표 5-3. 알제리 석유법 개정의 의의 및 주요 골자

의의
및
배경

□국영석유공사(Sonatrach) 구조개혁의 일환
□종전에는 Sonatrach이 석유탐사, 개발 및 수송 등 전 분야를 지배해 왔으나
신석유법에 따라 권한이 크게 축소됨
□상류부문(upstream)의 외자유치를 통한 탐사ㆍ개발 촉진
□인근 산유국의 대외개방 및 개발확대에 따른 위기감
-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석유개발 활기
- 이집트: LNG의 수출개시
- 모리타니: 대규모의 해양유전 발견
□고유가 상승기조의 지속
- 석유ㆍ가스의 수출호조

적용
범위

□상류부문에서부터 하류부문까지 포괄
- Downstream 부문은 이미 개방되어 있음

주요
골자

□Sonatrach의 권한 축소
- 종전에는 채굴의 경우 외국기업의 자본참여비율 상한선이 49%로 규정되고, 생산의
경우 Sonatrach과 합작이 의무사항이었으나, 석유법 개정에 따라 합작 의무조항이
사라짐
- 또한 신규로 발견되는 석유ㆍ가스전에 대해 Sonatrach이 행사할 수 있는
선매권(Back-in)이 종전의 51% 이상에서 20~30%로 축소됨. 그러나 2006년에는
다시 51%로 선매옵션 권한이 복원됨
- Sonatrach은 지금까지 누려온 독점적 권한을 더 이상 향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Alneft이 실시하는 국제경쟁입찰에 외국회사와 동동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됨
- Upstream 이외의 분야에서 Sonatrach이 지닌 독점적 권한(석유제품의 국내판매,
수출입거래)도 일정한 기간을 거친 후에 사라지게 됨(국내외 업체의 사업참여 가능)
□에너지ㆍ광물자원부 산하에 2개의 규제기관(정부감독기관) 신설
- ① Alneft ② ARH(The Regulatory Authority)로 계약관리와 기술감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기관임
- Sonatrach의 권한이 상기 기관으로 분산 이관됨
- 즉, 종전(구법)에는 Sonatrach(국가의 대리인 자격)과 계약을 맺어야 했으나, 이
권한이 국가(상기 2개 기관)로 이관됨

자료: 각종 자료 정리.

05.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 131

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845억 입방미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세계 총 생산량
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알제리의 석유개발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석유개발
법의 개정(2005년 4월 발효, 2006년 6월 일부 수정)으로 인해 그동안 석유산업
전반(개발ㆍ탐사ㆍ생산ㆍ정제ㆍ수송)에 걸쳐 독점적 권리를 누려왔던 국영석
유회사(Sonatrach)의 권한 즉, 석유생산기업 및 규제기관으로서의 독점적 권한
이 축소된 반면에 외국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외국기업들은 기존의 합작 의무조항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유전탐사 및 개발사업에 입찰참여 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알제리 석유산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동안 규제
기관으로서 누려왔던 Sonatrach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Sonatrach은
석유ㆍ가스 생산 기업인 동시에 사업입찰, 승인, 과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사업권을 독점하고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해 왔으나, 석유
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알제리 석유산업시장이 외국자본에 본격적으로 개방되
었다. 이로써 Sonatrach의 규제권한은 신설된 2개 규제기관으로 이관되고,
Sonatrach은 순순히 생산기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다. 유전개발권의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은 소위 ‘석유가스가격심의원(ALNAFT)’에서 담당하며,

그림 5-7. 알제리 석유개발 환경의 변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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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및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은 ‘석유가스관리청(ARH)’에서 관리
감독하게 된다.

다. 광물자원 개발잠재력
1) 아프리카 광물자원의 세계적 위상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은 미미하나 자원개발 측면의 잠재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프리카의 광물자원 잠재력은 전세계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광활한
대륙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자원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프리카는 자원개발 대상지역으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탐사 및 개발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희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세계에서 독
보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자원에 관한 한 아프리카는 개발잠재력은 무궁무
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상자 5-1. 광업진흥공사,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권 획득
광업진흥공사는 2005년 11월 대우인터내셔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세계 3대 니켈광산인 마
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개발권을 확보하였다.
광업진흥공사 컨소시엄은 암바토비 광산 개발프로젝트의 지분 27.5%를 인수하고 향후 5년
동안 1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 광산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로 2010년부터
매년 최대 3만 톤(이는 국내 연간 수요량 12만 톤의 25%에 해당)의 니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지하자원은 다이아몬드, 백금 등 광물자원과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광물자원 가운데에서도 특히 망간, 다이
아몬드, 백금은 세계 매장량의 각각 80%, 60%, 88%로 독보적인 수준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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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밖에도 크롬, 우라늄, 인산염 등의 희귀금속과 여타 광물의 매장량
및 생산량도 세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림 5-8]은 한국의 전략광물 및 귀금속 등 주요 광물의 아프리카 부존 비중
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설비연료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라늄을 비롯
하여 망간, 다이아몬드, 금 등 여러 전략적 광물들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8. 한국 전략자원의 아프리카 자원 부존 현황

자료: BP(2006); CRB(2005); USGS(2006).

2) 남아공: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고
광활한 대륙의 남아공은 석유를 제외한 수많은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보고이
다. 광물자원은 귀금속 광물에서부터 각종 비철금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
포하고 있어, 광물자원에 관한 한 남아공은 세계에서 개발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백금27), 망간, 크롬, 금, 규산알루미늄
등은 세계 제1위의 매장 규모로 독보적인 수준으로 백금, 망간, 크롬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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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려 세계 매장량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티타늄, 바나듐,
질석 등을 비롯한 수많은 광물자원이 다량 부존하고 있다.
표 5-4.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적 비중
매장량
규산알루미늄
크롬
페로크롬
금
망간
백금
티타늄광물
바나듐
질석
지르코늄

생산량

수출량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37.4
72.4
na
40.1
80.0
87.7
29.8
27.0
40.0
19.4

1
1
na
1
1
1
2
2
2
2

38.0
44.5
46.0
13.8
14.8
57.8
na
48.0
41.0
na

2
1
1
1
1
1
na
1
1
na

44.0
11.4
54.0
na
20.2
na
na
na
95.0
na

1
4
1
na
2
na
na
na
1
na

자료: Ministry of Mineral Industry(2005).

3)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의 칠레’
남아공과 함께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이다. 아직까지도 ‘자이르’라는 옛 이름으로 더 익숙한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중앙에 한반도의 10배 크기 땅에 아직 개발의 손
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이 부존하고 있다. 콩고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아연, 카드뮴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고부가가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아프리카의 칠레’라 불리며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
광산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콜탄28)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광물자원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어 개발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7) 백금은 배출규제 장비의 촉매 컨버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기, 화학, 석유 정제산업에서 중요한 특
수 광물로 사용되고 있다.
28) ‘콜탄’은 휴대전화의 핵심부품으로 쓰이는 탄탈룸의 원료이며 세계 콜탄 매장량의 80%가 콩고에 매장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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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안한 정치상황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정부와 반군 간의 평화협정 체결 및 서방국가, IMF, 세계은행
등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에 힘입어 정치ㆍ경제적으로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림 5-9. 콩고 민주 공화국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셀레늄

4% (4위)

탄탈륨

11% (4위)

다이아몬드

코발트

26% (1위)

44% (1위)

주: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순위.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별 정보.

3. 건설ㆍ플랜트
아프리카는 건설ㆍ플랜트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미개척
시장이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각국은 공통적으로 낙후된 산업기
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ㆍ플랜트 파급 효과
가 확산되고 있다. 여타 개도국들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투자단계상 기초산업부
문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에
는 국가기반시설이 지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노
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는 건설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재적 수요와 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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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건설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수단, 리비아 등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알제리는
2005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 2009년까지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 산업에
무려 1,0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5-10]은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의 3대 성장 동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
엇보다도 석유개발과 이에 따른 오일머니 축적을 바탕으로 플랜트 수요가 확
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5-10. 아프리카 플랜트시장의 3대 성장 동인

이를 반영하듯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수급구조상의 특징적인 현상은 플랜트
부문에서 해외발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토목과 같은 노동
집약적 건설공사는 주로 자국 업체에게 발주되고 있는 반면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 건설은 자국 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해외발주에 의
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업화 추진과 에너지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플랜트관련
해외건설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고려하
고 있는 건설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해외건설 발주구조는
기본적으로 해당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산유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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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북아프리카의 공종별 발주 비중
토목
23%

건축
4%

플랜트
73%

주: 1) 최근 3년(2003~2005년) 기준.
2) 이집트ㆍ알제리ㆍ리비아ㆍ모로코ㆍ튀니지ㆍ수단 6개국 기준.
자료: MEED.

의 경우에는 에너지 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수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 부문은 자국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플랜트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2. 북아프리카 플랜트시장 전망

주: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성장률).
자료: Arthur D. Little;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38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플랜트 시장은 역시 북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주도해 나갈 것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자원개발과 연계된 석유ㆍ가스 분야 플랜트에 대한 시장 수
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5-12 참고).
최근 들어 한국의 아프리카 플랜트 수주가 고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 2003년 이후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그림 5-13.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플랜트 수주실적
백만 달러
4,000

30%

3,500

25%

3,000

20%

2,500
2,000

15%

1,500

10%

1,000

5%

500
0

0%
00년

01년

02년

03년

아프리카 수주액

04년

05년

아프리카 수주비중

그림 5-14. 한국의 지역별 플랜트 수주 비중(2003~2006년)

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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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가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006년에는 3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세계 플랜트 수주규모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동안의 사업별 수주비중을 보면, 해양 유전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해양설
비 플랜트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오일ㆍ가스 생산
관련설비 부문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전력설비 플랜트부문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전력부족 해소를 위해 국제
기구에서 전력부문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수주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데, 이
는 아프리카지역이 원유 및 가스를 이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15. 한국의 아프리카 플랜트(부문별) 수주 현황(2003~2006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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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6년간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아프리카 22개 국가로부터 모두 474개
의 프로젝트, 332억 달러(해외건설 포함, 해양플랜트 제외)를 수주하였고, 플랜
트 프로젝트는 32개 업체가 10개국에 진출하여 157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주
요 수주국은 역시 나이지리아, 앙골라, 리비아 등의 산유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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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별 수주액(2000~2006년)

(단위: 백만 달러)

그림 5-17. 지역별 플랜트시장 비중과 우리 기업의 수주비중(2006년)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아프리카지역이 전세계 플랜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수주비중은 15%대에 이르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동지역의
한국 건설업체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아프리카지역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05.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 141

4. 정보통신
정보통신(IT) 산업은 저개발국가인 아프리카에서도 새로운 성장 부문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전화보급률 12%, 컴퓨터(PC)보급률
1.7%, 인터넷보급률 2.6%에 그치는 등 정보화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통
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형적 여건과 유선전화
설치에 따르는 막대한 초기비용, 낮은 인구밀도 등의 통신환경으로 이동통신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00~2005년) 아프리카지역의 이동통
신 가입자 증가율은 53%로 전세계 평균증가율(24%)을 크게 상회하였다. 2005
년 현재 전체 전화사용자 가운데 이동전화 비중이 80% 이상으로 세계 다른 어
느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태동기에 접어든 아프리카의 이동통신 시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전화 사용인구가 현재(2005년) 1억 3,000만 명
에서 2010년에는 2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U는 인도와 브라질 등 BRICs의 휴대전화 시장은 신규 수요의 정체기 단
그림 5-18. 아프리카 대륙의 이동전화 사용인구 전망

자료: IT 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ITFIND), http://www.itfi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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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며, 많은 인구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아프리카를 ‘새로
운 블루오션’으로 규정하고 휴대전화기 시장의 고속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현재 사용 인구는 2,200만 명으로 보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PC 보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이용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
는 등 성장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인터넷 수요는 알제리, 이집
트, 남아공 등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고속통신망(브로드밴드)으로 확산되
고 있으며 일부 도시지역에는 사이버 인터넷 카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빈국 르완다에서부터 통신대국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정보통신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
다. 2006년 초 현재 29개 국가들이 ICT 국가백서(ICT policy strategy paper)
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IT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막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알제리, 이집트
등과 같은 아프리카 산유국의 경우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IT 발전수준은 국가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대국인 남아공을
위시하여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등 5개국이 아프리카 통신시장
글상자 5-2. 르완다, 농업경제에서 IT 경제체제로의 탈바꿈 시도
아프리카 최빈국 르완다 정부는 농업경제체제에서 ICT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20 프로젝트 의 구상을 제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모든 냄비 안에 닭(chicken in
every pot)” 대신에 “모든 주머니 안에 휴대폰(mobile in every pocket)”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르완다 정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으며 국회건물은 ‘IT 파크’로 탈바꿈했다. 현재 르완다 전체 초등학교(2,300여 개) 가운데 절
반 이상이 최소한 1대 이상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에는 30여개 이상의 PC 방
(internet cafes)이 성업 중이다. 핸드폰 인구는 30만 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초고속인터넷
(broadband internet)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일고 있다. 또한 키갈리 과학기술연구소(KIST)는 아
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동아프리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본부로 지정되어 동아프리카지역의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르완다는 빈곤, 집단학살, 에이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정책을 내 놓은 것은 농업 최빈국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 전역에 정보통신의 붐이 일고 있다
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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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들 5개국은 아프리카 전체 이동전화 사용인
구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5-5. 아프리카지역의 IT 발달수준 분류
A군
(아프리카 통신강국)
이동통신 수요급증
3세대(3G) 이동통신 도입
통신망의 디지털화
초고속통신 인터넷 망
통신
확대(ADSLㆍISDN 등)
환경 및
정부의 의욕적인 정보화
특징
추진(전자정부 구축 등)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및 제3의
통신사업자 허가 등)
해당 남아공ㆍ이집트ㆍ알제리ㆍ나이
국가 지리아ㆍ모로코ㆍ튀니지(6개국)

B군
C군
(IT 발달수준이 중간)
(IT 저개발국)
현재 IT 발달정도는 낮은
열악한 재정 및
수준이나 나름대로
기술수준으로 성장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대한 기대가 낮음
장기적으로 볼 때
유선전화 등
잠재시장으로 분류 가능
기본적인 통신수요도
초고속통신망 등의
적음
주로 아프리카
인프라는 열악하나
최빈국에 해당
이동전화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시장환경이 열악하고
한국의 IT모델 접목에 유리
정치적으로도 불안정
탄자니아ㆍ수단ㆍ콩고ㆍ케냐
나머지 국가
ㆍ모잠비크ㆍ가나ㆍ가봉(7개국)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에서는 휴대폰이 하나의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흑인 층을 중심
그림 5-19.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이동전화 사용인구 비교

주: 2005년 기준.
자료: ITU(2006b)의 각종 도표 참고.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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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남아공의 이동전화인구(2005년)는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3,0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남아공의 인터넷은 1990년대 초반 대학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사용 인구는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48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
글상자 5-3.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LG전자
LG전자가 남아공 가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LG전자의 남아공 시장점유율은 제품별로 차
이는 있으나 대략 20~60%를 유지하고 있다. 홈 씨어터(home theater) 60%, 전자레인지 50%, 세탁
기 30%, 청소기 20% 등으로 남아공에서 LG전자는 최고의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아공의 행
정수도 프리토리아에는 LG전자 제품만 판매하는 ‘LG 브랜드 숍’도 있다.
현재 LG전자 남아공 법인(220명)의 매출액은 약 5억 달러이며 오는 2010년까지 10억 달러를 목
표로 하고 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겨냥해 남아공 국민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LG전자의 성공요인으로는 철저한 현지밀착형 마케팅과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 전략을
들고 있다. 남아공은 세계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계층(흑백) 간, 그리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 제
품에 대한 구매력과 선호도가 매우 다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LG전자는 남아공 시장을 모두 5개의
판매시장으로 분할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매출전략을 구사하였다. 아울러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판매 전략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고품질의 브랜드화 전략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크리켓(cricket) 등의 스포츠행사 후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LG의 브랜드인지도를 높
여 나가고 있다.

