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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
들에 미치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행정, 보건의료, 농업,
금융,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ICT를 활용하는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아프리카에 대한 ODA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국내외 코로나 관련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자료
를 활용한다. OECD, IMF, World Bank, WHO, KOICA, ITU, African Union
등 국내외 기관들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서적, 논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다. 온라인 자료
는 인터넷 조사를 통한 자료 및 유튜브의 동영상 자료 및 아프리카의 신문도 분
석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
한 상황 분석을 위하여 유튜브의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내용은 제4장의 수요예
측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설정에 반영한다.
셋째,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코
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출장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 및 Zoom을 이용한 인
터뷰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확인 및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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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방법,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System Dynamics)을 활용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트윗 자료와
아프리카 인터넷 신문(Africa News)의 신문기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모형설정에 활용한
다. 최근에 외국의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 분석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결합을 통하여 더욱 정교한 방법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서는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가 거의 없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ICT ODA 사업이나 연구 경험
이 있는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ICT ODA의 향후 우선
순위 분석 및 그간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용 분
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분야별로 사회·경제적 수요에 바탕을 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방향 설정
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 5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54개
국가들을 공통으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이 중에서 한국의 ODA 중점협력대상 국가
인 가나,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등 7개 국가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3기
중점협력국가들이 새로 선정되었다. 새로 선정된 국가들은 이집트,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으로 모잠비크 대신에 이집트가 새로 선
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7개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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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ODA 관련 최근 10년 통계를 주로 활용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영향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
문에 2020년 이후를 예측한 통계를 주로 다루고자 하며 특히 새로운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적용시기인 2021~25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아프리카의 ICT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즉 KOICA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ODA
사업도 포함된다. 여기서 ICT란 OECD 내의 원조기관을 관리하는 위원회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원조 공여국들에 원조 관
련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상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22040)에 포
함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별 ICT ODA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이 코드
에 포함된 사업들을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ODA 사업에서 ICT
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농촌개발, 공공행정, 보건, 교육
등의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OICA
에서는 ICT가 ODA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0에서 2까지 마커를 부여하
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0점을 제외하고 1과 2를 부여받은 사업들을 ICT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의 ICT 관련 활동도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생활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활동(ODA)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초점을 둔다. ODA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ODA 분야별로 최근까지 주로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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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ICT 적용사례, ODA 분야별 ICT 수요 추정, ICT를 적용한 한국 ODA 평
가, 그리고 향후 ICT를 활용한 ODA 정책방향 등을 주로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 요약과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에서 ICT ODA와 관련하여 변화할 수요 양상
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 면에서 –3% 이상 역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GDP 기준으로 본
다면 약 1,4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이내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손
실은 사회 내의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많은 국제기
관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적어도 2024년까지는 회
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분석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야는 보건 분야일 것
으로 예상되며 농업 분야와 교육 분야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
째, 아프리카의 경우 ICT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빈곤자,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실향민(displaced people), 노숙자 등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아프리카
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추정해 볼 때, ICT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
되며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보건 분야의 원조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ICT 인프라에 대한 구축 지원, 인력양성 등이 뒤따라야 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인과지도 분석에 따른 ICT ODA를 통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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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를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책 지렛대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의료정보와 원격의료를 활용한 ICT 접목 수요의 중요
성이다.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
은 디지털 업무 →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 → 정보화 지수 → 의료대응능력 →
사망자 수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의료
정보와 원격의료 방식의 접목에 ICT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T는 사회생활 전 분야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측된다. 인과지도 분석에서 보듯이, 분야별 ICT 활용정도는 디지털 업무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인터넷 보급률을 거쳐서 다양한 분야, 특히
보건, 농업,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서 ICT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ICT를 활용한 적정기술의 적극적 보급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개인용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증가하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기반의 미흡으로 인하여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
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중에서 ICT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디지털 농업기술의 수요 증대이다. 유튜브 분석과 인터뷰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 부문에서도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대면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농사 및 농산물에 대한 문자 서비스 수요, 그리고 농작물에 대
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농업 소득과 GDP로 이
어지게 되는 등 농업 분야의 ICT 접목 필요성의 증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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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ICT에 의한 교육기회의 증대 필요성이다. 감염 가능성의 증대는 대
면접촉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ODA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ICT 기반시설과 ICT 교육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는 교육 분야에서 ICT
의 역할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시간을 요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보급과 확대를 위한 ODA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
나는 경우, 이는 결국 정보화 지수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
자 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대도 동시에 수반된다.
일곱째, 아프리카 국가들 간 국경검역소의 대응역량 필요성이다. 코로나 확
산에 따라서 국경검역소의 취약한 검역시설 및 국경인력의 검역 및 방역 대응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ICT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ICT ODA 사업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에 연구
된 아프리카 ICT ODA에 대한 평가보고서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업형
성단계에서 현지 환경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미흡,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 문
제, ICT의 유지·보수 문제와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 현지 인프라 부족에
서 오는 적용상 문제, 민간부문과 연계협력의 미흡 문제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한, 그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약 67
점 수준으로서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사업유형 중에서
는 ICT 비즈니스 육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ICT 자원봉사단 파견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8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아울러, 향후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는 ICT 인프라 구축과 ICT 시
스템 보급과 같은 사업유형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DA 분야상으로 놓고 볼 때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우
선적인 지원 분야는 보건의료이고 그다음은 농업,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중요
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 시뮬레이
션 등을 통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전체 자원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 약 28%, 농업 부문에 20%, 공공행정에 약 18%, 긴급구호에
약 17%, 교육에 약 12%, 그리고 기술환경 분야에 약 5% 정도의 예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예산비율을 엄격히 지켜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우선순위와 예산의 배분비율을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
겠다. ODA는 기본적으로 N–2 원칙에 의해서 2년 전에 설정되고 아울러, 수원
국의 PCP에 기초하며 수원국의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수원국의 요구
사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CPS 수립이나 수정 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업 형태별로 볼 때 각 사업 분야 내에서 코로나 이후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그간의 사업형태에 대한 성과점수 등을 고려해서 성과
를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사업형태별 배분비율도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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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사업 현장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 ICT라는 특성상 현장
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고
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적함수 값 도출과 이의 활용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최
적화된 자원배분 비율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같은 자원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
서(총액은 동일) 관련 변수들을(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고려하여 가장
성과점수를 크게 해주는 최적의 목적함수 값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결
과 제일 많은 자원배분을 해야 할 사업 형태는 ICT 시스템 보급 분야로서 전체
예산을 100으로 가정할 때 52% 정도, ICT 인프라 구축에 25%, ICT 교육 및
훈련에 8%, ICT 컨설팅에 8%, ICT 자원 봉사단 파견에는 5%, 초청연수 2%,
그리고 ICT 비즈니스 육성은 아주 낮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해왔던 자원배분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원배분 비율을 과거와 다르게 하는 것이 성과 면에서 양호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분석결과는,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방문과 한국에 대한 초청이 어려
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사업유형 선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산배분 비율로 사업유형을 조정한다면 기존의 성과보다 약 9~10%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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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정한 기본 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점협력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ICT 유망사업을 우선 설정
해 보았다. 이 사업들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며, 이를 국가적 특성을 감안하
여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병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 갈 아프리카 ICT 창업교육 및 인
큐베이팅 지원사업,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
발,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
업,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응 도우미 로
봇 도입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검역 시스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둘째, ICT 직접 사업에 더하여 ICT 기반의 적정기술 사업도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ICT 적정기술 지원센터’를 한국의 대학 같은 기관에 설립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관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등 지적재
산권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허(현재 약 2백만 건
활용 가능)를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매치하고, 이를 해당 국가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ICT 기반의 적정기술
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면에서 세계 4위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이를 수원국 수
준에 맞게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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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행방식에 있어서 멀티바이(multi-bi) 사업방식의 적극적 활용이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 방문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프로
젝트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성 양자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별 협력
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비중은 9.7% 수준이며, OECD DAC 평균은 약 14%이
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멀티바이 방식의 적극
적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현지 컨설턴트 훈련과 화상회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
나로 인하여 한국 사업 담당자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므로 현지의 컨설턴트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향후에는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관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
이나 관련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러한 현지 인력
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지 사무소의 업무와 유관한 지식을
가진 기관들, 가령 아프리카 개별 국가 내의 주요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 타 국
제기관 근무 경험자 등에 대한 인력 풀 작성, 유관기관 간 인력활용에 대한 MOU
체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수당체계,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인사관
리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
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점협력국 변경과 관련된 사항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향후에 적용될 제3기 중점협력국은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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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와 일부 달라지며, 따라서 국가협력전략(CPS)이 새로 작성될 것이 예정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 수준과 특성상 제안내용의 적용 가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에는 해당 국가의 특성
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ODA 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ICT ODA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유기적
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이 효과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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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전염병 경보단계 6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2020년 12월 6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6,565만 1,683명이고, 사망자 수는 151만 9,193명
에 이르고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메리카가 약 2,800만 명, 유럽이 약 1,900
만 명, 남동아시아 약 1,100만 명, 동지중해 약 1,100만 명, 서태평양은 91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는 153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같은 취약
국가들은 부족한 진단키트 및 의료인력 등의 이유로 검사가 더디게 진행되어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WHO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실용화된다고 하더
라도 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처럼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연속해서 발생
하는 소위 엔데믹(Endemic)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엔데믹은 특정 지
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말라리아가 대표적 사례이다.
즉,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생겨도 코로나의 위협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우나, 많은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어 코로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우며, 사회·경제적 생활면에서 뉴노멀(New Normal)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다.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엔데믹 현상으로 이어질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코로나 이전 사회보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사회
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될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는 코로나 종식 여부와는 별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ICT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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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ICT가 단순히 전염병을 검사하고 추적하며 치료하는 과정은 물론
이고, 사회 안전이나 전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Post 코로나’든 ‘With 코로나’든 코로나로 인한 상황 변화는 한국의 ODA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 중에서도 빈곤 정도가 심한 아프리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코로
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ICT의 낮은 발전 수준으로 인
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태에 적응하기 더 어려운 사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SDGs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 대륙 국가
들에 대하여 ICT를 활용한 ODA 정책 방향을 재설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아프리카의 코로나 사태와 이에 대한 ICT의 역할을
검토하며, 둘째, 아프리카 산업분야별 그간의 ICT 활용사례를 파악하고, 셋째,
향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ICT에 의한 아프리카 ODA 수요 발생 분야와 정도
를 예측해 보며, 넷째, 아프리카 산업분야별 ICT를 활용한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 5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54개 국가들을 공통으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이 중에서 한국의 ODA 중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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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인 가나,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등
7개 국가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3기 중점협력국가들이 새로 선정되었다. 새로 선정된 국가들은 이집
트,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로 모잠비크 대신에 이
집트가 새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7개 국가를 주요 대상
으로 하기로 한다.

표 1-1.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 일반사항
국가

수도

인구

인구증가율 1인당 GDP

HDI

HDI 순위 소득수준

가나

아크라

30,417,856

2.16

2202.116

0.611

138

LMIC

르완다

키갈리

12,626,950

2.61

820.025

0.543

159

LDC

모잠비크

마푸투

30,366,036

2.91

503.571

0.456

181

LDC

세네갈

다카르

16,296,364

2.75

1446.831

0.512

167

LDC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12,078,730

2.58

855.761

0.485

174

LDC

우간다

캄팔라

44,269,594

3.56

794.341

0.544

160

LDC

탄자니아

도도마

58,005,463

2.95

1122.121

0.529

164

LDC

주: 1) HDI는 Human Development Index.
2) HDI 순위에서 전체 국가 수는 2019년 기준 189개국.
자료: World Bank DB(검색일: 2021. 3. 14); UNDP DB(검색일: 2021. 3. 14); KOICA 홈페이지(검색일: 2021. 3. 14).

시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ODA 관련 최근 10년 통계를 주로 활용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영향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를 예측한 통계를 주로 다루고자 하며 특히 새로운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적용시기인 2021~25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아프리카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즉, KOICA 활
동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ODA 사업도 포함된다. 여기
서 ICT란 OECD 내의 원조기관을 관리하는 위원회인 DAC(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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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Committee)에서 원조 공여국들에게 원조 관련 보고서 제출을 위
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상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22040)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별 ICT ODA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이 코드에 포함된 사
업을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ODA 사업에서 ICT는 독자적인 분
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농촌개발, 공공행정, 보건, 교육 등의 사업에 포
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OICA에서는 ICT가
ODA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0에서 2까지 마커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있
다. 따라서 0점을 제외하고 1과 2를 부여받은 사업을 ICT ODA 사업으로 분류
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의 ICT 관련 활동도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생활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활
동(ODA)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초점을 둔다. ODA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ODA 분야별로 최근까지 주로 수행되
어 온 ICT 적용사례, ODA 분야별 ICT 수요 추정, ICT를 적용한 한국 ODA
평가, 그리고 향후 ICT를 활용한 ODA 정책방향 등을 주로 다루도록 한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국내외 코로나 관련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자료 활용이다. OECD, IMF, World
Bank, WHO, KOICA, ITU, African Union 등 국내외 기관들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서적, 논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다. 온라인 자료
는 인터넷 조사를 통한 자료 및 유튜브의 동영상 자료, 아프리카의 신문도 분석
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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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분석을 위하여 유튜브의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내용은 4장의 수요예측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설정에 반영한다.
셋째,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코
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출장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 및 Zoom을 이용한 인
터뷰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확인 및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넷째, 사회연결망 분석방법,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System Dynamics)을 활용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
들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트윗 자료와 아프리카 인터넷 신
문(Africa News)의 신문기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모형설정에 활용한다. 최근 외국의 연구
자들은1) 사회연결망 분석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결합을 통하여 더욱 정
교한 방법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가 거의 없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실시한다. 아
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ICT ODA 사업이나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5인을 선
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ICT ODA의 향후 우선순위 분석 및 그간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용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분야별
로 사회·경제적 수요에 바탕을 둔 ICT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다.

1) Hovmand and Pitner(2005), pp. 1-26; Schoenenberger and Schenker-Wicki(2015), pp. 1-19;
Zolfagharian, Romme, and Walrave(2018), pp. 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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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의 흐름도를 제시해 보면 [그림 1-1]에서 보는 바
와 같다.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코로나 상황 및 ICT 역할분석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아프리카 ICT 활용사례 분석

국내외 문헌분석/특허청 KIPRIS

아프리카 ICT 수요분석

트윗

사회연결망 분석

유튜브
아프리카 학생 인터뷰/
국내외 연구기관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아프리카 인터넷 신문

아프리카 ODA 사업평가

AHP/각종 보고서에 대한 메타 평가

향후 분야별 ICT ODA 정책방향 설정

분석결과 종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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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프리카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1. 코로나 확산 현황 및 대응책
2.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3. 아프리카 ICT 발전 현황 및 전망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의 역할
5. 아프리카에서 ICT 발전의 한계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사태의 추이와 이에 대응한 ICT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에서 코로나가 확
산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에 대
하여 어떻게 대응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코로나가 아프리카 국가
들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정
할 때 ICT의 활용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코로나 확산 현황 및 대응책
가. 코로나 확산 현황
아프리카는 검역체계와 의료보건 시스템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
방센터(CDC)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코로나 누적 감염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검사가 제
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이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WHO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코로
나 검사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검사의 국가별 편중 현상도 매우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아공,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 10개국이 아프
리카 54개국 전체 코로나 검사의 7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2)
2020년 2월 이집트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할 당시 아프리카는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되어 확산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되었다. 특히 인구의 70% 정도가 사는 시골 지역은 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2) “Coronavirus: What’s happening to the numbers in Africa?(2020. 11. 6),”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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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는데, 인구밀도3)가 낮으므로 코로나 안전지대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5월부터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
여 현재는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지역까지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4) 아프
리카 고위관료 중 감염자도 속속 나오고 있다. 남수단 부통령 5명 가운데 3명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며, 부룬디 전 대통령(Pierre Nkurunziza)과 짐바브
웨 농업부 장관은 코로나로 사망했다.5)

그림 2-1. 아프리카 코로나 확진 추이
(단위: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건수)

자료: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cases-Afric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
rus(검색일: 2020. 12. 6).

권역별로 감염 규모를 보면,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부지역이 가
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북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남아공이
아프리카 코로나의 진원지(epicenter)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남아
3)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마을단위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4) “The pandemic in Africa: One million and not counting(2020. 8.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6).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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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아프리카 전체 코로나
감염자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다.6) 남아공은 명실공히 아프리카 남
부지역의 경제·물류허브로 활발한 인적교류에 따라 위험노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남아공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아프리카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43%를 차
지하고 있다.7) 이는 연령별 인구구조와 무관하지 않은데, 남아공의 노령인구
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텁다.8) 남아공 다음으로는 모로
코,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코로나 치사율은 평균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을 보인다. 사망원인이 코로나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
지만, 아프리카 코로나 감염환자의 사망 비율은 2%로 세계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이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젊은 인구비
중이 가장 두텁고 고령층 인구비중이 적다는 인구구조적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
다. 아프리카 인구의 58%가 24세 이하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3.7%
에 불과하다.10) 노인 인구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코로나 치사율이 높다는 여러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연령별 인구구조상 코로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6) “The pandemic in Africa: One million and not counting(2020. 8.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6).
7) 이 같은 수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남아공에서는 코로나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고 진료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비교적 사실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진단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감염자나 사망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8) “The pandemic in Africa: One million and not counting(2020. 8.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6).
9) Ibid.
10) AfDB(2020).

4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그림 2-2. 아프리카 코로나 확진 현황
권역별 감염자 수(2020. 11. 9 기준)

주요 국가별 감염자 수(2020. 11. 5 기준)

(단위: 1,000명)

(단위: 명)

자료: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DB(검색일: 2020. 11. 9, 2020. 11. 5).

나. 코로나 대응책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물론이고 국가비상사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이동제한 조
치, 국경봉쇄 및 검역강화, 입국제한(격리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11) 등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처하
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각국
은, 코로나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신속한 행동에 돌입했다. 아프리카 섬나라
인 모리셔스는 일찍이 국경을 봉쇄하여 조기에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12)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리셔스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코로나 대유행(pandemic)에서 벗어나 있다. 르완다 역시 강력한 국가통제와
함께 무작위 검진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13)

11) 2013~16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1만 1,000여 명이 사망했다.
12) “The pandemic in Africa: One million and not counting(2020. 8.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6).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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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코로나 확진추이
(단위: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건수)

자료: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cases,”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
rus(검색일: 2020. 12. 6).

이동제한이나 국경봉쇄 등의 물리적 조치와 함께 의료보건 영역에서도 여러
대응책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코로나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사전대
응과 함께 이동식 보건소 및 격리센터 설치 등 공중보건 시스템이 보강되고 있
다. 다른 국가의 방역 경험에 대한 학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K-방역에 주목하고 있다.14)
세금 감면, 영세중소기업 지원, 극빈층에 대한 구제지원(relief assistance),
금리인하, 실업보험 확대 적용 등과 같은 재정 및 금융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해당 국가의 재정 및 금융지원 역량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 역시 코로나 대응책의 목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은행 창구를 바이러스 위험지역으로 판단하고, 모바일 금융거래를
통한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ies)’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15)
14) AfDB(2020), p. 45.
15) “COVID-19 pandemic bolsters case for technology-based economic resilience(2020. 4.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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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케냐 정부는 극빈계층에 대한 지원책의 목적으로 소액
(1,000케냐 실링, 10달러 미만)의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한시적(3
개월)으로 면제해 주었으며, 가나 중앙은행은 모바일머니 운영업체들에 18달
러 미만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남아공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을 통한 비접촉 지급거래 확대를 추진하
고 있다.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한 온라인 거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아
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의 지속적인 유지라고 판단하고, 온라인 배달 애플리
케이션 개발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미 식료품, 음식점, 의약품 및 의약 기자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이동 전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16)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챗봇(chatbot)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의료(Telemedicine)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증상 및 처치방법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제
공하고 있다.

표 2-1. 아프리카의 코로나 사태 대응책
분야

대응책
사전대응
(신속한 코로나
정보공유)

의료보건

주요 내용
▸코로나 증상, 예방, 처치방법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콜센터(call centers) 확대를 통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통신회사와 공조체제를 통해 코로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전파
(보건정책 수립 및 코로나 진단 캠페인으로 활용)
▸기존 헬스케어 시스템의 바이러스 진단, 추적, 처치 역량강화

공중보건 시스템
확충

▸진단키트를 갖춘 이동식 보건소 운영
▸의료진 및 의료기자재 공급 확대
▸격리센터, 공중소독시설(거리, 시장, 버스), 공항승객 검역시스템 설치

16) “COVID-19 pandemic bolsters case for technology-based economic resilience(2020. 4.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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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분야

대응책
세금 감면
사회안전망 확대

재정·

구제지원

금융지원 영세 중소기업 지원
금리인하
‘현금 없는 경제’로
디지털
기술

전환
온라인 거래 확대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

주요 내용
▸한시적 세금감면 및 극빈층 가구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한시적으로 실업보험 확대 적용(사회안전망이 구축된 국가 경우)
▸빈곤층 가계에 대한 식료품 지급(배급제 또는 바우처)
▸코로나 타격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또는 기간
유예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제공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인하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모바일 금융거래 플랫폼 확대
▸모바일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 감면
▸POS 시스템을 통한 비접촉 지급거래 확대
▸온라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챗봇(chatbot) 기반의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코로나 증상 및 처치 방
법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AfDB(2020), pp. 44-54 및 “COVID-19 pandemic bolsters case for technology-based economic resilience
(2020. 4.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 내용을 축약 정리.

2.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아프리카는 코로나 발생으로 25년 만에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
다.17) 아프리카 경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도 회복력
(resilience)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는 전례 없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코로나에 강력히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경제적 마비(economic paralysis)를 감내하는 수준이
다. 코로나는 아프리카와 같은 디지털 후진국에 더욱더 치명적이다. 재택근무
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연결망(digital connectivity)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17) “Africa’s agricultural sector faces up to COVID-19 crisis(2020. 9.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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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집안 머물기 조치(stay-at-home restrictions)’ 등과 같은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적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
태이다. 코로나의 충격은 국가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적으로
는 의료시스템과 정책대응 역량,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제 의존도(수출·
관광), 국제자금 의존도(FDI·ODA·해외송금·포트폴리오 투자), 외채상환 부
담 등에 따라 경제·사회적 충격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바이러스 질병에 대
한 대처능력은 초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된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
는 국가 시스템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보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글로벌 보건
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를 놓고 보더라도 아프리카는 100
점 만점 가운데 평균 31.1점으로 세계평균(40.2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18)
아프리카 국민들은 코로나의 확산에 더욱 취약하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민이
에이즈(HIV/AIDS)와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의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코로나의 감염위험과 사망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충격
을 가져다주고 있어 아프리카는 더욱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국경봉쇄로 교역이 막히고, 경제활동 위축과 물가상승 압력으로 불확실
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에티오피아 등에서는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8) AfDB(202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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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자료: 정지선, 유애라(2020), p. 7 재인용.

가. 경제기반 약화 및 빈곤 심화
산업생산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 왔
던 아프리카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역내교역에 대한
엄격한 검역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 국민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
다. 국경 지역에서는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을 가득 실은 수십 대의 화물트럭들
이 기다란 행렬로 멈춰 선 채, 검역 차례를 기다리며 장사진을 이루는 광경이
아프리카 언론매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국경 지역에는 검진센터가 없어
이곳에서는 면봉으로 바이러스 검사대상물(specimen) 채취만을 시행하고, 이
들을 모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지역의 검진센터로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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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지대에
서는 검역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을 넘고 있다.19) 이러한 사이에 농
산물은 시들게 되고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부패하여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
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프리카 110개 국경지대 대부분에서 나타나
고 있다.20)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봉쇄 조치는
농업생산 감소와 농민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산업은 농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역외지역과의 교역거래도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식량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조치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가공 업체, 운송업체,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는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삶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 SDGs 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국경봉쇄는 수출입 관련기업
에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
리카 기업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공식적인 국경거래는
90% 이상이 중단되었다.21)
코로나 사태는 인플레, 재정, 환율, 경상수지, 외채 등 거시경제 부문에도 악
영향을 미치며 경제 기초여건을 약화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아프리카 전
대륙에 걸쳐 인플레를 촉발시켰는데 앙골라,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은 2020년
1분기 동안 5% 이상의 인플레율을 기록했다.22)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9) “Africa’s agricultural sector faces up to COVID-19 crisis(2020. 9.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20) Ibid.
21) “East African Community battles COVID-19 trade disruption(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23).
22) AfDB(202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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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진 봉쇄조치로 상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산품, 식량, 에너
지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소요를 부추길 수 있
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남쪽과 서쪽의 세네갈부터 동쪽의 에리트리아까지
포함하는 사헬 지역(Sahel)은 무장충돌과 테러로 오랫동안 정정불안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고조 등으로 사회적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3)
코로나 사태는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화훼재배 농가는 유럽으로의 수출 길이 막히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유통이 막히면서 종자, 비료,
동물사료, 농약 등 농기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농업생산에 커다
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24) 이는 농산물 가격 및 농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
지고 있어 소비자와 농민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농산물 유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힘들게 수확한 농작물이
논이나 밭 또는 트럭에서 썩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25) 이에 따라
농·가공 등 농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은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식량불안(food
insecurity) 및 실업 확대, 그리고 빈곤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는 식량작물과 환금작물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담배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프리카의 주요 담배 생산국
인 말라위는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과 남아공이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막대
한 손실을 겪고 있다. 말라위에서 담배산업은 GDP의 11%, 수출수익(export
earnings)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 이
23) AfDB(2020), p. 18.
24) “Africa’s agricultural sector faces up to COVID-19 crisis(2020 9.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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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말라위 담배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으며,26) 남아공 정부는 코로
나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담배판매를 금지시켰다.27)

나. 대외경제부문 약화
아프리카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열악한 산업자본과 기술역량 부족 등으로 경제발전을 내재화할
수 없었던 아프리카는 세계경제의 변방에 있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20년 가까이 견실한 성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은 원자재와 투
자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중국의 대규모 원조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성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인프라와 자원개발 투자
를 통해 아프리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과거 식민종주국인 유럽 국가들
의 아프리카 지배력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경제협력, 개발원조, 관광, 인력교류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상황이 닥치면서 이러한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사실상
끊기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적 고립이 진행되고 있다. 물류봉쇄에 따른 원자
재 수출감소, 외국인 투자 위축, 개발원조 감소, 해외송금 유입감소라는 대외경
제부문에서의 심각한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

26)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019년 11월 아동노동 착취를 이
유로 말라위 담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27) 이러한 조치에 대해 논란은 많지만 보건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코로나와 흡연의 상관관계에 대
해 WHO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흡연자는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흡연을 통해 손에서 입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흡연에 따른 폐활량
감소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
간 4만 4,000명(하루 121명)에 달하고 있다. “Coronavirus threatens Southern Africa’s tobacco
industry(2020. 5.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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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아프리카와 세계경제 연결 축

자료: 저자 작성.

1) 교역
코로나 사태로 역외 및 역내 교역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아프리카 경제
의 고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스파게티 볼’에 비유될
정도로 다수의 무역블록이 형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교역활동이 이루어져 왔으
나 코로나 사태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부지역 6개
국으로 구성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의 경우,
역내 교역액이 2000년 5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5배 가까이 늘어난 23억 달
러에 달했다.28)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역내거래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고 있으며 큰 폭의 교역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조치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역상품을 가득 실은 여러 대의 화물트럭이 검역을 받기 위
해 긴 행렬로 멈추어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케냐와 우간다를

28)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 무역블록 가운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UNECA(UN 아프리카경
제위원회) “Africa Regional Integration Index Report 2019”에 의하면, EAC는 아프리카 무역블록
가운데 통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평가기준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인프
라의 지역통합성(국경을 연결하는 인프라), 거시경제 통합성, 생산 통합성, 무역 통합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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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어느 국경도시에서는 이들 화물트럭의 행렬 길이가 무려 65㎞에 달
한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29) 이런 진풍경은 우간다 정부가 입국검역 과정
에서 화물트럭 운전사에 대한 검역조치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무역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검역당국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트럭 운전사를 코
로나 감염의 고위험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30)
이는 교역활동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우간다를 거쳐 르완다로 들어
가는 케냐 화물트럭 운전기사는 최소 세 차례(각 나라에서 한 번씩)의 코로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경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지역의 검진
센터에서 검진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물트럭 기사들은 비위생적인 환
경에서 수일 동안 격리된다. 회원국간 합의된 검역조치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
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경통과에 더 많은 시간과 금전적 비
용이 발생하고 있다. 르완다와 탄자니아를 연결하는 어느 국경지역에서는 탄자
니아 화물트럭이 르완다 검역당국에 의해 키갈리(르완다 수도)로 강제 이송되
기도 했다.31)
코로나는 교역의 비용구조(cost structure)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동
아프리카 역내무역에 있어 화물운송 비용이 30% 이상이나 상승한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32) 코로나 확산 이전 동아프리카 역내국(또는 도시) 간 화물운송 시
간은 몸바사 → 캄팔라(3.5일), 몸바사 → 키갈리(7일), 몸바사 → DRC 콩고(10
일), 몸바사 → 남수단(14일) 등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각각 2배로 늘어났

29) “East African Community battles COVID-19 trade disruption(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23).
30)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사무국은 코로나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조치로 화물트럭의 탑승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경우가 없어 정책적 효과가 전
무하다.
31) “East African Community battles COVID-19 trade disruption(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23).
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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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화물운송 비용 또한 크게 올라갔다. 코로나 이전에는 몸바사에서 캄팔라
로의 화물운송 비용이 2,000~2,200달러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3,200달러
로 상승했다.34)
코로나 사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외수출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아프
리카는 역외수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와 물류에 발생한 차질로 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35) 수입에
도 차질이 발생하여 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내륙국가에 더욱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아프리카 내륙국가의 경우, 이 지역의 물류허브인
케냐(몸바사)36)와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를 통해 교역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
산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케냐 몸바사 항에 도착
한 수입화물은 철도에 실려 나이로비에 운송되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는 화물
트럭을 통해 상품이 역내국으로 운반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림
2-6]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2020년 무역전망을 분석한
것인데, 내륙국가(르완다, 우간다, 부룬디)에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33) “East African Community battles COVID-19 trade disruption(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23).
34) Ibid.
35) 2018년 기준 유럽, 중국, 미국이 아프리카 전체 무역에서 각각 36%, 14%, 6%를 차지하고 있다.
AfDB(2020), p. 28.
36)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CA)의 물류허브로 이 지역 총수출의 46%, 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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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2020년 교역감소 전망
(단위: 전년대비 감소율)

자료: Tom Collins(2020), p. 5.