글상자 5-4. 삼성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휴대폰 시장에서 두각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의 시장 잠재력을 간파하고 1995년에 남아공, 모잠비크, 나
미비아, 보츠와나, 앙골라 등 14개국을 관할하는 남아공판매법인(SSA)을 설립하였다.
TV, 모니터, 휴대폰, 캠코더 등을 중심으로 남아공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 일반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LG전자가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핸드폰, LCD(액정) TV 등의 분야에서는 삼성이 앞
서고 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현재 노키아 다음으로 높은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남아공 법인은 핸드폰과 TV 등의 가전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판매 법인체로 총 140
여명을 고용하고 있다(일반 브라운관 TV 등은 CKD(조립반제품) 조립, PDP LCD의 경우에는 완제품
수입 판매).
삼성전자의 판매 전략은 백인계층과 ‘블랙다이아몬드(신흥흑인중산층)’를 겨냥한 고가모델 출시
및 브랜드이미지 강화이다. 백인 계층은 전체 남아공 인구의 15%로 소득이 3만 불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신흥 흑인계층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남아공 시장의 이러한 변화에 주
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 휴대폰이 젊은 흑인층을 중심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현재 남아공의 휴
대폰 사용 인구는 3,0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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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5. 대한전선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케이블 입찰 성공사례
□ M-Tek(대한전선 남아공 법인) 개요
M-Tek은 대한전선이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인수한 대한전선의 현지
자회사
현재 직원은 약 450명이고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달러인데, 주요 생산제품은 광케이블, 알루미늄
컨덕터, 동선, 전력 케이블 등
현재 M-Tek은 남아공 전선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주요 제품별 시장
점유율은 광케이블(60%), 알루미늄 컨덕터(70%), 동선(60%), 전력케이블(10%) 등임
□ M-Tek 마케팅 성공사례: 한국 기업 최초 정부입찰시장 진출
M-Tek이 남아공에 진출하기 전까지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시장은 Aberdare사와 ATC사가 돌아가며
납품을 하는 사실상의 독점 시장
- 이는 남아공의 UN 경제재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M-Tek의 남아공 광케이블 입찰 성공
- M-Tek은 지난 2001년에 남아공 국영 통신기업인 Telkom이 발주한 광케이블 공급입찰에 참가, 25만
Fiber Km를 2004년까지 3,500만 달러에 납품하기로 낙찰을 받음
- 2004년도에는 그동안의 우수한 품질 및 납기기한 준수를 인정받아 공급계약을 3년간 연장하여 동
기간 중 100만 Fiber Km를 1억불에 공급하기로 함
입찰성공 의의: 한국 기업 최초의 남아공 정부입찰시장 진출
- 남아공은 흑인기업 가산점이라는 독특한 정부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기업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대한전선은 이러한 흑인기업 가산점을 십분 활용, 현지 흑인기업(M-Tek)을 설립, 우리 기업 최초로
남아공 정부입찰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양
□ M-Tek 입찰 성공요인
제품 차별화: 선진 제조공법(VAD 공법) 도입
- M-Tek은 기존 납품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선진
제조공업(VAD 공법)으로 생산한 고품질 광케이블로 입찰 참가
- 고품질 광케이블로 인해 입찰단가는 경쟁업체 대비 3%나 높았지만, 최신 공법 도입에 따라
품질점수를 높게 받았고 제품 보증기간을 15년으로 제시함으로서 높은 기능점수 획득
흑인 우대정책(BEE) 활용
- 남아공 정부는 흑인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 입찰시에 흑인 기업들에게 가산점부여
- 대한전선은 이러한 남아공 정부 입찰 제도를 활용, M-Tek 인수 과정에서부터 회사지분의 일부를
흑인에게 양도해 입찰 참여시 흑인기업 가산점 획득
신뢰 확보
- 입찰 발주처인 Eskom은 M-Tek의 15년 장기 제품보증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대한전선 본사가
품질 및 납기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 신뢰 확보
- 입찰 낙찰 후 3년간에 걸친 공급 기간동안 적기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신뢰를 한층 더 확보하였고
이는 공급계약 연장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함
남아공 정부의 反기득권 업체 정서 활용
- 1994년 흑인정권 출범 이후 남아공 정부 및 공기업은 인종차별 정책기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존 업체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M-Tek은 이러한 남아공 정부 관료 및 공기업 경영진들의 정서를 간파, 적시에 입찰에 참가함으로서
기존 기득권 업체들을 제치고 입찰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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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기업의 인터넷 보급 확대,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흑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열기가 불
고 있다. 남부아프리카지역의 ‘인터넷 허브’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남아공 정
보통신정책의 기조는 전자정부(e-government) 실현과 흑ㆍ백 간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로 축약된다. 특히 흑인우대정책(BEE)의 일환에 따라 IT
헌장 을 채택하고 흑ㆍ백 간에 고착화된 IT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범 정부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 낙후지역에 정보접근센터,
② 정부 행정시스템의 ‘무서류(paperless) 전자시스템’ 도입, ③ 장거리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④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⑤ 전자마을
(Digital Village) 설립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알제리
알제리의 이동전화 인구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당시 9만
명에 불과했던 이동전화 인구가 2005년에는 1,400만 명을 육박하고 보급률이
40%를 상회하였다. 알제리의 이동전화 보급은 마그레브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그림 5-20. 알제리의 이동전화 사용인구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6b)에 의거하여 작성.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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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팽창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동전화 인구에 있어 모로코를 추월하고 이집트
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터넷 열풍도 확산되고 있다. 2000년 당시 5만 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인구
가 2004년에는 85만 명으로 늘어나 불과 4년 만에 무려 7배나 증가하였다. 인
터넷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인터넷호스트의 수도 1999년 220개에서 2004년
에는 944개로 늘어났다. 인터넷호스트가 늘어났다는 것은 상호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인터넷에 대한 접근
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터넷 인구가 단기간에 급팽창한 배경 가
운데 하나는 바로 정부당국의 요금인하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알제리 정부는 인
터넷 사용 장려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요금 인하를 적극 권고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알제리의 인터넷 보급률은 2.5%(2004년)로 주변의 이집트나
모로코의 1/2~1/4 수준에 불과하며, PC 보급률 역시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형편이다.
그림 5-21. 알제리의 인터넷 사용인구

주: 인터넷 사용인구와 인터넷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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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인터넷 산업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알제
리 정부는 광통신망 구축을 통해 현재의 다이얼업(dial-up) 방식의 인터넷 접속
방식을 초고속통신망(broadband) 방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
으며 주요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초고속통신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과학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ICT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서도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수도 알제시에서 남서쪽으로 25㎞에
위치한 시디압델라(Sidi-Abdellah)지역에 대단위의 과학기술 신도시를 건설 중
에 있다. 지난 2001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차 한ㆍ알제리 공동위원회에
서 한국정부는 개발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기술협력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
은 바 있다.

다. 이집트
이집트 통신시장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240만 명에 불과했던 이동전화 인구가 2005년에는 1,400만 명을 돌파하며 5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써 이집트는 남아공,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
리카에서 3번째로 큰 이동통신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5-22. 이집트의 이동전화 사용인구 증가 추이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6e).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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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만해도 이집트의 인터넷
인구는 270만 명으로 남아공보다 적었으나, 이후 PC 보급과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남아공을 추월하였다. 2006년 초 이집트의 인터넷 인구는 남아공
보다도 많은 500만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인터넷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이집트에는 300여 개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있으며 시장경쟁 또한 치열하
다. 2007년경에는 인터넷 인구가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는 이집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IT에 대한 국민인식 및 교육의 부족, 높은 문맹률, 낮은 PC
보급률(2~3%) 등으로 정보화 진전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초고속 인터
넷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2004년 기준 전체 인터넷망 가입자 가운데 브로드밴드 가입비중은 1%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 카이로시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인구밀도와 정
부의 IT 정책의지 등을 감안하면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 IT 시장이다.
그림 5-23. 이집트의 인터넷 사용인구 및 보급률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6c).

이집트 정부는 중동ㆍ아프리카지역의 ‘IT 허브’ 건설을 목표로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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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MCIT)를 신설(1999년)하고 광범위한 정보화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국가 정보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 정부가 가장 역점
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PC 보급 및 정보접근센터 구축 등을 통한 정보서비
스의 대중화,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통
신요금의 인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다국적 IT 기업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따르고 있는데,
2002년 1월에는 ‘무료 인터넷서비스 정책(Free Internet Project)29)’이 발표되었
다. 이어 2004년에는 인터넷 대중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Broadband Initiative’
를 발표했는데, 이는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다.

표 5-6.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MCIT)의 정보화 프로젝트 개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IT Club 이니셔티브

청소년 IT 교실, IT 문화센터, 학교ㆍ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인터넷
보급을 통한 정보접근센터 구축
2005년 말 현재 1,000개의 인터넷 접근센터 구축

‘1가정 1PC’ 보급

전가정에 대한 PC 보급
국영통신공사(TE)와 컴퓨터업체의 지원으로 실시

무료 인터넷 접속
지원

인터넷 확산을 위한 사용요금 인하 및 무료 서비스 지원

초고속망(ADSL) 구축

2004년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위한 ‘브로드밴드 이니셔티브’ 발표
일반서민 및 중소업체에 대한 ADSL망 확대
사용요금 인하 및 ADSL 설치기간 단축
2004년 말 기준 ADSL망 가입자: 2만 3,000명

정보고속도로 구축

TourismNet: 호텔ㆍ식당ㆍ여행사ㆍ운송업체의 정보화 및 D/B 구축
CultureNet: 문화유적지ㆍ박물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HealthNet: 병원ㆍ의사ㆍ제약회사ㆍ제약연구소 등의 정보화 및 D/B
구축
LibrariesNet: 도서관의 D/B 구축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6c) 등 각종 자료 정리.

29) 실제로는 완전 무료서비스가 아니며 동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사용요금이 종전에 비해 1/6 수준으로
인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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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신흥 유망국가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분석들은 이 지역의 자
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정치, 경제발전의 혜택이 소비시
장으로 서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
진 자원 개발 시장으로서의 매력 이외에도 전략적 거점 또는 소비시장으로서
아프리카지역이 지닌 매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산유국들의 국가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
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1~2006년간 아프리카
로 유입된 오일머니는 4,2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특히 2005년에는 그
규모가 1,5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림 5-24. 아프리카의 오일머니 유입 현황

자료: OECD(2006); BP(2006).

아프리카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
피해 왔으나 최근의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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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아프리카
는 세계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
카 인구 8억 5,000만 명 가운데 휴대폰 사용인구가 이미 1억 3,000만 명을 돌파
했고, 오는 2010년경에는 그 수가 1억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그림 5-25]는 세계 지역별로 수입 증가세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해 보
여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개도국과 중남미 시장과는 대조적
으로 아프리카 수입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5. 세계 지역별 수입증가율 비교

자료: IMF(2006).

아프리카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지배력
이 널리 퍼져 있고 최근에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도 글
로벌 경쟁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이다.
사실, 정치ㆍ경제적으로 안정된 기존의 선진 해외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BRICs 등 이미 널리 알려진 신흥경제국 또한 선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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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이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존의 신흥국가보다는 아프리카와 같은 잠재적
또는 뉴프런티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레드오션보다는 아프리카와
같은 블루오션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5-26]은 구매력 측면에서 아프리카 주요국들과 BRICs 이후 새로운 유
망시장으로 주목되고 있는 NEXT-11 국가들을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인구대국인 나이지리아와 이집트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포스트
BRICs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남아공과 알제리 역시 아프리카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남아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남아공은 잠재적 측
면이 강조되는 미래형 시장이 아닌 이미 구매력이 갖추어진 현재화된 시장이
라 할 수 있다. 유망 신흥시장이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
가들은 아직 미성숙 시장인 반면에 남아공은 시장 잠재력이 실현되고 있다는
성숙단계에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5-26.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시장성 비교

자료: World Bank(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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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공의 시장성은 NEXT-11 국가 대부분보
다 높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을 압도하고 있다. 구
매력에서는 남아공이 모든 NEXT-11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출여건이 나쁘지 않은 미개척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이 남아공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 시장
에서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국가별 시장규모로 보면 역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앙골라
등 5개국이 아프리카 경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진출도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 5개국은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
(GDP)와 수입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
지하고 있다(표 5-6 참고).
표 5-7. 아프리카 Big-5의 수입시장 규모
구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앙골라
5개국 비중
아프리카 전체

GDP
(억 달러)

인구
(백만 명)

수입시장
(억 달러)

한국의 수출
(억 달러)

한국의 투자
(억 달러)

2,552

42

697

17.9

1.2

(24.5)

(4.7)

(27.3)

(18.0)

(10.3)

1,164

114

276

8.1

1.5

(11.2)

(12.6)

(10.8)

(8.1)

(12.9)

1,079

75

324

8.5

1.4

(10.4)

(8.3)

(12.7)

(8.5)

(12.1)

1,101

33

210

3.9

2.2

(10.6)

(3.6)

(8.2)

(3.9)

(19.0)

284

16

113

10.4

0.5
(4.3)

(2.7)

(1.8)