2) 국제자본 유입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자본(FDI, ODA, 포트폴리오 투자, 송금) 유입이 급격
히 줄어들거나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아프리카로 유입된 총 해
외자본 규모가 GDP의 10%를 차지했으나,37)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면서 그 규
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
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아프리카 주요
투자국이자 원조 공여국으로 그동안 인프라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
모의 원조(무상공여 및 차관)를 제공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차관 규모
는 2000년 1.3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10억 달러로 85배나 늘어났다.38) 그
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와 원조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중국의 투자가 집중된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에너지, 광업 분야에서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
(ODA)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
37) 2018년 아프리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11% 늘어났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증가율이다.
38) AfDB(202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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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
소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아프리카(SSA) GDP에서 차지하는 국제사회
의 ODA 비중이 1%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주요 배경으로
는 원조효과성 및 국제화에 대한 회의감, 선진 공여국의 어려워진 농촌여건 등
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코로나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반영
한다면 ODA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림 2-7. 아프리카에 대한 ODA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Brookings Institute Africa Growth Initiative(2020), p. 23.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송금(diaspora remittance) 유입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아프리카(사하라 이
남)의 해외송금 유입액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9) 해외송금
은 아프리카의 해외자금조달(external financing)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데 세네갈, 라이베리아, 레소토 등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GDP의
10%를 넘고 있다.40) 해외송금 규모는 ODA와 FDI를 능가하며 해외자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감소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아프
리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계획을
39) “World Bank Predicts Sharpest Decline of Remittances in Recent History(2020. 4. 22),”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1).
40) AfDB(202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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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자본도피(capital flight) 현상도 나타나
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신흥국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금융자
본 유출이 발생했으며, 환율 변동폭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아프
리카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41) 자금조달 금리상승으로 국제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료시설, 도로 등 인프라 개
선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자국 화폐 평가절하로 만기도래하는 외채의 상환에
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코로나 대처 역량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의 동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20년 5월 현재 아프리
카 국가들의 절반 이상이 완전 또는 부분적 봉쇄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수출 길은 막혀 있으며 관광도 중단된 상태이다. 관광산업은 아프리카 10여
개국에 있어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42) 2000년대 들어서
면서 아프리카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 결과 관광산업은 아프리카 GDP의 8.5%, 고용의 6.7%
를 차지하게 되었다.43) 그러나 코로나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3. 아프리카 ICT 발전 현황 및 전망
가. ICT 발전 현황
아프리카의 ICT44) 발전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그림 2-8 참고). 이
동통신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인구 100명당 휴
41) AfDB(2020), p. 32.
42) “Coronavirus changes everything for Africa(2020. 5.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43) AfDB(2020), p. 32.
44) ICT(정보통신기술)는 “상호교류나 전송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 또는 수집하는 장치, 도구 또는 응용프
로그램”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라디오부터 모바일폰, 인터넷, 전자송금, 위성영상 등이 포함된다.
FAO, OECD and IFPRI(201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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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 가입자 수가 2010년 44명에서 2019년에는 8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
어났다. 이러한 이동통신 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은 규제완화, 자유화(경쟁체제),
휴대폰 기기 가격하락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
리카 국가에 2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등장한 가운데 경쟁체제 시스템
이 작동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과 이를 통한 통신
망 구축 및 서비스 공급 확대가 아프리카 이동통신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휴대
폰 기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도 이동통신 발전의 주요 요인인데 휴대폰을 보
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구비중이 2000년 1%에서 현재는 50%에 달하고 있
다.45) 웬만한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
며, 농촌지역에서 휴대폰 보급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
들은 여러 개의 SIM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소액단위의 선불전화(prepaid
phone) 보급도 소득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했다. 이외에도 급속한 도시화와 중산층 형성에 따른 통신서비스 수요확대를
들 수 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유럽(90%), 아시아·태평양 지
역(68%)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가 2010
년 1.7명에서 2019년에는 34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인터넷 사용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도만 해도 아프리
카의 인터넷 사용인구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9년에는 28%로
확대되었다. 2005~18년간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했다.46) 물론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
용인구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지역
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낮은 인구밀집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45) “US risks handing Africa’s e-commerce sector to China(2019.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31).
46) “Africa should look to India for digital inspiration(2019. 1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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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통신망 연결이 쉽지 않다. 설령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연결된다
고 하더라도 가난한 농촌주민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그림 2-8. 아프리카 ICT 발전 현황
휴대전화(100명당 가입자 수)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

모바일 브로드밴드(100명당 가입자 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자료: ITU DB(검색일: 2020. 11. 10).

높은 데이터 요금과 느린 통신 속도도 인터넷 접근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다. 나이지리아 정부(정보통신위원회의)는 2015년 10월 해저 케이블업체 간
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의 통신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계기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이 꾸준히 떨어졌다.47) 다른 아프리카 정부들도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데이터 요금인하를 유도해 왔다. 이에 따라 아프리
카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요금이 꾸준히 인하되어 현재 1GB48)당 평균 7달러

47) “Africa should look to India for digital inspiration(2019. 1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48) 1GB는 넷플릭스(Netflix) 비디오를 낮은 화질로 3시간 정도 시청할 수 있는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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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아프리카인 월소득의 거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시아(1.5%)와 중남
미(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49)
[표 2-2]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상위 5개국과 가장 비싼
상위 5개국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요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2-2.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 비교
(단위: 1GB당 달러)

가장 저렴한
Top-5 국가

요금(달러)

가장 비싼
Top-5 국가

요금(달러)

인도

0.09

말라위

27.41

이스라엘

0.11

베냉

27.22

우즈베키스탄

0.21

차드

23.33

이탈리아

0.43

예멘

15.98

우크라이나

0.46

보츠와나

13.87

자료: “What Does 1GB of Mobile Data Cost in Every Country?”(검색일: 2020. 11. 11).

이들 국가 이외에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도 소득수준에 비해 데이터 통
신요금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아프리카 최대 이동통신사인 남아공의 MTN을
기준으로 할 때 1GB당 데이터 사용요금(월)이 [그림 2-9]와 같이 매우 높다.
콩고 브라자빌(Brazzaville)은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이지만 데이터 통신요금
이 월 10달러를 크게 넘고 있다.

49) “Africa should look to India for digital inspiration(2019. 1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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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아프리카 주요국의 데이터 사용요금
(단위: 1GB당 월 비용, 달러)

주: MTN 통신사 요금 기준.
자료: Tapiwa Chinembiri(2020), p. 4.

나. 디지털 경제
아프리카의 특징 중 하나는 단절성으로 설명된다. 10여 년 전에 휴대전화,
인터넷 등 ICT가 아프리카에 보급되었지만 수도권 등 일부 도시지역에 국한되
었으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계속해서 은둔의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ICT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지역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화와 팩스로 출발하여 지금은 금융, 교
육, 보건의료, 농업, 유통, 공공행정, 제조업 등 거의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ICT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ICT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아직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영세하지만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exponential growth)를
기록했다.50) 아프리카의 휴대폰 산업은 2005~17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산업성장률을 보였다.51) ICT 투자는 개발원조가 아니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
50) “Africa should look to India for digital inspiration(2019. 1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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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간투자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
프리카 기술혁신기업(tech firms)들이 2016년에 조달한 투자금액은 3억 6,700
만 달러를 기록했다.52)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나이지리아의 플러터웨이브(Flutter wave)와 같
은 혁신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경제 비중이 GDP의 5%를 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그 비중이 머지않아 12~20%까지 올라갈 것
이라는 전망치도 제시되고 있다.53)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 ICT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스타트업 기업의
대부분은 ICT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 아프리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된 자금규모는 11억 달러를 넘어섰다.54) 물론, 현재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기반은 취약하며 이를 통해 발현되는 경제·사회적 효과도 미미하다. 아프
리카에 ICT가 등장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인프라, 법 및 제도, 정책, 교
육,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디지털 발전을 위한 기초여건은 열악하다.
디지털 산업발전 측면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로는 케냐를 꼽
을 수 있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기술허브(tech hub)로 거
듭났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55) 첫째, 정부의 적극
적인 정책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케냐는 기술후진국으로 인터넷 접
근은 위성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이용요금이 비쌌다. 하지만 2009년 정부당국
의 강력한 의지로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대역폭(bandwidth) 사
51) “Africa should look to India for digital inspiration(2019. 1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52) “What technology can do for Africa(2017. 1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30).
53) “Shaping Africa’s economic strategy for the digital age(2019.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0).
54) Vera Songwe(2019. 6).
55) “Innovation in Africa: Upwardly mobile, Kenya’s technology start-up scene is about take
off(2012. 8.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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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급증하고 요금이 인하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둘째,
2007년 도입된 M-pesa(모바일 금융)를 계기로 ICT 혁명이 시작되었다. 현재
케냐 성인 인구 대부분은 M-pesa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2010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혁신센터(iHUB)가 등장하면서 ICT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인큐베
이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케냐 이외에 남아공,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을 중심으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
들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디지털 경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림
2-10]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황(아프리카 8개국 기
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5년 9개에서 2018년에는 268개로 늘어났다. 이들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 우버(Uber)와 같은 차량공유, 프리랜스, 물류·택배, 임
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56)

그림 2-10. 아프리카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황
(단위: 누적기준 건수)

주: 아프리카 8개국 기준(케냐·가나·나이지리아·르완다·남아공·우간다·탄자니아·잠비아).
자료: Research ICT Africa, “Readiness for the Digital Economy in Africa?”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9).
56) Research ICT Africa, “Readiness for the Digital Economy in Afr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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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디지털 산업은 중국에 의해 견인되는 측면도 크다. 최근 들어 중
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디지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화웨이(Huawei)는 아
프리카에서 핸드셋(송수화기)을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모바일폰 안테나(mobile
phone masts) 설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57)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5G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건설했으며, 현재 휴대폰 전화 제조업체인 트란
손(Transsion)은 화웨이와 함께 아프리카 핸드셋 시장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
고 있다. 트란손은 연구센터 설립(나이지리아, 케냐)과 조립공장 건설(에티오
피아) 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깊숙이 침투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시장수요와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형 핸드셋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가 내놓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가격은 20달러에 불과하며 품질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 수명이 긴 데다가 먼지가 많이 끼지 않는 스크린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개의 SIM 카드(multiple Sim card slots)를 꽂
을 수 있다. 이런 제품특성을 등에 업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트란손은
2018년 아프리카에서 천만 대 이상의 핸드셋(제품명: Tecno와 Itel)을 판매했으
며 이로써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1/3로 끌어올렸다.58)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 왔
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을 계기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총리 주도하에 특별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코로나
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경제구조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을 위한 디
지털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여러 정책적 노력을 모색 중이다. 앞에서 살

57) “US risks handing Africa’s e-commerce sector to China(2019.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31).
5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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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저개발 지역이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ICT 접근
성을 보이고 있어 디지털 경제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ICT 발전전망
코로나 사태로 아프리카 ICT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
로나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교육,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이 ICT 수요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GSMA(세계이동
통신 사업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수는 이 지역 전체 인구의 45%인 4억 7,700만 명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6억 1,400만 명(인구의 50%)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59) 모바일 인터넷 가입인구 비중은 2019년 26%(세계평균: 50%)에
서 2025년에는 3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와 에티오
피아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60)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
비중은 2019년 44%(3억 9,0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65%(6억 5,000만 명)
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1) 아프리카의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보다컴
(Vodacom)과 MTN 등은 2020년 아프리카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를 시작했는데, 현재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가봉 등 5개국에서 5G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25년까지 모바일 서비스
신규 가입자 수는 6억 1,400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중 아프리카(SSA)
가 1억 4,200만 명62)으로 거의 1/4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63)
59) GSMA(2020a), p. 12.
60) Ibid., p. 12.
61) Statista(2020), p. 17.
62) 아프리카 신규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콩고(DRC) 5개국
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GSMA(2020a),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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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아프리카의 모바일 통신서비스 가입자 전망
구분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가입자 수

2019년

2025년

4억 7,700만 명

6억 1,400만 명

인구비중

45%

50%

사용자

2억 7,200만 명

4억 7,500만 명

인구비중

26%

39%

인구비중

44%

65%

자료: GSMA(2020a), p. 8.

ICT의 질적인 발전도 예상된다. [그림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에
는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 비중이 27%로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5세대 이
동통신(5G) 서비스도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11. 아프리카 모바일 기술 믹스
(단위: %)

자료: GSMA(2020a),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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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의 역할
전술한 바와 같이 ICT는 빈곤국이 대거 몰려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
(leapfrogging development)’64)을 준비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청년들
은 모바일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흐
름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ICT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확대도 예
상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수억 명의 국민들이 전기와 안전한 식수 없이 살아
가고 있는 빈곤한 상황이어서 전화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긴급성이 떨어진다
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아프리카의 현실을 직시할 때 식량, 보건의료,
식수, 전기 등 기본필요(basic needs)가 더 시급하며, ICT는 부차적인 중요성
(secondary importance)을 갖는다는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
카에도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 위기상황이 겹치면서 ICT가 국가발전의
핵심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ICT는 여러 경로를 통해 빈
곤해소와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한다. 아프리카에서 ICT는 그 의미가 각별하
며 선진국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아프리카의 발전에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이나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무수하다.
이런 점에서 ICT가 아프리카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아프리
카에서도 ‘ICT 없이는 개발이 어렵다(no development without ICT)’라고
할 정도로 ICT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아프리카가 직면해 있는 제반 개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요구된다.
64)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선진기술(state-of-the-art)의 도입을 의미하는 ‘기술점프(Technology leapfrogging)’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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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정부들 역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ICT 활
용을 통한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절반
이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지
적하였다.65) 온라인에서 개인의 활동을 위한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은 아프리
카 국가들의 저조한 출생 등록으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활용의 어려움
과 함께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행정 영역에 있어 정부서비스 제공의 모듈
로서 ‘Government to Person(정부에서 민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66)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과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
해 더욱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서비스의 ICT 접목 및 전자
정부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프리카의 모바일 수요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금융, 전자
상거래 확대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67)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아프리카 현지 실정에 맞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발과 모바일 금융거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수요 증가와 가
치에 대한 기대는 주요 선진국들의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가속화하였으나, 아
프리카 개별 국가들의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플랫폼 개발에 대한 요구와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으나, 국내외적인 인프라 격차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이수와 동
시에 농촌지역에서는 라디오와 학습지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UNICEF는 현황보고서를 통해서 아동의 교육 연속성을 위해 교육과
정 개발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및 난민아동을 위한 수
화교육 동영상 제작, 주요 언어를 중심으로 한 교재 제작을 지원하였다. 정부
65) “UN: Half of African Children Are Unregistered(2019. 10.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66) “Responding to crisis with digital payments for social protection: Short-term measures
with long-term benefits(2020. 3.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67) “The covid-19 crisis is boosting mobile money(2020.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66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영역에서의 서비스 안정화,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특성에 기반한 플랫폼 도입,
교육 격차 극복을 위한 ICT 인프라 확장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ICT 기
술을 활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 경제발전
ICT는 생산성 향상, 생산 다각화, 교역확대,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과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특히 생산요소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기존의 ‘요
소주도형’에서 ‘기술주도형’경제발전을 이끌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아프리카는 소수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신흥국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 아프리
카는 에티오피아68) 등 소수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많은 개도국들에 비해 임금수
준이 높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동비용과 단위노동 비용은 아세안 신흥국들보
다 낮지 않다.69) 케냐의 자본비용은 방글라데시의 9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70)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에서 ICT가 의미하는 바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경제의 질적 성장이다. 물론, ICT 발전으로 수
반되는 생산설비 산업이나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경제성장에 기
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ICT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양적인 측
면보다는 효율성 향상이라는 질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베트남 등 신흥국들과는 달리 일정규모 이상의 ICT 제조업 기반을 갖추기 어
렵고 획기적인 국내외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ICT 물적 인프라 구축에는
대규모의 투자자금과 안정적인 전력망 등 제반 기초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
68)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에티오피아는 26달러로, 미얀마와 방글라데
시(95달러), 라오스(128달러), 레소토(146달러), 베트남(180달러), 남아공(244달러), 중국(326달러)
등의 개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Ethiopia gambles on cheap labor(2019. 7. 12),”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12. 1).
69) World Bank(2020), p. 95.
70) Ibid.,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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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프리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ICT 서비스는 농업, 광
업, 보건의료, 유통, 금융, 소매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
는 다양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ICT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ICT 물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이를 경제활동에
활용함으로써 ICT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현실적인 조건을 놓고 보면, 이러한 온전한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ICT 제
조업 분야보다는 ICT 활용에 따른 경제발전 효과가 더 많이 기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ICT 제조업 기반은 빈약하지만, ICT 활용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산업기반은 취약하지만, 농업
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ICT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전반의 낮은 생산성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
는 가장 크고 오래된 장벽이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에 모바일폰 보급률
이 10% 증가하면 1인당 GDP가 연간 0.8~1.2% 증가하며, 모바일 인터넷에
연결되면 그 수치가 더욱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71)
ICT는 농업, 광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촉진제
(enabler)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운송·물류, 판매, 의료진단, 회
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이손(ISON)이라는 비즈
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OP: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기업은 나이
지리아,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콜센터(call
centers) 운영을 통해 1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72) 모리타니 BPO
분야에는 1만 2,000명이 고용되어 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아프리
71) The Economist(2017), p. 7.
72) Vera Songwe(2019. 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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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서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1,500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모바일 생태계는 2017년 기준 3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40
억 달러의 조세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3)
ICT는 역내 및 해외 시장과의 연결성(connectivity)을 높임으로써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촉진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74) ICT는 국제투자를 끌어들여 글로벌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해당국의 경제구조 전환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 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디지털 시대에 코로나 위기상황이 더해지면서 ICT 역할의 중요
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ICT는 이미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활동에 활
용되고 있다.
ICT는 국가간 검역협력을 통해서도 국경무역을 원활하게 해준다. 동아프리
카 무역진흥기관(TMEA: Trade Mark East Africa)75)은 EAC(동아프리카경
제공동체) 회원국과 협력을 통해 공인검진센터에서 발급한 보건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저장하여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역내
지역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의 보건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 후
술하는 바와 같이 국경무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바이
러스 전파 고위험 그룹으로 취급되고 있다.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2020년 7월
말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동아프리카 역내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10,000
여 대의 화물트럭에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76) 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무
역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역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3) Vera Songwe(2019. 6), p. 2.
74) 아프리카(사하라 이남)는 전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World Bank(2020), p. 63.
75) 동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USAID), 영국(DFID),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등
공적개발원조기관의 자금지원으로 설립되었다.
76) “East African Community battles COVID-19 trade disruption”(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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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CT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
래비용을 낮추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ICT의 물적 기반 구축에 따른 경제성장도 기대된다. 아프리카의 ICT 인프라가
열악하여 그만큼 높은 투자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발전
ICT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혁신을 이끌면서 기존의
발전 난제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아프리카에도 e-헬스, e-러닝 등이 등장하면
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ICT는 보건과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 여
성, 농촌,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사회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모바일머니 등과 같은 ICT 혁신이 이루어져 생활영역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ICT는 M-pesa라는 모바일 금융을 통해 ‘주머니 속에 은행계
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금융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주었
다. 아프리카 보험회사들은 ICT를 통해 고객의 신용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기
초하여 적은 금액단위로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ICT 신용 측정에 기초하여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전기를 판매하는 아프리카 전
기회사들도 등장하고 있다.77) ICT 혁신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는 기술혁신센터(tech hubs)와 외부의 기술지원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일례로 르완다에서는 오토바이 택시(motorcycle taxis)와 고객을 연
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저가(50달러)의 중국산 스마트폰에 정착되어 널리 이
용되고 있다.78)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은 가축을 시장에 실어나를 트럭을 예
약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할 구급차를 호출하는 데 이용되는 등 여러 영역으
로 들어오고 있다.
77) The Economist(2017), p. 5.
78)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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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솔루션이기도 하다. 여성 등
취약계층도 ICT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사회개발에 포함될 기회가 커지고 있다.
컴퓨터 및 휴대폰 기기 가격과 인터넷 접속비용 등이 하락하면서 농촌지역을 포
함하여 전국에 ICT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포용적 성장이 확대되고 있다. 아
프리카에서 일부 스마트폰 기능을 갖춘 모바일폰의 평균 가격이 2008년 200
달러에서 2018년에는 20달러로 떨어졌다.79) 온라인 데이터 500 메가바이트
(MB) 이용요금은 2012년 거의 30달러에서 2017년에는 5달러로 떨어졌다. 이
러한 급격한 가격 하락은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여성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80)
ICT의 사회개발에 대한 기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ICT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SDG는 인류의 보
편적 문제, 지구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에 걸쳐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중 많은 이슈들이 ICT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 ICT는 범용성 또는 타 분야와 융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
회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 거버넌스 개선
ICT는 여러 경로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UN은
아프리카에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굿 거버넌스,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패’를 꼽고 있다.81) 아프리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분

79) Vera Songwe(2019. 6), p. 3.
80) Ibid., p. 3.
81) Serrao and van Vuuren(2019. 2), p. 21.

제2장 아프리카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 71

야 거의 모든 영역에 부패가 굳어져 있어 이에 따른 악영향은 다른 국가들과 비
교할 바가 아니다. 경제발전이나 사회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개인의 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는 아프리카의 저개발과 빈곤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ICT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패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2013년에 나이지리아의 어느 병원은 현금거래에 따른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Paga)에 의뢰하여 모바일 기반 수납 시스템을 구축했다.
종전까지는 환자가 병원 행정직원에게 병원비를 직접 납부했으나,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모바일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직원의 부
패를 근절시킬 수 있었으며, 병원 매출액은 두 달 만에 6배나 늘어났다.82) 이
스타트업 기업은 나이지리아 여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수납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고 있다.
ICT는 부패한 정치를 혁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8월
실시된 케냐 대선에서는 투표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ICT가 활용되었다. 각 투
표소에서 실시된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수도(나이로비)
에 있는 중앙 컴퓨터로 보내져 집계되는 방식이었다. 전체 투표소(4만 1,000
개) 가운데 1/4 정도는 모바일폰 신호체계를 갖추지 못해, 온전하지 않은 투표
결과가 보내졌고 이에 따라 부정선거 시비로 재선거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정
치 분야에서 ICT의 위력을 잘 보여준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83)
ICT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조세수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세
수입 이슈는 SDGs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만성
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 투자재원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조세수입 비중(GDP 대비)은 16% 미만으로 인
프라, 보건, 교육 등 SOC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여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82) World Bank(2020), p. 33.
83) The Economist(201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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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4) 그동안 조세징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조세 확충 시도가 여러 차례 이루
어졌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과 지하
경제 규모85)가 과다하고 현금거래 비중86)이 높다는 점도 있었지만, 정책적 의
지부족과 기술적 한계에도 기인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 활
용을 통한 조세제도 개선, 즉 조세행정의 디지털화에 다시금 나서고 있다. 르완
다는 전자 조세 시스템(e-taxation) 도입을 통해 연간 조세수입 규모를 6%까
지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남아공은 온라인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세
징수 비용(tax compliance cost)을 22%나 줄일 수 있었다.87) 디지털 기술은
신분증 제도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 10억 명 가운데 절반은
공식 신분증(official ID)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88) 디지털 ID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ID는 납세자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어 조세행정의 현대화에도 기여한다.

5. 아프리카에서 ICT 발전의 한계
아프리카에서 ICT의 역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도 ICT 발전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첫째, 아프리카 ICT는 기본 인프
라 면에서 아직 다른 대륙보다 열악한 편이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요 지표 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타 대륙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84) OECD 평균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34%(2018년)이다. “Shaping Africa’s economic strategy
for the digital age”(2019.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0).
85) 남아공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2020년)는 GDP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6) 비즈니스 거래(특히 소규모)에는 현금사용이 선호되고 있는데, 일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금회피(tax
evasion)에 있다. Serrao and van Vuuren(2019. 2), p. 20.
87) Vera Songwe(2019. 6), p. 2.
88) “Shaping Africa’s economic strategy for the digital age”(2019.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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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정전화 가입자 수는 아프리카가 2019년 기준으로 100명당 0.7명이나
유럽은 32.9명으로 유럽의 1/40 수준이다. 모바일폰 면에서는 비교적 타 대륙
에 근접하고 있으나 가정용 컴퓨터의 경우 100가구당 7.7%로서 타 대륙의
1/8 수준이다. 가정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타 대륙에 비해 1/4 수
준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 간 비교에서도 아프리카는 타 대륙
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면
에서 아프리카는 아직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ICT를 통한 ODA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표 2-4. 주요 ICT 지표별 아프리카의 수준(2019년 기준, 인구 100명당)
(단위: %)

구분

유선전화
가입 건수(명)

이동전화
가입 건수(명)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인터넷
이용자 비율

아프리카

0.7

82.3

7.7

14.3

28.6

아랍

8.7

98.0

52.8

58.9

54.6

아시아·태평양

9.0

104.6

41.1

53.4

44.5

CIS

17.6

148.2

65.4

76.4

72.8

유럽

32.9

122.7

77.7

85.0

82.5

아메리카

21.3

110.9

60.7

69.8

76.7

자료: ITU DB(검색일: 2020. 11. 10).

둘째, 투자 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ICT는 전체 인프라 요구 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DB)은 대륙의 인프
라 전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연간 약 1,300억~1,700억 달러의 지
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ICT 부문에는 매년 70억 달러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나 매년 4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격차
를 메꾸기가 어렵다. 셋째, 인프라가 아프리카에 성공적으로 구축되더라도 이
를 설치, 유지, 관리 및 혁신을 위한 기술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능
력 면에서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ICT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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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프리카 산업(분야)별
ICT 활용사례

1. 공공행정: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2. 보건의료: e-헬스
3. 농업: 스마트 농업
4. 금융: 모바일 금융
5. 교육: 이러닝
6. 소결

제3장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ICT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점협력 대상
국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상호 유사한 점을 많이 가
지고 있다고 보고, 해당 분야별로 특징적인 ICT 활용사례들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중점협력 대상국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1. 공공행정: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가. 공공행정 현황
국제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에서는 매년 취약국가지수(FSI: Fragile
State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며 12개 지표에 0~10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국
의 취약성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2010~20년에 걸치는 10년 동안 FSI가 취
약해진 22개 국가들이 있는바, 이 중에는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11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리비아, 시리아, 말리, 모잠비크,
에리트레아, 바레인,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브룬디, 디부티이다.
이 국가들을 공통적으로 볼 때, 국가 내부적인 불안 정도가 높으며 정부에 대한
정당성 및 공공서비스 부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에서는 우
리나라의 아프리카 중점협력국가 7개국의 대표적인 공공행정 지표 점수를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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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점협력국가별 주요 공공행정 지표 비교
구분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순위

108위

21위

27위

35위

24위

61위

71위

종합점수

64.2

94.6

91.7

86

92.8

78.1

74.6

안보 및 치안

4.9

7.9

6.8

6.1

7.2

5.5

5.4

정당화 및 파벌

4.9

8.9

7.1

8

8.9

5.7

7

집단 불만

3.5

9

5.3

9.9

8

4.7

5.5

경제쇠퇴

5.4

6.1

8.3

5.9

6

5.9

6.9

난개발

6

6.2

9.5

7.8

6.8

6.8

7

국민역량 및 인재유출

7.5

6.3

7.4

6.8

7

7.3

7.4

국가정당성

3.3

8.5

7.3

6.9

8.3

6.4

3.8

공공서비스

6.9

8.3

9.4

6.5

7.3

8.5

7.2

인권과 법

4.7

7.9

5.3

6.3

7.7

6.1

5.1

인구압력

6.8

9.1

9.8

7.5

9.2

8.6

7.1

난민과 실향민

4.3

8.8

7.6

7.8

8.8

5.8

6.4

외부효과(크로스커팅)

6

7.6

7.9

6.6

7.6

6.9

5.8

자료: FSI Index DB(검색일: 2021. 1. 31).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아랍의 봄 이후 10여 년간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나타났으나, 최근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프리
카 테러연구센터(ACSRT)는 사하라 지역 테러의 지속성과 이로 인한 관련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위중성에 대해 보고하였다.89)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부패지수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AU(African Union)에 속한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투명성지수가 높지 않으며, 국가 대부분이 하위권에 머
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9) ACSR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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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아프리카 중점협력 7개국 국가부패지수 및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가나

43/100

75/180

에티오피아

38/100

94/180

모잠비크

25/100

149/180

르완다

54/100

49/180

우간다

27/100

142/180

탄자니아

38/100

94/180

세네갈

45/100

67/180

자료: TI DB(검색일: 2021. 1. 31).

그림 3-1. 전 세계 부패지수

자료: TI DB(검색일: 2021. 1. 31).

코로나의 아프리카 대륙 확산 이후 World Bank와 IMF는 아프리카의 농촌
여건에 대해 제도적으로 진보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경제적 타격
이 작고, 질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표하고, 향후 아프리카 대륙
의 코로나 확산 대처 및 탄력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정부,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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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서비스 제공, 더 많은 시민의 사회참여 그리고 정부 부패의 감소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90)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냈으나,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별
그리고 국가 내 디지털 인프라 격차,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사용
능력의 증진, 농촌과 도시 그리고 성별 간의 디지털 격차가 선결과제임을 제시
하였으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채택과 통신요금 부과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91) 한편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확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복
원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나, 이러한 ICT 기술을 통한 복원을 이루기 위
해서는 아날로그적인 보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전기접근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92)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정 및 정부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더
불어 코로나 확산과 함께 정부의 대응능력과 제도적 역량강화 및 정부의 투명
성 증진이 아프리카 대륙의 공공행정의 주요 이슈로 두드러지고 있다.

나. 공공행정 분야 ICT 활용사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공공행정 부분에서의 취약성은 국가취약성지수 및 부
패지수 등 다양한 국제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ICT 접목사례는 전자정부, 즉 공공행정
서비스의 전산화 및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공공행정 분야 정부 역량에 대해 Mo Ibrahim Foundation에
서는 2018년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진보를 위해서는 수요에 기
반하며 책임감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90) World Bank(2020), p. 1.
91) World Bank, “Africa’s Pulse: In Sub-Saharan Africa, Strong Policies Can Support Economic
Recovery Post-COVID-19,” pp. 4-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6).
92) Ibid.,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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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업무 전반의 자동화와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연수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93)
한편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포럼에서는 ICT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전자정부 시
행의 주안점으로 강조했다. 이 포럼에 따르면, 업무용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직
원의 비율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나이지리아로 38%에 달했으
며,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21% 정도로 낮다고 보고하였다.94) 이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인터넷 접근성과
관련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T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아날로그적
인 발전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UN에서도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제를 달
성하고자 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정부로 이행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대륙보다 뒤처졌지만, 긍정적
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
공 면에서 볼 때, 유럽(93%), 미주(84%), 아시아(80%), 오세아니아(65%), 아
프리카(55%) 수준으로 아프리카가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2018년과 2020년 사이의 아프리카 주요 ICT 지표의 변화를 살펴볼 경우
아프리카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2018년 2.2명에서
2020년 1.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바일과 관련된 활성화를 나타
내는 모바일 회선 및 구독률은 같은 기간 모두 29명에서 37명으로, 76명에서
7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자 비율 또한 24%에서 27%
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95)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 인프라 측면에서 발전도가 낮음에도 불구
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 부분이 잘 발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계획서 내에 ICT를 지향하는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93) IFR(2018. 4).
94) Ibid., p. 57.
95) ITU DB(검색일: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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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는 2019년 전자정부와 관련된 부처(Ministry of Communication,
Science and Technology)를 신설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주도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함에 따라, 전자정부 정책을 조정, 촉진 및 시행
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추적·측정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공공기
관은 각자의 웹사이트나 포털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통계를 수집할 것
을 제시하였다.96) 이외에도 르완다 전자정부 플랫폼, 우간다의 전자정부 증진
법 등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전자정부로의 이행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은 전자정부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다수의 아프
리카 국가들이 코로나 초동대처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폐쇄조치를 취하고, 이
로 인하여 자국 내 감염 억제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97) 디지털 영역에서 정부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e-Government 도입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자정부 도입은 201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인프라 구축부터 시스템 보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2013~19년 동안 한국의 공적원조를 통한 전자정
부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아프리카 인터넷 사용량의 29%를 차지하는 아
프리카 내 ICT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한국이 함께한 이 사업
은 약 1,500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수행한 바 있
으며, 민간영역의 관심을 크게 유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나이지리
아는 현재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여 전자정부 유지·보완을 위한 환경구축을 시
도하고 있다.

96) “E-Government Projected to Increase Service Efficiency”(2019. 9.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3).
97) WHO, “WHO urges caution as countries in Africa ease lockdowns,”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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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확산 이후 행정 연속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 활용
나이지리아는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터넷 접근성이 아프리카 대륙 안
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2013년과 2016년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자정부 마스
터플랜 작성 및 정책 컨설팅, 전자정부교육원 리모델링, 전자정부 역량개발 프
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공직자 연수를 수행하였고, 아프리카 대
륙 내에서 전자정부 도입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
부와 지역 및 시민사회 간의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
며,98) 근래 나이지리아는 국민의 신원에 대해 디지털 ID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디지털 신분증 사업을 통
해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서명의 활성화, 국가공인 신분확인제도 확립을 통해
시민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99)
토고(Togo)는 정부의 NOVISSI program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대
응하고 있다. 토고 정부는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행정과 세금납부의 연속성
확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100) NOVISSI program은 디
지털 사회부조 지급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이 중 신
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서 수입의 차질을 빚은 취약계층은 정부
로부터 디지털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
확산에 대한 추적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모바일 기반 현금지급
프로그램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자정부의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모바일 화폐가 가능한 사양의 기술 접근성 및 인터넷 통신료 등의 확산의 어려
움이 나타나고 있다.

98) “E-governance and digital services to Nigerians”(2021. 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13).
99) “Accelerating Nigeria’s digital ID issuance will take more funding, infrastructure”(2021.
2.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13).
100) WHO, “Togo: Could more digitalization be the s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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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 플랫폼의 형성과 정보전달 투명성 강화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국가로 케냐 정부가 있다. 케냐는 코로나 확산 이후 위축된 관광 분야에 대해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안전한 여행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하였다. ‘Trusted Travel platform’은 여행객들이 직접 코로나 테스
트 결과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고 여행 시 관련 담당자들의 확인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인접국가와 공유하여 관광산업을 재
개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101)
코로나 확산 초기 이집트 정부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사
람들을 구금하고, 가짜 뉴스 전파를 이유로 9명의 의료 전문가를 구속하는 등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102) 모바일 구독이 증
가하였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인프라 부족 및 통신료에 대한 부담은 대다수의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울러, ‘가
짜 뉴스’를 통한 정보전달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정확
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외에 언론의 자유를 위한 움직임도 나
타나고 있다.
우간다의 온라인 플랫폼 ‘Unwanted Witness’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글쓰기 및 제보를 통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2012년 구성되었다.
2013년 이 단체는 법안을 다루는 30명의 국회대표, 청소년 단체 및 시 외곽 네
트워크와 그 대표를 대상으로 하여, 인권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미
디어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더 나아가, 인터넷 법률에 대한
의회와 시민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101) “Kenya adopts Trusted Travel digital tool for COVID-19 test result verification”
(2021. 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10).
102) “African countries exploiting Covid crisis to clamp down on free speech: HRW”
(2021. 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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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e-헬스
가. 보건의료 현황
아프리카는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의
낙후성이 심각하여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사실, 아프리카 보건
의료 면에서 오늘날의 상황은 정부의 해결능력 범위를 크게 초월하고 있다. 아
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에서 17%를 차지하나, 질병 발생의 경우 전 세계에서
36%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의료보건 지출액 가운데 아프리카의 비
중은 고작 2%에 불과한 정도이다.103) MDGs와 SDGs에 따른 국제개발원조
확대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모자보건 등을 비롯한 기초보건 환경이 개
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보건의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건시설 운영과 사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민간의
료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의 민간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국가들
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아프리카 국민들은 접근이 어려워 배제
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연합(AU)은 오래전에 아프리카 국가들에 정부예산의 최소 15%를
보건의료 부문에 지출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재 이를 충족하는 국가는 극소수이며 그 수치가 평균 5~6%에 불과하다.104) 이
에 따라 아프리카 보건의료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 국
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개도국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이다. 아프리카 공공병
원들은 전기와 물, 의약품,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의 만성적인 부족사태에 시
달리고 있으며, 아프리카 의사 수는 인구 10,000명당 2명에 불과하다.105) 아
103) “Coronavirus exposes neglect of Africa’s health system”(2020. 5.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3).
104) Ibid.
105) “Coronavirus exposes neglect of Africa’s health system”(2020. 5.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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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에서 WHO 권고기준(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100명)을 충족하는 국가
는 3개국(리비아·튀니지·모리셔스) 정도이며,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부룬
디 등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10명에 불과하다.106)
아프리카의 유능한 의료진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부유층
환자 대부분은 해외 선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그 수가 연간 9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해
외로 유출되고 있다.107)
의료장비 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인구가 2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보유대수가 500개를 넘지 못하고, 산소공급 장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
명당 0.5개에 불과하다.108) 다른 나라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
대, 말리는 인구가 2,000만 명이지만 이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공호흡
기 대수는 50개에 불과하며,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부르키나파소의 경우에
는 11개로 더욱 적다.109) 아프리카에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한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 20개국을 넘고 있다.110) 또한 아프리카 어린아이 9명
가운데 1명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등 세계에서 아동사망률이 가장 높으
며 간단한 진단도구도 크게 부족하다.
위생시설 또한 극히 열악하여 각종 질병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UNICEF에 의하면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도시지역에 사는 인구의 60% 이상
은 위생시설이 열악하여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없을 정도이다.111) 아프리카의

2020. 12. 23).
106) AfDB(2020), p. 23.
107) “Coronavirus exposes neglect of Africa’s health system”(2020. 5.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108)
109)
110)
111)

2020. 12. 23).
Ibid.
Ibid.
AfDB(2020), p. 23.
“Africa’s urban poor must be shielded from coronavirus”(2020. 3.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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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공도 도시민의 47%는 집안에 세면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 원조기구들이 코로나 지원책으로 비누 등 위생용품 보급에
역점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
의약품도 크게 부족하다. 아프리카에서 소비되는 의약품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약품 부족상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112) 아프리카는 제약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의약품 조달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소비하는 의약품의 70~90%가 해
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다.113)114) 아프리카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
지만, 이 지역의 전체 의료 제조업체 수는 375개에 불과하다.115) 이마저도 대
부분이 북아프리카 지역, 남아공, 케냐에 집중되어 있어 나머지 아프리카 국민
들의 의약품 접근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참고로 중국과 인도에는 각각 5천 개,
1만 개의 의약품 제조업체가 있다.116) 의료 분야 연구환경도 후진적이다. 아프
리카에는 에이즈(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여러 질병이 집적되어 있지만,
연구개발(R&D)은 소수의 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117)
이처럼 아프리카는 의료시설과 의약품은 물론이고 의료진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112) “Pandemic highlights importance of AfCFTAD”(2020. 6.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4).
113) “African pharma: A prescription for success”(2019. 4.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
114) 아프리카 국내산 의약품의 소비비중은 2%에 불과하다. 참고로 중국과 인도의 의약품 수입의존도는
각각 5%, 20%이다.
115) “African pharma: A prescription for success”(2019. 4.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
116) Ibid.
1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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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 분야 ICT 활용사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 시스
템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욱 다양한 디지
털 솔루션 기법이 나오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아프리카에서 100여 개의 보
건의료 관련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거나 테스트 중이다.118) 이들 솔루션은
단순한 기술부터 혁신적인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르완다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원격의료가 실시되고 있다. 모바일폰을 사용
하여 원거리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신치료(communicating treatment), 질병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처, 의료교육, 의료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 있다.119)
아프리카 농촌지역은 의료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
으므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모바일 통신 플랫폼(MomConnect)을 통해 임산부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아공은 11개 공식 언어로 출산 관련 지식과 정
보를 메시지 형태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현재 이용자 수가 45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120)
ICT를 활용한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영
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인 바빌론헬스(Babylon Health)는 2016년 르완
다에서 저가의 의료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6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
고 있다. 의사가 컴퓨터 분석을 통해 전화로 의료상담을 제공하는데 1회당 컨
설팅 비용은 1달러 미만이다.121) 네덜란드 전자회사인 필립스는 케냐 나이
118) EIB(2020. 7), p. 18.
119) Dipl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frican livelihoo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6).
1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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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 혁신센터를 설립했는데, 이곳에서는 휴대용 도플러 초음파(doppler
ultrasound) 기계를 개발하여 태아의 심장박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단해 주
고 있다.122)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자선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는 말라리아를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개발 중
이며, 호주 의료진들은 환자의 기침으로 천식이나 폐렴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123)
인공지능(AI)과 로봇도 헬스케어 분야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남아공에는
HIV 감염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치료를 받지 못하
고 있다. 이미 남아공 병원들은 수많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
을 확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국가적 의료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를 두 배로 늘
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
한 것이 로봇 약사(robot pharmacist)이다. 로봇이 약품을 고르고 포장까지
해주는데, 하루 환자 수가 750명에 달하는 남아공의 어느 병원에서는 이를 통
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한 시간 이상에서 20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124) 이
외에 ATM 방식의 의약품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하면 드론이
투입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혈액을 실어나르는데, 르완다에
서는 드론을 사용하여 혈액 운반시간을 기존의 3시간 이상에서 20분대로 줄일
수 있었다.125)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ICT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들은 예산제약하에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비효율
121)
122)
123)
124)
125)

The Economist(2017), p. 10.
Ibid., p. 11.
Ibid., p. 8.
Ibid., p. 8.
Dipl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frican livelihoo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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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불투명한 집행 및 운영으로 보건의료 재정의 20~50%가 낭비되는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126)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ICT
활용을 통한 투명성 및 거버넌스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모바일폰을 통한 의료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비영리 단체들은 모바일폰 애
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산원(midwives)이나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ICT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이 등
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
나 사태 발생 이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솔루션
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코로나 접촉자 추적 애플리케이션(Contact Tracing Apps)
코로나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 기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리정보기술(GIS)을 활용하여 코로나 감염자를 추적하고 모
니터링하고 있다. 통신회사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받아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
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솔루션 기법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기
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리카의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러한 솔
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케냐의 어느 기술혁신센터(FabLab)에서는 M사파리(M-safari)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바이러스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케냐에서 또 다른 코로나 감염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출시(2020. 3)되었는
데, 대중교통 운수업체 관계자들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경로를 추
적하는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운수업체 관계
자, 차량등록번호, 그리고 탑승 승객에 대한 상세정보가 들어 있다. 케냐에서
126) Dipl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frican livelihoo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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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일 버스나 미니버스(matatus)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
하고 있다.127)
모로코에서도 코로나 추적 애플리케이션(Wiqaytna)이 개발되어 출시(2020.
6)되었다. 모바일폰에 다운로드하여 GPS와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는데, 감
염자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 동선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 양성자로 판명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문자 알림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2020년 6월 기준 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 번을 넘어섰
다.128) 튀니지에서는 스피커와 카메라가 장착되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자동 모
바일 로봇(PGuard)이 개발되어 2020년 3월부터 수도(튀니스)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자동 모바일 로봇은 코로나와 관련된 안전조치와 봉쇄조치에 따른 준
수사항 등을 방송으로 알리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129)

2) 통신 캠페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대대적인 통신 캠페인을 통해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 아프리카, 특히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열악한 통신
인프라로 인해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강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보 전달이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이에 아프리
카 정부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해 구조화
된 통신 캠페인(Structured Communication Campaign)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웹사이트, 알림판(COVID- Dashboard)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정
보)와도 싸우고 있다.
WHO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AI 기반의 챗봇(chatbot)130) 서비스를 통해
127) EIB(2020. 7), p. 15.
128) Ibid., p. 15.
129) Ibid.,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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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WHO는 아프리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왓츠앱(WhatsAPP) 메신저로 국민에게 코로나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여러 아프리카 정부들과 접촉해 오고 있다.131) 독일
과 EU의 개발원조기관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대한 정보
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해커톤(hackathon)이라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132)

3) 자가진단 솔루션
코로나를 자가진단하는 디지털 솔루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15개국에서는 웰비스(Wellvi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보건당국 또는 응급의료센터 등
관련 병원과 공유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엠바자(Mbaza)라는 챗봇이 등장
하여 수시로 코로나 진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현지 스타
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20년 4월 비구조 부가서비스 데이터(USSD:
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를 활용한 자가진단 솔루션 기
술을 내놓았다.133) 이 기술은 인터넷 접속이 어렵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기 어려
운 가난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비용의 자가진단 솔루션이다. 이런 기법은
스마트폰 보유비율이 낮은 개도국 여성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 젠더 격차
(gender gap)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에서는 스마
트폰에서도 젠더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데, 여성의 스마트폰 소유비율이 남
성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4)

130) 일명 WHO Health Alert 챗봇이라고 불린다.
131) EIB(2020. 7), p. 16.
132) GIZ(독일 개발원조기관)과 DEVCO(EU의 개발협력국)은 해커톤 개발에 최대 3,000만 유로를 지원
할 방침이다.
133) EIB(2020. 7), p. 17.
134)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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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론과 로봇
2020년 4월 코로나가 서부아프리카 가나에 확산되자 미국의 드론 분야 스
타트업 기업인 집라인(Zipline)은 드론을 사용하여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채취
한 바이러스 테스트용 샘플을 도시지역에 있는 병리실험실로 운송하기 시작
했다. 이 기업은 이미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나와 르완다에서 드론으로
혈액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가나에서는 하루 600회에 걸쳐 500개 이상의 병
원에 혈액을 운송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가나 정부와 업무계약(계약기간 4년, 계
약금액 1,250만 달러, 하루 600회 배달)을 통해 드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35)
르완다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UNDP
(UN개발계획)의 협력지원을 통해 코로나 치료센터에 4대의 인간형 로봇
(Humanoid Robot)을 배치했다.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이 로봇
은 분당 50~15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환자 방에 음식과 의약품을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일손을 덜어주고 이
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에서는 드
론을 사용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
거나 코로나 전단지를 뿌리기도 한다.

5)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기법이 개발되어 헬스
케어 생태계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SAP136)는 아프리카에서 헬
135) EIB(2020. 7), p. 19.
136) HCC, “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

92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출시했는데, 모로코 등 아프리카 보건당국들
은 이를 이용하여 환자상태, 의료장비 및 의약품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의료상황 종합정보(dashboard)를 제공하고 있다. 우간다, 라이베
리아, 말리, 시에라리온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엠히어로(mHERO)
라는 애플리케이션137)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양방향 모바일 기반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과 보건당국을 연결해 주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간단한 음성 및 문자, 통화를 통해 이들 간에 통신이 이루
어지고 있다.

6)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코로나 위기사태의 발생으로 관련 의약품 및 기자재, 기타 필수품에 대한 수
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부티 등의 아프리카 국가에
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대시보드(Business Intelligence Dashboard)를
통해 의약품의 재고상황과 수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청자는 전국에 있
는 보건소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코로나 의약품 및
의약 기자재들을 신청양식에 기재하여 정부 보건당국에 요청한다. 그러면 보건
당국은 이를 토대로 국내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부족분을 무역당국에 알려줌으
로써 의약품의 원활한 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38)
우간다 정부는 엠트랙(mTRAC)이라는 모바일 재고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병원과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139)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700여 명의 정부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환자들은 모바일폰을 통해 병
원이나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의 재고물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
137) 에볼라와 맞서 싸우기 위해 2014년 개발되었다.
138) EIB(2020. 7), p. 20.
139) Dipl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frican livelihoo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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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그들이 필
요로 하는 의약품의 재고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우간다 이외에 다른 여러 아프
리카 국가에서도 ICT를 통해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수급상황이 불안정한 아프리카에서는 필요한 의약품을 추적하고 적시에 공급
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 및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3. 농업: 스마트 농업
가. 농업개발과 ICT
농업 분야에서 ICT 활용은 흔히 ‘스마트 농업’ 또는 ‘디지털 농업’으로 불리
는데, 기초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도 농업혁신을 위한 중
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 현실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농업혁신을 통한 식량수요 충당이 시급한
상황이다.
UN FAO(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의 연간 식량수입액이 500
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5년 후에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140) 아프리카는 자본재 수입보다 식량수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있으
며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증가에 따
른 식량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식량 생산량을 2009년 대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식량수요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41)142)
140) “African countries must get smarter with their agriculture(2020. 3. 2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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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농업혁신의 핵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기상예측, 농기자재 및
농산물 시장,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생
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민(생산자)과 시장(소비자) 간의 연결을 촉진한다. [그
림 3-2]는 농업 분야에서 ICT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농업지식 전파, 기후
변화 솔루션 제공, 위험관리, 식품안전, 시장접근, 금융접근 등 가치사슬 전반
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
ICT는 농민의 기초농업지식이 크게 떨어지는 아프리카의 여러 농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며 생산성 및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케냐 어느 마을의 커피 소
농들은 ICT를 통해 획득한 간단한 농법 정보 - 커피나무 하나에 3개 줄기만 남
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내는 가지치기(나무 전지, trimming) - 를 적용함
으로써 소득을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다.143) 이에 반해, ICT를 통해 이러
한 가지치기 농법이 생산성을 끌어올려 준다는 농업지식을 접하지 못한 이웃
마을의 커피 소농들은 직관(줄기가 많을수록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관습적
인 생각)에 기대어 커피 농사를 지었으며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후 이 마을 농민들은 나무 전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이웃마을을 보고 농법을
도입했다.
이처럼 ICT는 농업의 작은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어렵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 분야에서 ICT나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농업발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
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많은 사례들은 ICT와 디지털
기술이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혁신을 만들어내며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
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41) Ibid.
142) 전 세계 인구의 약 80%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The global
food supply chain is passing a severe test”(2020. 5.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2).
143) “African countries must get smarter with their agriculture”(2020. 3. 2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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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업 분야에서 ICT의 역할

자료: FAO, OECD and IFPRI(2017), p. 2.

나. 농업 분야 ICT 활용사례
ICT는 아프리카 농업구조를 전환하는 지렛대(leverage)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연결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이 더해지면서 농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능
형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크기의 농지단위로 토양 및 날씨에 관한 데이
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모바일폰을 통해 전파하는 맞춤형 농업기술정보 시
스템도 등장하고 있다. ICT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활용
되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과 같은 시장정보는 농민의 시장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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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을 높이는 핵심 사안인데,144) 농산물 판매과정에 ICT가 활용되어 농가소
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ICT는 농업보험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큰
산업인 데다가,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병충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가
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농업보험이 아프리카 농업개발의 핵심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농업보험은 모바일폰이 확산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일례로, 동아프리카
의 농업보험 플랫폼(Kilimo Salama, 스와힐리어로 위험이 없는 농업을 의미)
은 기후변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모든 지급거래는 모바일(M-pesa)을 통
해 이루어진다.145) 그리고 동아프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농업보험회사인 에
이커 아프리카(Acre Africa)는 농작물과 가축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동기상모니터(automatic weather monitors)에서 ‘가
뭄’으로 판정되면, 농부(소농)들에게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모바일폰으로 보험
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146)
텔레센터(Telecenter)를 통한 농촌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는 농산물 판매시장, 농업지식, 농기자재 시장,
농업금융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마을의 지역공동체에 전화선이나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시
설을 갖춘 텔레센터를 마련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
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촌지역에 살며 생존농업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보 접근성은 크게 제약되어 있다. 텔레센터는 주로 해당 정부
나 개발원조기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상업적 방식으로 운영되
는 ‘인터넷 카페’ 또는 ‘PC 방’과는 성격이 다르다. 르완다 정부는 과학기술정
144) 농민이 좀 더 유리한 판매조건과 협상력을 갖게 된다면 소득을 10~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
과도 나오고 있다. Audrey and Karagueuzian(2016), p. 5.
145) Ibid., p. 6.
146) The Economist(2017), p. 10.

제3장 아프리카 산업(분야)별 ICT 활용사례 • 97

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전국에 걸쳐 텔레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6~12년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 30개의 텔레센터를 마련했다.147)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을 지원하
려는 국제개발원조 사회의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농산물의 ①
생산 이전 단계 ② 생산 단계 ③ 생산 이후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ICT 활
용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생산 이전 단계
먼저, 모잠비크는 토지등록과 농작물 인벤토리(crop inventories) 정보구
축에 위성영상기술과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개발을 위한 정밀농업(PAD: Precision Agriculture for Development)’은
여러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농업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모바
일폰 메시지로 제공하고 있다.148) 이 농업정보는 주로 ‘언제, 어떤 작물을 재배
하며,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정보이다.

2) 생산 단계
아프리카에는 작은 기술 하나만으로도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농법
(farming techniques)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ICT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 일례로 케냐의 어느 작은 커피 농가에서는 ‘플라스틱병 꼭대기에서 비료를
흘러내리게 하고, 오래된 나무줄기를 제거하는 전지(pruning)’ 등과 같은 간단
한 농법을 ICT를 통해 접하면서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었다.149) 아주 간
단한 휴대폰 문자 하나만으로도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하버

147) Bon(2019), p. 46.
148) “Africa’s agricultural sector faces up to COVID-19 crisis”(2020. 9.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3).
149) The Economist(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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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케냐의 사탕수수 농민들은 ‘이번 주에 잡
초를 제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로 수확량을 10%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150) 이는 아프리카에서 농업정보 혹은 농업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농
업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리적인 거리로 과다
한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한 과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모
바일폰이 확산하면서 원거리 농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케냐의 농업정보 플
랫폼(M-Kilimo)은 농지면적, 재배작물, 농민 사용언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농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 플랫폼에 가입된 농민들이 문제점을
보고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 Foundation)은 2011년
케냐, 말리, 탄자니아에서 모바일폰을 활용하여 농업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플랫폼(mFarmer)을 구축하여 농민들에게 작물재배 방법과 시장가격 정보
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리고 세계코코아재단(World Cocoa Foundation)과
프랑스 최대 통신그룹인 오렌지(Orange)는 파트너십을 맺고 코코아 플랫폼
(CocoaLink)을 구축했는데, 서부아프리카 농민들에게 모바일폰을 통해 코코
아 재배농법과 관리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3,700여
명의 코코아 농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코코
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농민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51) 케냐의 농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
(illuminum Greenhouse)은 최적의 농작물 생육조건을 갖춘 온실농장(greenhouse)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동 점적관개
시스템(dripping irrigation)을 갖춘 1,455개의 온실농장을 건설했다. 8,600

150) The Economist(2017), p. 7.
151) Audrey and Karagueuzian(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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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케냐 농민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이 월 140달러 이
상으로 많이 늘어났다.152)
적정량의 비료 투입과 관개물량 조절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의 정밀농업(precisionfarming) 분야 스타트업 기업(Zenvus)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토양온도,
토질, 토양양분 등과 같은 토양정보 등을 분석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농민들에게 ‘어떤 작물’을 ‘언제’, ‘어떻게’ 재
배할 것인지에 대한 ‘맞춤형 농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실시간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실험수준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153)
AI를 이용하여 아프리카의 농업생산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각종 농작
물 병(crop disease)154)을 퇴치하기도 한다. 카메룬의 스타트업 기업(Promagric)
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농작물병을 진단하는 농작물 클리닉 플랫폼(Clinic
plant)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민이 질병에 걸린 농작물을 사진이나 동영
상으로 업로드하면 이를 즉각적으로 진단하여 생물학적 처리방법(biological
treatment)과 예방조치 등에 대한 피드백과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다.155)
이 회사는 저명한 농학자들과 농민들이 주최하는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
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모로코의 스타트업 기업(AgriEdge)은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플랫폼을 통해 소농의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회사
는 위성과 드론의 영상정보, 기상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각각의 농
작물에 투여해야 할 물과 비료의 최적 물량을 산정하여 제공해 주고 있다. 이
152) Dipl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frican livelihoo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6).
153) Ibid.
154) 아프리카는 기후대, 토질 등이 다양하고 재배작물 수도 다양하여 질병도 다양하다.
155) “Successful agricultural enterprises and smart policy: Eight case studies”(2020. 10. 8),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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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고급정보에 대해
서는 요금을 부과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농과 협동조합에 작물관리법(모니터링) 등과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
며 정부, NGO, 대농, 농·가공 기업 등에는 정밀관개, 농작물 질병관리, 생산량
예측 등의 고급정보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의 서비스로 농민의 생산비용이 20%
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6) 이 회사는 모하메드 6세(VI) 공과대학의 벤처
기업 중 하나로 이러한 정밀농업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데에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157)

3) 생산 이후 단계(유통·판매)
모바일폰 등 ICT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시장정보(market information) 확
보가 가능해지고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농민
들은 ‘언제 자신의 농작물을 수확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잘
모른다. 과일이나 채소 농가들은 일시에 수확하고 이를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파
는 경우가 많은데,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 이들 농
산물은 금방 시들거나 부패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도 없다. 많은 경
우 농산물 운송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 다시 집으로
가져와 동물에게 먹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리고 수확 시즌이 지나면 시장에
과일이 부족하여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프리카 농산물 시장에
서 흔히 나타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불행하
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마스터카드는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모바일폰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수천 명의
156) “Successful agricultural enterprises and smart policy: Eight case studies”(2020. 10. 8),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1).
1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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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과 중간거래상(middle-man)을 연결해 주는 전자상거래(2KUZE) 네트
워크 플랫폼을 개발했다.158) 중간거래상들은 이를 통해 주문을 내는데, 거래가
성사되면 모바일폰으로 현장에서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농민의 소득을 높여주며 소비자에게는 농산물 가격
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있다. 세계적인 코코아 거래기업인 오람(Olam)은 모바
일폰 메시지를 통해 수만 명의 코코아 재배농민(소농)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들 농민에 대한 위치정보 맵을 구축하고 코코아 시장가격과 함께 농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 위팜
(Wefarm)은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휴대폰 문자를 통해 개도국 농민들에
게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케냐와 우간다에서는 이미 회원 수가 25만 명
을 넘어섰다.159)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에서는 농민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모
바일 플랫폼(2KUZE)을 통해 농산물의 모바일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를 통해 이 지역 농민들은 농산물을 수레나 가축에 싣고 멀리 시장까지 가지 않
고 모바일폰으로 판매대금을 받고 있다. 이로써 판매대금(현금)의 분실 위험이
사라졌으며, 많은 경우 종전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거
래는 바쁜 가사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까지 가기 어려운 여성 농부들이 가
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160) 우간다의 애그리네트(Agrinet)와 같은 농업
플랫폼은 다양한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와 함께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61) 가나의
농산물거래 플랫폼(Esoko, 스와힐리어로 전자시장을 의미)은 2005년부터 모
바일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주간 단위로 상품가격 등 시장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플랫폼은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되었으며 5개 언어(영어,
158) The Economist(2017), p. 7.
159) Ibid., p. 9.
160) Dipl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frican livelihoo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6).
161) Audrey and Karagueuzian(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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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아랍어)로 제공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농산
물거래소(ECX: Ethiopia Commodity Exchange)는 농산물 등급과 가격정
보 등을 제공하면서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농 협동조합(조합원 수
240만 명)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농민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탄자니아의 농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인 플라밍고 식품(Flamingoo Foods)
은 기상 및 위성기술을 사용하여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쌀의 과부족을
예측하고 있다.162)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저장시설과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 쌀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한 지역의 남아도는 쌀을 가뭄발생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급하
는 것이다. 이 회사는 탄자니아 서부지역(Rukwa Valley)에 저장시설과 도정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163) 도정된 쌀은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우간다, 잠
비아, 콩고(DRC) 등 인근 국가로 판매되고 있다.164) 아프리카 동부지역은 다
른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그마저도 매우 불규칙하게 내리고 있으며, 여기
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식량생산이 들쭉날쭉하다. 국가별로도 마찬가지여
서 식량생산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수급체계를 원활하게 하
는 것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지역 전체로 보면 매년 식
량이 충분히 생산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식량잉여 국가와 식량부족 국가로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식량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어떤 지역(국가)에서는 가뭄으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다
른 국가에서는 열악한 저장시설과 시장접근 제한 등으로 잉여 농산물이 썩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62) “Successful agricultural enterprises and smart policy: Eight case studies”(2020. 10. 8),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1).
163) 종전에는 농민들이 당나귀로 벼를 운반했지만, 현재는 이 회사가 한 달에 200톤 이상의 벼를 트럭으
로 운반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저장시설에 있는 쌀에 대해 정기적인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결하게
보관되고 있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164) 도정공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이 회사가 소유한 상점을 통해 판매된다. 이 회사는 연간 1,000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25kg, 50kg, 100kg 단위의 부대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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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의 디지털 기술은 목축업자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케냐의
목축업자들은 자신이 키운 가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
기 어려워 공정한 가격(fair price)을 받지 못하고 있다. 케냐에서 목축업은 북
부 및 북동부 지역(건조·반건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165) 개인 또는
소규모 목축업자들에 의해 사육되고 있다. 또한 정보력이 부족하고 유통망이
발달하지 못해 가격협상에 불리한 입장이다. 수도 등 대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제값을 받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매우 낮은 가격(4달러/kg)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솔루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66) 케냐 가축판매위원회(KLMC: Kenya Livestock
Marketing Council)는 목축업자들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
시장의 디지털화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네덜란드 농업 및 농촌협력 기술센터
(CTA: Technical 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Cooperation)와 함께
2개 가축시장에 대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축의 무게가 전자저울을 통
해 측정되고, 이 데이터는 목축업자, 사육지역, 유통 및 판매장소 등에 대한 정
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다. 이런 기술 솔루션은 목축업자들에게
흥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정한 가축거래 제도를 마
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종전에는 눈대중(eyeball estimation)으로 가
축의 무게를 결정하고, 이를 가지고 목축업자와 거래상 간의 가격흥정이 이루
어졌다. 이러한 가축시장의 디지털화(digitization of livestock markets)
이외에 가축보험,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케냐의 목축지역(방목)은 기후변화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목
축업자들의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으며, 목축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165) 이 지역의 47개 구역(counties)에서 목축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15개 구역에서 사육되는 가
축이 케냐 전체 육류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Technology boosts Kenyan pastoralists”
(2020. 5.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5).
1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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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농
업 및 농촌협력 기술센터(CTA)는 케냐 현지 보험회사(Takaful Insurance of
Africa)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날씨 관련 가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목축업자 수는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다.167)
ICT는 국제 농산물 시장 접근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제 농산물 시장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스위
스 농업재단(Swiss Foundation Syngenta)은 2011년 케냐 농부들을 대상으
로 온라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농식품
이력추적과 함께 농약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68)

4. 금융: 모바일 금융
가. 금융소외
금융을 흔히 경제활동의 동맥으로 비유하는데 아프리카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은 아프리카 금융접근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성인 인구
1,000명당 은행계좌 보유건수를 보면, 모리셔스 정도를 제외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 평균(31개국)으로는 그 수치가 47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60% 이상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169) 15세 이상 인

167) 이 지역의 47개 구역(counties)에서 목축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15개 구역에서 사육되는 가
축이 케냐 전체 육류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Technology boosts Kenyan pastoralists”
(2020. 5.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5).
168) Audrey and Karagueuzian(2016), p. 5.
169) “Shaping Africa’s economic strategy for the digital age”(2019.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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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신용카드 보유 현황 역시 모리셔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 평균(39개국)으로 볼 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고작 4.5%에 불과하다. 브라질 등 신흥국에
서는 성인인구의 60% 이상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170) 아프리카의 거
대 신흥국인 남아공에서는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농민의 제도권 은행 접근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아프리카 제도권
은행이 농업 부문에 제공하는 신용 비중은 4%에 불과하다.171) 농업은 산업 특
성상 변동성이 높은데다가 농민은 마땅히 제공할 만한 담보력이 없으므로 은행
은 농민에 대한 대출을 꺼린다. 르완다의 경우 상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민 비중은 18%에 불과하며,172) 에티오피아 곡물거래상 가운데 은행거
래를 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173) 농업은행 등 농업에 특화된 금융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신용규모가 작고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접근이 쉽지 않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소득과 금융시장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이다. 즉, 아프리카 국민은 소득이 낮고 불규칙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
이다. 여기에 복잡하고 높은 대출금리(위험 프리미엄)와 과도한 거래비용 등도
금융소외의 이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70) African Business(2020a), “COVID-19 exposes urgent need for universal internet access,”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171) 박영호, 정재욱, 김예진(2018), p. 61.
172) 박영호 외(2019), p. 95.
173) 박영호, 정재욱, 김예진(2018),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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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아프리카 금융접근 현황

주: 2017년 기준.
자료: Global Economy DB(검색일: 2020. 11. 11).

나. ICT 활용 현황 및 사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모바일 금융이 등장하면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
다. 모바일폰이 금융서비스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모바일폰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아프리카 인구비중은 10% 정도이며 그 비중이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174) 모바일폰은 통신수단을 뛰어넘어 아프리카에서
금융거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아프리카가 전 세계 모
바일 머니(mobile money) 사용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175) 이를 통해 아
프리카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2007년 케냐에 M-pesa가 등장하면서 여러 국가들
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림 3-4]는 2014~
19년간 세계 지역별 모바일 머니 계좌등록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리카
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명실공히 모바일 머니의 요새라고
174) “US risks handing Africa’s e-commerce sector to China”(2019.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31).
175) 2018년 기준 전 세계 모바일 머니 사용자는 2억 4,700만 명이며, 이 중 아프리카가 1억 2,200만 명
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연간 모바일 머니 거래규모(2017년 기준)는 199억 달
러로 추정되고 있다. African Business(2020b), “Africa: Global mobile money lead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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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2020년 말에는 계좌등록 건수가 약 5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176)

그림 3-4. 아프리카의 모바일 머니 계좌등록 추이(2014~19년)
(단위: 백만 건)

자료: GSMA(2020), p. 10.

아프리카 지역별로 보면 동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보츠와나 등에서는 성인인구의 60% 이상이
모바일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177)
[그림 3-5]는 2019년 12월 기준 아프리카 지역별 모바일 머니 등록계좌 수
와 거래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모
바일 머니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금융거래 건수가 급증하
고 있다.178) 아프리카에서 연간 110억 건 이상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

176) GSMA(2020), p. 11.
177) African Business(2020a), “COVID-19 exposes urgent need for universal internet acc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178) African Business(2020b), “Africa: Global mobile money lead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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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을 겪으면서 더욱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르완다에서
는 코로나 봉쇄조치(2020. 3)로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건수가 일주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났으며, 2020년 4월 말에는 주간 단위로 모바일 금융거래 건수가
300만 건에 달했다.179) 이는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5배 증가한 것이다. 그리
고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와 송금거래 횟수 상향조정 등으로 개인간 모바일 송
금규모가 6배 늘어난 400억 르완다 프랑(4,200만 달러)에 달했다.180) 르완다
중앙은행은 통신회사들에 3개월 동안 모든 모바일 금융거래에 대해 통신요금
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령 조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
에서도 모바일 금융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림 3-5. 아프리카의 모바일 머니(2019. 12)
등록계좌

거래금액
(단위: 백만 개)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2020), Mobile money in Africa DB(검색일: 2020. 12. 26).

가장 성공적인 모바일 머니는 케냐의 M-pesa로 2007년 도입된 이후 수도
인 나이로비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모든 가구(96%)가 이용하고 있
다. 케냐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M-pesa를 이용하고 있
다.181) M-pesa는 탄자니아, 모잠비크, 콩고 등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179) “The COVID-19 crisis is boosting mobile money”(2020.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1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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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M-pesa 가입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에는 4,000만 명
을 넘어섰다.