(4.4)

(10.4)

6,180

281

1,620

48.8

6.8

(59.4)

(31.0)

(63.5)

(48.9)

(58.6)

10,411

905

2,550

99.7

11.6

주: 2006년 기준. ( )는 비중.
자료: Global Insight; EIU;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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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접근
고유가 시대 속에서 아프리카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됨에 따라 지난 해에는
무려 4반세기 만에 한국의 정상외교가 아프리카 영역으로까지 넓혀졌다. 이를
계기로 후속사업들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등 전례 없는 협력의 분위기
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협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알제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내에는 한ㆍ알제리 Task Force 팀을 설치하여 협
력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는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27명의 각료급 인사들이 대
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1차 한ㆍ아프리카 포럼 이 개최되어 협력을 논
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서울선언
도 채택하였다.
한ㆍ아프리카 양국 은행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도 만들어졌
다. 2006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자문단 을 구성하여 출범하였다. 자문단 출범은 2006년 4월 재경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 15개국 재무장관을 초청하여 개최한 한ㆍ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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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한ㆍ아프리카 협력프로그램
주요 내용
한ㆍ아프리카 포럼
(외교통상부)

공동위원회
(외교통상부)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KOAFEC)
(재경부/수출입은행)

한ㆍ아프리카
협회(KOAFA)
(소수의 중소 민간기업)

▣ 제1차 포럼 개최(서울, 2006.11)
-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27명의 각료급 인사 참석
- 서울선언 채택(포럼의 정례화 선언)
▣ 제2차 포럼 개최(남아공, 2007.11)
- 남아공, 마다카스카르, 케냐 등 정부관계자 및 학자 참석
▣ 아프리카 8개국과 공동위 구성
- ‘공동위’라는 큰 명칭 아래 현안에 따라 ‘경제공동위’,
‘건설공동위’, ‘정책공동위’가 개최됨.
▣ 1차 장관급 컨퍼런스 개최 및 후속 성명서 발표
- 아프리카 15개국 경제장관 참석(서울, 2006.4)
- KOAFEC의 격년 정례화
- KOAFEC 자문단(Consultative Group) 구성
- 4대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Action Plan 수립
(① 인프라건설 ② IT협력 ③ 한국경제개발경험 전수 ④ 인력개발
▣ KOAFEC 자문단 발족(튀니지 AfDB 본부, 2006.12)
▣ KOAFEC Action Plan 2007/08 발표(2007.5)
- 4대 협력분야에 총 16개 사업추진(한국측 지원규모: 8억 달러)
- 유상지원(인프라, 자원개발프로젝트, 전자정부사업,
기술훈련센터건립 등): 수은금융, EDCF, AfDB와의 Co-finance
활용
- 무상지원(권역별 현지 워크숍, 초청연수, 정보격차해소사업,
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F/S 지원 등): AfDB
신탁기술협력기금(KTCF), EDCF 활용
▣ 권역별 현지 Work Shop(한국개발경험 전수) 개최
- 북부지역(2007.10)
- 남부지역(2007.11)
▣ 해당기업(중소기업) 차원에서 상호교류 및 세미나 개최
▣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해 내기에는 역부족

한ㆍ남아공
경제협력위원회
(무역협회)

▣
▣
▣
▣

한ㆍ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전경련)

▣ 경제사절단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2001년 발족
▣ 파트너 기관은 이집트기업인협회(Egyptian Businessmen’s
Association)로 매년 회의 개최
▣ 현재까지 모두 6차례의 합동회의 개최

한ㆍ나이지리아 비즈니스
포럼
(대한상공회의소)

한ㆍ남아공 간 경제교류 목적
경제인 합동회의 및 비즈니스 상담회의 개최
1차 회의(남아공, 2006.10)
1차 회의(서울, 2007. 5)

▣ 양국 기업간 기업정보 공유 및 기업활동 지원
▣ 2006년 3월 나이지리아에서 양국 기업인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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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경제협력컨퍼런스(KOAFEC) 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개발과 정보기술(IT) 협력, 인력개발,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 4대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이다.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들이 일
회성 또는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ㆍ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대통령의 방문
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후속대책과 함께 지
속적인 외교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프리카는 미래의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시장
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이다.
그림 6-1. 한국의 아프리카 접근방향

나. 경제적 이익추구와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
아프리카에서 일차적인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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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은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자원 획득만을 목표로 한다거나 지나치
게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두 해만 협력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보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있어 우리
의 아프리카 외교는 국제정치적 측면이 거의 전부였지만, 오늘날 글로벌경제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아프리카는 미래의 선택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상호호혜적인 접근
이 중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경제적
이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입장을 반영하여 자금협
력 및 개발협력 등 원조 부문이 추가된 새로운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미
래지향적 협력의 원칙으로서 양측간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도
상국으로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아프리카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
는 문제에 관한 우리의 협력입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아프
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의 실천이 중요하다. 동 이니셔티브는 지
난해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천명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10대 협력방안이다. 이는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느 방향
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는 이를 여하히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유엔외교와 소극적인 실리 추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면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이익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실질
적인 경제협력과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미래의 협
력파트너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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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대아프리카 협력 로드맵

이를 위해서는 대아프리카 협력목표와 협력수단이 조화된 새로운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되
어야 한다.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과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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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해 왔다. 경제협력도 일부 국가
와 건설 또는 자원협력이라는 한정된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 또는 협력파트너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이에 비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문화와 인적교류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존재하는
지리적 격차와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인적ㆍ문화적ㆍ기술적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6-2]는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지향해 나가야 할 대아프리카 협력의 기
본전략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선택’과 ‘집중’: ‘3 plus 3’ 거점국가 접근
1) 거점국가 선정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아프리카 모든 국
가들에 대해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집
중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점시장을 선정,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시장영역을 인근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53
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
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거점시장 선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장환경과 특성이 상이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일률적인 전략은 있을 수
없으며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접근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개발원조 규모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수의 모범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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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빈곤 극복의 의지가 강하고 국가 거버넌스가 양호한 국가들 가운데
한국형 개발원조가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소수국가(2~3개국)를 전략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① 시장진출 전략국가(SCC:
Strategic Cooperation Countries), ② 개발원조 전략국가(DCC: Development
Cooperation Countries)로 나누어 차별화된 전략수립의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6-2. 아프리카 전략국가 선정기준
최우선 대상국

우선 대상국

(1순위)

(2순위)

시장진출
전략국가
(SCC)

한국의 경제적 이해 및 시장개척의 여지가 높은 시장
자원개발, 건설플랜트, IT 등 산업협력의 가능성이 큰 국가
차세대 BRICs 시장으로서 자격을 구비하고 거점성이 높은
시장

전략국가 인근의
유망시장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국가

개발원조
전략국가
(DCC)

한국형 ODA의 수용능력 (absorptive capacities)이 높은
국가
빈곤 극복의 의지가 강하고 거버넌스가 양호한 국가
한국과의 경제 및 외교협력이 높은 국가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국가
거버넌스의 개선이
기대되는 국가

‘시장진출 전략국가(SCC)’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은 자원개발 잠
재력,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 미래의 성장 잠재력 등이며, 이와 같은 논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핵심국가로는
소위 ‘3 plus 3’ 전략국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3 plus 3’ 국가는 최우선 협력
대상국 3개국(알제리ㆍ이집트ㆍ나이지리아)과 우선 협력대상국 3개국(남아공
ㆍ리비아ㆍ앙골라)을 전략적 거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6개국
은 자원 확보, 건설플랜트, 수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
어야 할 시장이다.
‘개발원조 전략국가(DCC)’ 선정에는 수원국의 개발잠재력, 경제협력 수준,
외교적 고려, 한국개발경험의 적용 가능성 등의 여러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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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아프리카 전략국가 선정결과
최우선 대상국
(1순위)
시장진출 전략국가
(SCC)
개발원조 전략국가
(DCC)

‘3 plus 3’
(남아공ㆍ나이지리아ㆍ알제리ㆍ이집
트ㆍ리비아ㆍ앙골라)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가나

우선 대상국
(2순위)
모로코
수단
콩고(DRC)
모잠비크
세네갈
르완다
말리

자료: 아프리카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도출함.

본 보고서에는 탄자니아, 마다카스카르, 가나 등 3개국을 최우선 대상국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는 아프리카에서 정치ㆍ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그림 6-3]은 ‘3 plus 3’전략국가 및 해당 국가별 시장특성을 압축하여 보여
주고 있다. 제한된 역량 내에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들 거점국가 위주로 진출 노력을 집중하면서 점차 주
변국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4]는 거점국가별 목표시장과 진출 또는 협력방안을 제시해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부국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이자 사하라 이남
지역의 핵심적인 물류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전략적 거점시장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이자 아프리카 전체 원유매장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큰 국가이다. 최근 들어 개발
사업 확대로 대규모의 심해 유전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데, 2008년경에는 산
유량이 400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제리 역시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 산유국으로 개발잠재력
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알제리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국의 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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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아프리카 거점 전략국가(‘3 plus 3’)

주: 실선은 거점 또는 핵심시장(core cell)이며 점선은 주변 유망시장임.

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개발 과정에서 협력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는 나이지리아나 알제리만큼의 산유대국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와 중
동의 관문으로 인구 7,200만의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으로
중동지역에서 제반 진출여건이 가장 양호한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이집트 시장점유
율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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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거점 국가별 목표시장 및 진출 방안

이어서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는 아랍권의 중
심국가로 정치적 위상이 높은 만큼 이집트와의 상호신뢰 구축은 주변 아랍국
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지기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 부국으로 국토의 70% 정도가 아직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로 인해 석유개발이 부진했
으나 2004년 4월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석
유개발사업은 물론 그동안 중단되었던 각종 건설 프로젝트도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서아프리카 제2의 산유국으로 최근 들어 심해
유전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6년 12월
OPEC 회원국에 가입하였으며 오는 2010년경에는 산유량이 200만b/d(한국의
석유소비량은 220만b/d)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기 아프리카 거점국가(‘3 plus 3’)들은 [그림 6-5]에서 보듯이 시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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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소위 ‘차세대 BRICs’ 시장으로 불리는 10~20개 신흥
시장들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림 6-5. 주요 Post BRICs 국가들의 경제수준 비교

주: 1인당 GDP는 2006년 기준. 평균성장률 전망은 2006~2010년 기준.
자료: Global Insight. 2007. 1 Quarter(오영일(2007. 4. 23), 포스트 브릭스 시장, 고정관념을
깨라 , LG 주간경제 , LG경제연구원).

이들 국가의 전략적 가치는 객관적인 시장성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53개 국가 가운데 인구나 경제규모에 있어 그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
지거나 통계자료 입수가 어려운 국가들을 제외한 20개국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측정한 결과, 예상대로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등의 순으
로 상위그룹을 형성하였다30)(표 6-4 참고).
30) 분석방법으로는 국가별 비교우위 파악이 용이한 상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각 변수별로 점수의
최고값을 100으로 지수화하여 상대평가한 후, 지수화된 각 변수를 합산하여 다시 최고값을 100으로
하여 재환산한 값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각 변수들의 등가성을 인정하여 변수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가중치가 주관적, 임의적으로 선정됨으로써 분석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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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아프리카의 시장성 평가결과

그룹-Ⅰ

그룹-Ⅱ

그룹-Ⅲ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국 가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앙골라
모로코
콩고(DRC)
수단
가봉

시 장 성
100.0
96.0
90.0
70.0
50.0
45.0
41.0
36.0
32.0
32.0

뿐만 아니라 상기 거점국가들은 각종 경제공동체에서 역내 자유무역 등 시
장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5. 아프리카 역내 시장통합체
명 칭
AMU
(Arab Maghreb Union)

출범

회원국
알제리ㆍ리비아ㆍ모로코ㆍ튀
1989년
니지 등 5개국

성 격
상품 및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무역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이집트ㆍ앙골라ㆍ콩고ㆍ케냐
ㆍ수단ㆍ우간다ㆍ마다가스카르
1994년
ㆍ모리셔스ㆍ짐바브웨 등
20개국

-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역외단일공동관세 적용

ECOWAS
나이지리아ㆍ가나ㆍ세네갈ㆍ
(Economic Community of 1975년 토고ㆍ베냉ㆍ부르키나파소 등
West African States)
15개국

- 경제ㆍ사회ㆍ문화 협력
증진
- 경제 및 정치 협력 강화

SADC
남아공ㆍ앙골라ㆍ보츠와나ㆍ
(Southern African
1992년 콩고ㆍ모리셔스ㆍ모잠비크ㆍ
Development Community)
탄자니아ㆍ짐바브웨 등 14개국

- 지역안보 강화
-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통합

SACU
남아공ㆍ보츠와나ㆍ레소토 등
(Southern African Customs 1969년
5개국
Union)

- 공동관세 Pool 적용
- 역외단일공동관세 적용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분석을 위해 도입된 변수는 순수한 경제적 요인(GDPㆍ인구ㆍ교역ㆍ외국인투자ㆍ
1인당 GDPㆍ천연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치적 측정이 불가능한 정치ㆍ사회적 변수들
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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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점국가별 시장특성
① 차세대 BRICs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이 BRICs 이후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언론매체에는
IBSA(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 BRICKS(BRICs + 카자흐스탄ㆍ남아공)라는 신
조어가 등장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남아공이 중국, 인
도,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경제 대국으로 거론되기
도 하였다.
사실 남아공은 BRICs 탄생 이전부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미 상무성은 1994년에 세계 10대 거대 신흥시
장국(Big Emerging Markets)에 남아공을 포함시킨 바 있고, UNCTAD(UN 무
역개발위원회)는 남아공의 투자 매력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 역시 남아공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가 이
제 관망단계를 지나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할 시점(a
wait-and-see period is over)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남아공
의 시장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그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하나의 낙후된 국가로
동일시됨으로써 저평가되어 온 측면이 있다. 남아공은 골드먼삭스가 포스트
BRICs 시장으로 꼽은 11개국(NEXT-11)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아공이 신흥시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몇 가지 지표들을 비교해 본 결과, 예상외로 남아공의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경제적 위상도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세계 유명기관들이 발표하는 몇 가지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면 신흥시장
으로서 남아공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BRICs 국가와 NEXT-11 국가 중에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성과로 측정되는 성장경쟁력지수, 경제자
유도, 비즈니스 용이성 등의 기준으로 볼 때 남아공의 경제 환경은 BRICs와
NEXT-11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부패지수 또한 낮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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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고 있다.
표 6-6.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비교평가
부패지수

경제자유도

성장경쟁력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30.1(1위)

32.7(1위)

35.9(1위)

18.1(1위)

BRICs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48.6
40.6
61.6
61.6

71.7
50.9
76.7
77.4

41.9
55.6
64.1
42.7

58.7
76.8
51.0
74.8

NEXT-11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52.7
91.1
59.6
43.8
98.6
69.9
52.7
69.9

89.9
81.8
86.2
99.4
39.0
93.1
70.4
62.9
54.7
90.6

94.0
45.3
63.2
47.0
75.2
70.9
65.8
56.4
69.2

41.9
91.0
74.2
69.7
47.1
60.6
38.7
72.9
60.0
63.9

남아공

주: 1) 숫자는 각 지표의 순위를 상위 백분율로 계산하여 표시한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함.
2) NEXT-11은 2005년 12월에 골드먼삭스가 발표한 BRICs 이후 11개국의 신흥시장을 의미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04, 2005); World Economic Forum(2005, 2006); Heritage
Foundation(2005); World Bank(2006a).