그림 3-6. M-pesa 가입자 수
(단위: 백만 명)

자료: Statista(2020), Mobile money in Africa DB(검색일: 2020. 12. 26).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는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저축, 인출, 송금 등 금
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바일 머니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모바일 금융은 아프리카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아프리
카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모바일 머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모바일
머니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SSA)에서 이용되고 있다.182) 이는 아프리카 금
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일등공신이다. 모바일 금융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케냐의 ‘모바일폰 전용 국채’ 애플리케이션
(M-Akiba)183)을 들 수 있는데 케냐 정부는 2017년 이를 통해 국채 발행에 성
공했다.184) 이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금융거래 플랫폼인 M-pesa를 통해
181) World Bank(2020), p. 46.
182) World Bank(2020), p. 45.
183) M-Akiba는 저축(savings)을 의미하는 스와힐리어로, ‘Save Money. Make Money. Build Kenya’
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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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는데, M-pesa 계정소유자는 누구나 적은 금액단위(최소단위 3,000실
링, 30달러)로 채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종전에
는 채권을 구매하려면 중앙은행에 등록하고 여러 절차를 걸쳐야 했으며, 최소
구매단위도 일정금액 이상이었다. 이는 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즉 핀테크
(FinTech)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포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모바일 금융은 아프리카 일반 국민들의 삶 속에 있다. 케냐 어느
농촌지역의 생선장수 부인은 반나절을 걸어 은행에 가서 남편에게 송금하면,
소도시에 있는 남편은 이 돈으로 생선을 구매하여 부인에게 보내는 일을 해왔
다. 그런데 M-pesa를 이용함으로써 부인은 낮은 비용으로 수시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이 돈으로 더 자주 신선한 생산을 구매하여 부인에게 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생선판매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며, 자녀들의 학비지원도
어렵지 않을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185) 이러한 이야기는 2007년 M-pesa
도입 이후 케냐 여러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M-pesa는 거의 모든 케냐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케냐에서는 이 같
은 모바일 송금거래가 확산되면서 2014~17년 동안 은행직원 6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7만여 개의 모바일 송금서비스 에이전
트들이 생겨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순(net)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다.186)
M-pesa는 케냐 국민의 소득향상과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케냐의 많은 여성 가장들은 생존
농업(subsistence farming)에서 벗어나 M-pesa를 통해 판매직 등 새로운 비
즈니스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해 내고 있다.187)
모바일 금융은 각종 금융거래(저축, 납부, 신용, 보험 등)를 가능하게 함으로
184)
185)
186)
187)

Vera Songwe(2019. 6), p. 2.
World Bank(2020), p. 33.
World Bank(2020), p. 33.
World Bank(202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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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빈곤을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케냐에서는 모바일 금융거래
(M-pesa)를 통해 2008~14년간 20만 가구(전체 가구의 2%)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188)

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모바일 서비스 시장규모 및 모바일 금융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금융 및 시
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3년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2025년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
국가에서 전자상거래가 7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189)
UNCTAD의 경제부 책임자 Torbjörn Fredriksson는 유럽과 비교할 경우 인
구의 60~80%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것이나 현재 5% 정도만이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190)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 잠재력은 아프리카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이러한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2.3억 명의 청장년층들
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향후 30년 동안 이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91)
아프리카에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외국회사인 프랑스를 본사로
하는 ‘Afrikrea’, 미국의 ‘Amazon’, ‘Craigslist’,‘ebay’, ‘Etsy’, ‘NOVICA’,
영국을 본사로 두고 있는 ‘Frugoo’, 요르단의 ‘Opensouq’, 아랍에미리트의
‘Souq’, 싱가포르의 ‘Arfibaba’가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를 본사로 하는 플랫폼
은 나이지리아의 ‘Marketplace Africa’, ‘Jiji’, ‘Jumia’, 남아공의 ‘BidorBuy’,
케냐의 ‘Killimall’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Jumia는 아프리카 14개 국가에 진
188) The Economist(2017), p. 8.
189) Manyika et al.(2013), “Lions go digital: The Internet’s transformative potential in Africa.”
190) “Online shopping in Africa: Somewhere between smartphones and paper catalogues”
(2019. 12.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191) 김재홍(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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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있으며, 이 국가들이 아프리카 총 GDP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Jumia의
4대 주주인 남아공 MTN Group, 독일 Rocket Internet 및 프랑스 텔레콤 사
업자인 Orange는 모두 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다.192)
코로나 확산 이후 전자상거래 부분의 생산성과 판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성장하였다. 온라인 판매증가와 더불어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에 대응하여 전자
상거래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 대형 유통사업에서 시작된 전자상거
래 플랫폼 외에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구조를 고려한 플랫폼도 개발되고 있다.
남아공의 사례로 Shoprite Checkers는 사용자가 60분 이내에 배달할 식료품
을 주문할 수 있는 앱인 ‘Sixty60’을 이용하여 2019년 남아공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193) 코로나 확산 이후 Sixty60의 수요는 높아져 당초의 60분 이내
배달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의 식료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확장하여 의약품까지 확장하였다.194) 또한 OneCart는 주문형
식료품 배달서비스로, 2018년 남아공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남아공 이
동제한 및 폐쇄조치 이후 주문량이 500% 이상 증가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OneCart는 Pick n Pay, Food Lover’s Market, Dis-chem, Clicks, Jacksons
및 Makro와 제휴하며 오프라인 소매상점과 협업해 소매업체들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195)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플랫폼인 ‘Holaclub’
은 주류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사전 주문하고, 방문시기를 예약할 수 있게 해,
쇼핑을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현장에서의 안전을 고려하였으며,196) 농촌
혹은 빈곤한 지역의 주류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매개하여 지역과의 상생을 도

192) ｢중국·일본 주간 유통 클리핑뉴스｣(2019. 4.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193) “WATCH: Checkers launches one hour grocery delivery service called Sixty60”(2019.
1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194) “Lockdown economics: which SA online stores have made a mint”(2020. 8. 13),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1. 3. 6).
195) “#OnShelf: On-demand delivery is the future of retail”(2020.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6).
196) “New click and collect drinks ordering platform targets taverns”(2020. 6. 1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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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였다.197) 기존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대형 유통서비스 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OneCart의 경우 아직 소매 및 가족경영으로 남아 있는 경제구조에
서 ICT 기술과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 이후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인력의 부족, 기존 도소매상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 국경폐쇄 조치로
인한 유통 및 배송의 어려움은 여전히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198) 또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이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하고, 코로나 확산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과 확대
로 이어져, 장애요인 완화와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장려가 요구됨과 동시
에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99)

5. 교육: 이러닝
가. 교육 현황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 확산 이후, WHO 및 아프리카 정부들은 각국의 폐
쇄조치를 강력히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동제한은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
을 미쳤다. 코로나 이전에도 아프리카 대륙은 교육 분야의 학습 빈곤율(교육 제
외율)이 사하라 이남에서 90%에 육박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이러한 학습
빈곤율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0)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격교육 수행을 위한 국가

197)
198)
199)
200)

Global Trade & Innovation Policy Alliance(2020), p. 85.
Banga et al.(2021), pp. 20-23.
WTO(2020), p. 1.
“Urgent, Effective Action Required to Quell the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Worldwide”(2021. 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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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의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도출되었다. 라디오를 활용한 원격교육,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 송출, 학습지 배
포 등으로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
생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된 제도의 정착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어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다.201)
이러닝 아프리카(eLearning Africa)와 the EdTech Hub는 1,600명의 교
육자와 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이 새로운 교육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응답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교육 지속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며, 유아 및 초등수준의 아이들이 학교폐쇄에 대한 불이익
에 더 노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을 고려한 매체의 전략적 활용
에 대해 초등수준의 경우 라디오와 TV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중등교육 이후에
는 온라인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아프리카 아동 권리 및 복지
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륙 아동의 교육 현실에 대해 발표한 바 있
다. 즉, 대다수의 아동에 대한 교육이 중단되었으며, 이러닝을 수강하는 경우에
도 수강 콘텐츠의 제약과 클래스를 운영하는 교사가 관련 프로그램 사용에 어
려움을 겪어 학생들이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03)
카메룬을 비롯하여 교육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들의 경우 휴교상태
에서도 교육비를 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모로코 정부는 교육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콘텐츠 부족, 인터넷 연결망에서 수용 문제, 학
습 기자재에 대한 지불능력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Amzazi204)에 따르
201) ADEA(2020), pp. 1-5.
202) UKAID(2020).
203)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s Education in Africa”(2020. 8.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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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학교에 등록한 모로코 학생의 10% 미만(626만 444명 중 60만 명)이 교육
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부모와 학생이 접속할 수 있는 MASTAR 프로
그램으로 학교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지만, 사용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정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ICT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학생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205)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에 대응
하기 위한 이러닝 시스템의 적용에도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으며, 정부재정의
지출이 보건 및 의료 시스템을 위해 활용되는 만큼 향후 아프리카 교육 부문에
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6)

나. 교육 분야 ICT 활용사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교육 부문의 ICT 활용사례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ICT Transforming Education 사업이 있다. UNESCO와 한국이 함께 수행
한 이 사업은 2015년 ICT를 교육에 활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인 모잠비크, 르완
다, 짐바브웨 등에서 인적·사회적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수혜자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교육 행정가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사업
을 통해 교사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ICT 발전을 위한 커리큘럼, 그리고 ICT를
활용한 커리큘럼 구성 등이 추진되었다.
가나는 공영 학습 채널을 송출하여 시민들이 TV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207) 민간기업인 ‘Pay TV Company – StarTimes’
204) “The Return to School During COVID-19: A Moroccan Perspective”(2020. 8.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6).
205) Ibid.
206) ADEA(2020).
207) “FAQs: What Is Ghana Learning TV?”(2020. 4.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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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가나, 기니, 남아공,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
의 학생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208)
원격교육 분야는 대다수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고등
교육과 직업교육 분야로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AHED(World Access to Higher Education Day)에서는 코로나 확산 이
후 고등교육의 변화와 향후 방향성이 논의되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고등교육
기관의 대부분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으나, 학생들의 주거지에 따라 온라
인 교육의 접근성이 다름을 지적하였고, 온라인 교육의 전환에서도 그 적응도
가 국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시사했다. Open Dreams는 2020년 4월 중등학
교 교사들과 대학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7.9%가 기술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은 도시 환경에 거주했고, 27.7%는 비도시적 환경, 24%는 기술적으로 불
리한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4.6%는 자기 지역의
전기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메룬 바메다에서 전기
는 하루에 6시간 배급되며, 약 90%는 높은 데이터 비용에 대해 어려움을 표출
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다수(83.6%)는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온
라인 교육 및 학습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코로나 확산 이후 전환된 이
러닝의 정착에도 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 분야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후 위축된 농촌여건과 높아진 실업률로 인해 더욱더 어려
운209) 상황이다.

1) 이러닝 플랫폼의 발달
‘iMlango’는 케냐 학생들의 학습 성과, 등록 및 유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
208) “COVID-19: StarTimes offers localized education solutions for African kids”(2020. 4.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5).
209) “COVID-19 is stoking inequality but also innovation in HE”(2020. 11. 2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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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된다. 이는, 포
괄적인 교육기술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외곽에 사는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교육을 제공한다.210)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Avanti 통신, sQuid,
Camara 교육, Whizz 튜터, 케냐 교육부와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서로 협력하였다. ‘Avanti 통신’은 위성 광대역 통
신망을 제공하고, ‘sQuid’는 학습을 위한 e-러닝 플랫폼, 학생의 출석을 모니
터링하는 스마트 출석 시스템 및 학부모에게 주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금융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였다. ‘Camara 교육, Whizz 튜터’는 강의 콘텐츠를 제
작하여‘iMlango’를 통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4년에 온라인 플랫
폼으로 시작하여, 코로나가 확산되자 모바일로도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240개 학교의 7만 명의 여학생들을 포함하여 18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211)212)
‘Khula Education’은 남아공의 초등학교에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그 비용
을 학교와 쿨라 교육에서 부담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213) 특히 남아공의 농
촌지역에 위성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6,000명 이상의 학습자와 200명
이상의 교사가 남아공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지만 인터넷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되었다.214) 이 외에도 남아공은 ‘Mindset Learn’을 통해 8학년부터 12학년
아이들에게 수학, 물리, 과학, 생명 등을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나는 공영 학습 채널을 송출하여 시민들이 TV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15) MultiChoice Ghana Ltd는 교육부(MoE), 가
나교육서비스(GES), 가나방송(GBC)과 제휴하여 2020년 4월부터 가나 학습
210) iMlango, “iMlango launches new E-Learning App enabling students to learn at home
during 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8).
211)
212)
213)
214)

Ibid.
Ibid.
Khula Education, “RECENT NE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8).
“Good Samaritan comes to the rescue of rural schools(2020. 9.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1).
215) “FAQs: What Is Ghana Learning TV?“(2020. 4.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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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교육서비스 승인 콘텐츠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나 공영 교
육방송은 24시간 동안 교육자료를 방송하고 있다.216)
민간기업인 ‘Pay TV Company – StarTimes’는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가나, 기니, 남아공,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에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217)
ICT 확산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도입은 코로나 확산을 통해 가속화
되었다. 잠비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학생-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나 학습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잠비아에서 시행된 학교
기반 교육훈련(ZEST) 프로그램은 확장 가능한 학교 기반 교사 개발 프로그램
(SBTDP)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2) 직업교육에서의 ICT 활용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TVET(직업 및 기술 교육) 부문도 온라인 교육을 제공
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이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tingi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을 통해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독일에서 제작된 이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농촌지역에 사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농업, 의학, 기술 등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
을 제공하고 있다.218)
코트디부아르는 ‘schools closed, books open’을 슬로건으로 2020년 3
216) “Ghana Learning TV Channel Live on DStv and GOtv platforms”(2020. 4. 15),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2. 1).
217) “COVID-19: StarTimes offers localized education solutions for African kids”(2020. 4.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5).
218) “COVID-19 spurs growth of e-learning in Africa”(2020. 10.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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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국의 학교와 연수원이 휴교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5월 조치가 해제되었음
에도 여전히 직업훈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Ma formation en ligne’
는 코트디부아르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895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교사와 학습자가 교류할 수 있는 포럼과 기술지원 콜센터들을 병행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처럼 직업교육의 온라인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반면, 카메룬,
DRC,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온라인화가 진행되어도 수업 진행에는 여전히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219)

3) ICT 교육 인프라 강화
코로나 확산 이후 도입된 이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였으
나, 이를 활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금 더 체계적인 이러닝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UNESCO는 디지털 기반 원격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프리카 대륙의
43%는 가정에 인터넷이 없으며, 사하라 이남의 경우 학습자의 89%가 가정용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고, 82%는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고 보고되었다.220)
이에 따라 인터넷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된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
의 구상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UNESCO는 ‘COVID-19 Global
Education Coalition’ 출범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ICT를 기반으로 한 온라
인 학습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케냐의 태양광 기반 인터넷 학교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과 ICT 장비가 탑재
된 자율교실 구축사업으로, 태양열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한 후 이를 활용한
ICT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비정부기구인 Zizi Afrique 재단은 케냐 가구의
1/5 이상 주민들이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으며, 18%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
219) GPE, “Africa: How ca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contribute to the response to
future pandem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2).
220) “Coronavirus - Africa: Startling digital divides in distance learning emerge”(2020. 4.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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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약 1,660만 대의 태양광 라디오를 보급하여 학생들이 학
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6. 소결
공공행정, 보건의료, 농업, 금융, 교육 등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ICT 활용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사항이 제기된다. 첫째, 공
공행정 분야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투명성이나 부패 등 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ICT를 활용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ICT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부패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의 일부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간의
디지털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보건 분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진단 솔루션, 통신 캠페인 등 ICT를 접목시키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나, 열악한 통신 인프라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간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
에, 고도의 기술보다는 간단한 문자서비스 전달기능을 가진 메신저가 적극 보
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셋째, 농업 분야에서는 간단한 ICT 접목을 통한
농법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된 성공사례들이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ICT 기
반의 농업 관련 적정기술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넷
째, 금융 부문에서 보면, 코로나 확산 이후 온라인 판매 증가와 더불어 전자상
거래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폐쇄 및 통
관절차 엄격화 조치로 인하여 유통 및 배송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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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해 볼 때, ICT를 이용한 아프리카형 배달서비스 앱 및 ICT를 활용하
여 국경의 검색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ICT 기술 전수 등이 향후 ODA 사업
에 반영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섯째, 교육 분야의 경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 교육 및 직업교육에서 원격교육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일반 주민은 높은 데이터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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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요분석

1. 수요분석의 의의와 방법론 검토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변화상 분석
3.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아프리카 ICT ODA 수요추정 모델
4.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수요 시나리오 분석
5. 소결

제4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 수요가 이전에 비
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상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ICT를 활용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상 변화 및 이에 따른 수요변화는 기존의 시계
열 데이터에 바탕을 둔 분석과 예측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
에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파악된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이 아
프리카 ODA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더 강조점을 두어야 할 분야 및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1. 수요분석의 의의와 방법론 검토
가. 수요분석의 의의
수요분석이란 아프리카 국가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변화되고 있는 ODA
수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은 코로나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지
를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변화상황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ODA
공여국들은 기존의 원조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달리해야 할 것인
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엔데믹이 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
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뉴노멀이 요
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째, 아프리카 국
가들에서 코로나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생활 속의 변화 모습은 무엇인지 우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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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변화가 필요로 하는 ODA 수요는 무엇인지를 분
석하는 것이 수요분석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요분석 방법론
위에서 제시한 ODA 수요분석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론은 실로 다양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서비스 수요분석이나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구분해 본다면, 정성적 수
요 예측방법과 정량적 수요 예측방법으로 구분 가능하다. 먼저, 정성적 방법은
델파이 예측(Delphi Techniques), 전문가 판단모형(JAM: Judgment Aided
Models), 시나리오 설정법(Scenario Writing Methods) 등이 있다. 정량적
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인과모형, 추세선 분석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법
등이 있다. 아울러, 수요자의 수요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필요성 지수 등을 만
들고, 공급자의 공급능력을 고려하는 공급실현지수 같은 지수를 만들어서 필요
성이 높고 공급 가능성이 큰 분야를 수요 부문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위의 방법들을 결합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방법에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과연 아프리카의 국가적 차원 및 국민 생활적 차원에
서 무슨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상에 기초한 ODA 수요를 분석한다
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제시한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사용해서는 수요분
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추세가
그대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필요성 지수라고 하더라도 이전
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급 측면을 보더라도 기존의 공급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연
장선상에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분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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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국내 전문연구기관들의 다양한 예측자료,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변
화 내용,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판
단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후술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위하여 트윗 분석, 유튜브 분석, 아프리카 유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분석, 국내
외 연구기관들의 통계적 자료, 아프리카 일간지에 나타난 코로나 관련 신문기
사,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FGI 등도 같이 활용한다.

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의의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스템의 변
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원인과 결과를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라 일정한 변수의 값이 변화하는 동적 시스템
(Dynamic System) 분석에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체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을 구성한 핵심적 개체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개체 간의 관계를 인과
관계 논리로 구성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인과관계를 추
론해 나가는 방법론이다. 즉 피드백 논리, 인과논리, 시차효과, 비선형관계, 스
톡-플로우 모델 등이 이 방법에서 활용된다. 이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을 혼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미래예측, 시나리오 설
정에 의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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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및 절차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그림 4-1]과 같은 특징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 사고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결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 피드백, 스톡-플로우, 지연 등의 논리를 바
탕으로 한다.221)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마치 나비효과처럼 시스템 내에 있는 하
나의 구성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이 요소는 또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을 순환
적 인과관계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이러한 복잡한 인과관계를 컴퓨터
모델로 구축하여 인과관계의 파급효과를 추론하는 방법론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Social Network Analysis)에서 얻
은 키워드 및 키워드 간의 연관관계를 활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과 결
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222) 이러한 노력의 특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활용하는 인과지도(causal map)를 구성하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도출할 때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4장 수요분석에서 사용하는 트윗 분석결과도 같
은 논리로 본 연구의 인과지도 작성에 활용된 것과 같은 것이다. 한편 코로나 팬
데믹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외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미 시스
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223)

221) 문태훈(2002), pp. 61~77.
222) Schoenenberger and Schenker-Wicki(2014); Hovmand and Pitner(2005).
223) Sy et al.(2020), pp. 497-501; Anwar and Sukardi(2020), p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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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징

자료: 기영화, 장지현(2019) 재인용.

3) 피드백 루프 탐색에 의한 수요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징 중 하나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피드백 루프를
탐색하고 이 루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점이
다.224) 피드백 루프는 여러 변수들의 인과관계가 하나의 폐쇄된 원을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고리를 말한다. 피드백 루프는 강화루프(reinforcing loop)와
균형루프(balancing loop)로 나누어진다. 강화루프는 양(+)의 루프라고도 하
는데, 루프 속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루프 내의 변수
들이 상승작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균형루프는 루프 속의 변수
들이 전체적으로 (–)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발생하는데 변수 앞에 있는 –부호의
수가 홀수일 경우 나타난다. 하나의 인과지도 내에서 피드백 루프는 이 자체가
하나의 하부 시스템(Sub-system)으로서 역할을 하며, 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서 이 하부 시스템만 잘 관리하여도 전체 시스템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기

224)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1999), pp.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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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는 큰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과지도 내에서 강화
루프와 균형루프를 발견하게 되면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정책성과를 극대화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는 인과지도 내에서
강화루프와 균형루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활
용하고자 한다.

4) FGI(Focus Group Interview) 방법 활용을 통한 시나리오 설정 및
수요 추정
해당 분야의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정성적 변수 간의 영향 관계 및 관계
정도 파악, 지연효과, 비선형관계의 패턴, 피드백 구조 분석 등을 하게 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체 인과지도 및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를 활용하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FGI 방법(5명 구성)을 활용한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변화상 분석
가. 트윗 분석
1) 조사 개요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국민들의 생활수준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트윗 분
석을 해보도록 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트윗은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인 Netminer 4.4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얻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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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과 연동되어 가입자들의 트윗 내용을 불러들여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국가
별 1,000개의 트윗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225) 이 분석의 목적은 아
프리카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활상의 변화 내용을 몇 개의 주제로 그룹
핑하는 데 있다. 트윗을 사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젊고 학력수준이 높
으며,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높은 계층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트윗의 내용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단면을 읽을 수
있어서 변화상 분석을 위해서 보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는 키워드로 ‘COVID-19 & AFRICA’를 활용해 본 결과, 추출되는 트윗의 수
가 너무 적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중점협력 대상국가들을 하나하나
키워드로 활용하여(예: COVID-19 & Ghana) 개별 파일을 만들고, 이를 하나
의 파일로 합쳐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아프리카의 중점협력 대상국가들은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
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등 7개 국가이나 모잠비크의 경우에는 트윗의 숫자가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6개 국가당 평균 1천여 개의 트윗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6,119개의 트윗이 포함되었다.

① 단어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6,199개의 단어들에 대한 발생 빈도를 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VID-19’가 307회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Uganda 등의 국가 이름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25) 다만 1,000개의 트윗을 프로그램에 설정하더라도 추출되는 트윗 수는 1,000개를 약간 넘는 숫자로
불러들여진다. 아울러, 1,000개의 트윗 내용이 각 국가별 생활상을 모두 대변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
각한다. 즉, 대표성 면에서는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 신문기사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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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단어 발생빈도
1

2

3

4

rt of Speech(PC)

Frequency

Word Length

Name Type

1

Covid19

“Proper Noun”

307.0

7.0

“-”

2

Uganda

“Proper Noun”

258.0

6.0

“Graphical Name”

3

Ghana

“Proper Noun”

191.0

5.0

“Graphical Name”

4

Rwanda

“Proper Noun”

187.0

6.0

“Graphical Name”

5

Ethiopia

“Proper Noun”

180.0

8.0

“Graphical Name”

6

case

“Common Noun”

149.0

4.0

“-”

7

Tanzania

“Proper Noun”

122.0

8.0

“-”

8

Senegal

“Proper Noun”

106.0

7.0

“Graphical Name”

9

test

“Common Noun”

90.0

4.0

“-”
“-”

10

death

“Common Noun”

66.0

5.0

11

country

“Common Noun”

65.0

7.0

“-”

12

Africa

“Proper Noun”

65.0

6.0

“Graphical Name”

13

patient

“Common Noun”

64.0

7.0

“-”

14

impact

“Common Noun”

58.0

6.0

“-”

15

health

“Proper Noun”

58.0

6.0

“-”

16

vaccine

“Common Noun”

57.0

7.0

“-”

17

economy

“Common Noun”

45.0

7.0

“-”

18

work

“Common Noun”

36.0

4.0

“-”

19

oxygen

“Common Noun”

35.0

6.0

“-”

20

investment

“Common Noun”

35.0

10.0

“-”

21

President

“Proper Noun”

34.0

9.0

“-”

22

choice

“Common Noun”

33.0

6.0

“-”

23

lack

“Common Noun”

32.0

4.0

“-”

24

destination

“Common Noun”

32.0

11.0

“-”

25

Monitor

“Proper Noun”

30.0

7.0

“-”
“-”

26

pandemic

“Proper Noun”

28.0

8.0

27

Investigation

“Common Noun”

28.0

13.0

“-”

28

Mozambique

“Proper Noun”

26.0

10.0

“Graphical Name”

29

response

“Common Noun”

25.0

8.0

“-”

30

measure

“Common Noun”

25.0

7.0

“-”

31

government

“Common Noun”

25.0

10.0

“-”

32

infection

“Common Noun”

21.0

9.0

“-”

33

woman

“Common Noun”

20.0

5.0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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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트윗 내용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② 토픽 분석결과
6,199개의 단어들에 대하여 이를 몇 개의 주제로 그룹핑하기 위하여 토픽
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그림 4-3]과 같이 5개의 토픽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
다. 한 개의 토픽은 중첩되는 단어들을 포함하여 7개의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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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토픽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토픽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더하기 위하여 동심원 분석과 연결중심성 분석
을 실시하여 본 결과는 [그림 4-4], [그림 4-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4. 동심원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수요분석 • 133

그림 4-5.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위의 토픽 분석, 동심원 분석 및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볼 때, 아
프리카 주민들의 트윗 내용은 아래 5개의 주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1: 일자리, 경제, 투자의 선택 문제
∙ 주제 2: 국가별 백신 문제
∙ 주제 3: 환자 수의 증가 문제
∙ 주제 4: 보건과 치안 문제
∙ 주제 5: 환자와 사망 수 문제
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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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튜브 분석
1) 조사 개요
유튜브 역시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이는 개인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슈가 될 문
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보다는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면에서 깊이
가 있고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7개 중점협력국 개별 국가들의 이
름을 입력하고 Corona 및 Covid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관련된 유튜브 동영
상을 추출하였고 본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25개 유튜브 내용을 분
석하여 정리하였다.

2) 분석결과
분석에 이용된 25개 유튜브 자료의 작성 날짜, 해당 국가 및 제작기관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부록 2 참고).

표 4-2. 유튜브 내용 자료
연번

제목
[이 시각 세계] 르완다

1

“버스 타기 전 손부터
씻으세요”
아프리카까지 번진

2

코로나19... 앞으로가
더 걱정 / YTN

작성 날짜 해당 국가
2020.
3. 12
2020.
3. 22

URL

제작기관

https://www.youtube.com/
르완다

watch?v=iOjQq6TxKsE&ab_
channel=MBCNEWS
https://www.youtube.com/

케냐

watch?v=3p_Kp48Vw44&ab_
channel=YTNnews

MBC
NEWS
YTN
news

제4장 수요분석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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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작성 날짜 해당 국가

URL

제작기관

Why South Africa’s
Townships Are More
3

Worried About Police
Brutality Than

2020.
4. 4

https://www.youtube.com/
남아공

watch?v=87EjVzRLdqQ&ab_
channel=VICENews

VICE
News

Coronavirus
Coronavirus lockdowns
4

spark police brutality in

2020.

poor communities /

4. 4

https://www.youtube.com/
남아공

channel=DWNews

DW News
COVID-19: What
5

happens when
coronavirus hits Africa?
코로나19 아프리카,

6

도시 빈민의 이중고(167회,
2020. 4. 25 방송)

7

2020.
4. 25

코로나19 여파속

2020.
4. 27

potential health crisis
among children

9

4. 23

아프리카의 오늘4. 차드
COVID-19: UN warns of

8

2020.

2020.
4. 29

코로나19 여파 속

2020.

아프리카의 오늘5. 말라위

5. 13

https://www.youtube.com/
콩고

cured with traditional

2020.

herbal treatments? /

5. 21

케냐

차드

콩고

11

2020.

cigarette lockdown /

5. 23

12

위협받던 아프리카
르완다 아이들

2020.
5. 26

ttps://www.youtube.com/

CGN

watch?v=ZhaEXmI3tbs

NEWS

https://www.youtube.com/
watch?v=Nwe3t861YTo

watch?v=dy6CHk-QD2c&ab_

watch?v=XIpKklf7gKg&ab_

https://www.youtube.com/
watch?v=iQ9j6jgO5tw&ab_
channel=BBCNews

BBC News
코로나19로 생계를

News

channel=DWNews

남아공

르완다

Sky
News

watch?v=qa7dKaQ5DOg

https://www.youtube.com/

Coronavirus: South

News

KBS

channel=CGNNEWS

가나

DW

https://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
말라위

COVID-19 Special
Africa's alcohol and

watch?v=tbeHjEGrFOQ&ab_
channel=SkyNews

Could COVID-19 be
10

watch?v=EJqGZMzYLM0&ab_

https://www.youtube.com/
watch?v=zct_wXUXf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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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Jazeera
English
CGN
NEWS

DW
News

BBC
News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표 4-2. 계속
연번

제목

작성 날짜 해당 국가

A gangster delivering
13

groceries - Corona in

2020.

South Africa / DW

5. 26

남아공

Documentary

URL

제작기관

https://www.youtube.com/

DW

watch?v=gjbmsAkiY9Q&ab_ Docume
channel=DWDocumentary

ntary

https://www.youtube.com/

France

Africa and the
coronavirus challenge:
14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2020.
5. 28

소말리아

watch?v=lkyZpxLzStA&ab_

24

channel=FRANCE24English

English

continent
https://www.youtube.com/
15

잊혀진 ‘노동하는’

2020.

아프리카

watch?v=GR5za-1VI5Q&ab_

EBS

어린이들

6. 12

전체

channel=%EB%89%B4%EC%

뉴스

8A%A4EBS
[COVID-19 PANDEMIC]
16

COVID-19 IN SOUTH
AFRICA
South Africa endures

17

coronavirus crisis as
health services collapse
Coronavirus: How

18

alcohol divides South
Africa
Malaria deaths surge in

19

Africa amid fight
against COVID-19
코로나19:

20

사망자 100명 이하?
소말리아 코로나19의 진실
South Africa:

21

Community unites to
tackle COVID-19

2020.
7. 3
2020.
7. 16
2020.
7. 20
2020.
7. 26

https://www.youtube.com/
남아공

watch?v=ZcZibTwWTaM&ab_
channel=ARIRANGISSUE
https://www.youtube.com/

남아공

watch?v=PkYsjYKxXFU&ab_
channel=BBCNews
https://www.youtube.com/

남아공

watch?v=oryxM0EI3ko&ab_
channel=DWAfrica

케냐

Arirang
Issue
BBC
News
DW
Africa

https://www.youtube.com/

Al

watch?v=EesaaHi9wUc&ab_

Jazeera

channel=AlJazeeraEnglish

English

https://www.youtube.com/
2020.
7. 27

소말리아

watch?v=eQCxJ-CD4Nk&ab_

BBC

channel=BBCNews%EC%BD%

News

94%EB%A6%AC%EC%95%84
2020.
8. 15

https://www.youtube.com/
남아공

watch?v=RA1eO7DcvNo&ab_
channel=SkyNews

Sky
News

https://www.youtube.com/
[세계를 보다]코로나
22

바이러스가 보여준
빈부격차 민낯

2020.
9. 20

watch?v=DU_b4QDP3a4&ab_
르완다

channel=%EC%B1%84%
EB%84%90A%EB%89%

채널A
뉴스

B4%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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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23

Coronavirus: South
Africa's covid lockdown
may have created
‘herd immunity’

작성 날짜 해당 국가
2020.
10. 29

24

[COVID-19 PANDEMIC]
LATEST COVID-19
SITUATION IN NIGERIA

2020.
11. 2

The impact of the
25 COVID-19 pandemic on
the African continent

2020.
11. 6

URL

제작기관

https://www.youtube.com/
watch?v=w76-vrqrPKQ&ab_
channel=SkyNews

Sky
News

https://www.youtube.com/
나이지리아 watch?v=dX7blRML2ms&ab_
channel=ARIRANGISSUE

Arirang
Issue

남아공

WHO
인터뷰

https://www.youtube.com/
Newzroom
watch?v=3GDZRx-m8Dc&ab_
Afrika
channel=NewzroomAfrika

자료: 저자 작성.

위에서 제시된 25개의 유튜브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에 대한 불만심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저항 등 정부 불
신 증가 및 사회 내에서 정보 왜곡현상 발생, 둘째, 코로나 환자 증가로 병원인
력 및 치료시설 부족, 테스트 센터 부족, 셋째, 코로나 이외 환자들, 가령 HIV
환자, 말라리아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현상 증가, 넷째, 사회적 약자, 가령
이주노동자의 실직 증가, 젠더 폭력 등 심화, 다섯째, 기초보건 시스템의 미흡
으로 전반적 위생상태 열악, 여섯째, 병원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치료받고자 하
는 환자 증가, 일곱째, 실직자 증가 및 특히 소상공인들의 수입감소 등으로 요
약될 수 있다.

다. 국제기구 코로나 확산 상황보고서 분석
2020년 이집트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 이후,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코
로나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의 국별 상황보고
가 이루어졌다. World Bank는 국별 통계청과 진행하는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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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COVID-19 National Longitudinal Phone Survey｣를 진행하
여 코로나 확산 이전과 이후 국가 상황(나이지리아, 말라위, 우간다, 에티오피
아)에 대해 분야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바 있다. UNICEF는 국가별 현황 리
포트(COVID Situation Report)를 발표하며 코로나 확산 이후 아프리카 개별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World Bank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한 요
약과 UNICEF의 국가별 현황 리포트 중 수요변화와 관련된 인과지도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World Bank 설문결과
아프리카의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하여 World Bank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말라위, 나이지리아에서 국별 통계청과 함께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
다.226) 조사한 내용을 국가별로 살펴볼 경우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코로나에 대해서 단순 인지하고 있었으
며, 확산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 또한 잘 알고 있다.227) 2020년 12월경 조사
에서는 사적 모임을 피한다고 답한 사람이 43%에 그쳤으나, 생활 속에서 마스
크 착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8) 또한 백신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대부
분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하였다.229) 교육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
아는 3월에 학교가 폐쇄되었으며,230) 도시지역의 학령기 아이들은 가정교사를
활용한 학습지형 과제참여로 교육에 참여하였고,231) 농촌지역의 경우 TV와
라디오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232) 소득과 일자리 측면에
서 코로나 확산은 전체 가계소득에 큰 타격을 입혔고, 모니터링 응답자 중 5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World Bank 설문조사 내용 요약[부록 8].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1).”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7).”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7).”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1).”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5).”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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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계소득이 감소했거나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233) 9월부터 고용
률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으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영업 및 임시직으로 이
직하여 고용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34) 의료부문의 경우 접근성 면
에서 성별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35)
우간다의 경우 코로나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도시와 농촌, 소득분
위별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6) 예방수칙의 준수는 감소
하였으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에서 생겨났다.237) 교육부
문에서는 학교 폐쇄 이후 학령기 아동들이 TV를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 보고되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학습지 혹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되
고, 농촌지역의 교육 참여가 점차 줄어들자 극빈층의 인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38) 일자리와 소득 부문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축산업의 경우 이동제한이 판매경
로 및 경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39) 고용률이 개
선되어 감에도 불안정이 드러났고, 농업의 경우 수확 지연, 인부 부족 등의 문
제도 함께 나타났다.240)
말라위의 경우 감염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충분한
비누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적 모임 및 신체 접촉 등의 예방수칙 준
수는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241) 응답자의 66%가 코로나에 대한 잘못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가장 잘못된 정보는 ‘레몬과 알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1).”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4/6).”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5).”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Uganda, Round(1).”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Uganda, Round(2/3).”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Uganda, Round(3).”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Uganda, Round(2).”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Uganda, Round(3).”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Malawi, Rou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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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은 손소독제 대신으로 사용 가능함’이었다.242) 교육 분야에서는 폐쇄된 학
교들이 9월에 개교하였고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자녀를 학교로 복귀시킨다고
응답하였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학교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녀
복학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243) 일자리와 소득 부문에서 2020
년 10월을 기준으로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직장의 이직이 있
었고 생활을 위한 가계대출 또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4) 회복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245)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점진적인 개선 추
세가 보이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극빈층의 식량불안은 코로나 확산기 동
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6)
나이지리아는 시민들이 코로나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있으나, 비누와 물 부
족으로 인하여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247) 소득과 일자리 분야에서, 코로나 충격 이후 가구의 69%가 식량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48) 식량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의 경우
52%가 경작지를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의 원인으로는 살충
제와 비료 수급의 어려움도 언급되었다.249) 고용시장이 회복되었음에도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그중 노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디게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50) 또한 농업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기존의 노동력이 농업
으로 전환한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활용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251)
기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0~5세의 경우 제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서비
스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52)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Malawi, Round(2).”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Malawi, Round(3).”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Malawi, Round(3).”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Malawi, Round(4).”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Malawi, Round(5).”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Nigeria, Round(2).”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Nigeria, Round(2).”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Nigeria, Round(3).”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Nigeria, Round(5).”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Nigeria, Rou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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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충격은 교육 부분에
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가져왔으며, 학령기 아동이 교육기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과 일자리 부분의 경우, 고용률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직장
으로의 복귀가 아닌 경우가 드러나 고용의 질이 불안정해졌다. 이로 인해 소득
이 줄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
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타 서비스 응대역량의 부족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예방수칙 준수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한 공
공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UNICEF 현황보고 결과
UNICEF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
며, 2020년은 아프리카 개별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 상황과 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UNICEF의 현황보고 중, 인과지도 작
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본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국내 실향민과 난민들이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
단으로 판단되어 UNICEF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 예방 및 방역 메시
지를 라디오로 전달하였다.253) 교육 분야의 경우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이 문제
시되었으나 학생들이 교육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라디오 등의 수단을 활용하였
다.254) 그런데도 개교 이후 학교 재등록률이 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55)
또한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휴교된 학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56)

252)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Nigeria, Round(3).”
253) UNICEF(2020), “Ethiopia Country Offic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Aug. 31); UNICEF
(2020), “ETHIOPIA Novel Coronavirus(COVID-19) Situation Report No. 19”(Sep. 30).
254) Ibid.
255) UNICEF(2020), “Ethiopia Country Offic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20.1~’20.12).
256) UNICEF(2020), “Ethiopia Country Offic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Au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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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 등 SNS를 활용하여 에티오피아
와 관련된 코로나 및 현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257)
가나의 경우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과 교육 분야에 있어 원격교육의 대중화
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가나 UN팀과 대화식
음성 대응 플랫폼 ‘Agoo’를 개발하여 정확한 정보전달과 더불어 코로나 관련
질문 등 학습기반 응대가 가능하게끔 협력하였다.258) U-리포트, WhatsApp
앱을 활용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정보전달 및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
였다.259) 교육 분야의 경우 가나는 공영방송을 활용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42%
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학습, 24%의 학생들이 문자를 통한 학습, 20%의
학생들이 TV를 통한 원격학습을 선호하였고 가나 공영티비는 5월 6일 국영방
송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였다.260) 이외에도 JICA와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의
원격화도 시도하였다.26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에게 훈련을 지원하
여 유아교육을 놀이교육 과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62)
모잠비크는 코로나 확산 예방 및 기자재 지원, 금융, 교육 다분야에서 UNICEF
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SIM Biz 플랫폼’, ‘Canal Zero’, ‘U-Report’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와 함께 코로나 예방수칙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유증상 환자만 감염위험이 있음’, ‘모기에 의한 코로나 감염’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것이 밝혀졌다.263) 이러한 정보를 수정하고 코
로나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활용한 SMS 및 메일 응답
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Q&A를 작성하여 100개의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라디
오 방송을 시행하였다.264)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부를 지원하여 원격수업이 이
257) UNICEF(2020), “Ethiopia Country Offic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20.1~’20.12).
258) UNICEF(2020), “GHANA Coronavirus(COVID-19) Situation Report”(April 15).
259) UNICEF(2020), “GHANA Coronavirus(COVID-19) Situation Report #3”(May 15); UNICEF
(2020), “GHANA Coronavirus(COVID-19) Situation Report #4”(May 30).
260) Ibid.
261) Ibid.
262) UNICEF(2020), “GHANA Coronavirus(COVID-19) Situation Report #9”(Aug. 26).
263) UNICEF(2020),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3”(Ma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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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90만 명의 초등 및 중학생
과 8,305명의 교사 연수생 등이 혜택을 받았다.265) 또한 11월부터 모바일 결
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공표하였고,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을 통해 ‘Rapid
Pro’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6) 이 외에도 아동지원을 위
한 기술 및 교육이 제공되었다.
르완다는 자가격리를 위한 방안 및 코로나 예방방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하여 배포하였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어린이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267)
또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해당 콘텐츠에 수화를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268)
세네갈은 WhatsApp 앱을 활용하여 88명의 미디어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라디오 채널을 통해 코로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9) ‘Learn From Home’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어
전국에 TV를 포함한 플랫폼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육자료 접
근성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또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270) UNICEF는 이러
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대다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안 솔루션 지원 및 강의 콘텐츠 등을 지원하고 있다.271)
UNICEF는 탄자니아와 함께 다분야에서 코로나 확산 저지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난민, 교육, 아동지원, 보건 분야에서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UNICEF는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존의 플랫폼
264) UNICEF(2020),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3”(May 14); UNICEF(2020),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4”(May 28).
265) UNICEF(2020),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11”(Nov. 25).
266) UNICEF(2020),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10”(Oct. 23).
267) UNICEF(2020), “Rwanda COVID-19 Situation Report, No. 5”(Sep. 30).
268) UNICEF(2020), “Rwanda COVID-19 Situation Report, No. 2”(May 18).
269) UNICEF(2020), “Senegal: COVID-19 Situation Report - #4”(May 8).
270) UNICEF(2020), “Senegal: COVID-19 Situation Report - #4”(May 8); UNICEF(2020), “Senegal:
COVID-19 Situation Report - #6”(June 22).
271) UNICEF(2020), “Senegal: COVID-19 Situation Report - #9”(O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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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교육을 수행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위해 라디오 및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플랫폼에 교육자료 및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전파하였다.
‘Jesuit Refuge Service-Radio Kwizera’와 UNICEF의 협업을 통해 120개
의 라디오 수업이 개발되고, 난민 교사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지원
방안에 대해 교육받았다.272) 두 개의 원격학습 플랫폼인 UNICEF의 ‘Internet
of Good Things’와 탄자니아의 ‘Open University’를 통해 심리사회 지원가
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273) 이 외에도 난민지원 분야에서 난민 캠프의 인
플루언서들을 중심점으로 코로나 관련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74)
우간다는 2020년 3월 21일 첫 확진 사례가 나타났으나, 3월 30일 전국적인 학
교 폐쇄와 이동조치 제한 등 빠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275) ‘Facebook’,
우간다 보건부, U-Report 등을 통하여 코로나 정보를 공유하였다. 교육 분야
에서 UNICEF는 가정 및 원격기반 학습 제공을 위해 우간다 커리큘럼 개발센
터와 함께 48개 학군의 초등 및 중등용 가정학습 패키지 제작을 지원하였다.276)
‘Kolibri’ 플랫폼으로 수화 통역사가 배정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277) 보건 분야에서는 UNICEF, WHO, 우간다 보건부
가 협력하여 연락처 기반 mTrac의 모듈을 제작하여 적시에 코로나 증상자 및
의심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78) 말라리아 또한 여전히 우간다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위협적인 질병이므로 이에 동시적으로 대응하였다.279)
UNICEF는 아동권리 증진 기관으로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
프리카 국가들의 학습 연속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이를 위
해 개별 국가들에 존재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UNICEF(2020), “Tanzani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4.”

Ibid.
Ibid.
UNICEF(2020), “Uganda Country Offic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1”(May 15).
UNICEF(2020), “Uganda Country Offic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7”(Aug 17).
UNICEF(2020), “Uganda Country Offic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5”(July 4).
UNICEF(2020), “Uganda Country Offic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4”(June 26).
UNICEF(2020), “Uganda Country Offic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7”(Au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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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외에 보건과 예방수칙 부문에서도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운 아동 및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인포그래픽, 수화 통역사 방송 등을 통해 정
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난민과 장애아동 및 난민 캠프 지원 그리고
수화 교육자료 제작, 배급을 지원하는 노력도 수행하였다.

라. 아프리카 유학생 서면조사와 인터뷰
1) 조사 개요
아프리카의 코로나 확산 이후 변화와 향후 원조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심층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개인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서면조사는 2020년 11월 30
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점협력 대상국 7개국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으고자 하였으나 각국의
학생 응답자들을 모집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대표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
면 중점협력국 학생이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국가의 실상 및 중점협력국 이해에
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분석과정
에 있어서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적인 자료로서의 의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면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 2월에
화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만, 인터뷰에는 탄자니아 학생이 참여
하지 않아서 총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면조사의 경우 질문 문항은 주로 아프리카의 자기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실상에 대하여 기술 형태로 질문하였으며 원조를 제공할 때 제일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병행하여 질문하였다.280)
280) [부록 7] 유학생 서면조사 및 인터뷰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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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사항은 [표 4-3]과 같다.

표 4-3. 응답자 일반사항
연번

이름

응답 날짜

국적

1

Kwabena Sarfo Adjei

2020. 12. 2

가나

2

KALEAB KIDANE

2020. 12. 3

에티오피아

3

Getahun Adane, Fasil

2021. 1. 16

에티오피아

4

BAUMA FRIGEANT BITAMBA

2020. 12. 2

콩고(DR)

5

Martins Ntsieng

2020. 12. 1

레소토

6

NDOSI BARAKAELI ABD-IELI

2020. 11. 30

탄자니아(서면조사만 참여)

자료: 저자 작성.

2) 서면조사 분석결과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의 생활 수요 변화에 대해서 아프리카 6명의 유학생들
에 대한 서면조사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의 서면조사
번호

출신국가

응답 날짜

주요 내용
▸제조업 성장의 부진, 미국과 남아공의 주문 감소
▸레소토 소비식량의 70%는 남아공에 의지하고 있음. 현재 남아공 록다운
(Lock-down)으로 공급망이 붕괴될 위기임
▸또한 남아공으로부터 귀환자들이 돌아왔고, 광업 및 계약종사자들이

1

레소토

2020.
12. 1

대부분임
▸관광활동도 중단된 상태고, 원자재 공급도 타격을 입음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능력 약화가 가속화되었고 폭력도 우려되는 상황
▸깨끗한 물 공급과 인력이 부족함
▸모바일 시장이 성장했지만, 75% 이상이 여전히 오프라인 상태임. 인
프라는 이미 잘 구성되어 있는 소수국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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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번호

출신국가

응답 날짜

주요 내용
▸테스트 키트와 테스트 센터의 부족, 테스트 샘플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
▸아프리카 국가 94%가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열악함.
무엇보다도 환자를 이송하는 서비스가 열악함
▸ICT를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촉진하고, 의료
및 정보 공유의 질을 개선하며, 의료 전문가와 환자를 교육하고, 환자
와 의료 제공자 간의 새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환자의 여행시간을 줄
일 수 있음
▸온라인 정보기술: 이메일을 활용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모든 일에 최소한의 온라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스마트폰 보급 및 기본 프로그램 활용능력 강화
▸1순위 교육, 2순위 보건, 3순위 e-Commerce
▸콩고 공화국은 성장잠재력에 비해 빈부격차가 크다고 생각함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정부는 어떠한 관리계획 발표도 없이 록
다운을 선택했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코로나 확산 중 전통적인 ICT 매체가 활용되고 있음. TV, 라디오, 길
거리 전광판 등임. 인터넷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다른 나라에서는 자체적인 어플 ‘STOP-COVID’이 개발되어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하고, 여러 어플이 개발되고 있음
▸경제적 문제: 자국의 경제가 다른 대륙의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비공식 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자가 되었음

2

콩고(DR)

2020.
12. 2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열악함. 확산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케이스
가 많은 나라의 경우 의료시설이 심각한 문제이고, 마스크의 경우도
자국의 재료를 기반으로 바로 생산하여 착용하기 시작하였음
▸교육: 폐쇄기간에도 학교가 어떻게 계속 기능할 수 있느냐임. 선진국
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계속할 수 있지만,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집에 머물면서 정부가 봉쇄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음
▸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어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어려움
▸지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ICT와 관련된 문제
를 다루기 위에 우선시된 분야에 적정 수준의 ICT와 관련된 개발을
이루어야 함
▸1순위 농업, 2순위 교육, 3순위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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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번호

출신국가

응답 날짜

주요 내용
▸코로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함.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지정 병원과 센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급격화
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에 몇몇 기관을 기초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다시 전환하였음
▸관광 목적으로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예방책은
여전히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임
▸건강과 관련한 ICT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알림
이 소셜미디어에서 전송되고 있음
▸초기 코로나 확산 때에는 병원 방문조차 어려웠음. 사람들이 밖을 나
서거나 의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음

3

탄자니아

2020.
11. 30

▸대부분의 병원의 경우 코로나를 우선순위로 다루기 때문에 극소수의
병원만 다른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와 관련된 그러한 어려움은 없음.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정부는 코로나를 위한 지정 병원을 설정했고, 전화로 소
통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않음. 또한 모든
전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코로나
정보를 일반 SMS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
안함
▸인터넷이 있든 없든 최소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전화기
가 있으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
▸1순위 보건, 2순위 교육, 3순위 농업
▸코로나는 가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 특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
고, 많은 사업들이 정지되었음
▸마지막 학년, 학교를 마칠 수 있는 학년을 제외하고는 휴교되었음
▸정부의 록다운 조치가 있었지만 3주에 그쳤고 국민의 압력을 대처할
수 없었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개인 의료방호복이 없는 병원이

4

가나

2020.
12. 2

많음
▸2017년 가나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의제로 항만, 세입 등의 정부업무
가 자동화되었고, 현재 집집마다 디지털 주소가 도입되어 있음
▸QR 코드 도입으로 매장에서 결제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일
부 병원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온라인 방식 도입이 시도되고 있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플 때 적정한 기
술로 자가 치료하는 것을 선호함
▸정부는 대유행으로 인한 초기처럼 대규모 검사를 축소하여 보고된 건
수가 부정확하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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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번호

출신국가

응답 날짜

주요 내용
▸공항에서 PCR 테스트에 150달러의 수수료가 드는데 이것은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 너무 비싸다고 여겨짐
▸가나의 사업 공간은 그들의 서비스와 제품 전달의 대부분을 온라인으
로 이동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 필요
▸온라인 진료 도입이 필요해 보이나,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병원 중
가능한 곳은 한 곳임
▸한국과 같은 역학조사 시스템이 없으므로 병원 컨설팅 서비스의 확장
도 필요함
▸가나는 디지털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가나의 인터넷 접속비용은 비싸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를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필요함
▸1순위 보건, 2순위 교육, 3순위 전자정부
▸몇 달 동안 부분적인 폐쇄 상태에 있었던 에티오피아는 경제적으로
폐업, 실직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큰 피
해를 입음
▸현재는 폐쇄조치가 해제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온라인 버스 티켓팅, 모바일 앱 기반 택시 서비스, 온라인 뱅킹, 온라
인 쇼핑, 온라인 음식 및 소포 배달 서비스도 최근 아프리카 국민들에
게 소개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병실이 없어 예전보다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수십만 명이

5

에티오피아

2020.
12. 3

실직하였음
▸빈곤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휴교가 이어지고 있음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닫는 대신, 적정한 수준의 ICT 활용 e러닝을 만들어 학습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도 이를 활용하여
폐업을 막을 수 있을 것임
▸안전하고 간편하며 현대적인 중앙집중식 거래 시스템이 필요함
▸법률, 지역사회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하
나의 창구 시스템이 필요함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잘 정비된 네
트워크, 인터넷, 전기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 함
▸1순위 교육, 2순위 보건, 3순위 비즈니스

6

에티오피아

2021.
1. 16

▸코로나로 인해 첫 번째 민주선거가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음
▸실향민이 증가하였으며, 심각한 의료 시스템으로 빈곤한 계층이 그동
안의 발전을 역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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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번호

출신국가

응답 날짜

주요 내용
▸인터넷 보급이 가장 시급해 보이며,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인터넷 보
급이 정보 흐름을 개선하여 시민과 정부가 대화를 하는 데 기여하였음
▸치료시설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때에도 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ICT 도입을 통해 기존의 인도주의적 협력 네트워크에 새로운 형태의
재난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원봉사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그룹, 허위 정보 캠페인 대응 노력 등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 분야에 무엇보다 ICT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수혜자는
교사와 학생부터 고등교육기관, 정책입안자, 관리자 지도자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1순위 교육, 2순위 보건, 3순위 농업

자료: 저자 작성.

위의 서면조사 분석결과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시급히 원조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학생들 간의 순위
가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교육, 보건, 농업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취약계
층, 특히 여성의 경제능력 약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경제능력 강화 대
책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집안에서 온라인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 정보를 SMS 시스템과 연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소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병원, 교육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간편한 기술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3) 인터뷰 분석결과
심층 인터뷰는 각자 자기 나라 상황에 대한 묘사와 향후 ICT 기술의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요약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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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 확산 이후 자국에서의 변화
표 4-5.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의 인터뷰 조사(각 나라 상황에 대한 묘사)
번호

출신국가

주요 내용
▸레소토는 경제를 비롯하여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남아공의 영향을 받고 있으
나, 록다운으로 인해 남아공에서 수행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굶주림도 심
화됨

1

레소토

▸병원시설이 열악하여, 보고된 케이스보다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함
▸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진행 가능하나 교육에 지불할 금전적인 여유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컸다고 생각됨
▸콩고는 9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현재 국

2

콩고(DR)

경폐쇄가 지속되고 있음
▸인터넷을 비롯하여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학생들은 1년째 학교에 가지 못하
고 있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임

3

가나

▸경제영역도 IT와 결부되어 있지 않고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코로나 사태
에 충격이 컸음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의 경우 사용료가 비쌈
▸최빈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타

4

에티오피아

국가에 비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폐쇄를 결정하고 현재 해제했지만 경제가 예전과
같이 돌아갈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커, 시골의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5

에티오피아

▸특히 여성에 대한 감염과 폭력 등이 도시에 비해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로 인한 고용상태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정부의 질병관리 역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봄

주: 인터뷰에는 탄자니아 학생이 미참여.
자료: 저자 작성.

② ICT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대응방안
다음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
을 정리하면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152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표 4-6.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의 인터뷰 조사(향후 ICT 기술의 활용)
번호

출신국가

주요 내용
▸농업 분야에도 ICT 적용 가능성이 큼

1

레소토

▸큰돈이 들지 않는 수준의 기술이 필요함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용이한 기술개발과 적용이 필요
▸록다운 이후 농촌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이 작물이 유통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음

2

콩고(DR)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므로 이에 적합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함
▸변별력 있는 테스트 키트 보급과 검사소 증설이 필요함
▸한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 시점에서 교육비 부담이 생기면, 취학을 못하는
아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미 많이 발전된 소프트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이러한 소프트
웨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한국은 휴대폰을 활용한 알람 시스템이 잘되어 있음. 또한 이러한 정보를 시민

3

가나

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보임. 시민들이 방역이나 보건에 대해 정
확히 인지해야 함
▸한국의 질병관리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커뮤니티 안에서 확인하
고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급된다면 방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인터넷 보급과 함께 기본적인 전력 보급이 되어야 ICT 기자재가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개발도상국의 현황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야 함
▸인터넷 보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됨. 농촌지역의 경우 인터넷 보급이 안

4

에티오피아

되어 이러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의료서비스에 있어 처방 시스템이 전문화되어야 할 것 같고 숙련된 의료기술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봄
▸농업 분야에서는 휴대폰을 활용해 농작물에 대한 학습, 농법에 대한 공유가 이
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음
▸에티오피아의 경우 현재 e-Commerce가 도입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인 것
으로 보임

주: 에티오피아 1명의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아니어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위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병원시설 등 보건
인프라가 취약하며 보건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
트폰을 이용한 농산물 유통 지원 등 ICT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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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현황에 적합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질병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적어도 커뮤니티 내에서 질
병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소득층 학생들은 온라
인 교육이 가능하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방법이 필요하다.

마. 국제 및 국내 기관 보고서 분석
1) 조사 개요
국제 및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도 아프리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러한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아프리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
화 내용 및 예측 결과 등은 향후 ICT 수요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분석결과
국제 및 국내 연구기관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분야별, 지역별로 활발한 예
측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내용 중 본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간추
려서 정리해 보면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7. 국내외 관련 기관들의 분석결과
번호

1

제목

주요 내용

▸세계은행, IMF, AfDB 등은 아프리카 대륙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기관 폐쇄로 학교 교육 단절 및 저소득
아프리카 주요국의
층 학생의 영양실조가 우려되며, 코로나 외
사회경제적 영향과
의 보건서비스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해외 유입자본 감소로 인하여 빈곤율 및 사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 및 보
건 분야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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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발행일자

KIEP

2020.
8. 6

표 4-7. 계속
번호

제목

주요 내용

발행기관

발행일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의 국제적 ▸입국제한, 통관지연, 화물수송 감소 등 예상
2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KIEP, 오늘의

▸시나리오 1에서 세계경제는 0.57% 감소하며,

KIEP

시나리오 2에서는 1.13% 감소

2020.
3. 13

세계경제)
코로나19 확산과
3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아프리카는 특히 보건 분야가 취약하여 큰
타격 예상(보건의료 품질 및 접근성 문제,
특히 고령층 취약)

KIEP

2020.
4. 23

▸병상 수 부족, 모자보건, 영양결핍의 가중 예상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빈곤인구 증가예상

국제사회의 SDGs
4

▸취약계층의 피해 심각, 식량불안정과 학교급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식 중단에 따른 아동 영양실조, 가치사슬 붕

한국의 ODA 정책과제

괴에 따른 영세농가 피해, 여성대상 폭력 심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화 예상

2020.
8. 24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강화 필요
▸디지털 격차 가속화 예상
▸ICT 기반시설 미비로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계층 발생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등록률이 40%에 머무
르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
함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 도입 논의가 지속
적으로 증대
▸현금 사용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서 모바일 머니 이용을 적극 권장

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의 ▸디지털 분야 인력육성, 디지털 기반 확충,
5

성장과 한국과의 협력
과제(KIEP, 오늘의
세계경제)

ODA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융합, 아프리
카 내 스타트업의 지원분야 중요성

KIEP

2020.
10. 22

▸교육, 보건, 농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디지
털 기술결합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지원, 인력양성을 통
한 디지털 기술 및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서 고용 창출, 교육,
보건의료, 농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타트업의 성장,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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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번호

제목

주요 내용

발행기관

발행일자

Emerald

2020.

Insight

4. 15

▸아프리카는 인구 1만 명당 2명의 의사 수준
(이탈리아는 1만 명당 42명)에 이르고 있어
보건부문이 취약
COVID-19 in Africa: ▸아프리카의 경우 특히 빈곤층, 고령층, 장애
socio-economic
인, 청소년 및 원주민 등이 가장 취약
6

impact, policy
response and
opportunities

▸노숙자, 피난민, 이주민, 쫓겨난 사람들의 생
활이 더욱 취약할 가능성
▸2020년 3월 16일부터 거의 모든 아프리카
학교들이 폐쇄되어 85% 원격교육으로 하도
록 하나 온라인 플랫폼의 시설 부족으로 교
육은 파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면 2020년은 -3.4% 경제성장률 예상
▸54개 국가 중 단지 21개 국가만 팬데믹에

African Economic
7

Outlook 2020
Supplement

대비 중이라고 지적
▸정부가 잘 대응한다면 2021년도에는 3% 성
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2020년에는 아프리카 GDP 기준으로 볼 때

African
Develop
ment
Bank

약 1,455억 달러에서 1,897억 달러 정도 손
실 예상
▸전 세계 관광산업 일자리 1억~1억 2천만 개
감소
▸전년대비 70% 감소
8

세계관광기구

▸관광산업 피해는 9,000억~1조 2천억 달러
수준

UNWTO/

2020.

중앙일보

12. 11

▸아프리카는 전년대비 94% 감소
▸백신이 개발되어도 2024년에 회복 가능
자료: 저자 작성.

위의 보고서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광산업 분
야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며, 백신이 개발되어도 2024년은 되어야 경제가 회
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간 입국제한, 통관지연 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
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 보건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여러 분야에서 ICT 기반의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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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교육,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결합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
다. 넷째, 코로나에 집중한 나머지 코로나 외의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취약성이
예상된다.

바. 아프리카 신문(Africa News)의 기사분석
1) 조사 개요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의 주요 뉴스를 다루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인터
넷 신문인 Africa News(http://www.africanews.com)에서는 코로나 별도
섹션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 관련 주요 사건들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신문사의 코로나 섹션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모아
서 이들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생활상을 통하여 수요분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하며,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크롤링(crawling) 기법을 사용하
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들의 월별 건수를 보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8. Africa News의 코로나 관련 월별 기사 건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7

29

55

8

1

0

16

18

22

10월 11월 12월
7

10

14

합계
187

자료: 크롤링 기법으로 신문기사 추출결과.

2)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된 신문기사들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주요 단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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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개, 문장 수는 5,882개이다. 기초분석으로서 키워드와 발생빈도를 실시
해 보았으며 예시적으로 30위까지만 살펴보면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
장 발생빈도가 많은 단어는 case로서 947회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coronavirus
로 380회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신문기사의 주요 키워드와 발생빈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ase
coronavirus
Africa
death
health
government
measure
patient
pandemic
test
lockdown
spread
infection
school
recovery
student
mask
home
hospital
symptom
outbreak
treatment
disease
restriction
travel
emergency
worker
border
life
vaccine

1
rt of Speech(PC)
“Common Noun”
“Common Noun”
“Proper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Common Noun”

2
Frequency
947.0
380.0
317.0
248.0
234.0
211.0
167.0
148.0
116.0
110.0
110.0
105.0
99.0
93.0
93.0
89.0
87.0
86.0
85.0
82.0
81.0
69.0
66.0
65.0
57.0
54.0
48.0
48.0
47.0
46.0

3
4
Word Length
Name Type
4.0
“-”
11.0
“-”
6.0
“Graphical Name”
5.0
“-”
6.0
“-”
10.0
“-”
7.0
“-”
7.0
“-”
8.0
“-”
4.0
“-”
8.0
“-”
6.0
“-”
9.0
“-”
6.0
“-”
8.0
“-”
7.0
“-”
4.0
“-”
4.0
“-”
8.0
“-”
7.0
“-”
8.0
“-”
9.0
“-”
7.0
“-”
11.0
“-”
6.0
“-”
9.0
“-”
6.0
“-”
6.0
“-”
4.0
“-”
7.0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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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인 파악을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그림 4-6]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6. 신문기사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자료: 저자 작성.

신문기사 내용을 주요 주제별로 그룹핑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주요 노드들만
남기고 뼈대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PFnet(Path Finder Network Scaling)
방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축약하였다. 축약한 결과는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7. 신문기사에 대한 PFnet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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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 포함된 노드들을 다시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그룹핑한 결과
는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8개의 주제들로 그룹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분석된 내용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와 결합하여 주제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토픽 1은 death, caseload, recovery이며 사망자 수와
업무량으로 인한 회복 문제, 토픽 2는 vaccine, infection, case로서 전염예
방을 위한 백신 문제, 토픽 3은 travel, guideline으로서 여행 등 일상생활에
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문제, 토픽 4는 health, corona, pandemic이며, 팬데
믹에 대한 보건대책 문제, 토픽 5는 lockdown, government, market으로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폐쇄관련 문제, 토픽 6은 spread, measure로서 코로나 확
산과 이에 대한 국경 검역소 대책 문제, 토픽 7은 business, school, student,
mask 등으로 학교 학생과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문제, 토픽 8은 hospital,
patient, test, symptom으로서 병원에서의 검진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토픽분석에서 ICT라는 단어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연
결중심성 분석결과와 neighbourhood network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종합
하여 보면, 위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하여 ICT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잠재성
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CT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주제는 3, 5,
7, 8이라고 할 수 있는바, 토픽 3의 경우 관광객 수가 줄어들지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여행하기 위해서 ICT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간
이동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지역간 경계에서 검역소 대응능력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토픽 5의 경우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행정 분야에서 ICT 적용 가능성, 토픽 7은 학교와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ICT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토픽 8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검진이나 추적활동 등
에 ICT의 적용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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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신문기사 핵심 노드들에 대한 다차원척도법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사. 종합 및 시사점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관의 예측을 빌
리면, 아프리카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면에서 –3% 이상 역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GDP 기준으로 본다면 약 1,4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이내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은 사회 내의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야는 보건 분
야일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은 교육 분야, 농업 분야 등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
프리카의 경우 ICT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빈곤자,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실향
민(displaced people), 노숙자 등은 극심한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되며,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추
정해 볼 때, ICT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시
급한 보건 분야의 원조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ICT 인프라에
대한 구축 지원, 인력양성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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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아프리카 ICT ODA
수요추정 모델
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를 다양한 방
법론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와
관련된 핵심적 키워드들의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에
따른 인과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인과지도를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생활상 변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이 시스템 내의 하부 시스템 및 시
스템 내부구조 분석을 통하여 피드백 루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어서 정책 레
버리지로서 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ICT 적정기술 수요, 디지털 농업기술 수
요, 그리고 ICT 교육수요의 향후 시나리오별 미래 상황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가. 인과지도의 작성
1) 기본 인과지도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다
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트윗 분석, 유튜브 분석, 유학생 인터뷰
분석, 국내외 기관 보고서 분석, Africa News 신문기사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
스 방법에 의한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기본적인 전체 인과지도는 [그림 4-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나 –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부호들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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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한 인과지도

자료: 저자 작성.