KIEP 연구팀에서 추계한 지표31)를 기준으로 할 때 남아공 경제의 위상은 아
프리카는 물론 NEXT-11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그림 6-6
참고). 실제로도 남아공은 잠재적 측면이 강조되는 미래형 시장이 아닌 이미
구매력이 갖추어진 현재화된 시장이다. 남아공의 경제규모(GDP)는 웬만한
NEXT-11 국가들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신흥경제국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보고서(2006.12) 참고. 동 보고서는 ‘시장성’, ‘성장성’ 분석을 통해 주요 신흥
경제국들의 상대적 위상을 평가하였음. 시장성은 특정국가의 시장이 ‘현재’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를 지
니고 있는가라는 점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성장성은 특정국가의 시장이 ‘장래’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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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압도하고 있다. 구매력(1인당 국민소득)면에서도 남아공은 모든 NEXT-11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6-6. 신흥시장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위상

표 6-7.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평가지표 내역
평가그룹 및 평가항목
성장성 지표

1) 구매력 증가율: 인구증가율, GDP 증가율, 수입증가율
2) 물적 성장기반: 대내투자/GDP, FDI/GDP, 인적자본
3) 제도적 성장기반: 기업환경, 정치안정도, 개방도, 부패지수

시장성 지표

1) 구매력: 인구, 1인당 GDP, GDP
2) 천연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3) 무역능력: 대 세계 수출, 대 세계 수입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아프리카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 남아공 기업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아프리카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남아공 기업이 무려 62개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남아공 기업들은
아프리카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아공을 아프리카지역의 낙후된 여러 국가 가운데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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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전략적 거점시장’ 또는 ‘미개척 유망신흥시
장’으로 따로 떼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아공의 높은 경제적 위상과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
아공은 BRICs나 NEXT-11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저평가되어 왔다. 이는 주로
인구증가율의 감소 가능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남아공이 장기적
으로 3.5% 내외로 견실하게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AIDS 등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 등을 이유로 남아공을 BRICs 및 NEXT-11에서 배제시
켰다.
그러나 남아공은 소비시장, 제조업 생산기지, 광물자원 등의 다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로서의 가치가 부각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석유대국ㆍ인구대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서부 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1억 4,000만 명에 육
박하는 인구대국이다. 경제규모면에서도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경
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상당 규모의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
다. 종족ㆍ종교분쟁, 정정불안,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등으로 국
민소득이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엄청난 규
모의 석유ㆍ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높이 평가

표 6-8. 아프리카 100대 기업 및 은행에서 차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의 위상
일반기업

은행

아프리카 100대 기업 중 남아공 기업 수

62개

10개

아프리카 100대 기업 중 남아공 기업의 자산규모 비중

80.9%
(4,800억 달러)1)

62.6%
(3,067억 달러)

주: ( )는 남아공의 자산규모이며 1)은 시장가치 기준임.
자료: Africa Business(2006.11)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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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최대 산유국으로
2005년 기준 산유량이 250만b/d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는 400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은 362억 배럴로 밝혀지
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석유 매장량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최근에는 막대한 오일머니 덕분으로 경제개발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탄
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업용 원자재, 플랜트 및 운송장비 등을 비롯한
각종 생산시설재의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나이지리아의 수입시장
규모는 210억 달러를 나타냈으며, 오는 2010년에는 그 규모가 500억 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7.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의 원유 매장량 비교

자료: Oil and Gas Journal.

(단위: 억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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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나이지리아의 수입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Insight.

나이지리아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플랜트 분야의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의 향배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낙후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정책상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수요전망은 매
우 밝은 편이다. 플랜트 수출은 생산설비나 발전설비 등과 같이 다양한 기계류
와 부품이 결합된 종합상품의 수출로서, 생산에서 설치ㆍ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종이 관련되고 금액규모도 일반상품보다 크므로 수출촉진과 산업활성
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이지리아의 장기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유가 지속과 이에 따
른 재정수입 확대가 인프라건설 등 공공개발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로 연결될
경우에는 최근의 높은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마그레브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알제리
유망시장은 시대에 따라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
나 아프리카에 관한 한 단순히 현재의 인구나 경제규모보다는 자원개발 잠재
력 등을 포함한 장기 성장잠재력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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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투자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지목한 신흥 국가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유망 신흥시장이 바로 알
제리이다. 알제리는 한 마디로 아프리카의 숨어있는 잠재적 유망시장이라고 표
현할 수 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둘째로 넓은 국토면적과 대규모의 석유ㆍ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와 발전 잠재력 측
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마그레브지역32)에 위치하고 있어 수출 및 투자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서 시장경제와는 거리를 두었고, 1980년대 말 조심스럽게 추진한 개방화 노력
마저 극심한 테러와 정치적 혼란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회
주의식 계획경제에서 탈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부테플리카 집권 이후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개혁과 개방화로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알제리와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는 역시
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최대의 국토면적을 지니고 있는 알제리는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
하고 있는 산유대국으로 개발전망이 매우 밝다. 알제리의 석유 매장량은 123억
배럴(아프리카 매장량의 12%)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확인된 매
장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최근 들어 활발한 탐사 및 시추활동으로 새로운
유전이 잇달아 발견되는 등 확인매장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에만 18개의 석유광구가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석유
법 개정(2005년)에 따른 외국자본의 참여 등을 감안하면 알제리의 석유 매장량
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산유량을 2010년까

32) ‘마그레브(Maghreb)’는 북서아프리카지역의 아랍영토를 지칭하는 아랍어 명사임. 마그레브지역은 좁게
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프랑스에 의해 식민통치를 받았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3국을 의미하며,
넓게는 여기에 리비아와 모리타니아까지 포함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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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재의 150만b/d에서 200만b/d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유전탐사 및 개
발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알제리의 석유개발은 다른 대부분의 중동국가들과는 달리 외국기업에게 폭
넓게 개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오일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하류부문(Downstream)의 경우 정유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외
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정유부문은 국영석유공사(Sonatrach)와의 합
작을 통해서만 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
글상자 6-1. 알제리의 석유개발 환경
▣ 새로운 석유ㆍ가스전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
- 특히 가스 생산의 빠른 확대가 예상됨
▣ 석유ㆍ가스 공급국으로서 알제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석유법의 개정(2005년)으로 외국자본의 개발참여 기회가 확대됨
- 석유개발법 개정으로 알제리 국영석유공사(Sonatrach)의 독점 권한이 축소됨
▣ 외국 석유업체들은 알제리의 석유ㆍ가스 개발잠재력에 주목하고 신규 사업진출 및
투자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석유 매장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996년: 108억 배럴 → 2000년: 113억 배럴 → 2006년: 123억 배럴)
▣ 고유가를 배경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음(2005년
수출액: 440억 달러)
- 여기에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알제리의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알제리의 비즈니스 환경은 리비아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6-9. 알제리 석유산업의 개방도
분야

완전 개방

상류부문

○

석유가스의 운송ㆍ판매
엔지니어링

○
○

건설

○

해상운송

○

자료: Khelil(2006); 알제리 에너지광물부.

부분 개방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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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05~
2009년간 총 600억 달러를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등 공
공프로젝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화로 대도시의 인구유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도시 인근지역을 중심으
로 대규모의 주택 건설도 붐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연간 13만 가구의 주거
단지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지만, 연간 25만~30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알제리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유입
인구를 감안하여 오는 2009년까지 100만 가구를 추가로 건립하고, 200만 가구
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신도시 개발도 의
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알제리는 우리의 유망 수출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
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둘째로 큰 시장이며, 최근
풍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
출확대의 여지가 큰 시장이다. 또한 알제리는 석유ㆍ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상

글상자 6-2. 알제리의 전략적 가치
▣ 마그레브(북서아프리카) 경제대국으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잠재적 또는 미래시장으로서의 가치
▣ 풍부한 석유ㆍ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 추진
- 석유매장량 118억 배럴(세계14위), 천연가스매장량 4.55조㎥(세계 8위)
- 경제개발5개년계획(2005~2009년) 기간에 1,000억 달러 투입 방침
▣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안정화
- 1999년 부테플리카 집권 이후 정치적 내분 및 테러 등이 사라짐
▣ 한국과의 상호 Win-Win형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이후 다각적인 경제협력 추진
- 모든 관심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패키지형 협력관계 구축
(경제ㆍ산업정책, 무역ㆍ투자, 에너지 자원, 플랜트ㆍ건설, IT 등
-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알제리 측의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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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부문(upstream) 투자는 물론이고 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플랜트 설비 및 기계류에 대한 수
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알제리는 짧은 기간 내에 압축 성장을 이룩한 한국형
경제발전 경험 전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또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
제리 방문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Win-Win형의 경제협
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
④ 경제제재 해제 이후 활력을 찾고 있는 리비아
리비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 지
난 1970~80년대에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의 붐을 누릴 수 있
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발생한 두 건의 민간항공기 테러사건에 리비아가 연
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엔으로부터 경제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로 말
미암아 리비아는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장기간에 걸쳐 심각
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그림 6-9. 경제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의 경제성장 변화

자료: EIU, Country Report: Libya, 각 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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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리비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석유산업을 봉쇄할 목적으로 1996년
발효된 미국의 이란ㆍ리비아 제재법(ILSA) 으로 말미암아 리비아는 유형ㆍ
무형의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국제교역 및 투자활동의 재
개가 가능해짐으로써 장기간 국제적 고립 속에서 침체된 리비아 경제가 탄력
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 상승기조가 뒷받침되면서 최근에는 8%대의 뚜렷
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리비아 시장의 가치는 역시 석유개발 및 해외건설
시장의 다변화이다. 대수로 건설 프로젝트 사례에서도 보듯이 리비아는 그동안
우리의 중요한 건설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단순건설공사의 경우 중국 등 후발업체의 진출강
화로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수로 공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업체의 진출이 미진했던 고부가가치 플
랜트 부문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최대 원유부국인 리비아는 그동안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석유장비
의 수입중단 및 투자부진으로 인해 생산량이 대단히 저조했으나 2004년 4월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를 계기로 석유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제제재 해제와 동시에 국제유가도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경제봉쇄와 투자
재원 부족으로 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배증한다는 목표로 1,200억 달러
를 투입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개발은 물론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기초 인프라와 전력ㆍ통신 등 기간산업 건설추진이 탄
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개발 부문을 중심으
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재개되고 있는데 유전탐사ㆍ원유 및 가스전개발ㆍ정
유설비와 석유화학플랜트 확충 등의 개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제
재 기간 중에는 외화획득이 급선무였던 관계로 원유개발 등 주로 상류부문
(Upstream)에만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류부문(Downstream)이 크게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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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공장 확충 등 하류부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
고 있으며 외국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수로 후속공사를 비롯하여 담수화시설 및 댐 건설 등과 같은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도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교역이 늘어나면서 적체현
상을 보이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재개되고 있다.

2. 시장확대 전략
가. 통상협력의 기본틀 구축: 거점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와의 FTA 체결
1)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의의 및 타당성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틀은 남아공과의 FTA 체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
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소비시장, 제조업 생산기지, 지하자원 등의 다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지역의 각종 경제통합체를 실질적으
로 주도하는 핵심국가로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로서의 가치도 높다.
다시 말해, 남아공과의 FTA,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기능과 역할은 남아공과 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아
프리카 인근국가들, 더 나아가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로서도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교역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 한ㆍ남아공 교역은 전형적인 남북교역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상호보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남아
공은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국가인 반면에 한국은 원자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
국으로서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그만큼 FTA 체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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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제조업 발전단계가 낮아
전반적으로 우리와 경합관계에 놓일 만한 상품은 없다. 또한 농업분야의 피해
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로 협상과정 및 비준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
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ㆍ칠레 FTA와는 달리 한ㆍ남아공 FTA는 피해산업이
거의 없으므로 그만큼 협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비록 남아공과의 FTA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
지 않더라도, 보다 큰 의의는 남아공 시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남아공을 아프리카 여러 국가 가운데 하나의 국가로 볼
글상자 6-3.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FTA 논의 동향
1990년대 중반 남아공은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었음. 그러나 당시 남아공측에서는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
2005년 6월 개최된 한ㆍ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외교부)가 먼저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연구기관도 지정되지 않았음.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대상은 남아공 1개국이 아닌 SACU(남아공ㆍ보츠와나ㆍ나미비아ㆍ스와질란드ㆍ레소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음.
- 물론, SACU 협정에 따라 FTA 체결은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그러나
남아공이 사실상 SACU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남아공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FTA 협정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FTA 체결의 필요성 언급.
- 이에 대해, 남아공측은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을 예로 들면서, 한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에는 부정적 입장임.
- 또한 남아공과 한국 모두 서로의 경제구조 및 통상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FTA 추진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결론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FTA 추진을 위한 양국의 분명한 입장(Road Map)은 없으며,
추진의지 또한 높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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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핵심국가’로 따로 떼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아공은 과거 백인정권하에서의 유럽편향 외교에서 탈피하여 한국,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 FTA 대상국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평가
한ㆍ남아공 FTA를 경제적 기준, 정치ㆍ외교적 기준, 거점 활용성 기준으로
평가하면 남아공은 한국의 FTA 체결 대상국으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FTA 대상국 선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은 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에서의 시장규모, 국내산업과 상대국 산업 간의 상호보완성 정도, 상대국
의 정치적 안정성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역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여부,
우리나라와의 지역협정 체결의사, 기타 정치, 사회적 변수 등이 있다. 이와 같
은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의 FTA 대상국으로서 남아공을 평가하면 [표 6-10]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표 6-10. FTA 대상국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정기준

시장규모

산업간 상호보완성
정치적 안정성

거점지역으로의 활용

지역협정 체결의지

주요 특징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규모
BRICs 이후 신흥유망시장으로 부상
아프리카 전체 교역의 1/4 차지
한ㆍ남아공 교역 증대
매우 높음(공산품수출ㆍ원자재수입 구조)
상호보완효과 기대
정치적으로 안정
다만 치안불안 문제는 심각한 수준
아프리카의 최대 거점지역
남부아프리카의 물류 허브
역내 경제통합체(SACUㆍSADC) 주도
관심 단계
공동연구의 필요성 언급
상호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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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적 기준
남아공의 경제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유망 신흥시장이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25%, 사하라 이남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가까이에 달하
며, 1인당 국민소득도 구매력(PPP) 기준으로 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총교역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아프리카의 대외교역을 사실상 주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0~50% 정도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림 6-1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 내 경제적 위상
80%

50%

45%

45%

FDI

광물생산

27%
20%

GDP

수입시장

자동차생산

전력생산

자료: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표 6-1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규모 비교(2005년)

GDP
수 출
수 입
1인당
GDP
인구

단위

남아공

한국

인도

1억 $
1억 $
1억 $

2,395
517
623

7,875
2,844
2,612

8,003
952
1,346

달러

5,050

16,306

725

만 명

4,743

4,829

110,337

주: 1) 2004년 수치임.
자료: 통계청(2006).