2) 피드백 루프의 탐색
피드백 루프는 하나의 변수에서 시작한 변수의 관계가 상호 영향관계를 거
쳐서 변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하나의 변수에 충격(변수 값 조정)이 가해졌을 때, 선순환 또
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조직이나 기관이 자원의 제약하에
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피드백 루프를 탐
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잘 활용하면, 조직의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할 뿐만
아니라 자원 제약하에서 당초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단서
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서브 시스템(Subsystem)적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드백 루프에는 강
화루프(reinforcing loop)와 균형루프(balancing loop)가 있다. 강화루프는
-부호의 수가 짝수가 되는 것으로서 지속해서 선순환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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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를 말한다. 한편 균형루프는 –부호의 수가 홀수가 되는 것으로서 무조건적
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호로 인하여 균형을 찾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강화루프나 균형루프를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원격의료 루프
이 피드백 루프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원격의료 수요가 커지며, 이에 대응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디지털 업무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를 통하여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정보화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정보화 지수가 상승하면 의료 대응능력도 향상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
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즉, 이는 균형루프적 성격을 가지는 피드백 루프이며,
원격의료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0. 원격의료 피드백 루프

국내 lock
down

입국제한

공여국원조
규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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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야별 ICT 활용 피드백 루프
[그림 4-11]의 피드백 루프는 강화루프적 성격을 가지는 피드백 루프이다.
ICT 활용을 각 분야에서 활성화하면, 디지털 업무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다시 정보화 지수를 높여주
게 된다. 정보화 지수의 증가는 인터넷 보급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며, 인터넷
보급의 증가는 오히려 대면 기회를 줄이게 될 가능성을 가져온다. 대면접촉기
회의 증가는 스마트폰 이용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이용 증가는 분
야별 ICT 활용 정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 피드백 루프는 강
화루프적 성격을 가진다. 이 루프의 의미는 각 분야별 ICT 활용률을 높이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그림 4-11. 분야별 ICT 활용 피드백 루프

국내 lock
down

입국제한

공여국원조
규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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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CT 기반 적정기술 피드백 루프
[그림 4-12]의 피드백 루프는 강화루프적 성격을 가진 피드백 구조이다. 아
프리카의 경우, 개인용 스마트폰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분야별 ICT 활
용 정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ICT에 의한 첨단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것이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 이는 ICT를 이용한 적정기술 일자리
수를 늘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확장되는 경우 디지털 업무의 수에도
+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다시 정보화 지수를 높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여기서는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그림 4-12. ICT 기반 적정기술 피드백 루프

국내 lock
down

입국제한

공여국원조
규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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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지털 농업기술 수요 피드백 루프
[그림 4-13]의 피드백 루프도 강화루프적 성격을 지닌다. 인터넷 보급이 많
아지게 되면, 대면접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대면접촉 기회가
늘어나면, 비대면 업무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업무 수의
증가는 문자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농작물과 같은 정보 수
요도 늘어나게 한다. 이는 다시 디지털 농업기술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되어 전체 GDP 규모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4-13. 디지털 농업기술의 확대 필요성 피드백 루프

국내 lock
down

입국제한

공여국원조
규모

자료: 저자 작성.

⑤ ICT 교육기회 피드백 루프
[그림 4-14]의 피드백 루프도 강화루프적 성격을 가진다. ICT 교육기회의
증대는 스마트폰 이용률의 증대에 기여하고,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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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할수록 감
염 가능성은 낮아진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면접촉 기회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ICT 교육기회 증가는 결국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4-14. ICT 교육기회 피드백 루프

국내 lock
down

입국제한

공여국원조
규모

자료: 저자 작성.

⑥ 인터넷 보급률 피드백 루프
[그림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보급률 증가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
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온라인 교육수요 확대로 이어지며, 결국 정보화
지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이 역시 강화루프적 성격
의 피드백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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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인터넷 보급률 피드백 루프

국내 lock
down

입국제한

공여국원조
규모

자료: 저자 작성.

⑦ 국경검역소 대응역량 피드백 루프
코로나 감염자 수는 정부의 입국제한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소 대응능력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능력은 ODA 활동에도 영
향을 미친다. ODA 활동은 대외원조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수원국의 ICT
기반시설에도 영향을 미치며, ICT 기반시설은 디지털 업무의 수에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다시 비대면 업무 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비대면 업무는 다시 코로
나 감염자 수와 이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지닌다. 즉,
국경검역소 대응역량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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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국경검역소 대응역량 피드백 루프

국내 lock
down

입국제한

공여국원조
규모

자료: 저자 작성.

나.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과지도를
통해서 볼 때 나타나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 → 디지털 업무 → 디지털 서
비스 활용자 수 → 정보화 지수 → 의료 대응능력 → 사망자 수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ICT 활용의 필요성이 생활의 많은 영역
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분야별 ICT 활용정도는 디지털 업무 수
의 영향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을 거쳐서 다시 ICT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가속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 ICT 활용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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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ICT를 활용한 적정기술 보급에 관한 관심
제고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개인용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증가하겠지
만, ICT 기반의 미흡으로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중에서 ICT를 활
용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디지털 농업기술
의 수요 증대이다.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이는 비대면 업무, 문자 서
비스 수요,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정보 수요로 이어지고, 농업 분야 디지털화의
수요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업소득과 GDP로 이어지게 되는 등
농업 분야 ICT 접목 필요성의 증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ICT에 의한
교육기회의 증대 필요성이다. 감염 가능성의 증대는 대면접촉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ODA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ICT 기반시설과 ICT
교육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는 교육 분야에서 ICT의 역할 증대와 관련된
다. 여섯째, 인터넷의 보급과 확대를 위한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이는 결국 정보화 지수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
자 수의 증대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대도 동시에 수반된다. 일곱째,
아프리카 국가간 국경검역소의 대응역량 필요성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국
경검역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검역시설 및 국경인력의 검역 및 방역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ICT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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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수요 시나리오 분석
가. 시나리오 모델링
3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어떤 분야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지를 핵심적 종속변수 위주로 하여, 미래의 수요 정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는 ICT 적정기술 수요, 디지털 농업기술 수요, 온라인
교육수요 등으로 설정하였다. 사실상 인과지도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독립변수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가 되므로 종속변수
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피드백 루프 상으로
특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위의 세 가지 변수를 예시적으로 설정하여
보았다.
본 추정과정에서 사용된 변수 및 변수들 간의 관계는 [그림 4-9]의 인과지도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인 변수들 간의 관계식 및 시차 발생
정도, 그래프 패턴 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5명의 전문가들에 의한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Powersim 프로그램에
의한 모델링을 하였으며, 외부 충격변수로는 개별 국가의 국내 록다운 정도, 개
별 국가들의 입국제한 정도, 그리고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규모 등 3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강약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였고(약함, 현재 상태 유
지, 강함) 시뮬레이션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하였다. 코로나 이전
상태인 2019년을 1로 가정하여 연도별 미래 결과를 추정해 보았다(시뮬레이
션 모델링 결과,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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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시나리오 추정 시뮬레이션 모델링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나. 수요 시나리오 설정
3개의 시나리오별로 3개의 종속변수들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는
[그림 4-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약함과 현재 상태 유지, 강함의 정도 차이는
0.2로 설정하였다. 즉 1을 기준으로 하여 20% 완화 및 20% 강화의 차이로 하
였다. 이러한 가정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0.2의 차이를
가정하여 보았다. Powersim 프로그램에서 default는 10%의 증감을 나타내
는 0.1로 되어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파급효과가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2배
정도 클 것으로 가정하여 일단 본 연구에서는 2배 높인 0.2로 설정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0.3, 0.5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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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1: 국내 록다운 20% 완화, 입국 조절 강도 20% 완화, 공여국
원조규모 20% 강화(가장 좋은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 국내 록다운 현재 상태 유지, 입국 조절강도 현재 상태 유지,
공여국 원조규모 현재 상태 유지(보통 상태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 국내 록다운 20% 강화, 입국 조절 강도 20% 강화, 공여국
원조규모 20% 축소
위의 시나리오별 가정을(best, normal, worst) 프로그램 속에서 표현한 결
과는 [그림 4-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18. 시나리오별 외부충격 가정
Best scenario-1 = { 0.8, 0.8, 1.2 }
국내_Lockdown

입국조절 강도

공여국 원조규모

약함

약함

약함

현재상태 유지

현재상태 유지

현재상태 유지

강함

강함

강함

Normal Scenario-2 = { 1, 1, 1 }
국내_Lockdown

입국조절 강도

공여국 원조규모

약함

약함

약함

현재상태 유지

현재상태 유지

현재상태 유지

강함

강함

강함

Worst Scenario-3 = { 1.2, 1.2, 0.8 }
국내_Lockdown

입국조절 강도

공여국 원조규모

약함

약함

약함

현재상태 유지

현재상태 유지

현재상태 유지

강함

강함

강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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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ICT 적정기술 수요와 디지털 농업기술 수요
(단위: 2019년 수요 상태를 1로 가정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0. ICT 온라인 교육수요
(단위: 2019년 수요 상태를 1로 가정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9], [그림 4-20]과 [표 4-10], [표 4-11]을 놓고 볼 때, 상황이 안
좋은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ICT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농업 분야로 나타나며, 그다음은 적정기술 수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수
요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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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ICT 적정기술 수요 및 농업기술 수요 추정치(2019년도 1을 가정)
ICT 적정기술 수요

디지털 농업기술 수요

연도

1

2

3

연도

1

2

3

2019

1.00

1.00

1.00

2019

1.00

1.00

1.00

2020

1.05

1.09

1.31

2020

0.97

1.09

1.17

2021

1.13

1.20

1.42

2021

1.07

1.16

1.34

2022

1.14

1.24

1.44

2022

1.16

1.22

1.52

2023

1.18

1.26

1.58

2023

1.20

1.27

1.62

2024

1.24

1.39

1.70

2024

1.27

1.33

1.75

2025

1.24

1.44

1.75

2025

1.31

1.42

1.82

자료: 저자 작성.

다른 수요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위의 세 가지 변수들의 경우 피드백 루
프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는 향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4-11. ICT 교육수요 추정치(2019년도 1을 가정)
연도

1

2

3

2019

1.00

1.00

1.00

2020

0.97

1.03

1.08

2021

1.04

1.06

1.17

2022

1.02

1.14

1.24

2023

1.06

1.17

1.30

2024

1.06

1.25

1.37

2025

1.08

1.34

1.4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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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생활상에 가져온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
고 이를 ICT 수요와 결부시켜 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아프리카에 ICT 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
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피드백 루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피드백 루프는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 ICT 기반의 적정기술 발굴
및 적용, 문자 서비스 같은 작은 기술을 활용한 농업 분야 적용, 저렴한 비용이
드는 원격교육 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 인터넷 보급 확대, 국경검역소의 대응능
력 향상 등이다. 둘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 추정을 해본 결과, 코로나와
관련한 향후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경우에 가장 수요가 크게 발생할 분야는 농업
분야로서 디지털 농업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은
ICT 적정기술 수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수요로 추정되고 있다. 유학생들에 대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보건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시스템 내에서 상호 연관효과를 감안해 볼 때 위의 세 가지 수요 농업, 교육, 적정기술 -에 대한 대처를 잘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보
건 분야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낮은 수준의 ICT 기반의 일자리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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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ICT 수출입 규모와 그동
안 수행된 ODA 지원규모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그동안 수행해 온
ICT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방법은 5명의 전문가들
에 의한 주관적 평가와 그동안 ICT ODA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들에 대한 평
가, 즉 메타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이어서, 향후 ODA 사업의 자원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미시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ODA 분야별 및 사업 형태별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아프리카 ICT 수출입 규모 개관
가. 아프리카 ICT 수출입 규모
민간부문에서 아프리카 54개국 전체 국가들에 대한 ICT 분야의 전반적 시
장규모를 보면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
프리카 전체 국가들은 2017년도에는 ICT 분야 수입규모가 약 221억 달러 정
도이고, 2018년도에는 247억 달러, 그리고 2019년도에는 258억 달러에 달하
고 있다. 품목별로 본다면,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통신부품 분야가 46%로 가
장 크고 그다음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분야로서 23.7%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의 ICT 수입규모
(단위: 천 달러)

품목구분

2017W

2018W

2019W

Total

22,162,369

24,748,277

25,896,460

기타 부품

1,496,028

1,576,146

1,604,815

전자부품

2,555,876

3,326,586

2,9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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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단위: 천 달러)

품목구분

2017W

2018W

2019W

소비자 전자 장비

2,629,241

3,035,167

3,180,327

컴퓨터 및 주변기기

5,259,892

5,770,261

6,051,568

통신장비

10,221,332

11,040,117

12,108,211

자료: ITC DB(검색일: 2021. 2. 10).

나.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ICT 수출입 규모
한국이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에 대하여 민간부문에서 수출하는 규모를 보
면, 2017년도에는 6억 1,911만 달러 수준이고, 2019년도에는 다소 줄어든 5
억 1,883만 달러 규모이다. 한국 ICT 품목의 전 세계 수출에서 아프리카가 차
지하는 비중은 2.8%(2017년)에서 2.0%(2019년)로 줄어들었다.

표 5-2. 한국의 아프리카 ICT
(단위: 천 달러)

한국비율

한국비율

한국비율

2017

2018

2019

품목구분

2017

2018

2019

전체

619,115

556,775

518,830

2.79%

2.25%

2.00%

기타 부품

214,710

180,009

195,328

14.35%

11.42%

12.17%

전자부품

71,206

94,355

70,782

2.79%

2.84%

2.40%

152,908

109,401

119,176

5.82%

3.60%

3.75%

46,803

69,772

58,626

0.89%

1.21%

0.97%

133,488

103,238

74,918

1.31%

0.94%

0.62%

소비자
전자 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자료: ITC DB(검색일: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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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ICT 수출입 규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중점협력국 7개국의 ICT
시장규모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보면 [표 5-3]과 같다. ICT 분야의 수출입 규
모를 놓고 볼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르완다는 전체 수입 중 ICT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9% 수준으로서 타 국가들에 비하여 높다.

표 5-3.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연도별 ICT 수출입 규모
(단위: %, 달러)

변수명

국가명

2016

2017

ICTI

가나

2.50

2.51

2018
2.39

ICTI

에티오피아

4.56

6.30

6.15

ICTI

모잠비크

2.83

2.97

2.74

ICTI

르완다

9.17

9.82

9.82

ICTI

우간다

4.21

4.07

4.01

ICTI

탄자니아

4.23

3.87

3.12

ICTI

세네갈

4.40

4.00

3.12

ICTE

가나

0.09

0.02

0.26

ICTE

에티오피아

0.18

0.24

1.69

ICTE

모잠비크

0.12

0.04

0.46

ICTE

르완다

1.12

0.81

1.00

ICTE

우간다

1.02

0.36

0.38

ICTE

탄자니아

0.21

0.07

4.18

ICTE

세네갈

0.52

0.22

0.26

HTE

가나

21056625.00

41531749.00

50006668.00

HTE

에티오피아

10858328.00

67035013.00

44251058.00

HTE

모잠비크

12601457.00

32198905.00

27220071.00

HTE

르완다

5547309.00

3552188.00

3489244.00

HTE

우간다

8440320.00

8123723.00

19912643.00

HTE

탄자니아

17983736.00

16962666.00

186258425.00

HTE

세네갈

23026460.00

18809131.00

28155692.00

주: ICTI: ICT imports(전체 수입 중 %), ICTE: ICT Exports(전체 수출 중 %), HTE: High-Technology Export(US Dollar).
자료: OECD DAC QWIDS DB(검색일: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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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가나의 수출 규모가 5,000만 달러로 가장 크
고, 그 다음이 에티오피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한국이
ODA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전략
1)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기본 정책방향
본 연구의 중점 분석대상인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기본전략은 명확히 ICT 분야만 국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
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 에너지로 구분되고, 분야별 중
기전략은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으
로 구분되어 있다. 즉 ICT가 독립된 분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ICT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개별 분야에서 ICT를 적용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중점협력대
상국의 CPS를 검토하여 ICT가 접목되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제2기 르완다 CPS(2016~20)를 보면, 중점분야별 지원방향에서 고급기술인
력 역량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 ICT 활용성 확대, 농산물 부가
가치 제고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 프로그램 내 ICT 활용성 확대, 거버넌스 역량
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그램 내 ICT 활용성 확대 등으로 되어 있
다. 세네갈의 CPS를 보면, 특히 교육 분야에서 ICT 관련 기술접목을 통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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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제시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 및 ICT 기반 시스
템 구축 등이 중점사업 분야로 포함되어 있다. 우간다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행
정 분야에 ICT 사업의 접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제1기와 제2
기 CPS 내용에서는 ICT를 독립적인 지원영역으로 분리해서 지원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 공공행정,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에 발간된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을 동남아프리카, 중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나
누어 협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KOICA 핵심가치(4P: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와 아프리카 7대 중점과제로 연결 짓고 있는데, ICT는
Peace에 하나의 독자적인 중점과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7대 중점과제의
하나로서 ICT 기반 굿 거버넌스 구축이 그것이다.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표 5-4]와 같다.

표 5-4. KOICA의 아프리카 ICT 기반 굿 거버넌스 핵심과제(2020~24년)
국가명
튀니지
에티오피아

과제 내용
전자정부 및 행정서비스 효과성 향상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사회통합 강화

르완다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전자 시스템 강화

세네갈

투명한 정부, 민주주의의 실현

가나
나이지리아
DR 콩고

전문행정 분야 역량강화
굿 거버넌스 역량강화
국가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역량강화

카메룬

정부 역량강화 및 시스템 지원

이집트

민주적,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알제리

거버넌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

자료: KOICA 홈페이지(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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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전체적인 ODA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전체 아프리카 지원액 대비 약 1%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체 공여국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4년부터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7%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OECD DAC의 아프리카 ODA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OECD
DAC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28,192.37 29,140.29 32,523.06 30,271.15 30,054.85 29,050.13 26,877.31 27,213.43 29,776.38 30,423.84 293,522.81

한국
한국
비율

95.01

139.88

178.36

261.01

271.72

332.72

358.76

415.64

408.01

504.44

2965.55

0.34%

0.48%

0.55%

0.86%

0.90%

1.15%

1.33%

1.53%

1.37%

1.66%

1.01%

자료: OECD DAC QWIDS DB(검색일:2020. 10. 24).

한편 한국의 아프리카 대상 중점협력국의 경우는 그 비율이 조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6]은 한국의 아프리카 중점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지원 규모
비교 통계이다.

표 5-6. 한국의 중점협력국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한국
비율

에티오피아

4.16

10.2

11.61 20.44 27.34 42.91 46.02 61.59 46.95 84.54 355.76 1.83%

가나

2.47

6.73

5.06

23.44

모잠비크

0.43

0.95

6.48

25.13 57.08 56.51 42.29 46.01 36.64 21.44 292.96 2.18%

르완다

2.31

6.86

5.82

7.11

9.85

15.82 39.84 23.18 45.99 17.25 189.63 2.61%

12.48 16.46 20.93 18.27 16.52 26.09 132.85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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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한국
비율

세네갈

5.92

14.85

탄자니아

9.19

21.46 20.94 50.64 56.87 79.84 71.29

63.6

39.29 72.54 485.66 3.09%

우간다

1.24

1.88

2.41

3.99

27.7

28.94 24.37 137.06 1.31%

연도별 비율 3.67

8.99

8.71

23.20 27.47 34.79 36.23 39.56 33.94 38.82 255.42 2.41%

8.71

31.68 17.25 19.86 10.31 36.57 23.31 25.57 194.03 3.26%

11.42 12.16 22.95

자료: OECD DAC QWIDS DB(검색일: 2020. 10. 24).

[표 5-6] 중 제일 마지막 행의 한국 비율은 OECD DAC의 지원규모 중 한국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서 한국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비율은 전체 아
프리카 국가 비율보다 약 2%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아프리카 전체 국가에 대하여 ICT 분야로 국한해서 볼 때, 한국의 아프리카
에 대한 ICT ODA 지원 비율은 OECD DAC 국가들의 전체 규모에 비해, 약
14%로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전체 ODA
규모 면에서는 한국이 약 1%를 차지하고 있지만 ICT 분야로 국한해 보면, 타
분야에 비하여 한국의 ICT 분야가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점적인 지원 분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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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한국의 아프리카 연도별 ICT 지원 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 달러)

수원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아프리카 전체 13.805 16.730 12.067 6.201

한국
비율

5.688

7.086

7.892 11.034 10.099 14.618 105.220 14.47%

앙골라

9.955 16.730 4.328

1.380

0.000

0.000

0.011

0.000

0.000

0.000 32.404 62.15%

보츠와나

0.000 16.730 0.000

0.000

0.000

0.102

0.000

0.005

0.000

0.000 16.837 43.50%

부르키나파소

0.000 16.730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6 33.47%

부룬디

0.000 16.730 0.000

0.006

0.029

0.000

0.000

0.000

0.000

0.000 16.765 38.43%

카보베르데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0 41.51%

차드

0.000 16.730 0.000

0.00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8 40.53%

이집트

0.351 16.730 0.030

0.322

0.100

0.027

0.105

0.160

0.052

0.000 17.878 39.78%

에티오피아

0.092 16.730 0.549

0.867

0.671

0.544

2.169

2.901

1.052

0.475 26.048 41.21%

가봉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70

0.000

0.000

0.000 16.800 43.82%

가나

0.030 16.730 0.025

0.087

0.058

0.060

0.139

0.235

0.074

0.244 17.681 35.94%

기니

0.004 16.730 0.009

0.00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50 43.11%

케냐

0.079 16.730 0.082

0.102

0.069

0.277

0.100

1.457

1.403

1.897 22.197 22.53%

라이베리아

0.011 16.730 0.006

0.02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69 19.22%

모로코

0.896 16.730 0.018

0.684

0.112

0.181

0.446

0.485

0.432

0.260 20.244 36.45%

모잠비크

0.000 16.730 0.050

0.025

0.000

0.045

0.059

0.096

0.515

0.267 17.786 24.50%

니제르

0.000 16.730 0.000

0.000

0.014

0.000

0.000

0.000

0.000

0.000 16.744 40.62%

북사하라지역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0 42.09%

르완다

1.253 16.730 0.077

0.740

0.770

0.229

0.804

1.617

2.126

5.001 29.347 42.37%

세네갈

0.291 16.730 4.993

0.547

0.173

0.000

0.074

0.278

0.342

0.477 23.905 38.88%

남아프리카

0.254 16.730 0.030

0.01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7.026 31.65%

남사하라지역

0.007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7 18.88%

수단

0.000 16.730 0.005

0.00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40 40.00%

탄자니아

0.384 16.730 1.218

0.404

0.058

0.074

0.092

0.463

0.273

0.340 20.036 14.00%

튀니지

0.099 16.730 0.043

0.287

0.000

0.044

0.177

0.224

0.180

0.204 17.986 37.61%

우간다

0.000 16.730 0.042

0.080

0.000

0.551

0.169

1.379

0.208

0.242 19.401 37.88%

잠비아

0.008 16.730 0.023

0.011

0.000

0.000

0.014

0.000

0.000

0.044 16.831 39.75%

짐바브웨

0.021 16.730 0.048

0.057

2.052

3.823

1.156

0.052

0.475

0.265 24.679 44.14%

알제리

0.000 16.730 0.005

0.016

0.000

0.000

0.060

0.000

0.000

0.033 16.844 43.00%

베냉

0.000 16.730 0.013

0.008

0.029

0.000

0.000

0.000

0.000

0.000 16.780 43.12%

카메룬

0.010 16.730 0.045

0.115

0.000

0.000

0.566

0.568

0.658

0.044 18.735 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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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수원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한국
비율

코트디부아르

0.012 16.730 0.006

0.006

0.000

0.000

0.006

0.156

0.944

2.498 20.357 47.78%

콩고(DR)

0.009 16.730 0.048

0.000

0.000

0.053

0.153

0.000

0.148

0.084 17.224 35.30%

리비아

0.000 16.730 0.000

0.000

0.105

0.000

0.000

0.000

0.000

0.000 16.835 43.39%

말리

0.008 16.730 0.006

0.000

0.029

0.000

0.013

0.000

0.000

0.000 16.786 38.93%

나이지리아

0.028 16.730 0.070

0.068

1.039

0.872

1.434

0.946

1.018

1.709 23.913 37.85%

레소토

0.000 16.730 0.006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41 43.42%

말라위

0.000 16.730 0.197

0.185

0.000

0.000

0.000

0.000

0.000

0.534 17.646 37.21%

모리타니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0 43.73%

시에라리온

0.000 16.730 0.018

0.017

0.029

0.000

0.000

0.000

0.000

0.000 16.794 43.49%

콩고

0.000 16.730 0.000

0.01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42 41.48%

에리트레아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0 43.75%

지부티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0 39.83%

에스와티니

0.000 16.730 0.006

0.018

0.000

0.093

0.000

0.000

0.000

0.000 16.847 40.65%

나미비아

0.000 16.730 0.022

0.015

0.000

0.009

0.000

0.000

0.000

0.000 16.776 43.51%

소말리아

0.000 16.730 0.000

0.00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7 25.67%

남수단

0.000 16.730 0.01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48 35.69%

마다가스카르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00

0.000 16.930 43.70%

토고

0.000 16.730 0.000

0.000

0.014

0.101

0.000

0.000

0.000

0.000 16.845 43.72%

코모로

0.000 16.730 0.000

0.000

0.029

0.000

0.041

0.000

0.000

0.000 16.800 43.82%

기니비사우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0 42.27%

0.000 16.7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730 42.98%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주: Purpose Code에 Communication Technology 외에도 ICT 관련 사업이 다분야에 걸쳐 시행되었으므로 OECD DAC
QWIDS 자료를 프로젝트 수준에서, ICT와 관련 사업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지원규모를 추정하였음.
자료: OECD DAC QWIDS DB(검색일: 2020. 10. 24).

위의 통계에 더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 국한하여 ICT ODA 지
원 규모 및 비율을 보면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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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한국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OECD DAC의 아프리카 ICT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8.77

15.67 267.56 13.52

32.59

29.90

30.63

31.67

33.28

46.45 510.03

전체

가나

0.09

0.15

38.22

2.49

0.08

0.25

0.55

2.80

1.20

3.35

49.19

르완다

1.70

2.77

38.22

0.93

1.82

2.65

5.13

4.77

4.25

7.03

69.26

모잠비크

4.59

0.06

38.22

0.86

3.34

11.85

1.20

2.07

1.45

8.96

72.59

세네갈

0.56

10.76

38.22

0.55

0.17

0.54

0.49

1.49

8.10

0.61

61.49

에티오피아

0.80

0.93

38.22

1.92

2.37

2.14

4.54

4.20

3.49

4.60

63.21

우간다

0.02

0.20

38.22

0.63

2.92

3.35

1.22

2.56

1.11

0.99

51.22

탄자니아

1.00

0.79

38.22

6.14

21.90

9.12

17.51

13.79

13.68

20.91 143.07

자료: OECD DAC QWIDS DB(검색일: 2020. 10. 24).

한국의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 대한 ICT ODA 규모 및 지원 비율을 보면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중점협력
국으로 국한하여 본다면, 한국의 ICT ODA 비율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점협력국 전체에 대한 ICT ODA를 놓고 볼 때, OECD DAC 전체가 지원
하는 액수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23%라는 점은 한국이 ICT 분야
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르완다의 경우에는 한국이 차지하
는 비율이 42.37%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5-9. 한국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한국의 ICT ODA 규모 및 지원 비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한국
비율

전체

2.05

117.11

6.95

2.75

1.73

1.50

3.51

6.97

4.59

7.05

154.20 30.23%

가나

0.03

16.73

0.03

0.09

0.06

0.06

0.14

0.24

0.07

0.24

17.68 35.94%

르완다

1.25

16.73

0.08

0.74

0.77

0.23

0.80

1.62

2.13

5.00

29.35 42.37%

모잠비크

0.00

16.73

0.05

0.02

0.00

0.05

0.06

0.10

0.51

0.27

17.79 24.50%

세네갈

0.29

16.73

4.99

0.55

0.17

0.00

0.07

0.28

0.34

0.48

23.91 38.88%

에티오피아

0.09

16.73

0.55

0.87

0.67

0.54

2.17

2.90

1.05

0.47

26.05 41.21%

우간다

0.00

16.73

0.04

0.08

0.00

0.55

0.17

1.38

0.21

0.24

19.40 37.88%

탄자니아

0.38

16.73

1.22

0.40

0.06

0.07

0.09

0.46

0.27

0.34

20.04 14.00%

연도별 비율 23.38% 747.28% 2.60% 20.34% 5.30% 5.03% 11.44% 22.00% 13.79% 15.17% 30.23%
자료: OECD DAC QWIDS DB(검색일: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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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ODA 중에서 ICT 지원 현
황을 대륙별로 나누어 제시해 보면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1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 ICT ODA 중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율
은 22.96%에 이르고 있다.

표 5-10. 대륙별 ICT ODA 지원액
(단위: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비율

동구 및 CIS 소계 11,351,984 12,523,653 11,446,645 11,060,569 6,672,329 53,055,180 12.69%
아시아 소계

55,889,256 46,644,013 34,820,783 28,027,930 34,412,763 199,794,745 47.78%

아프리카 소계

19,068,411 24,193,420 18,565,800 17,617,194 16,607,699 96,052,524 22.96%

오세아니아 소계
중남미 소계

394,606

558,719

89,284

98,813

2,329,311

0.56%

7,903,775

9,083,848 52,035,958 12.44%

2,196,383

2,246,164

1,782,036 14,929,896

중동 소계
총합계

1,187,889

13,606,305 13,431,835 8,010,195
3,671,527

5,033,786

102,506,945 101,652,337 78,435,928 66,944,916 68,657,488 418,197,614

3.57%
100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20. 10. 26).

[표 5-11]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ICT ODA를 분야별로 구분한 통
계이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별로 본다면 공공행정에 대한 비율
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1.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분야별)
(단위: 달러)

구분

5년 동안 한국예산

공공행정

40,973,022

43.32%

교육

22,750,822

24.06%

기술환경 에너지

22,449,880

23.74%

긴급구호

258,859

0.27%

농림수산

2,759,167

2.92%

보건의료

5,387,077

5.69%

총합계

94,578,827

100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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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이를 다시 사업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유형별로 본다면 ICT 교육/훈련이 19.75%로
서 가장 높고, ICT 자원봉사단 파견이 5.95%로서 가장 낮은 상태이다.

표 5-12.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유형별 지원액
(단위: 달러)

분류

분류별 지원액

비율

ICT 교육/훈련

18,680,940

19.75%

ICT 비즈니스 육성

980,579

8.44%

ICT 시스템 보급

11,732,154

12.40%

ICT 인프라 구축

16,221,200

17.15%

ICT 자원봉사단 파견

5,631,877

5.95%

ICT 초청연수

18,013,020

19.05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16,319,057

17.26

총합계

94,578,827

100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20. 10. 26)를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한편 사업의 집행유형별로 재분류를 해보면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13. 집행유형별 지원액
(단위: 달러)

집행 유형

유형별 지원액

비율

개발컨설팅

8,482,428

8.96%

민관협력사업

3,318,232

3.51%

봉사단

8,050,077

8.51%

소규모무상원조

1,483,371

1.57%

연수생초청사업

18,013,020

19.05%

프로젝트

55,231,699

58.40%

총합계

94,578,827

100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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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평가
한국이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하여 제공해 온 ICT ODA에 대하여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수행한 사업이 다양하고281)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 개별 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자료를 얻기가 용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그동안 수행되어 온 ICT
ODA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평가를 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는 ICT ODA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5명의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형태로 수행하였다.

가. 기존 보고서들에 대한 메타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ICT ODA 사업에 대하여 프로젝트별로 평가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사업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평가 보
고서를 기초로 하여 메타 평가식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분석 기
간 동안 이루어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들에 대한 평가보고서 내용
을 간추려 보면 [표 5-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281) [부록 3] 사업분류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목록(2014~18년).

192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표 5-14. 아프리카 ICT ODA 평가보고서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명

출처

내용

ICT 교육의 효과와
지속가능한 발전: 케냐
초등학교 ODA사업 사례

장지순
(2020)

▸현지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미비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과 유지 보수를 위한 역량 등이 부족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수원국 수요가 높은 우리 강점 분야(교통·에너지 등)에 ICT
등을 접목,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대형(1억 달러 이상)
랜드마크 사업 지원
국제개발
▸우리 강점 분야(ICT, 공공행정, 방역 등)를 활용한 전략적 접
협력위원회
근 및 논의 선도 미흡
(2020)
▸개도국의 공공의료체계, 전문 인력·기술, 국가재정 및 ICT
기반이 미흡한 환경에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재
구성 필요

이진상
(2020)

▸대부분의 ICT 분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해외진출의 장애
요인 중, 해외사업 경험이 한정되어 국제경쟁력을 쌓는 데
한계
▸진출 대상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부족
▸국제경쟁 입찰 시에 중국이나 인도 기업과 인건비 면에서 가
격경쟁력이 없어 입찰에 불리

KOICA
(2019)

▸르완다의 국가전략과 부합한 ICT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기, 제2기 CPS에서 ICT를 중점분야로 선정
하고 추진하였음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공여기관과도 관
련한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KOICA의 ICT 사업에 대
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임

세네갈 KOICA
ODA사업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보고서

KOICA
(2019)

▸세네갈 정부의 디지털 전략(2016~25년) 수립을 통한 일자
리 창출과, KOICA의 고등기술전문대학 건립사업을 통한 인
력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ICT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 KOICA에서 향후 디지털
학습도구 개발지원이 요구됨

에티오피아 KOICA
ODA사업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보고서

KOICA
(2019)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에서 ICT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
으므로 향후 교육·훈련과 연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KOICA
(2020)

▸나이지리아 국가 비전에 부합한 사업이 수행되었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원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된 것으로 보임
▸수원국 차원에서 전자정부위원회가 구성되어 향후 지속가능
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임
▸향후 지방정부로 확대 시 중앙과의 차이점에 대한 고려 이후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국 ICT 기업의 동북부
아프리카 주요국 진출에
대한 연구: ICT 기업의
관점을 중심으로

르완다 KOICA
ODA사업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보고서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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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계속
보고서명
한국 ICT ODA 현황
진단: 최근 5년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분석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시범구축사업 사후평가

2017년 ICT ODA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ICT 교육분야 지원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추진전략(Ⅱ)

출처

내용

유지수,
유성훈
(2019)

▸KOICA의 사업 분류 체계상에 ICT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OECD DAC 공여국 보고 시
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분류체계를 활용
하여 통신 분야를 관리하나 통계적 관리에 그침
▸ICT 사업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나 ODA 자금의
경직성으로 사업수행의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

KOICA
(2018)

▸튀니지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로드맵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
되었음
▸튀니지 정부가 적극적인 수원 태세를 보였으나 활용도에 있
어 미미한 점이 보여 향후 시스템 사용의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
▸시스템 활용 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향후 사업 확대 시 관
련 사항에 대한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오강탁 외
(2017)

▸원조 수혜 이해관계자와 공유 및 교류할 수 있는 사업수행
평가 모니터링 모델의 부재
▸수원국과의 업무분담 체계는 매우 미흡
▸공여주체의 의도에 의한 사업수행으로 장기적 성과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봉사단원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담당인력의 양적 보완이 반
드시 필요
▸기자재의 경우 주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하여 수원국
에서 고장이 날 경우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
▸ICT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수
행 또한 원활하고 원조효과 발생 정도도 높은 수준
▸NIA ICT ODA 다섯 개 사업이 공통적으로 논리모형 부재
로 성과중심 평가 진행이 어려움
▸KIV 사업에는 국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목표 설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

KOICA
(2017)

▸KOICA의 ICT 통합 지원전략 부재 및 성과유형 분류 부재
▸ICT의 유지·보수 원활함이 부족
▸교육 분야 사업이나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저조
▸‘ICT 교육 분야 지원사업’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함

강인수 외
(2016)

▸ICT 접근성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었으나, ICT 활용과 관련
된 e-애플리케이션 과정과 역량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
▸e-애플리케이션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나 민간부문의 참여 미흡
▸개도국의 주민을 단순히 공여된 기자재의 소비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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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계속
보고서명

출처

내용

짐바브웨/ARIPO
특허행정 전산인프라
개선사업

KOICA
(2016)

▸증가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음
▸심사 관련 사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관리 행정처리 기간이 혁
신적으로 단축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산권 등록건수
도 증가함
▸특허업무의 자동화는 특허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투명성
을 제고하였음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황규득 외
(2015)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보다 정보화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정책이 부족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박영호 외
(2012)

▸주요 공여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기술/ICT 부문은 비교우위를
확보했으나, 한국의 보유기술이 아프리카에 적정하지 못함
▸아프리카의 현재 기술수요에 맞는 적정기술의 선별 필요

탄자니아 다레살람
공과대학 ICT
교육강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2012.12

KOICA
(2012)

▸ICT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사업 종료 이후인 2009
년부터 4년제 정규대학에 ICT 관련 전공이 급격히 증가

ICT 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김학기 외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취약한 반면, ICT 인프라가
강한 편임
▸전자정부(e-Government) 부문에서 2010년에는 UN 전자
정부 글로벌 대상 및 아시아 지역 대상수상(2010. 6. 23)
▸다른 선진국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수원국의 ICT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ICT 분야에서 각 기관의 사업이 아시아 국가에 집중된 현상
을 보이고 있으며 전략적·체계적 집중지원은 미흡함
▸ICT 사업의 특성상 지원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나 사후관리가
미흡
▸사업별 투입산출 조사의 어려움, 효율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수립 미흡
▸ICT 분야 현지 봉사수요가 높으나 기관별 봉사단원간 협력
시스템은 미약
▸ICT 파견 전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심 부족, ODA에
대한 기본 소양능력 부족

ICT의 사회적 파급효과
측정: 지수적 접근방법

이유택
(2010)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정보화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진
단이 미흡
▸ICT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자료
부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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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간추려 본 아프리카 ICT ODA 평가보고서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
면 아래와 같다. 첫째, ICT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현지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이 끝난 뒤 사업의 유지·보수를 위한 역
량이 부족하다. 즉,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되는바 지속가능성 측면에
서 미흡하다. 둘째, ICT ODA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미
흡하다. 이는 ICT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공공의료체계 등 분야에서 그 나라의 기술수준 및 기술수요를 고려한 소위 적
정기술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며, 이를 ODA 추진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전문가 평가
5명의 ICT ODA 전문가들을282) 대상으로 한 ICT 분야별 평가점수를 보면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ICT 분야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종합적 관
점에서 성과점수를 매긴 결과 ICT 자원봉사단 파견사업이 7.7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ICT 교육 및 훈련 사업, ICT 초청 연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ICT 비즈니스 육성사업은 가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러한 평가결과는 그간 수행해 온 과거의 ICT 사업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
문가들이 본 종합적인 성과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 5-15. ICT 사업유형별 전문가 평가결과
사업유형

성과점수

ICT 교육 및 훈련

7.5

ICT 비즈니스 육성

5

282) [부록 4] AHP 설문지와 [부록 6] 자문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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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계속
사업유형

성과점수

ICT 시스템 보급

6.25

ICT 인프라 구축

6

ICT 자원봉사단 파견

7.75

ICT 초청연수

7.5

ICT 컨설팅

6.75

자료: 저자 작성.

4. 향후 자원배분 평가
위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이루어진 ICT ODA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
해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생활상이 변
모되고 이로 인하여 수요가 변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ICT ODA 사업
에 대한 자원배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먼저 AHP 방법을 사용하여, 거시적 관
점에서 ICT ODA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ICT ODA 사업 분야별 정책의 중
요도에 관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시적 관점에서 ICT 사업 분
야별 최적의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AHP 방법에 의한 사업유형별 정책 중요도 선정
1) 조사 개요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의 생활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 ICT ODA의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조사를 시행하였다.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절대평가가 아닌 쌍 비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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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대평가에 근거하여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
반 주민들과 같이 많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
질적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3~5명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283) 본 연구에서도 아프리카라고 하는 국가적인 특성과 ICT를 이용한 ODA
라고 하는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CT ODA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이 분야 평가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284)
AHP 조사를 수행하였다.285)
AHP 조사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정책 수립
시 분야별 정책의 중요도 및 각 분야 내 사업형태별 중요도를 조사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한 AHP 설문지 내용은 [부록 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286) 조
사를 위한 계층도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5-1. 아프리카 ICT ODA 분야별 중요도 측정을 위한 계층도

자료: 저자 작성.

283)
284)
285)
286)

KDI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분석의 경우 AHP는 일반적으로 3~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5명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 6]에 명단을 제시함.
[부록 4] AHP 설문지.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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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먼저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ICT ODA의 분야별 중요도 분석결
과를 1계층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5-2. 분야별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먼저 ODA 분야를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농업, 기술환경, 긴급구호 등
으로 구분해서 중요도를 분석해 본 결과 보건의료 분야가 0.284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농업으로 0.197, 공공행정 0.184, 긴급구호 0.167, 교육은 0.123,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환경 분야가 0.04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분야별 2계층 기준으로 중요도를 정리하면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
다.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ICT 시스템 보급이
0.419로 가장 높고, 교육 분야에서는 ICT 인프라 구축이 0.442로 가장 높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ICT 인프라 구축이 0.447로 가장 높고, 농업 분야에서는
ICT 교육/훈련이 0.243으로 가장 높다.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ICT 비즈니스
육성이 0.237로 가장 높고, 긴급구호 분야에서는 ICT 교육/훈련이 0.34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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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분야별 사업형태별 중요도
분야

공공행정
(0.184)

교육
(0.123)

보건의료
(0.284)

농업
(0.197)

기술환경
(0.045)

사업형태

분야 내에서 가중치

전체 가중치

전체 순위

ICT 교육/훈련

0.093

0.017

20

ICT 비즈니스 육성

0.024

0.004

39

ICT 시스템 보급

0.419

0.077

2

ICT 인프라 구축

0.257

0.047

7

ICT 자원봉사단

0.033

0.006

36

ICT 초청연수

0.063

0.012

25

ICT 컨설팅

0.111

0.020

17

ICT 교육/훈련

0.105

0.013

24

ICT 비즈니스 육성

0.028

0.003

41

ICT 시스템 보급

0.171

0.021

16

ICT 인프라 구축

0.442

0.055

4

ICT 자원봉사단

0.047

0.006

37

ICT 초청연수

0.055

0.007

34

ICT 컨설팅

0.152

0.019

19

ICT 교육/훈련

0.085

0.024

13

CT 비즈니스 육성

0.030

0.008

32

ICT 시스템 보급

0.194

0.055

5

ICT 인프라 구축

0.447

0.127

1

ICT 자원봉사단

0.040

0.011

26

ICT 초청연수

0.056

0.016

21

ICT 컨설팅

0.147

0.042

8
6

ICT 교육/훈련

0.243

0.048

ICT 비즈니스 육성

0.184

0.036

9

ICT 시스템 보급

0.120

0.024

14

ICT 인프라구축

0.178

0.035

10

ICT 자원봉사단

0.072

0.014

23

ICT 초청연수

0.043

0.009

28

ICT 컨설팅

0.159

0.031

12

ICT 교육/훈련

0.173

0.008

33

ICT 비즈니스 육성

0.237

0.011

27

ICT 시스템 보급

0.149

0.007

35

ICT 인프라 구축

0.198

0.009

29

ICT 자원봉사단

0.108

0.005

38

ICT 초청연수

0.050

0.002

42

ICT 컨설팅

0.085

0.0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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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계속
분야

긴급구호
(0.167)

사업형태

분야 내에서 가중치

전체 가중치

전체 순위

ICT 교육/훈련

0.349

0.058

3

CT 비즈니스 육성

0.055

0.009

30

ICT 시스템 보급

0.193

0.032

11

ICT 인프라 구축

0.145

0.024

15

ICT 자원봉사단

0.119

0.020

18

ICT 초청연수

0.089

0.015

22

ICT 컨설팅

0.052

0.009

31

자료: 저자 작성.

1계층에서의 중요도와 세부 사업형태에서의 중요도를 같이 고려한 전체 가
중치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0.12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공
공행정 분야의 ICT 시스템 보급이 0.077로 두 번째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ODA 분야를 놓고 보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서 보건의
료 분야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ICT 인프라 구축
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최적화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업유형별 자원배분의 최적화
위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 식견에 바탕을 두고 AHP 방법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위의 방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하에서
는 자원배분의 최적화(optimization)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여 미시적 관
점에서 최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ICT ODA의 사업유형별 자원배분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조사 개요
AHP 방법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중점적 ICT ODA
분야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최적화 방법은 ODA 분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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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사업유형을 어떻게 설정하여 자원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 분석을 위해서 AHP에 응답한 5명의 전문가들에게, 코
로나 팬데믹을 감안하여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사업유형에 대한
기준별 점수를 매기도록 요청하였다. 적용된 기준은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이며 성과점수는 이전의 과거 사업에 대하여 부여한 점수를 활용하였
다. 아울러, 본 분석의 목적이 사업유형별 예산배분을 어떻게 최적화하여 향후
성과점수 전체를 올릴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사업유형별 예산규모와 배분비율
을 고려하였다.

표 5-17. 사업유형별 기준별 점수표
(단위: 기준은 1점에서 10점, 예산은 달러, 비율)

사업유형

필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성과점수

예산

예산비율

ICT 교육 및 훈련

8.75

9

9.5

7.5

18,680,940

0.20

ICT 비즈니스 육성

6.75

5.75

7.25

5

7,980,579

0.08

ICT 시스템 보급

9

7.75

8.5

6.25

11,732,154

0.12
0.17

ICT 인프라 구축

8.5

7.25

9.5

6

16,221,200

ICT 자원봉사단 파견

7.25

8.25

8

7.75

5,631,877

0.06

ICT 초청연수

7.5

8.75

6.5

7.5

18,013,020

0.19

ICT 컨설팅

8.75

8.75

9

6.75

16,319,057

0.17

46.75

94,578,827

1

합계

주: 현재의 예산 및 예산비율은 기존 KOICA 통계를 활용하여 계산, 현재의 성과점수는 전문가 5명의 평가 점수이다. 마찬가지로,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점수도 전문가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업유형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
과 및 그동안의 성과점수는 기준별로 다르다. 이전 사업들에 대한 성과점수의
합계는 46.75이며 이 경우에 사업유형별 예산배분 비율은 ICT 교육 및 훈련이
20%, ICT 초청연수가 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분석해야 할 문제는 현
재의 예산비율을 어떻게 새로 재조정할 때 성과점수의 합계가 현재의 46.75를
넘어서서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약조건은 예산비율이 1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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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석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프트웨어인 POWERSI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기본 모델링은 [그림 5-3]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5-3.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링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먼저 각 분야별 실현 가능성 점수의 예측 식을 구해 보기로 한다. 실현 가능
성 점수는 각 분야의 예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본 결과 [그림 5-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5-4. ICT 분야별 실현 가능성 예측계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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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실현 가능성 점수=45.57*ICT 교육훈련 분야의 예
산비율이 되며, 다른 분야의 실현 가능성 점수도 같은 논리이다. 이 예측 식에
서 추정한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는 소수점 단위로서 대단히 미약하다. 즉
예측 식이 실제 값을 99% 이상 추정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ICT 분야별 필요성 예측 식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필요성은 파급효
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림 5-5. ICT 분야별 필요성 예측계수

자료: 저자 작성.

위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T 분야별 필요성 점수는 파급효과에 의하
여 영향을 받으며, 파급효과의 계수는 0.92부터 0.97까지 7개 분야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다음으로, ICT 사업유형별 파급효과는 사업유형 예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는바 이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식은 [그림 5-6]과 같다.

그림 5-6. ICT 분야별 파급효과 예측계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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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ICT ODA 분야별 성과점수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식을 구해야
한다. 이 성과점수는 실현 가능성, 예산규모, 파급효과, 필요성 등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예측 식을 구해 보면 [그림 5-7]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5-7. ICT 분야별 성과점수 예측계수

자료: 저자 작성.

위에서 나와 있는 계수들을 시뮬레이션 수식과 조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즉 ICT 각 사업유형별 성과점수 예측 (Y)=(분야별 예산비율*분야별
예산규모계수)*0.3+(실현 가능성계수*실현 가능성 예측점수)*0.3+(파급효과
계수*파급효과 예측점수)*0.4+(필요성계수*필요성 예측점수)로 나타난다. 따
라서 가령 ICT 교육 및 훈련 사업유형의 성과점수=(교육 및 훈련 사업의 예산
비율*교육 및 훈련 사업의 예산규모계수)*0.3+(교육 및 훈련 사업의 실현 가능
성계수*실현 가능성 예측점수)*0.3+(교육 및 훈련 사업의 파급효과계수*교육
및 훈련 사업의 파급효과 예측점수)*0.4+(교육 및 훈련 사업의 필요성계수*교
육 및 훈련 사업의 필요성 예측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목적(Objectives) 변수의 최소화에서 보듯이 실제 성과점수와 예측 식
으로 만든 성과점수 예측식의 차이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각 사업유형별 성과점
수 예측 식과 실제 값의 차이를 누적시킨 값도 동시에 최소화해 주는 조건에서
가능한 각 계수들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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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은 성과점수를 최대로 산출해 주는 경우의 분야별 자원배분의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7개 사업유형의 성과점수를 합산해 보면, 46.75이
다. 목적함수에 해당하는 성과점수를 최대화하면서, 각 사업유형의 예산비율
을 합산한 값이 1을 넘지 않도록 한 상태의 새롭게 재조정된 예산비율을 구해
내고자 하는 것이 본 최적화 시뮬레이션의 목적이다.

그림 5-8. 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8]에서 보면, 예산비율 조정상수는 모두 7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제
일 앞의 0.08은 ICT 교육 및 훈련 사업유형의 조정된 예산비율로, 기존의 예산
비율인 0.2보다 낮다. 두 번째 사업유형은 ICT 비즈니스 사업유형인데, 현재는
0.08이지만 조정된 비율은 0.0004이다. 세 번째 값은 ICT 시스템 보급예산 비
율로서 현재는 0.12인데, 최적화된 예산비율은 0.5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ICT 인프라 구축비율의 경우 현재는 0.17인데 조정된 비율 값은 0.25로 높여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단 파견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0.06인데 조
정된 값은 0.05로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초청연수는 현재 0.19로서 높으나 조
정된 값은 0.02로 많이 낮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서 ICT 컨설팅은 현재는 0.17이지만, 0.08로 낮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사업유형의 예산비율을 조정했을 때 성과점수의
합은 51.12이며, 이는 조정하기 전의 성과점수 합산 값인 46.75보다 약 9.4%
의 성과점수 향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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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최적화 모델 및 조정계수 조정 슬라이드 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9]는 정책담당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준 값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봄으로써 현실적인 자원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활
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이다. 지금 현재는 가장 최적화된 상태의 자원배분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 입장에서 사업유형간 예산배분을 자체
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의 슬라이드 바를 조정하여 성과점수의
합산 값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것
이다.287)
요약하면, [표 5-18]이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7개 ICT 관련
사업유형의 예산비율이 [표 5-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및 훈련의 예산비
율이 20%, 비즈니스 육성이 8%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비율의 합을 1
로 고정시키고, 사업유형간 예산비율의 재조정을 통해서 성과점수의 전체 합산
287) 시스템 다이내믹스 POWERSI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책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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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비율을 최적화한 결과 사업유형간 예
산비율이 새로 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5-18. 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사업유형

현재 예산비율

현재의 성과점수

조정된 예산비율

추정된 성과점수

ICT 교육 및 훈련

0.20

7.5

0.08

4.68

ICT 비즈니스 육성

0.08

5

1.00e-4

1.35

ICT 시스템 보급

0.12

6.25

0.52

23.19

ICT 인프라 구축

0.17

6

0.25

7.84

ICT 자원봉사단 파견

0.06

7.75

0.05

6.97

ICT 초청연수

0.19

7.5

0.02

3.19

ICT 컨설팅

0.17

6.75

0.08

3.89

1.00

46.75

1

51.12

주: 조정된 예산비율과 추정된 성과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즉 이 분석결과는 향후 아프리카 ICT 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
유형간 예산비율의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전체 성과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5. 소결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의 ICT 시장규모에 대한 개관과 한국의 중점협력 대
상국에 대한 ICT ODA 추이, 그리고 최근 10년간 수행한 ICT ODA에 대한 전
반적 평가 및 향후 자원배분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 논의
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의 ICT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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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로 본다면,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통신부품 분야
가 46%로 가장 크다. 아프리카에서 ICT 시장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
여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한국이 아프리카 전체 ICT 시장규모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약 2.7%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2019
년에는 약 2%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ICT ODA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위해서 기존 18개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를 병행
해서 실시해 보았다. 먼저,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에 대한 기존 보고서들
의 평가내용은 광범위하다. 즉 사업형성 단계에서 현지 환경 분석의 미흡함과
같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유지·보수의 문제점, 현지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적정기술의 활용 필요성, 민간부문과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하게 지적
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 의한 전반적인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약 67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간의 ICT ODA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들에 대한 AHP 분석결과, 코로나 팬데
믹을 감안한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중요한 우선순위 분야는 보건
의료 분야로서 가중치 값이 0.284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농업으로 0.197, 공
공행정이 0.184, 긴급구호 0.167, 교육은 0.123, 마지막으로 기술환경 분야
가 0.04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더욱 미시적인 관점에서 ICT 사
업유형별로 사업성과를 가장 최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 방향은 기존의 예산배
분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향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필요
성, 현지에서의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과 기존의 성과점수를 고려해 볼 때,
ICT 시스템 보급과 ICT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이는 것이 전체 성
과점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가들이 AHP에
서 판단하는 것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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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ICT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성
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ICT의 방향
3. 유망 협력분야 도출 배경
4. 유망 협력분야 및 사업
5. 향후 사업 추진방안

제6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아프리카에 대하여 ICT ODA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5장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사업 추진의 방향성, 유망사업 도출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
업 추진방안 등을 제시한다.

1.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성
가.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류는 역사상 커다란 네 번째 혁명인 제4차 산업혁
명(4th Industrial Revolution)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많은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지금도 그 기회가 모두
에게 골고루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극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규모
는 더욱 커져 더 많은 절대다수가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빈곤퇴치이며, 빈곤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가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국가, 즉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288)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표 6-1], [표 6-2]
및 [표 6-3]과 같다.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288) 빈곤을 정의하는 데는 다양한 분석틀이 있으나, 크게 경제적 차원의 접근과 정치·사회적 측면을 포함
하는 다차원적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경제적 관점: 금전적인 관점에서는 빈곤이 최소한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 다차원적 관점: 빈곤은 인간이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자신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활용하는 기본적
인 역량이 결핍된 상태라고 본다.
자료: KOICA ODA 교육원(2019), p.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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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그간 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
되고 있다.289)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구의 남
반구에 위치하며, 농업 위주의 경제,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 경직적인 사회제
도, 높은 불평등, 높은 성인 문맹률, 낮은 수준의 영양상태와 공중보건체계 등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290)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
리고 국제개발협력이 주요 목적으로 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개발이 공
평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91)

표 6-1. 국제개발협력 형태: KOICA 기준
구분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지원방법
양자간

지원형태
무상

내용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과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Other Official Flows)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

유상

-

무상

Assistance, ODA)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NGOs에 의한 증여

자료: ODA KOREA, ｢국제개발협력이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289) ODA KOREA, ｢국제개발협력이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290) KOICA ODA 교육원(2019), pp. 39~40.
291) Ibid.,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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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국제개발협력 형태: 대한민국 ODA 백서 기준
주체

상환의무의 유무

원조 유형
▸예상지원

▸무상원조(증여, Grant): 상환의무 없음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원조
▸전문가 및 기타 기술협력

양자간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유상원조(비증여, Non-grant): 상환의무 있음

▸채무 구제
▸행정비용
▸기타 공여국 내 지출 등

다자간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자료: 대한민국정부(2019), p 12.

표 6-3. 국제개발협력 형태: 외교부 기준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물자공여
▸현금공여
양자간

무상원조

▸프로젝트형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기술협력(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외교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유상원조
다자간

▸개발협력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국제기구 분담금: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외교부, ｢ODA 추진체계와 지원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31).

국제개발협력 목표는 2001년 UN이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토대로 해오다가,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지속가
능 개발에 대한 논의로 변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이행되었다. SDGs는 선진국도 참여하
는 범세계적인 목표로 수립된 것으로서, 기후변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과제 등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목표도 포함한다. SDG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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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라고도 하며 인간 권리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성평등 및 여권신장(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이라는 3대 원칙을 기준으로 17개 목표와 169
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표 6-4 참고).292)

표 6-4. SDGs 17대 목표
구분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보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0

국가 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완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 실시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16
17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및 생물다양성 훼손 중지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무가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KOICA ODA 교육원(2019), p. 176.

292) KOICA ODA 교육원(2019), pp. 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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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스트 코로나를 고려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ICT의 등장으로 많은 분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파괴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로서 ICT 기술과의 조우에 실패한
전통산업 분야나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PC, 인터넷, 스
마트폰 등으로 대변되는 ICT 기술의 순차적인 발전 속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와 목적 자체가 변화하여 대형 백화점이나 완구점 등의 소매점들이 몰락했
다. 사람들은 지폐를 들고 다니기보다 카드나 모바일 카드 또는 모바일 페이 사
용에 더욱 익숙하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정도의 빈국인 케냐만
해도 휴대전화 기반의 핀테크만큼은 한국을 비롯해 그 어느 개발국보다 앞서
있다. 케냐 인구의 93%가 M-pesa를 쓰고 하루 평균 결제가 약 3,000만 건 이
뤄진다.293) 금융체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은행계좌를 대체
하며 오프라인 은행 구축의 필요 자체를 없애 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매장에 들러 옷을 입어보기보다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쇼핑
을 즐긴다. 점원의 안내와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유튜브 채널 속 셀럽들의 추
천을 통해 또는 가상 옷장을 통해 옷을 고른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의 일상화가 가세하였고,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대면보다
는 비대면 즉 언택트 환경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 소비자 소
비환경, 행정기관들의 대민 서비스 환경 등 사회·경제 체제가 빠르게 언택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언택트의 진행을 가속화하고 있는 기반은 ICT이다.
[그림 6-1]은 코로나 시대 디지털 라이프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다. 그 특징
을 홈 블랙홀, 핑거 클릭, 취향 콘텐츠, 생산성 포커스 등 네 가지로 요약하였
다.294) 홈 블랙홀은 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홈 루덴

293) ｢‘한푼 줍쇼’도 핀테크로 한다. 최빈국 케냐의 최첨단 IT｣(2020. 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4).
294) 박경수(202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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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295)의 개념이다. 핑거 클릭은 손가락 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오
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한 전환과 디지털 라이프의 진화를 의미한다. 취향
콘텐츠는 개인 취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게 됨
을 의미하며, 생산성 포커스는 비대면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경제
체제 및 산업형태의 변화와 생산성 이슈가 부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는 지난 20여 년간 차곡차곡 IT의
눈부신 발전을 함께해 온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디지털 경제체제 구축과 거
의 동시에 언택트 체제로 직행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구축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러 안정화한 디지털 경제체제를 아프리카 국
가들은 팬데믹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빠르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보다 적
극적으로 ICT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필연적인 수요에 의해 단기간에 ‘단계를
건너뛴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구축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만큼
숙성될 시간 없이 사회·경제 체제가 급격하게 변화해야 함에 따른 부작용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295) 홈 루덴스(Home Ludens)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말로, 밖에
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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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디지털 라이프 비즈니스 인사이트 지도

홈코노미

홈 블랙홀

멀티 홈
홈루덴스

핑거 클릭

홈 다이닝을 위한
가정간편식

멘탈케어의 확산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산업
온택트

원격교육
Edu-tech

OTT 서비스

Tele-X

O2O

공유경제 위축

취향 콘텐츠
콘서트 앳 홈
YOLO Biz

개인 소유 경제

자기중심소비

무인화
로봇 경제의 부상

생산성 포커스

스마트 오피스
탈중심화

탈도시화

자료: 박경수(2020), p. 42.

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ICT의 방향
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ICT의 활용 현황
국제사회는 현재 다양한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재원 확보와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의 활용, 원조와 개
발협력의 효과성 증대를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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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본적인 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지적한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자본, 재능,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지만, 하위 단계의 서비스에 종
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당연히 기술혁신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
들의 경제발전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CT 기
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되었고 빠른 속도로 사회혁신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도 최선을 다해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한계와 위험을 타파하는 데 적
극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협
의회)는 SDGs 달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선정하였다(표
6-5 참고).

표 6-5. 국제개발협력에 과학기술혁신 활용분야
과학기술혁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바이오기술 및 헬스기술
나노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위성 및 드론
블록체인

활용분야
헬스케어, 농업, 물 관리, 지표개발
헬스케어, 건설, 교육
농업과 의학발전에 기여
식수 정화, 배터리 충전, 정밀 농업, 의약품 제조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고립지역 전기 공급 등
소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접근성 확대, 분쟁지역에 의약품 보급 등
개발도상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 해소, 금융위험 해소

자료: UNCTAD(2018), pp. 7-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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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글로벌 뉴비즈니스 트렌드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혁신사회, 칩거시
대, 유통혁명, 그린혁명 4개를 제시하였다(표 6-6 참고).296) 이는 지능정보기
술 즉 ICT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코로나 현재와 이
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니즈가 통합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6. KOTRA 선정 글로벌 뉴비즈니스 키워드
구분

혁신사회

칩거시대

유통혁명

그린혁명

내용

위생사회(Hygiene Society)

전염병 퇴치를 위한 위생 비즈니스

안전사회(Safe Society)

재난·위험 대응 비즈니스

투명사회(Transparent Society)

과정의 공개가 만족으로

집콕 라이프(Omni-Home)

건강하고 유익하게 칩거하는 비즈니스

키트 전성시대(Kit Economy)

가정에서 키트로 해결하는 시대

버추얼 커넥터(Virtual Connector)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길

강력한 유통(Super Distribution)

보다 정확하게, 더욱 효율적으로

새로운 창조(re-Create)

무에서 유를 만들다

순환사회(Back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

애그리테크비즈(Agri-Tech Biz)

자연과 더 친해지는 농업

자료: KOTRA(2020a), pp. 13~419,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박영숙, 제롬 글랜(2020)297)은 저서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부제: 코
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를 통해, 포
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이전에 예측되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래기
술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예측하면서 미래 10년을 이끌어갈 20개 메가트렌
드를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풍요로워진다, 기가바이트로 연결된 세계, 인
간의 평균수명 10년 이상 연장, 자본이 풍부한 시대, 증강현실과 공간 웹으로
유비쿼터스 구축 달성, 모든 기기는 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가 된다, 인공지
296) KOTRA(2020a), pp. 13~419.
297) 박영숙, 제롬 글랜(2020), pp.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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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달성,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급증, 개인은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세계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재생 에너지,
보험산업이 위험 발생 후 복구에서 위험 예방으로 전환, 자율주행차와 비행자
동차의 부상, 주문 생산과 주문 배송이 즉시 경제를 형성한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감지하는 능력, 광고의 종말, 세포 농업이 바꾸는 식탁, 고대역 폭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상용화, 가상현실이 소매와 부동산 쇼핑을 변화시킨다,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크리스퍼-유전자 편집 기술과 유전자 요
법이 질병을 최소화한다 등이다.
또한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298)에서는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 사
용된 7개 하이테크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표 6-7 참고).