말레이시
아
1,306
1,409
1,144

멕시코

칠레

브라질

7,684
1,8911)
2,0661)

1,152
406
326

7,961
1,183
776

5,152

7,180

7,073

4,271

2,535

10,703

1,630

1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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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등 신흥경제국에 비해서는 소국이지만 말레이시아, 칠레 등에 비해서
는 경제력이 앞서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체결국인 칠레에
비해서는 경제규모 및 교역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
② 거점지역으로의 활용성
남아공은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진출거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림 6-11. 세계 주요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추진경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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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BRICs 등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그 효과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FTA 대상국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
나, 남아공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
아공은 SACU, SADC 등과 같은 아프리카 역내 통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
가고 있어 이들 지역의 진출을 위한 거점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남아공과의 FTA를 통한 아프리카 진출은 유럽과 미국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서도 기능할 수 있다. EU는 지난 2000년 남아공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역시 SACU와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EU와 미국은 남아
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무역특혜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어
남아공은 유럽과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게 AGOA(아프리카성장ㆍ기회법)라는 무역제도를 통
해 무관세ㆍ무쿼터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남아공의 경우 2004년 대미 총
수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약 17억 달러가 AGOA 특혜로 수출되었다.
한편, 세계 주요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시장으로서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FTA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고 있다. [그림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유럽자
유무역지역(EFTA: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 MERCOSUR
(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파라과이ㆍ우루과이)는 남아공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였고, 미국 역
시 FTA 추진을 통해 남아공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
포르가 SACU와의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도 SACU와의 FTA 추진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③ 정치ㆍ외교적 기준
남아공과의 FTA 체결은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정치적 우호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지역의 정치, 경제적 리더로서 정치적 발언
권을 높이고 있음으로 남아공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한ㆍ아프리카 간의 관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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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정치적 리더로서 아프리카 통합
을 선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새질서 모색’이라는 기치하에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아프리카연합(AU)을 주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에서 아프리카의 빈곤퇴치와 상호협력을 목표로 하는 NEPAD(아프리카개발
신경제파트너십)를 선도하고 있다. “남아공의 장래는 아프리카의 장래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아프리카 지역협력, 분쟁해결 및 정세안정에도 외교력 발휘
하고 있다. 콩고(DR), 브룬디, 수단 다르푸르(Darfur), 코트디브와르 사태 등 아
프리카 지역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아프리카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다자주의적 접근 차원에서 빈곤퇴치, 안보,
군축 등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 개편과 관련
아프리카 대표로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이라크 사태, 중동 문제 등에 대해 유엔 및 국제법의 역할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본 연구에서는 한ㆍ남아공 FTA 효과 여부를 교역재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양국의 품목별 수출증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율을 완전히 철폐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품목별
수출증대 효과는 양국 모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수출규모 대비 한국과 남아공의 수출증대 효과는 각각 35.7%와
11.9%로 시산되었다.33) 특히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아공은 1차 산업 분야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33) 2005년 기준 한국의 대남아공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억 달러, 11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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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체결시 양국의 수출증대 효과
구 분(HS 코드)
<1차 산업>

(단위: 천 달러)

한국의 수출증대 효과

남아공의 수출증대 효과

FTA 체결 후 증가액

FTA 체결 후 증가액

126,576

48,313

농수산물

1~14

3,042

-

가공식품

15~24

-

-

광물생산품*

25~27

123,534

48,313

221,279

48,444

<제조업>
석유화학

28~40

-100,133

-

섬유/의류/가죽

41~43, 50~67

-64,470

9,206

금속1차제품

71~83

-

-

일반차량/부품

87

261,242

2,983

기타 수송기기

86,88,89

-

-

정밀기기

90~91

-

-

기타 제조업

44~49,68~70,
92~97

30,582

-40,845

컴퓨터

8471, 8473

-

56

반도체

8541, 8542

-

-

통신장비

8525, 8526,
8529, 8517

163,804

342

가전기기

85(나머지)

-69,754

24,821

기계

84(나머지)

-

51,881

주: 예상 외로 한국의 대남아공 광물생산품류(HS 25~27)의 FTA 수출증대 효과가 1.2억 달러로
추정되었음. 광물자원 빈국인 한국의 광물생산품 수출증대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은 남아공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하고 다시 가공 등을 통해 남아공으로 수
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증대효과는 타당성이 있음. 통계치로 살펴볼 때 광물성연료
(HS 27)의 경우, 2005년 기준 한국의 대남아공 수입액은 1,100만 달러인 데 반해 대남아공
수출은 이보다 3배 이상 큰 3,680만 달러로 확인됨.

나. 건설플랜트
1) 기본사항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진출여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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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및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구
축이 필요하다. 사업수주 여부는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유력인사에 의한 지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human network)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아프리카 시장은 정부관료의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경직된 관료주의 등으
로 일반 개도국과는 다른 시장특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정부부
처나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하다. 지난 2006년 한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할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
다.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한ㆍ아
프리카 에너지 장관포럼(가칭) 을 창설하여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이집
트, 리비아 등의 주요인사 초청 및 협력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프로그램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주활동에 앞서 종합적인 시장조사 기능 및 프로젝트 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입장
에서 볼 때 미개척 지역으로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다. 우리 기업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밝은 편이지만 아프리카 시장에 관해서
는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빈약한 실정이다.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아
프리카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
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시의 정확한 정보입수채널 구축은 수주 성공 여
부와 직결될 수 있다. 대규모 건설수요는 에너지관련 플랜트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되는 북부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들 진출거점지역에 프로젝트 발주정
보체계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건설주재관(플랜트 전문가)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아프리카지역은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의 개발자금 지원비중
이 높은 지역이므로 원조성 차관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입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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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로젝트 수주조건으로 시공자 금융을 강력히 요
구하고 있어 진출업체의 금융조달 능력이 프로젝트수주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일본 및 구미 선진업체들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
고 있는 것도 설계능력 등 기술적 우위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조달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망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ODA 지원을 통한
타당성 조사 또는 개발조사(Development Study)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발조사 사업은 그 성격상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타당성조
사 등으로 끝나지 않고 본 사업의 시행이라는 후속사업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유상차관 등의 협력수단과의 연계를 기할 수 있다.

2)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의 Trend 분석을 통한 진출
최근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① 육상
유전에서 해양유전으로의 투자자본 이동 ② 고부가가치 플랜트시장 형성 ③
송유관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수요 확대 ④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6-12.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을 기본전략
거점지역 프로젝트 발굴사업
에너지ㆍ플랜트 시장조사
에너지연계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 조사

시장정보 DB 운영사업
시장 및 프로젝트 정보
주요인사 이력관리

한ㆍ아프리카 에너지장관 포럼
거점국가 에너지장관
초청

진출전략 프로젝트 사업성 진단사업
사업성, 기대효과 등 타당성 조사
수주 추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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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환경의 변화(Mega Trend)
고부가가치 플랜트

해양유전으로의 투자자본 이동
육상유전
해양유전
서부 기니 만 해양유전의
전략적 가치 부각
오일 메이저의
해양유전 투자 급증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수출용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확대
역내 국가간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수요 확대

Mega Trends
in Africa

원유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출
천연가스 회수 및
고부가가치
가스플랜트

에너지 플랜트
수요 확대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생활경제 개선에 따른 전력수요
아프리카 통합 전력망 구상

특히 아프리카의 발전 플랜트 개발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력은 아
프리카 개발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EIA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104GW의 아프리카 발전용량이 2030년에는 247GW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매년 6,000MW급의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규모로 1MW 당 건설비용을 100만 달러로만 가정해도 연평균 60억 달러의 전
력시장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아시
아 지역과 함께 가장 높은 발전용량 증가율을 의미한다.34)
이러한 분석은 경제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석유ㆍ가스 개발이 활
발히 진행 중인 아프리카에서 전력부족이 상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나이지리아, 남아공,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등의 자원부국들은
최근 들어 전력개발 및 확충 프로그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34) 세계은행은 MDGs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0억 달러를 전력개발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 분석한
바 있다.

06.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 191

그림 6-14. 2030년 지역별 발전용량 증가율 전망

(단위: 연평균 증가율, %)

자료: WTO(2007).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규모와 성장속도는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
으므로 이를 염두에 둔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플랜트 시장규모를 보
면,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15.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플랜트 시장규모

주: 최근 10년간(1998~2007년) 발주규모.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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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거점국가의 부문별 플랜트 발주규모 및 비중(1998~2007년 누적)
(단위: 백만 달러, %)

나이지리아

남아공

리비아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전력

오일ㆍ가스

해양설비

석유화학

기타

계

37,083

51,611

12,118

14,284

76

120,383

(30.8)

(42.9)

(10.1)

(11.9)

(0.1)

(100.0)

3,184

18

-

2,996

3,260

9,458

(33.7)

(0.2)

-

(31.7)

(34.5)

(100.0)

5,225

6,899

-

3,557

639

16,320

(32.0)

(42.3)

-

(21.8)

(3.9)

(100.0)

7,736

43,132

-

5,900

5,181

61,944

(12.5)

(69.6)

-

(9.5)

(8.4)

(100.0)

2,201

5,440

6,447

1

120

14,209

(15.5)

(38.3)

(45.4)

(0.0)

(0.8)

(100.0)

5,726

17,565

799

6,603

901

31,599

(18.1)

(55.6)

(2.5)

(20.9)

(2.9)

(100.0)

최근 10년간 나이지리아의 플랜트 발주총액은 1,200억 달러로 알제리의 2배
에 이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제리, 리비아, 앙골라 등
역시 고유가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건설플랜트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아프리카 각국은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방향 등에 따라 발주 분야에서도 다소 차
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거점국가별 플랜트 분야별 비중은 [표 6-13]과 같다.
나이지리아는 석유ㆍ가스 및 전력, 남아공은 전력 및 석유화학, 리비아는 전력 및
석유ㆍ가스, 알제리는 석유ㆍ가스, 앙골라는 석유ㆍ가스 및 해양플랜트 설비, 이집
트는 석유ㆍ가스 등이 30% 이상의 높은 발주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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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아프리카 거점국가별 건설플랜트 발주 특성
발주 특성
나
이
지
리
아

▣ 해양 유전ㆍ가스전 개발 관련플랜트 발주 붐
▣ 해양설비 개보수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발주 확대
▣ 오일 메이저(현지법인)에 의한 플랜트 발주시장 형성
▣ 대규모의 고부가가치 가스처리플랜트 발주 확대
▣ 전력플랜트 발주 물량 급증(2007년 경우 발전소 증설에 132억 달러의 예산배정)
▣ 자원개발과 발전소 건설을 연계시키는 정책 구사
▣ 해양 플랜트 발주가 주종을 이룸

앙

▣ 정유 및 LNG 플랜트 건설 추진 중이나 아직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

골
라

▣ 내전 종식 이후 사회 인프라 건설 붐
▣ 대규모의 건설플랜트 시장형성 단계
▣ 중국의 앙골라 건설플랜트 시장장악 가능성 높음

이
집
트

▣ 대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시장 형성
▣ 2022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석유화학시설확충 마스터플랜에 따라 대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음
▣ 알제리와 함께 석유 및 가스를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유럽 수출용 가스관 증설 프로젝트 확대

알
제
리

▣ 지리적 특성상 나이지리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유럽 송유관 및 가스관의
경유지
▣ 파이프라인과 함께 정유시설, 수출용 가스저장시설 등의 다양한 석유화학플랜트 발주
확대
▣ 전력 수급을 위한 가스화력 발전소, 담수플랜트 등의 발주 확대 예상

리

▣ 전력난에 따른 신규 발전플랜트 발주 확대

비

▣ 가스관 및 송유관 증설, 신규 석유화학플랜트 발주 확대 예상

아

▣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각종 건설 프로젝트 재개

남
아
공

▣ 전력 플랜트 건설에 대한 수요 급증
▣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
▣ 2010년 월드컵 개최 및 경제호황에 따른 건설 붐으로 전력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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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IT)
1) IT 강국으로서의 위상강화: Digital Divide 해소지원
IT 산업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산업협력을 진전시키는데 있어 가장 유망
한 분야이다. 국내 IT 산업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지원을 통한
유대강화 등 무형의 협력기반 구축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보화 격차
(Digital Divide) 해소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협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아프리카로 확산하
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여건을 형성하는 데 일
조하게 된다.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IT리더로서 IT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에의 기여를 통해 아프리카의 정보격차 해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

표 6-15. 아프리카의 정보격차 해소지원 전략
분류기준

A군

아프리카
경제대국으로,
IT 발전 잠재력이
높음

대상국가

알제리ㆍ남아공ㆍ
나이지리아ㆍ
모로코ㆍ튀니지
(5개국)

지원 우선분야
한국형 정보화 활용모델 제시
국가 IT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정보화 응용 및 활용분야 협력 추진
전문 고급인력 중심의 협력사업
고급 전문가의 기술자문 및 정책자문
전자정부 등 SI 분야에 대한
타당성조사(F/S) 지원 강화

아프리카 중견국가로, 케냐ㆍ수단ㆍ콩고ㆍ
B군 장기적으로 IT 발전이 탄자니아ㆍ세네갈ㆍ
기대되는 국가
가나ㆍ탄자니아

IT 발전모델 및 전략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지원
잠재적 시장진출기반 조성
연수생 초청사업 확대

C군

봉사단 파견 등 기초인력 중심의 지원
사업
정보화 마인드 촉진(IT 교육)
정보격차 해소 사업 강화
국제기구와의 연계

아프리카 통신빈국

나머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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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지원 사업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내용 면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연수생 초청사업에 국한되어 왔다.
제한된 예산규모하에서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
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특성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A군의 경우, 경제규모가 크고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정보
화 응용 및 활용분야에서의 지원협력이 요구되는 국가군으로 정책자문 및 기
업의 시장진출과 직접 연계 등이 필요하다. B군의 경우, 아프리카지역 내에서
경제규모가 중간정도이고 정보화 수준이 낮은 국가로, 향후 잠재시장으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 ‘IT Korea’ 홍보 노력 등이 요망된다. 그리고 C군의 경우, 아
프리카 통신 빈국으로 시장진출 기반조성 목적 보다는 봉사단 파견 등 기초인
력 중심의 지원 사업에 역점에 둘 필요가 있다.

2) 중점국가와의 IT 협력 강화
진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선택’ 과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53개국에 달하는 아프리카지
역은 IT 시장규모 및 성장성, IT 발전수준, 제도 등 시장 환경에 있어 국가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가가 있는 반면에, 인터넷망은 물론이고 전화선조차 연결이 어려운 통
신 최빈국도 적지 않다.
IT 협력 역점국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의 정책의지, 인적 능력,
인프라 여건, 기업현황, 관련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제규모, IT 교역현황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
에도 외교관계 등 관련성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선 협력시장으로는 남아공,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이
동통신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신흥 통신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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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 국가들의 정보화 정책은 ‘1가정 IPC’ 정책에서부터 각종 행정 및
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전자정부 구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진출 또는 협력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신 빈국으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단기적
으로 수익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 6-16. 아프리카 IT 진출 유망국가
시장성

성장성

발전성

통상환경

정부간
교류

협력
유망성

총 점

남아공

70.99

24.7

39.2

57.1

12

90

49.2

이집트

51.21

47.1

27.5

8.8

42

60

40.6

알제리

26.75

98.2

20.2

16.5

15

45

36.3

튀니지

26.34

73.6

37.1

4.2

36

30

34.4

나이지리아

38.13

91.7

14.3

1.2

6

45

32.0

모로코

43.53

39.2

29.1

0.2

9

30

24.6

케냐

26.93

50.6

16.0

26.0

0

0

17.9

[그림 6-16]은 아프리카 IT 협력 역점국가별 IT 시장여건 및 목표시장을 제
시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책대안들
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 발전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
의 경우 과학기술신도시 건설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가 유망하며 IT Korea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하다. 알제리는 통신망 현대화
와 국가 정보화(전자정부 구축, 행정 전산화 등)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IT 분야의 공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SI 산업은 사용자의 환경 요구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통합구
축, 관리, 교육, 유지보수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종합산업으로
IT 서비스산업 중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SI 업체들은 국가기간전
산망 구축사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 동남아 등으로 활발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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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아프리카 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의 경우 역시 아직까지는 IT 산업발전 수준이 태동기 단계로 단기간
내의 이익창출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성장 잠재력과 인근 북아프리카 및 중동

그림 6-16. 아프리카 중점국가별 IT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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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집트 IT 시장은 매력적이다. IT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첨단 IT 제품의 세일즈 외교와 함께 행정 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전자정부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전자정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제
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IT 정보망 구축
통신수단의 발달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국내의 종합적인 분석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아프리카 IT 시장은 미개척 지역으로 다소 생소하다.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보가 크게 부족하므로
종합적인 IT 정보망 구축이 절실하다. 아울러 현지 시장조사 기능이 강화되어
야 한다. 중동이나 동남아 IT 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밝은 편지이지만,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는 빈약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중
소 IT 업체들의 마케팅 지원정책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아프리카 진출의 어려움으로 정보
부재를 꼽고 있다. 시장조사 기능은 현지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은 실
질적인 정보에서부터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킹 등에 이르기까지 진출 활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정보의 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
진출 준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IT 산업정책 및
동향 등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IT 관련기관이나 업체 등에 국내 IT 업체와 상
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IT 분야의 수출증대 및 투자
진출을 측면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 I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
프리카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인적네트워크(Human Network) 구축을 통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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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마련도 중요하다. 일례로 아프리카 전략국가에 정보통신 전문가를 파
견하여 해당국의 정보통신정책 및 정보화계획에 대한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자원개발
가.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의 정립: 패키지형 진출
석유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금, 고급기술, 높은 위험성, 장기투자
등의 특징을 가진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결국 석유개발사업
에서 핵심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
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동남아, 중동에서 입증된 플랜트
및 SOC 건설기술 활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발전설
비, SOC 건설기술에 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공인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형 사업방식의 전
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산유국의 협력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전략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자원개발과 플랜트 건설
을 연계시키는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이지리아의 사례35)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자원개발
과 동시에 극히 낙후되어 있는 전력망, 도로, 통신 등 인프라 건설을 패키지로

35) 입찰 당시 인도 석유공사(ONGC)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발전 부문을 연계시킴으로써 낙찰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는 ‘한국형 해외자원 개발모델’의 첫 번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
억 배럴(우리나라 원유소비량의 2.5년치에 해당)이라는 규모도 그러려니와 아프리카 자원 확보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우리가 앞서 선점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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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아프리카 산유국의 여건과 협력수요를 감안하여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관련 산업의 동반진출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고 하겠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에너지 업계 간 동반진출 컨소시엄 구
성 및 진출전략 수립 등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자본력이 제
한되어 있는 딜레마에 있다. 또한 메이저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며 산유
국에 대한 교섭력은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원유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 적합한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
탕으로 할 때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시의 정확한 정
보입수채널 구축은 사업의 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광

그림 6-17. 아프리카 자원개발 진출전략 개념도

자원협력채널 구축

자원개발

아프리카 협력수요의
전략적 활용
ㆍ나이지리아에서의 성공
경험 활용

자원외교

아프리카 자원개발

(정상방문)

컨설팅 센터 구축

상호 연계

(동반진출)

건설플랜트
(전력ㆍSOC 등)

진출기반 조성(진출역량 집결)
ㆍ 동반진출을 위한 산업계간 협력체제
ㆍ 개발원조, 금융, 보험 등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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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흥공사 및 석유개발공사 등 전문기관에 아프리카 자원 관련 전문 컨설팅
센터 구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자원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자원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림 6-18]은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전력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착안, 우리의 우수한 전력 플랜
트 역량을 접목함으로써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 기회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
그림 6-18.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의 대표적 성공사례
구분

주요내용

나이지리아
(유전⇔발전)

전력사정이 열악한 나이지리아에 발전사업 진출을
연계하여 20억 배럴(한국 지분 12억 배럴) 규모의
해상광구 확보(2006. 3)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는 나이지리아에 100억 달러
규모의 철도사업을 연계하여 생산유전 지분확보 추진 중

마다가스카르
(니켈광⇔발전)

세계 3대 니켈광산(암바토비) 개발사업에 캐나다,
일본 기업과 함께 참가(우리 지분 27.5%)
120MW 규모의 화력발전소(1.8억 달러 규모)
수주(2007. 2)

자료: 산업자원부 자료 제공.

표 6-17. 거점국가별 자원개발 연계가능 플랜트 분야
플랜트 개발수요
발전
거점국가

교통
(도로/철도)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리비아
자료: 한국산업플랜트협회 등 전문가 회의를 토대로 작성.

오일&가스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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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4.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개발 ⇔ 전력
▣ 남아공은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량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개발수요가 높음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호황과 산업시설 및 신도시 개발 붐 등으로 전력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하고 있음
- 더욱이 2010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로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력관리 및 전력생산 증대가 절실한 상황임
- 대부분의 전력 인프라는 과거 백인시절 당시에 구축된 것으로, 흑인정권 탄생 이후부
터 지금까지 전력생산 증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음
▣ 2005년 남아공 정부는 2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에 착수하였음
- 제1차 사업으로 2011년까지 1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2차 사업으로는 2025년까
지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생산을 배증한다는 방침임
- 남아공 정부는 현재 3% 미만에 머물고 있는 전력예비율을 일련의 송ㆍ발전 확대계획
을 통해 최대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전력증강 사업의 주요 골자는 발전능력 확대를 통한 전력생산량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송전시설 확충을 통한 전력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아공의 전력증강사업 총예산(200억 달러) 가운데 140억 달러를 2007~2011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서도 발전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가 88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
로 이루어지며 배전과 송전 분야에는 약 43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임
- 남아공 정부의 목표대로 2012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연평
균 전력 수요가 4.2% 증가하게 되어 2025년에는 약 2,141MW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임
향후 5년간 전력증강 투자계획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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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남아공 전력청(Es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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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5.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 전력ㆍ교통인프라
▣ 나이지리아에는 세계 각국의 오일 메이저들이 대거 진출, 석유개발 붐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착 나이지리아가 필요로 하는 하류부문과 인프라 시설은 극히 열악한 실정임.
▣ 나이지리아는 경제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인프라 부재에 있다고 판단, 전력 및 교통
망 등의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경제개발전략(NEEDS) 역시 전력 및 교통인프라 확충,
농업개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전력망
교통 인프라

▣ 절대적인 전력공급 부족
▣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안한 전력공급
▣ 항만 건설 및 현대화, 철도 보수 및 개선
▣ 철도망 확충 및 현대화

▣ 현재 전기 보급률은 4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매우 열악한 실정임. 그
마저도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전력 공급이 매우 불안정함.
- 나이지리아에서는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대 도시인 라고스
에서조차 전력공급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공장, 상업시설 및 공사현장과 대부분의 중상류층 이상 가정 등은 자가
발전기를 보유, 전력공급 중단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열악한 전력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 확
충계획을 수립하였음.
- 2005년에는 국가통합발전플랜트(NIPP: National Integrated Power Plants) 프로젝트를
수립, 총 25억 달러 규모의 발전소 5기(총발전용량 1,580MW) 건설에 착수하였음.
-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에 독립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lants) 프
로젝트 방식을 도입, 전력산업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 및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
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극히 낙후되어 있는 철도ㆍ통신ㆍ도로 등의 사회 기간 인프라를 확충
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예컨대 2007년에는 연방정부 예산에 포함된 잉여 원유계정을 활용해 철도건설에 8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석유공사의 나이지리아 해상유전 광구(2개) 개발 참여를 계기로,
POSCO가 나이지리아의 철도건설(1,500KM) 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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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는 ‘한국형 해외자원 개발모델’의 첫 번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는 해외 에너지진출에 있어 에너지 플랜트와의 동반진출, 정상외교 등의 외교
역량이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프리카 거점국가들의 개발수요에 비추어 볼 때, 자원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는 플랜트 부문은 [표 6-17]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나. 자원외교의 강화
해외 석유개발사업 역시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외교적 노력
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력이다. 즉, 해외자원개발 획득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의 하나는 외교를 통하는 방법이다. 더욱이 전세계가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외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재론의 여지
가 없을 정도이다.
흔히 21세기형 자원강국은 자원 매장량이 많은 나라보다는 자원의 개발 및
생산권을 많이 확보한 나라라고 한다. 설령 자원 빈국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자원개발과 생산권이 많은 나라가 자원 강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간
대화와 협력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은 정부의 외교력에 의
해 견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간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상대국 핵심 결정
권자와의 접촉이 정부의 외교차원에서는 용이하여 협상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원 강국들의 사례를 보면 해외자원 획득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
로 자원외교가 동원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
인 등은 외교력을 앞세우며 해외 자원개발시장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참여정부 역시 전세계 주요 산유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에너지 외
교를 펼쳤으며 그 결과 주요국과의 자원협력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가장 큰 의의도 바로 자원외교

06.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 205

이다. 자원 확보는 단순히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
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교력을 발휘한 것은 석유 확보
의 다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외교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
해 산유국과의 긴밀한 에너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개발
사업의 짧은 역사, 이로 인한 기술 및 경험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바로 자원외교이다.
표 6-18.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성과사례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추정매장량 10억 배럴 규모의 대형유전(한국측 지분 2.7억 배럴)
2004년 9월 정상순방시 잠빌광구 공동개발 MOU 체결
2006년 9월 제3차 한ㆍ카자흐 자원협력위원회에서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로 매입협상 타결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추정매장량 37억 배럴 규모의 대형유전(한국측 지분 15억 배럴)
2004년 9월 정상순방 시 공동개발 MOU 체결
2005년 12월 지분매입계약 체결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추정매장량 15억 배럴 규모의 가스전(한국측 지분 3억 배럴)
2005년 5월 정상순방 시 공동개발 논의
2006년 8월 생산물분배계약 체결(2006. 8)

자료: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정리.

4. 개발협력 지원
가. 아프리카 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곤
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현안이다. 개발원조(ODA)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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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세계 10
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는 개발원조의 확대가 선결요건이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국민 1인당 원
조액으로 볼 때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의 1/10 정도이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체 ODA의 35% 이
상을 아프리카에 집중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ODA 비중
은 6~7%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측면뿐 아니
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규모에 걸맞는 책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도 지
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 국가 이
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종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익도 자못 크다. 개발원조 확대
는 당장은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겠지만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의 실리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공적
개발원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나. 비교우위 분야와 협력 니즈의 조합
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오늘날 아
프리카의 빈곤은 해외원조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개발원조는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외원조의 성패가 ‘얼마를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은 대외원조를 다루는 국제학계와 시민사회가 역사에
서 얻은 교훈이다. 따라서 원조규모가 작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제한된 예산범위 범위에서 지원효과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와 아프리카 측의 협력 니즈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예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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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 분야
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 ‘소프트 파워’ 자산을 보유
하고 있는 만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개발경험의 전수일 것이다. 빈곤완화가 21세기 국제사회
의 가장 기본적인 원조방향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개발모델은 아프리카 저개
발국에게 매우 유효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지구상에서 빈곤과 후진성을 탈피한 유일한 국
가로 공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
제개발 경험 전수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만의 독
특한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
의 경험을 딛고 압축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지원공세를
펴도 우리의 개발경험은 분명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 유익한 모델이자 숭모의
대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등 농촌 및 사회의식 개발 사례,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정책의지 하에 수출 주도 등 자국의 특징을 살린 종합적인 경
표 6-19. 아프리카 거점국가의 개발수요 및 지원전략
중점국가

개발수요

지원수단 및 전략

무
상
원
조

<1순위>
탄자니아ㆍ
마다카스카르ㆍ가나
<2순위>
모잠비크ㆍ세네갈ㆍ
르완다ㆍ말리

농촌개발
직업훈련
교육 및 보건
기초인프라 건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무상
중심의 원조지원
한국의 발전경험 집중
전수(새마을운동 등)
국별 프로그램을 수립, 단계적으로
적용

유
상
원
조

<1순위>
앙골라ㆍ알제리ㆍ이집트
<2순위>
나이지리아ㆍ남아공ㆍ
리비아

산업기술협력
민간산업육성
외자유치
수출산업 육성
교통ㆍ통신ㆍ전력망
IT 산업 육성

유상 중심의 원조제공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개발조사(Development Study) 지원
수출금융 등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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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 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 경험은 이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경제개발 경험전수는 제도 수출이라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 우리 기업의 원활
한 현지시장 개척 등 간접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개발경험의 전수가 실효
성을 가지려면 아프리카 53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개발경
험 사업은 일종의 지식공유산업인 만큼 일회성 세미나나 단기연수 등 단편적
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인적자원개발(HRD)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
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 아프리카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실하
다.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체험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육성에 중점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산유
국의 경우, 이들은 대체로 부유하므로 자금 또는 자본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한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특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 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고급관리 및 고급경영자의 한국 연수프로그램
이나 한국인 파견에 의한 특정부문 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인력자원의 현지훈
련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
셋째, 글로벌 IT 리더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기여가
가능하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보격차를 심
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아프리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
고 있다. IT 지원은 의료나 식량지원 등과 같은 순수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성
격이 사뭇 다르다. 식량원조나 구호자금 지원 등은 일회성의 단순 지원이지만
정보통신 지원은 수원국이 생산과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과 제품의 진출이 수반된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전수, IT망 구축지원, IT 정책자문, IT 훈련센터 건립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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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의 실질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중점 대상국은 경제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아프리카국가들을 중심
으로 하되, 이들 개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신환경에 따라 차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보건 및 의료분야로서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기본욕구(BHN)이며, 보건의료의 후진성은 경제ㆍ사회개발에
도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의
료시설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층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보건 전문가 파견, 의약품 지원, 의료장비 지원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굶주림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빈곤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농
업개발 지원도 절실하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
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하루 생활비 1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선에 시
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
제사회에서 핵심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세계은행은 반세기에 걸친 원조성과를
분석한 결과,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증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인식
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대
외원조 중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더욱이 장기적인 정
책이나 전략의 수립이 없이 단기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우수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고품질 다수확 농산물
을 재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 일류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농촌개발 지원은 타 분야 지원에 비해 경제ㆍ사
회적 파급효과도 크므로,36)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빈곤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36) 아프리카에서 농업생산량이 10% 증가할 경우, 하루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 인구가 약 9% 정도 감소
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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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국가(모범국)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의 채택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특정 모범국가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목표달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되
기 때문이다. 즉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은 지원대상국가에 대해 장기
적 계획에 의거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원조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 개발경험의 효과적인 전수 등과 같은 ‘한국 특유
의 개발프로그램’의 접목이 가능하며,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
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확산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좋은 지원모
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에는 수원국의 개발잠재력, 경제협력수준, 외교적 고려,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관심 정도 등이 여러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본 보고
서에서는 전문가그룹회의 등을 통해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가나 등 3개국을
최우선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는 빈곤 극복의 의지가 강하고 국가
거버넌스가 비교적 양호하여 한국형 개발원조가 비교적 잘 접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아프리카에서 정치ㆍ사회적으로 가장 안
글상자 6-6. 선(先)집중

후(後)확산

1단계(2007~2015년): 전략국가에 대한 집중 지원
-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국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수립하고 발전역량을 집중 지원함.
- 각 국가에 대해 중장기 경제발전을 지원하게 될 3~5년의 국별 프로그램을 수립함.
2단계(2015~2030년): 인근국가로 한국형 원조모델 확산 유도
- 전략국가의 경제발전 경험이 인근국가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전략국가에 대한 원조 성과가 인근 국가들에게 파급되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와 한국형 개발원조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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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무상) 전략국가
1순위
대상국1)

추진
시기

2순위

④ 모잠비크
① 탄자니아
⑤ 세네갈
② 마다가스카르
⑥ 르완다
③ 가나
⑦ 말리
2007~2015년
(1단계)

2015~2030년
(2단계)

특징 및 내용
블랙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으로 정치적 안정
국가 리더십과 거버넌스 양호
한국형(形) ODA의 수용능력 및 협력의지 높음
한국의 개발경험 전파를 위한 거점국가
국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통한
발전역량 집중지원
전략국가의 경제발전 경험이 인근국가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

자료: 아프리카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토대로 작성.

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
고 있다. 탄자니아는 최근 수년간 6%를 웃도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동아프리카의 모범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물게 민주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서아프리카의 가나
역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가나는 1960년

그림 6-19.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 비교

자료: AfDB/OECD(2006).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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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부터 수차례의 군사정권과 민선정부가 반복되면서 정정불안과 경제적
낙후로 퇴보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 평화적 정권교체 등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
가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 일본, 서구 유럽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가나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면서 서부 아프리카 개발원조 활동의 기지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발전 가능성은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공사(IFC)는 탄자니아와 가나를 아프리카 모범국가
로 꼽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개발에 필
수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정보격차 해소, 보건 및 의료 분야, 농촌개발 등을 집
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0]은 아프리카형 지원모델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특정국가의 특
정분야(농촌개발)에 대한 집중적 또는 체계적인 지원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20. 아프리카형 지원모델의 예시: 농촌개발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수립 및 기초인프라
지원 단계

본격사업 추진단계

사업정착 지원 단계

ㅇ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 관개시설 확충,
경지정리, 마을길 포장
등

ㅇ 기초조사를 통한 종합
지원프로그램 수립
- 지역정보 수집, 수요
파악 등
ㅇ 농업기술 전파 등을
위한 주민 자치단체
조직
- 주민조합 및 부녀회
결성, 지도자 교육훈련
등

▷
ㅇ 소득증대 사업 추진
- 종자개량, 영농기술
보급, 생산물 유통,
소규모 마을금고 운영
등

ㅇ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자체적인
운영방안 수립
지원
▷
ㅇ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모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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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혜관세제도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은 ODA 지원 말고도 아프리카 최빈국산 제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는 지난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해 무관세ㆍ무쿼터로 수
입품목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혜관세제도의 확대는 산업화와 경제개발
을 시도하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에게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
로써 10대 경제대국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혜관세는 UN이 정한 50개 최빈국에
대하여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최빈국과 그 외의 개도국에 대해 특
혜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GSP)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최빈개도국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논의는 이미 오래 전에 국제적인 이
슈로 등장하였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국
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와 더불어 최빈국산 제품에 대해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
로 시장접근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12월 개최된 도
하개발어젠다(DDA)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 또는 자발적 참여 개도국은

표 6-21. 지역별 최빈개도국(LDC) 명단
지역

국가명

아시아(14)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티,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아프리카(34)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중앙아,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감비아, 이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 잠비아

중남미(1)
중동(1)

아이티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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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또는 DDA 협상결과 이행 시점까지 최빈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
세ㆍ무쿼터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
며, 실제로 선진국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2001년도부터 대부
분의 섬유제품에 대해 무관세의 우대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미국 역시 2001년
도부터는 이들 품목들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2003
년도부터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무관세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부터 WTO에서 권고하고 있는 116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서만 무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수출을 확대할 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라도 시장접근 혜택품목을 현재의 87개에서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상자 6-7. 주요국의 대(對)최빈개도국 특혜관세 부여 현황
▣ EU
ㅇ 무기, 설탕, 쌀, 바나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허용
ㅇ 2009년부터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 계획
▣ 일본
ㅇ 농산물 1,600여 개 품목 중 496개 품목(특혜율: MFN의 50~90%), 공산품 4,400여 개
품목 중 4,319품목에 대해 무관세 허용
▣ 미국
ㅇ 총 9,000여 개 품목 중 8,255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허용(대상국가 제한)
▣ 캐나다
ㅇ 일부 낙농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 허용
▣ 호주ㆍ헝가리
ㅇ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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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제규모나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얻는 무역수지 흑
자를 고려한다면 이들 최빈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
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34개 아프리카 최빈국에 44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였으
며 이들 국가로부터 약 11억 달러 어치를 수입(주로 원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
해 3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입국 정책을 통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한국으로서 최빈개도국들과의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향유했던 특혜관세제도를 나누어줌으로써 이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6-22. 한국과 아프리카 최빈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아프리카 최빈국(34)

44.1

10.7

33.4

전세계

2,968.1

2,818.1

150.0

비중(%)

1.48

0.38

22.3

주: 2006년(1~11)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마. 한국 농촌개발경험의 전수37)
1) 아프리카 농촌의 현실과 개발지원의 필요성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 문제와 직결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농
촌 인구비중이 64%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부
문의 비중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38)
아프리카 농업 여건은 극히 열악하다. 인프라 미비, 가뭄 및 불안정한 기후
조건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아프리카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계
37) 전승훈 외(2007).
38) FAO(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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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그리고 낮은 수준의 외국인투자 및 원조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말미
암아 아프리카 농업은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농촌개발 없이는 빈곤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아프리카 농촌개발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표 6-23. 아프리카의 농업인구 및 농업생산성 비교
농촌인구

농업종사
인구

전체인구
대비 %

전체인구
대비%

GDP
대비 %

2004년

2004년

2004년

농업 부가가치
연간
성장률(%)

1인당 농업
부가가치

총요소
생산성

연간
성장률(%)

변화율
(%)

1992~2004년 1992~2003년 1981~2000년

전세계

51

41

5.8

2.3

2.2

-

개도국

57

49

10.3

2.9

2.2

1.7

중동 및 북아프리카

39

26

9.9

2.6

2.1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4

59

16.2

3.4

1.4

1.9

자료: FAO(2006).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농촌 및 농업개발은 아프리카 빈곤 해결의 중요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간 우리는 아프리카 농업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 프로그
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개발하고 짧
은 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접목하여 아프리카 빈곤극복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은 자금지원이나 투자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 아프
리카에 효과적인 농업기술이 이전되어서 자생적으로 농촌개발이 유도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자생적인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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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분명 아프리카 농촌개발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아프리카에의 적용 가능성
1970년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농촌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에서 그간 국내뿐만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나 NGO로부터 개발도상국 농촌개
발모델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 많은 개도
국들은 새마을 운동의 도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 전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또는 여건에 맞추어 모델을 수정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는 매우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
문화적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전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경험
에 비추어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우
리가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국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을
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새마을 운동은 기본적으로 마을을 기본단위로 주민
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농촌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물론 민주적 방법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고, 마을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통이 있는 마을
이라면 모델 적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령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부족장이나 대지주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델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이 열악하고 땅은 넓은데 영농인구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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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집단농업을 하지 않거나, 유럽자본에 의한 대농장(plantation)
을 운영하는 국가가 많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 것이 어
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개발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강한 농촌개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
하다.

3) 국가별 여건에 따른 개발 모형
아프리카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 여건이 매우 다
르다. 레소토나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몇몇 국가에는 다른 인접국가로 일을 찾
아 이동하는 이주성의 농업 인구가 많다. 다른 나라에는 한 해 내내 한 지역에
서 머물지 않고 계절에 따라 이주하는 목축민들이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농
업ㆍ농촌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아프리카의 농업ㆍ농촌개발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개발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식량부족이 극심하고 소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식량증산을 통
한 기아극복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국 후, 그리고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녹색혁명을 이룬 미곡증산
의 경험을 아프리카에 전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발모델이 될 것이다.
같은 소농중심의 농촌지역이지만, 식량부족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고 농
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어민소득증대특별
사업과 같은 농촌개발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작
물생산 위주의 영농형태를 탈피하고 생산품목을 과수, 채소, 특용작물, 축산 등
현금성 품목중심으로 다양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
업생산시설의 지원, 저장 및 가공시설의 지원,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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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레소토나 부르키나파소와 같이 이주성 농업인구나 계절에 따라 이주하는 목
축민들이 많은 국가에 있어서는 개간과 주택마련 등을 통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ㆍ농촌 개
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 사업 시행보다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는 점이다. 어느 정도 공동체 기능을 하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지도자의
농촌개발 의지가 강한 국가에서는 종합적 개발방식의 새마을운동을 범국가적
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지원전략: ‘선택’과 ‘집중’
제한된 자원으로 아프리카의 농촌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
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국가를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지원 대상 국가의 선택에 있어서는 첫째, 지원에 따른 개발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를 최우선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UN의 천년개발목표(MDG)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목표 달성 및 범지
구적 과제해결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에서 대상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빈곤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개발
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
라의 새마을운동에서 보듯이 국가 지도자의 개발의지가 성공의 열쇠이기 때
문이다.

07

요약 및 결론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아프리
카와의 협력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와의 경제협력에서 아프리카가 차지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의 잠재성
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와의 협력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자원 확보가 아닐 수 없다.
석유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
치지 않은 막대한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유의
존도는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 부분 중동지
역 대체도 가능하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석유자원 이외에도 우리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광물
자원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석유자원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도 가능하
다지만 광물자원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프리카는 우리의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자원수급 문제는 시장경제
의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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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를 자원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적극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적 노력을 가동할 때이다.
둘째, 아프리카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낙후된 산
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플랜트 파급효
과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
리카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당하다시피해
왔으나 최근의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
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
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의 대아
프리카 수출이 100억 달러대에 진입한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
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이다. 특히 아
프리카는 UN 회원국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다중적 또는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사실상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협
력의 대상에서 늘 멀어져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ODA) 비중
은 7~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도입 비중도 4~5%에
머물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
고 있는 콩고와 아프리카 신흥 산유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앙골라에는 외교
공관조차 없다. 물론 우리와의 협력면에서 아프리카가 동남아 등 다른 개도국
들과 같은 입장에서 다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된 정책으로 계속 머무는 것이 과연 한국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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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
력채널과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와의 협력
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아프리카 진출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진출전략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
서는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 따라서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
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거점 또는 중점국
가 선정을 통한 시장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물론 중점국가는 해당기업의 업종
이나 진출동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전략적 차원에
서 ‘3 plus 3’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접근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아
프리카 자원강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핵심시장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와의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
은 경제규모가 왜소하고 개발잠재력이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반면에 이들 국
가들은 잠재력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무역ㆍ투자, 자원개발, 건설ㆍ플랜트, 정보통신(IT), 개발
협력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진출 또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
책수단들이 고려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남아공과의 FTA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의지이다. 남
아공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보다 적극적
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남아공 양국 모두는
FTA 체결 의지나 로드 맵(Road Map)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ㆍ남아공 FTA
는 실질적인 협력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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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SACU라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원칙적으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FTA 체결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남아공이 SACU를 주도하
고 있는 만큼 남아공측과의 FTA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AC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역시 남아공과의 개별접근
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남아공의 의지 등을 감안
할 때, 우선 제1단계로 관세인하 등 교역 부문에 한정하고, 추가 협상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ACU와의 FTA 협
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FTA 협상범위에 따른 이견
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정부조달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SACU측은 기본적인 시장
접근 협상만을 원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 등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
은 분야의 관세감축이 FTA 협상의 관건이다. 자동차 및 부품 등을 비롯한 우
리나라의 주요 수출 공산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될 경우에는 일
정 부분의 수출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아공의 자
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한국의 수출증대 효과는 2.6억 달러 이
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원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진출전략이다. 나이지리아의 경험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자원개발과 동시에 극히 낙후되어 있는 전력망, 도로, 통신 등 인프
라 건설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아프리
카 산유국의 여건과 협력수요를 감안하여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전력망 구
축 등 에너지 관련산업의 동반진출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외 석유개발사업 역시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외교적 노력
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 지원보다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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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력이다. 즉, 해외자원개발 획득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의 하나는 외교를 통하는 방법이다. 더욱이 전세계가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외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재론의 여지
가 없을 정도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정부의 외교력에 의해 견인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민간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상대국 핵심 결정권자와의 접촉이 정부
의 외교차원에서는 용이하여 협상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원
강국들의 사례를 보면 해외자원 획득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원외교가
동원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외교력
을 앞세우며 해외 자원개발시장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수요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진출 여건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및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수주 여부는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과 같은 경
제적 요인 이외에도 유력인사에 의한 지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
제리, 리비아 등 아프리카 신흥 건설시장의 경우 정부 관료의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경직된 관료주의 등으로 일반 개도국과는 다른 시장 특성을 띠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정부부처나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보통신(IT)산업은 저개발국인 아프리카에서도 새로운 성장섹터로 등장하
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정보화 소외지역으로 남아있으나 통신서비
스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다. 이동전화 사용인구의 경우 현재 1억 3,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오는 2010년경에는 그 수가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 산업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산업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국내 IT 산업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지원을 통한 유
대강화 등 무형의 협력기반 구축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협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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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아프리카로 확산하고, 궁극
적으로는 국내 IT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여건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IT 리더로서 IT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아프리카의 정보격차 해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지원 사업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연수생 초청사업에 국한되어 왔다. 제한된 예산규모하
에서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특성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진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
적일 것이다. 53개국에 달하는 아프리카지역은 IT 시장규모 및 성장성, IT 발
전수준, 제도 등 시장 환경에 있어 국가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가가 있는 반면 인터넷망
은 물론이고 전화선조차 연결이 어려운 통신 최빈국도 적지 않다.
본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논점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의 대아프리
카 협력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
대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한ㆍ아프리카 포럼 , 한ㆍ알제리 T/F팀
등과 같은 후속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행
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ㆍ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
가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일차적인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의 확보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자원 획득만
을 목표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
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두 해만 협력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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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있어 우리의 아프리카 외교는 국제정치적 측면이 거의 전부
였지만, 오늘날 글로벌경제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
익과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경제적 이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입장을 반영하여 개발협력 지원
등 원조부문이 추가된 새로운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대아프리카
협력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협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
고 있는 만큼, 이를 여하히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오늘날 아
프리카의 빈곤은 해외원조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개발원조는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외원조의 성패가 ‘얼마를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은 대외원조를 다루는 국제학계와 시민사회가 역사에
서 얻은 교훈이다. 따라서 원조규모가 작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된 예산범위 범위에서 지원효과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와 아프리카측의 협력 니즈에 입각한 ‘선택과 집
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는 다
음과 같은 분야를 예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 분야
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 ‘소프트 파워’ 자산을 보유
하고 있는 만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개발경험의 전수일 것이다. 빈곤완화가 21세기 국제사회
의 가장 기본적인 원조방향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개발모델은 아프리카 저개
발국에게 매우 유효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지구상에서 빈곤과 후진성을 탈피한 유일한 국
가로 공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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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 경험 전수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만의 독
특한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
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
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지원공세를 펴
도 우리의 개발경험은 분명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 유익한 모델이자 숭모의
대상일 것이다. 경제개발경험 사업은 일종의 지식공유산업인만큼 일회성 세미
나나 단기연수 등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HRD)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
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 아프리카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실하
다.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체험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적자원 육성에 중점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글로벌 IT 리더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기여가
가능하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보격차를 심
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아프리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
고 있다. IT 지원은 의료나 식량지원 등과 같은 순수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성
격이 사뭇 다르다. 식량원조나 구호자금 지원 등은 일회성의 단순 지원이지만
정보통신 지원은 수원국이 생산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함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과 제품의 진출이 수반된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전수, IT망 구축지원, IT 정책자문, IT 훈련센터 건립 등 아
프리카의 실질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정
모범국가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아프리카형’ 지원모델 개발도 적
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은 지원 대상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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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기적 계획에 의거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함으로 원조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 개발경험의 효과적인 전수 등과 같은 ‘한
국특유의 개발프로그램’의 접목이 가능하며,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확산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좋은 지
원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ODA 말고도 특혜관세제도를 통해 아프
리카 최빈국산 제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
해 무관세ㆍ무쿼터로 수입품목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특혜관세제도의
확대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시도하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에게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10대 경제대국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이 국
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 문제와 직결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제적으로 높
이 평가 받고 있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개발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접목시킴으로써 아프리카 빈곤극
복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농촌개발은 빈
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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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Africa
Young Ho Park and Yoon-Sun Hur

Africa should be recognized as a new cooperation partner for the 21st
century, no longer as a ‘continent in crisis.’ African countries still remain an
underdeveloped niche in the global market, a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ir massive potential. Our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have been attracted to Africa’s potential value and have made efforts to
develop Africa by suppor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various cooperative channels. Africa’s strategic value for Korea is listed
below.
First, cooperation with Africa means access to a significant supply of
natural resources. Currently, Korea’s oil dependency ratio on Africa has
remained at 4%, but it could be increased largely enough to be a substitute
for imports from the Middle East. In Africa, there are also large miner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minerals of having no substitute, Africa is a
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 for mineral resources.
Second, Africa has the potential to grow its construction industry for
plants. Some African nations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have made
haste in their development plans to improve the currently poor industrial
infrastructure. Such development plans are expected to have a ripple effect
on the growth of plant construction.
Thir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Africa’s value as an expor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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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Africa has small market size and low purchasing power, if the
recent growth trend is maintained, it could be a future consumption market.
Until now, Korean production has not been widely exported to Africa and
Korea’s market share in Africa is very low. As there is relatively low
competition compared to other emerging economies in Africa and Africa has
a good impression of Korean products, however, the potential for Korea’s
market expansion is significant.
Fourth, Africa has not only economic value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an export market, but it also has a chance to be a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 for obtaining support in international arena. Cooperation with African
countries could improve Korean diplomatic capacity considering Africa takes
charge as almost one-third of the members of the UN.
Even though Africa has enormous strategic value, we have neglected its
worth and have stayed far away. Korea’s ODA for Africa accounts only for
7-8% of the total ODA budget, and Korea’s oil-dependency rate on Africa
has remained at 4-5%.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late to the gam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 various values of Africa. This report develops a
roadmap for access strategies to Africa. In our current position, having no
mature relationship with Africa, it is impossible to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all 53 African nations. Thus, we need to focus on certain
markets by strategically choosing countries. In this report, we propose an
access strategy called 3 plus 3 by focusing on 6 main countries that have
significant importance from the point of Korea’s strategic view. These
countries, which have high growth potential and lots of natural resources,
have been evaluated as a core market. This report also suggests a strategic
plan for Africa that has six main categories: trade, investment,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plant construction,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t tries to draw an outline, define objectives, and
consider related policies for overall issues.
This report insist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chiev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South Africa is the Korean government’s strong will. It
requires an optimistic attitude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initiativ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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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the strategic value of South Africa. South Africa is a
member of the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the group that does
not practically permit FTAs with non-member countries without the consent
of all members. Korea, however, would be better off by discussing directly
with South Africa, because the influence of South Africa is actually great
enough to lead the SACU. In the first stage of FTA negotiation with South
Africa, Korea should take on only one sector, such as trade, and offer a
limited field of negotiation. We should keep expanding the field, however,
to negotiate other fields, such as service sectors, in later stages. In the case
of the US,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SACU, because neither party could agree on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within the FTA. In other words, the US insisted on a comprehensive FTA
including right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overnment procurement,
whereas the SACU wanted only to negotiate on basic market access. The
core issue of FTA negotiation is low South African tariffs in specific sectors
that have the greatest potential to improve Korea’s exports, such as vehicles
or their parts. According to one study, if South Africa cut the tariff rate on
vehicles and their parts, the increase in Korean exports would be $260
million.
The key success factors in the natural resource-development industry are
capital and technology. Korea’s capacity, however, is much lower than for
the oil majors. To overcome our lack of capacity, we should develop a
‘package strategy’ that connect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with plant
construction in which Korean companies have comparative advantage. As we
know from the case of Nigeria, African oil-producing countries have a
tendency to resolve the lack of infrastructure problems by drawing on
foreign oil companies to invest in infrastructure. As Korea has an advantage
i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package strategy, which connec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ith energy development, would be efficient.
Diplomatic efforts are also important because the overseas energydevelopment business requires strong cooperation with partner governments.
As there are many successful cases of oversea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242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led by governments’ capacity for diplomacy, the most effective way to obtain
the right to develop natural resources is to use diplomacy. This is because it
is easier for a government to negotiate with its counterpart in an
oil-producing country, whereas it is difficult for a private corporation to get
a chance to meet important government officers. If we observe the cases of
China, France, Italy, and Spain, we can easily conclude that their
resource-focused diplomacy has been used to obtain overseas natural
resources.
The market demand for plant construction in Africa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First of all, to ease the approach into the African construction
market, stable access conditions must be created. For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close relations with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and the
companies that are placing construction orders. This is because the operator
is generally decided by noneconomic factors such as support from men in
power, as well as economic factors such as technical expertise, low price,
and others. Most of all, considering that government officers in Africa have
great influence o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t is clearly necessary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nd
companies.
The IT industry in Africa is another emerging sector. Although Africa has
lagged behind in the information society until now, the demand for IT
services has been increasing. Now, 130 million people in Africa use mobile
phones, but it is anticipated that the population using mobile phones might
reach 200 million by 2010. The IT sector is the most promising industry
with which to promote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Africa and Korea. For
cooperation in IT sector, it is important to build a successful cooperation
model. For example, Korea needs to participate actively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in Africa, which would create a preferential cooperation environment.
Until now, Korea’s support in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has focused on
Asian countries. In Africa, Korea has offered limited support such as an
invitation for basic technology training. To maximize the effect under a
limited budget, Korea needs to adopt a different access strategy,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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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ng African countries by their traits. It is the realistic way to ‘choose
and concentrate’ on the most promising countries with the greatest potential
for cooperation.
One of the points stressed in this report is that cooperation with Africa
should be done in the long term, not as a single trial. So far, many projects
have followed since the Korean president’s visit to Africa, including the
‘Korean-African Forum’ and ‘Korea-Algeria T/F team.’ It is more important,
however, to manage and operate these projects as a sustainable government
plan with regular feedback.
Additionally the cooperative strategy in the future should b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conomic benefits. As mentioned
before, the initial interest in Africa could be said to be in natural resources.
It might result, however, in only a temporary effect if we only pursue
obtaining natural resources and obsess with economic benefits. The broader
and longer-term view led us to build a reciprocal development model.
During the Cold War, diplomacy in Africa was all about international
politics, but in these days, the cooperative direction in which we should
move is toward harmony betwee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conomic
benefits. To achieve this, we should not concentrate on economic benefits,
but we need to develop a new cooperative model, including effective aid.
Basically,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the roadmap for cooperation with
Africa, called the ‘Korean Initiative on Africa's Development.’
The substance of aid is as important as aid expansion. Global society
learns an important lesson from the history of aid: how it is spent rather
than how much they spend. Thus, it is more important to raise the
efficiency of aid, even if the scale of aid is small. The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id and national brands under a limited budget could be
found in the process of choosing and concentrating on the sectors in which
Africa’s needs for cooperation are the greatest and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There are some considerable sectors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First, Korea can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Africa. Considering

24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that poverty reduction in Africa is the most urgent objective of aid, our
development model could very efficiently support underdeveloped African
countries. Even though Korea has been known as the only country to grow
out of poverty and a backward state in the last half-century, its value has
not been fully recognized.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Africa could provide a special cooperation model with lower costs and
substantial results. Moreover, many African countries hope to learn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that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the
colonial period and the war, and they want to benchmark Korean cases.
Despite the fact that China offered enormous aid, our development
experience clearly can be valuable to Africa. Since the sharing of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is included in the knowledge-sharing sector, it
needs to offer a comprehensive policy of consulting rather than temporary
seminars or short-term training.
Second,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which could help to develop potential and self-help capacity in
Africa. As Korea has experience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t makes sense for Korea to support Africa’s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in various ways.
Third, we are able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IT sector in Africa
with our high-level technology and our status as a global IT leader. The
rapid development of IT has deepened the digital divid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is issue must be treated seriously in Africa.
IT support is different from humanitarian support such as medical or food
aid. While food aid or relief funds could be classified as temporary support,
IT support should be continued until the recipient countries completely
develop their own service production and supply systems. During this
process, our technology and production expertise could be exported. As a
global IT leader, Korea should put emphasis on technology transmission, IT
network construction assistance, and establishing IT training centers. Those
efforts will be conducive to raising African IT capacity and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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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ould develop its own development model, which selects certain
countries and intensively supports those countries. By concentrating on
certain recipients, we could offer systematic support based on long-term
plans. Additionally, it would be an internationally approved development
model, in case other African countries are willing to accept this model.
In addition to ODA, we could ease Korean market access to African
countries by introducing a special tariff system. As part of this plan,
President Noh announced during his visit to Africa in March 2006 the ‘Korea
Initiative on Africa’s Development,’ which includes tariff and quota reduction
to expand imports from African countries. The special tariff system eases the
market access to African countries and it even demonstrates Korea’s
responsibility as a developed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inally, this report suggests a practical cooperation program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frica. Historically, Korea successfully transformed its
pre-modern and huge rural sector into a modernized one in a short period.
Korea’s rural development experience could be a good benchmark model for
Africa. Rural development is a core task for poverty reduc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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