표 6-7. 코로나 퇴치를 위해 사용된 하이테크
구분

내용
▸여러 지역 상공에서 드론은 확성기로 정보를 공유하고, QR 코드가 그려진 표

하늘을 채운 드론

지판을 달고 비행하여 비접촉식 등록 등을 가능하게 하고 소독제를 뿌리고 의
약품을 배달하고 체온을 측정
▸비접촉식 분배 로봇을 통해 로봇이 환자가 있는 병실로 약제를 운반하고 운반

로봇 배송

후에는 소독실로 가도록 해 소독
▸식음료 분야에서는 병원과 지역사회에 접속 없이 신선제품 배송
▸온라인 의료서비스 플랫폼들이 병원의 오진을 피하기 위해 코로나 증상에 대한

생명공학 기술

온라인 진단서비스를 시작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CT(컴퓨터단층촬영)만으로 96%의 정확도를 보유한 것
으로 보고된 코로나 검사 실시
▸2020년 중국 내 20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2만 4,000개의 온라인 과정

가상 교실

을 무료로 제공
▸에듀테크(EduTech: 교육+기술,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산업) 비즈니
스 급성장 중
▸중국 내에서 원격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무료 앱의 다운로드 수가 하루에만

원격근무

1,000만 건이 넘어가는 등 비접촉식 근무환경 구축에 필요한 디지털화된 플랫
폼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척 중

298) 박영숙, 제롬 글랜(2020), pp.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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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계속
구분
무인 소매점

내용
▸무인 소매점이 문을 열고, 비접촉 배달서비스가 시작됨
▸스마트시티는 드론, 로봇,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새로운 생명공학을 통합해 코

바이러스 저항력을
가진 스마트시티

로나 확산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이 됨
▸스마트시티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응 노력에 통합할 수 있고, 도
시는 감염을 신속하게 감지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확산되기 전에 저지하는 조
기 경고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음

자료: 박영숙, 제롬 글랜(2020), pp. 110~119, 제6장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9년까지는 확실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인한
핑크빛 지능정보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었다. 최대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
면서 인간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법만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COVID-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지금의 팬데믹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는 어렵다는 견해 아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한 대안을 ICT에서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실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나.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서의 ICT 활용상 특성
아프리카 국가별 정치 및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
신 특히 ICT 관련 통계 데이터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ICT가 아프리카의 경제기반 약화
및 빈곤 심화, 대외경제부문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좋은 도구가 될 것임
은 분명하다. 비록 아프리카 내의 ICT 인프라 상태는 좋지 못하지만 빠른 속도
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기반한 서비스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CT를 이용한 포용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아프리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평등 문제, 도농 간 격차문제 등의 해결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 세계는 물론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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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역의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도 ICT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표 6-8]은 신문기사나 현지 분석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프리카
주요국의 실생활에서의 ICT 이용 현황이다. 세계미래보고서299)에서는 개발도
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는 혁신의 파도라고 칭할 만큼 아프리카 내에서 모바일
핀테크의 확산은 가히 혁명적인 수준이며, 비대면 경제활동에 적합한 전자상거
래(e-Commerce)의 활성화, 고질적인 문제인 보건의료의 안정화, 스마트팜
구축 등에 ICT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8. 아프리카 중점협력국과 주요 일반협력국의 ICT 활용 특성
구분

주요 현황

가나

중점
협력국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머니의 일상화로 O2O(Online to Offline) 산업 등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스마트폰 보유비율 2위 국가로서 성장 잠재성
기대300)
▸현재 아프리카판 배달의 민족 Jumia food 성업 중
▸가나 GDP의 54%를 차지하는 농업에 있어서도 O2O 적용이 진행 중. 도시
와 농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격차 해소 기대
▸그러나 전반적인 인프라 및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소비가 이
루어지고 있고, 앱 개발 및 보급은 걸음마 수준이며, 이 서비스마저 수도 아
크라 지역을 중심으로만 제공되고 있음

▸유선통신 보급률은 1%대, 이동통신 보급률은 37%, 인터넷 이용률은 19%. 대
아프리카 중국 원조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ICT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를 받음
에티오피아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않아 상거래
시 현금이 필수. 2015년 이후 모바일 계좌 및 모바일 머니 활성화 진행 중301)

모잠비크

▸주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IT 사업 확대를 추진 중.302) 기존 100일 이상
소요됐던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시간을 2~4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시스
템 도입, 정부 정책과 입법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포털
(Governo Portal) 시스템 구축 및 전자통관 시스템 Janela Unica 개발(G2G,
G2B, G2C 등의 정부 예산 및 거래 관리를 위한 재무행정 시스템 e-SISTAFE
이용 등)

299) 박영숙, 제롬 글랜(2020), pp. 406~411.
300) KOTRA(2019b), ｢트렌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나 O2O산업 동향｣,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8).
301)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pp. 796~818.
302) KOTRA, ｢국별주요사업: 모잠비크 IT산업_정보통신산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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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계속
구분

주요 현황
▸모잠비크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률은 2020년 61.6%에 도달할 전망이며,
3G/4G 모바일 데이터 사용률도 빠르게 성장해 2020년 12.5%에 도달할 전
망. 현지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활
용한 시장 발굴이 가능할 전망
▸모잠비크 내 스마트팜 활용은 무궁무진한 상황. 모잠비크가 적극 활용하고 있
는 비행 드론은 ‘제3의 눈(Third Eye)’으로 불리는 농업기술의 이니셔티브303)

르완다

▸르완다 정부는 비전 2020을 발표해, 지식 기반 경제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ICT 산업 개발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모바
일 기술,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자동화 등 ICT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회·경
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304)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e-Banking, 다른 ICT 기반 서비스뿐 아니라 르완다
사회는 점점 비즈니스, 건강, 교육, 농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ICT의 의존성
증가 추세305)
▸ICT 인프라 기반으로 아프리카 창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kLab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
KOICA는 2019년 6월 르완다 수도 키칼리에 ICT 혁신센터 개원306)
▸모바일폰을 사용하여 원격의료 실시 중
▸영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인 바빌론헬스는 2016년 르완다에서 저가의
의료 컨설팅 사업을 시작, 고객 60만 명 확보

우간다

▸유선통신 시장은 아직 미미.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잘 발전된 국가
에 속함. 유선 연결의 50% 이상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307) 이동통신 가
입률은 전체 인구의 50% 수준

탄자니아

▸모바일 머니 시장이 급성장하여 모바일 머니 보급률은 약 70%. M-pesa,
Tigo-Pesa, Airtel-Money 등과 같은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지급 솔루션이
이용되고 있음(탄자니아는 은행 보급률이 낮아,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기회
를 제공)308)
▸2016년 기준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 중 36%가 3G/4G 기반. 이동통신 가입
률 증가로 모바일 서비스도 활성화하여 모바일 소액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교
육, 모바일 배달서비스 등으로 확장

세네갈

▸세네갈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분야의 GDP 기여율을 10% 끌어올린다
는 목표로 ICT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음309)
▸모바일 머니 사용에 적극적임310)

303) ｢아프리카 모잠비크, 드론 ‘제3의 눈’으로 농경지 모니터링 효과↑｣(2019. 12. 10),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1. 30).
304) KOTRA(2019b), ｢트렌드: 르완다, 아프리카의 ICT 발전모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30).
305)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pp. 802~830.
306) ｢KOICA, 르완다에 ICT혁신센터 개원｣(2019. 6.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5).
307)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pp. 225~244.
308) Ibid., pp. 6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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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계속
구분

주요 현황
▸온라인 인구의 80% 이상이 e-Commerce를 이용. 전자상거래 주체가
B2B에서 B2C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 심화311)
▸구글은 디지털 보급 촉진을 위한 플랫폼인 Google Launchpad Accelerator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33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면서 나이지리아의 4개 회
사를 선정312)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농업테크와 관련한 신생 IT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

나이지리아

세. 나이지리아 기반의 데이터 기반 모바일 플랫폼인 키토부는 토양 및 지질
위치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취합하여 농부에게 정보를 제공313)
▸무역과 금융을 지향하는 아그로센터(Agrocenta)는 네트워크 내 농부들의 수
익을 25% 이상 증가시켰다는 분석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팜크라우디는 스스
로를 나이지리아 최초의 디지털 농업 플랫폼이라고 묘사하며, 농업 분야 외
부의 사람들이 개별 농장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농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
을 제공
▸수도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기술허브로 성장 중
▸WEF의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6에 따르면 케

일반

냐의 네트워크준비지수(NRI)는 전 세계 143개국 중 86위314)

협력국

▸케냐의 이동통신 가입자 대부분이 선불 폰을 사용. 이동통신 실가입자 수 기
준 가입률은 40% 정도. 무선 인터넷 사용비중이 높은 나라이나, 남아공이나
모로코 등에 비해서는 낮음
케냐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의 SNS 활동은 전체의 56%로 매우 높은 편(아프리
카 대부분 국가들의 SNS 사용비중이 50% 이상)
▸케냐의 M-pesa를 통한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동아프리카의 ICT 기술을 대
표할 만큼 보편화315)
▸정부의 의지로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대역폭을 크게 늘린 것이
주효
▸네덜란드 전자회사인 필립스는 케냐 나이로비에 혁신센터 설립316)
▸HIV 감염자가 700만 명이 넘는데 이 중 절반은 치료 사각지대. 이를 해결하

남아공

기 위해 로봇 약사 도입, ATM 방식의 의약품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음
▸모바일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 2020년에는 50% 이상의 인구
가 모바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를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PwC)317)

309) Ibid., pp. 781~795.
310) UNCDF, “Mobile Money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Seneg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3).
311) KOTRA(2019c), ｢국별주요사업: 나이지리아 ICT 산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
312) Ibid.
313) ｢아프리카 각지에서 꽃피운 농업 IT 스타트업①｣(2020. 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
314)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pp. 74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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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 협력분야 도출 배경
가.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상 특징
제2기 국가협력전략에 의한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현황은 [표 6-9]와 같으
며, 주요국별 투자 현황은 [그림 6-2]와 같다.

표 6-9. 제2기 국가협력전략에 의한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개황

중점협력국

중점분야

가나

지역개발 / 보건 / 교육 / 에너지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물 관리 및 보건위생 /
지역개발 / 교통·에너지 / 교육
교통 / 에너지 /
물 관리 및 보건위생 / 교육

UNDP*
인간개발지수

GDP

0.611(2020)

6,698억 달러(2019)

0.485(2020)

9,591억 달러(2019)

0.456(2020)

1,529억 달러(2019)

르완다

교육 / 지역개발 / 통신

0.543(2020)

1,035억 달러(2019)

우간다

지역개발 / 교육 / 보건위생

0.544(2020)

3,517억 달러(2019)

0.529(2020)

6,318억 달러(2019)

0.512(2020)

2,358억 달러(2019)

탄자니아
세네갈

물 관리 및 보건위생 /
교통 / 교육 / 에너지
지역개발 및 수산업 / 교육 /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Index(HDI) Ranking”; ODA KOREA 홈페이지(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1).

315) ｢‘한푼 줍쇼’도 핀테크로 한다. 최빈국 케냐의 최첨단 IT｣(2020. 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4).
316) KOTRA(2020), ｢2020 케냐 진출전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
317) KOTRA(2019a), ｢남아공 게임산업 시장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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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KOICA의 2018년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지원실적
(단위: 원)

자료: ODA KOREA 홈페이지(검색일: 2020. 11. 11).

표 6-10. OECD DAC 수원국 목록: 아프리카 지역

최빈국(LDC)
베냉 /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 감비아
기니 / 기니비사우
레소토 /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 말리
모리타니 / 모잠비크
니제르 /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 남수단
수단 / 탄자니아
토고 / 우간다
잠비아

기타저소득국(OLIC)
(2016년 1인당
GNI≤$1,005)

기타저소득국(LMIC)
(2016년 1인당
1,006≤GNI≤$3,955

고중소득국(UMIC)
(2016년 1인당
3,956≤GNI≤$12,235)

짐바브웨

앙골라
카보베르데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스와티니
(前 스와질랜드)
가나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

알제리
보츠와나
적도기니
가봉
리비아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인트헬레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OECD 홈페이지(검색일: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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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는 아프리카 수원국을 [표 6-10]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 내 각 국가의 개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상
황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단일 관점으
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
며,318) 관련해서 각 아프리카 국가별 상세 통계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작업
도 거의 없기에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를 기준
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프리카는 북부아프리카
(마그레브 국가), 서부아프리카(차드 호수의 서부지역,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
갈, 코트디부아르, 베냉 등; 아프리카 인구의 1/3), 중부아프리카(적도를 중심
으로 남북 위도 20도 내외, 카메룬, 가봉, 콩고, DR 콩고, 중앙아프리카 등), 동
부아프리카(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남부아프리카(남아공, 앙골라, 모잠비
크 등)의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그림 6-3 참고).319) 이를 KOICA는 대아프리
카 지역 협력전략(2020~24)에서 북부아프리카, 중서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
3개 지역으로 묶었다(표 6-11 참고). 경제 집중도의 차이가 워낙 커서 6대 경
제강국(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리비아)들이 아프리카 전
체 인구의 약 35%, 전체 GDP의 56%, 무역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
하자원 면에서는 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콩고, DR 콩고, 남아공, 앙골라
등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318) ｢공적개발원조/아프리카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2018. 7. 4),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1. 15).
319)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 아프리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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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KOICA의 아프리카 지역 구분 및 협력 분야

KOICA 대아프리카 지역
협력전략(2020~24)
핵심가치 4P
- People(보건, 교육)
- Peace(공공행정)
- Properity(농림수산)
- Planet(기술환경 에너지)

자료: KOICA(검색일: 2021. 1. 15).

표 6-11. KOICA의 아프리카 권역별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2020~24년)
아프리카 권역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
▸People: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북아프리카

▸Peace: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Planet: 기술환경 에너지 분야 핵심연구인력 양성
▸People: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식수

중서아프리카

위생 개선 및 접근성 향상, 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 보건서비스 제공
▸Prosperity: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Peace: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People: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 보건서비스

동남아프리카

제공
▸Planet: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Prosperity: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자료: KOICA(2020a), pp.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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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점협력국 ICT 국제개발협력 유망 프로그램 및
세부 지원방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ICT 분야 프로젝트,
관련 기술 전수나 이관 등의 사업 비중은 매우 작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프리카 원조가 당장 시급한 공공행정 및 보건위생 문
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ICT 기반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지원
은 기간 인프라 구축 성격이어서 워낙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표 6-12 참고).320)

표 6-12. 2021년 중점협력국별 ODA 예산계획: 아프리카 부문
(단위: 억 원)

중점협력국

2020(확정액)

2021(요구액)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가나

136.08

164.27

300.35

107.83

611.56

719.39

에티오피아

313.01

666.59

979.60

310.58

1,334.26

1644.84

모잠비크

57.05

193.96

251.01

147.98

41.94

189.92

르완다

97.09

95.19

192.28

203.24

106.52

309.76

우간다

128.21

-

128.21

224.69

-

224.69

탄자니아

189.10

504.70

693.80

189.17

256.07

445.24

세네갈

116.07

274.45

390.52

195.04

109.73

304.77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 162.

표 6-13. 2021년 중점분야 사업내역: 가나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교육

223.24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가나 지속가능 개발대학 건립사업(2021
년 예산 183.16억 원, 2020~24년) 등

보건위생

247.23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가나 테치만 상수도 사업(2021년 예산
189.32억 원, 2021~24년) 등

320) [부록 3] 사업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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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계속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지역개발

39.88

한국국제협력단 가나(ODA) 가나 관개지구 개선 및 물 관리 역량강화
사업(2021년 예산 9.00억 원, 2020~24년) 등

에너지

171.58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가나 북부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접근
성 강화사업(2021년 예산 171.58억 원, 2021~24년)

기타

37.46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가나 재무관리통합시스템 개선사업
(2021년 예산 33.54억 원, 2021~23년)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p. 163~164.

표 6-14. 2021년 중점분야 사업내역: 에티오피아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에너지,
교통

981.85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에티오피아 남부 국가전력망 확충사업
(2021년 예산 572.28억 원, 2020~25년) 등

지역개발

238.59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사업
(2021년 예산 190.25억 원, 2020~25년) 등

물관리 및
보건위생

116.18

한국국제협력단 에티오피아(ODA) 에티오피아 베니샹굴구무즈 및 아파르
주 지역기반 통합 신생아 및 아동 보건 강화사업(UNICEF: 2021년 예산
29.88억 원, 20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 적정기술실증센터 구축
지원: 에티오피아(글로벌 문제해결거점을 통한 물/농업 분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2021년 예산 2.1억 원, 2021~22년) 등

교육

216.50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연구
센터 건립사업(2021년 예산 162.16억 원, 2021~25년) 등

기타

91.7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2021년 예산 10.00억 원, 2018~22년)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p. 163~164.

표 6-15. 2021년 중점분야 사업내역: 모잠비크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교통

51.80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모잠비크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
(2021년 예산 25.84억 원, 2015~21년)

물관리 및
보건위생

44.43

한국국제협력단 모잠비크(ODA) 모잠비크 라쿵고 강유역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2021년 예산 10.00억 원, 2021~2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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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계속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교육

50.69

한국국제협력단 모잠비크(ODA) 모잠비크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2021년 예산 33.68억 원, 2019~23년) 등

에너지

1.96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ODA) 모잠비크 빈곤감소를 위한 전기요금
관리시스템 역량강화(2021년 예산 1.96억 원, 2019~21년)

4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ICT기술정책협
력(모잠비크 정보보안 정책 및 국가 CERT 구축전략 수립 지원: 2021
년 예산 3.36억 원, 2021년);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ODA) 모잠
비크의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차세대 농업생산정보시스템 구축
(IFPRI: 2021년 예산 9.49억 원, 2021~23년) 등

기타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p. 173~175.

표 6-16. 2021년 중점분야 사업내역: 르완다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교육

113.79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사업(2021년 예
산 34.45억 원, 2015~21년) 등

통신

10.35

한국국제협력단 르완다(ODA) 르완다 전파관리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및 역량강화 사업(2021년 예산 10.35억 원, 2021~24년)

지역개발

82.71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기구협력(ODA) WEF 르완다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와 성 역할 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장 동맹과 자산창출 사업(SMART
Project: 2021년 예산 33.32억 원, 2020~23년) 등

기타

102.91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르완다 국가전력망 확충사업(2021년 예
산 72.07억 원, 2021~24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p. 171~173.

표 6-17. 2021년 중점분야 사업내역: 우간다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보건위생

91.79

한국국제협력단 우간다(ODA) 우간다 UNICEF 카라모자 지역 초중등학
교 식수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 사업(2021년 예산 28.90억 원, 2018~
22년) 등

지역개발

67.49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우간다 캄팔라-진자 국도 교차
로 개선 및 신호화 사업(2021년 예산 11.64억 원, 2021~24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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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계속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한국국제협력단 우간다(ODA) 우간다 UNDP 난민 및 지역 여성 역량강화
사업(2021년 예산 24.59억 원, 2019~22년); 한국국제협력단 우간다(ODA)

교육

40.27

우간다 산업수요기반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2021년 예산 14.68억
원, 2020~27년); 교육부 글로벌교육지원사업(ODA) UNESCO UNITWIN
지원 사업(한동대) 우간다 대학의 창업 역량강화(2021년 예산 1.00억 원,
20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ICT 기술정책 협

기타

25.14

력(우간다 주파수 할당 및 전파관리 정책 자문)(2021년 예산 3.30억 원,
2021~22년)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p. 204~206.

표 6-18. 2021년 중점분야 사업내역: 탄자니아
(단위: 억 원)

중점분야

금액

세부사업명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기설 개선사업

물관리 및
보건위생

130.76

(2021년 예산 47.20억 원, 2014~22년); 한국국제협력단 탄자니아(ODA)
탄자니아 1차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확산 및 의약품 공급망
(SCM) 개선사업(2021년 예산 11.00억 원, 2021~24년) 등

교통

171.61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탄자니아 샐린더 교량 건설사업(2021년
예산 169.65억 원, 2016~21년) 등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교류협력국교육정보
화지원(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인프라 지원_탄자니아)(2021년 예산 2.15

교육

100.37

억 원, 2021년); 교육청 이러닝 세계화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솔라
스쿨 활용교육지원(탄자니아)(2021년 예산 0.67억 원, 2017~21년); 한
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ODA) 탄자니아 농촌여성지도자 양성 및 역강
화(2021년 예산 1.96억 원, 2021~23년)

에너지

7.88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탄자니아 키고마-탸카나지 변전소 건설
사업(2021년 예산 7.88억 원, 2020~24년)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탄자니아 공간정보 혁신센터 설

기타

41.04

립 및 역량강화(2021년 예산 8억 원, 2021~23년); 통계청 개도국통계지
원 탄자니아 인구통계 역량강화 및 통계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2021년
예산 6.13억 원, 2021~23년)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p. 2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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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2021년 중점분야 사업내역: 세네갈
(단위: 억 원)

중점분야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지역개발
및 수산
교육

금액

세부사업명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세네갈 국립암센터 건립사업(2021년 예

67.94

산 41.44억 원, 2020~23년);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ODA) 세네갈 중부
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2021년 예산 26.50억 원, 2018~22년)

39.83
84.24
24.43

기획재정부 아프리카 차관(ODA) 세네갈 해상 인프라 구축사업 2차(2021
년 예산 36.50억 원, 2016~21년) 등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ODA) 세네갈 미곡 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2021
년 예산 30.23억 원, 2020~25년) 등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ODA) 세네갈 UNICEF 영유아발달 지원사업(2021
년 예산 9.56억 원, 2018~23년) 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세네갈 주파수 조정용 ESS 통합
시스템 구축지원(2021년 예산 69.70억 원, 2020~22년); 기획재정부 아

기타

88.33

프리카 차관(ODA) 세네갈 정부 무선행정망 확충사업(2021년 예산
13.63억 원, 2020~22년);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ODA) 세네갈 대국민
소통증진을 위한 국회의정활동시스템 현대화 사업(2021년 예산 5.00억 원,
2021~24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pp. 195~197.

현재까지의 2021년 계획 기준 아프리카 지역 국제개발협력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도로, 교량, 전력시설 등의 기간 인프라 건설 및 개선, 모자 보건 및
아동 건강, 식수시설 및 하수처리설비 구축, 농촌 환경 개선 및 농업협동조합
컨설팅, 직업기술교육훈련 및 시스템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T가 관여되는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이러닝 세계화 및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지만 둘 다 연수사업이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사업이 프로젝트 형태로 아프리
카 세네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이 모잠비크 정보보안
정책 및 국가 CERT 구축전략 수립 지원과 우간다 주파수 할당 및 전파 관리 정
책자문의 개발컨설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타 국가 및 비중점협력 국가 대상
사업 중에는 학생들의 ICT 교육역량 강화 사업, 초중등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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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교육역량 강화(나이지리아),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카메룬), 멀티미디
어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르완다, 연수사업),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연수(모로
코, 연수사업) 등이 있으며 대부분 양자무상의 개발컨설팅 및 연수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양자유상의 프로젝트 형태의 대규모 인프
라 구축사업은 없다.
현재 잠비아가 아프리카 첫 코로나 부도국가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고, 잠비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무디스 등은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카메룬 등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다.321) 팬데믹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아프리카 국
가들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당장의 경제·사회적인 현안과는 거
리가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ICT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은 더 뒤로 밀려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커다란 사업노선 변경은 어려우므
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원조사업의 원형은 유지하되 기존 사업에
ICT를 접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ICT를
이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농업의 상업화 및 농민 자립, 여성 및 아동의
기초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실업률 완화, 도로교통 인프라 확보 및 유
지·보수 안정화를 통한 기간 인프라 확보, 전력수급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한 상
업기반 완성 등을 원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바일폰 및 인터넷 이
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O2O(Online to
Offline), 모바일 머니, 배달서비스 및 스마트팜 앱 등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지
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아프리카 국제개발 전략은 현
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 완화 및 관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ICT 중 아프
리카의 원조 협력수요와 ICT 현황을 고려하여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서
321) ｢3조 빚진 잠비아, 세계 첫 ‘코로나 국가부도’ 근접｣(2020. 11.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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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위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아프리카 지역이 지리적으로 광활하다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이보다는 단기적으로 ICT를 이용한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ICT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확
대, 모바일 뱅킹 및 전자상거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적용과 그를 통
한 시장 확대, 블록체인 등의 정보보안 기술 확산 및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 강
화 등이 대표적이다(표 6-20 참고).

표 6-20. 아프리카 협력 프로그램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전통적인
협력분야 및
협력수요
키워드

농민자립/농업발전
기초보건
전력안정
기초교육

농수확보/농민자립
물위생/도로개선/
전기접근성
직업훈련/기초교육

보건위생/수질개선
도로건설/전력확충
직업훈련

ICT 현황
키워드

전자상거래
모바일 머니
농업 O2O

이동통신/인터넷
이용률↑
모바일 계좌/
모바일 머니

정부포털
스마트폰/SNS 확산
스마트팜+드론 활용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전통적인
협력분야 및
협력수요
키워드

상업농화
교사역량
ICT 융합혁신

농업혁신
모자보건
기초교육/직업훈련

ICT 현황
키워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e-Banking
모바일 원격의료

공공행정 및
보건의료

교육

ICT 창업교육 및
행정/의료 정보
인큐베이팅/
전산화 및 원격 지원
초중등 이러닝
(드론, e-헬스)

세네갈

수산물가격
하수처리/의료인력
도로유지/
모성/아동 사망률
도시교통난
교통 인프라
교사역량/소녀교육 기초교육/직업훈련

이동통신 이용률
모바일 머니
50%↑
(모바일 뱅킹/
유선연결의 50% 모바일 지급 솔루션)
이상이 모바일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 이용
모바일 배달서비스

ICT 산업 진흥
노력 중
모바일 머니

농업

물류/e-Commerc
e

기타

스마트팜 앱

모바일 뱅킹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앱

전 분야 역량강화
(연수사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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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망 협력분야 및 사업
가. ICT 직접 관련 사업
아프리카 각 국가의 원조 수요와 ICT 현황 및 4장에서의 수요분석 결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6-21]과 같이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유
망사업을 도출하였다. 기본적으로 거대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대형 다자간 또는
유상 사업보다는 코로나 이후 생활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빠르게 기획하고 실
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ICT 기술력과 전문인력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 위
주로 구성하였다.

표 6-21.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유망사업

사업명

분야

투입자원

1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병원 정보공유 공공행정 및 자본/기술/
□

시스템 구축

사업유형

적정기술
투입여부

프로젝트

적정기술 이전

자본/인력

프로젝트

-

기술/인력

프로젝트

적정기술 이전

인력

연수사업

-

인력

연수사업

-

보건의료

인력

교육

교육

2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갈 아프리카 ICT
□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CT 창업 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
3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

이러닝 콘텐츠 개발
4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
□

량강화 사업
5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
6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

역량강화 사업
7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
8
□

물류/
e-Commerce
물류/
e-Commerce
농업
교육/기타

자본/기술/
인력
기술/인력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응 도우 공공행정 및 자본/기술/
미 로봇 도입사업

보건의료

인력

프로젝트
연수사업
개발컨설팅

적정기술 이전 및
신기술 테스트
적정기술 이전 및
신기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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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계속

사업유형

적정기술
투입여부

9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공공행정 및 자본/기술/
□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보건의료
인력

프로젝트

적정기술 이전 및
신기술 테스트

10 사업명: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공공행정 및 자본/기술/
□
검역 시스템
보건의료
인력

프로젝트

적정기술 이전 및
신기술 테스트

사업명

분야

투입자원

주: 부가설명: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면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퇴치 등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로, 첨단기술과 하위기술의 중간 정도 기술이라 해서 중간기술이나
대안기술, 국경 없는 과학기술 등으로 일컬어진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적용된 적정기술은 물 부족, 질병,
빈곤, 문맹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선진국에서도 적정기술은 소외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유용한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본 보고서에서의 정의]
1) 적정기술 이전: 대한민국이 보유한 ICT 분야 기술 중 특허 만료된 기술들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제공.
2) 신기술 테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로 인해 국내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신기술을 국제협력 차원에서 제공하면서 미리 구현해 보는 것.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6-1. 사업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병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사업목적
-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관련 행정 및 의료 정보의 원스톱 수집·축적·분석을 위한 정보공유 시
스템 구축
○ 사업배경
- 현재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행정전산망 구축은 미비한 상태이지만, 주민증 발급시간 단축이나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가나) 도입 등으로 행정 전산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음
-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가 환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코로나 대
응을 위한 정보(행정 지원 및 의료진 정보)가 필요
○ 사업형태: 프로젝트
- 전문가 파견: 코로나(보건의료)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전문가로 구성
- 역량 강화: 수원국 공무원 및 의료진 초청 연수
- 건축: 없음(수원국 관리기관 내 시설 임대)
- 기자재: PC, 네트워크 장비, 사무용 기자재 등
○ 성과관리
- 산출물: 정부-병원 정보공유 시스템
- 성과: 우수한 ICT 전문 개발자 육성, 대한민국의 ICT 적정기술 이전, 현지인들의 ICT 기술개발 참여
○ 수원국가 예시
- 가나, 모잠비크, 르완다
- 케냐,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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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1. 계속
○ 특이사항 : 다음의 적정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 그러나 IT 인프라(인터넷, 개인 스마트기기)
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병리진단 방법 및 시스템(1020000049548)
- 가정방문 건강검진 시스템(1020080029399)
- 개인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건강정보제공 방법과 시스템(2020090008251)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6-2. 사업명: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갈 아프리카 ICT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CT 창업 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사업목적
- 세계적으로 언택트 기반 경제체제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ICT를 이용한 언택트 정보서비스들이 활
황을 누릴 전망
-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장세에 있는 인터넷 사용률, 휴대전화 가입률, 앱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자생
적인 ICT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창업 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IT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이며,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업센터 건립 필요
○ 사업배경
- 현재 아프리카 내에는 여러 나라 및 민간기업의 혁신센터가 다수 설립되어 있음(네덜란드 전자회
사인 필립스는 케냐 나이로비에 혁신센터 설립, 한국국제협력단은 2019년 6월 르완다 수도 키칼
리에 ICT 혁신센터 개원 등)
- 특히 케냐는 아프리카의 기술허브로 성장 중이며, 나이지리아에는 농업테크와 관련된 신생 IT 기
업들이 증가 추세
-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기술(적정기술)을 이전하면서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형태: 프로젝트
- 전문가 파견: 창업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
- 역량 강화: 수원국 창업 교육생 및 담당기관 공무원 초청 연수
- 건축: 창업센터(교육센터 & 상업시설)
- 기자재: PC, 네트워크 장비, 사무용 기자재 등
○ 성과관리
- 산출물: 창업센터, 현지 창업기업
- 성과: 우수한 ICT 전문 창업인 육성, 대한민국의 ICT 적정기술 이전, 현지인들의 ICT 기술개발
○ 수원국가 예시
- 가나, 모잠비크, 르완다
- 케냐, 나이지리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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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3. 사업명: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사업목적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식 교육이 향후 하나의 교육방식으로 자리 잡아 나갈 전망이며, 아
프리카에서는 특히 학교통학이 어려운 많은 아이들이 교육 소외지역에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간단하게 문제
풀이할 수 있는 학년별 프로그램)
○ 사업배경
-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앱의 사용에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낙후지역이 많아 학교나 집에서 전면
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지 않음.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리고 집집마다 전
자기기322)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모두가 휴대전화기를 보유한 것도 아님. 이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 사업형태: 프로젝트
- 전문가 파견: 현지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해 초등교육 및 이러닝 전문 콘
텐츠 개발 전문가로 구성
- 역량 강화: 수원국 교사 초청 연수
○ 성과관리
- 산출물: 이러닝 콘텐츠 및 관련 앱(휴대전화용) 또는 프로그램(PC용)
- 성과: 어린이들의 기초학습역량 향상, 교사들의 이러닝 학습체계에 대한 이해
○ 수원국가 예시
-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
○ 특이사항: 다음의 적정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 그러나 IT 인프라(인터넷, 개인 스마트기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이미지 비교 알고리즘에 기반한 소아 교육용 학습 장치 및 방법(1020150114755)
- 학생과 지도교사를 연결해 주는 대화식 온라인 학습(1020030070884)
- IT 인재 양성을 위한 원격 실습교육 시스템(1020090095158)
자료: 저자 작성.

322) TV는 매우 비싸고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꺼리고, 라디오를 선호하나 크기가 크다고 함. 휴대전화기
가 2G 폰부터 5G 폰까지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으나 중고폰 및 중국 저가폰(크기가 크고, 배터리 용
량이 크며, 밝은 플래시를 갖춰 잦은 정전에 대비가 가능하고, 라디오 기능도 되는 것)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함.

24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글상자 6-4. 사업명: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 사업목적
-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지켜나갈 수 있도
록 사이버 보안 전문교육 제공
- 모바일 뱅킹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은행, 앱 개발 및 운영자, 통신 사업자, 담당기관 공
무원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사업배경
-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M-pesa 등 모바일 머니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거래 및 모바일 머니 송금이 사이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지만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음
-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고 국가도 침해대응센터를 갖추는 등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지만, 많은 시일과 비용이 소
요되므로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형태: 연수사업
○ 성과관리
- 산출물: 연수결과 보고서
- 성과: 연수생들의 보안역량 강화
○ 수원국가 예시
- 가나
- 모잠비크
- 르완다
- 케냐
- 나이지리아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6-5. 사업명: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 사업목적
-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 및 전자상거래 등의 안전성을 담보할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양성
○ 사업배경
- 언택트를 기본으로 하는 업무 및 교육 환경 구축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며,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저장이 많아짐을 의미하므로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아프리카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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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5. 계속
○ 사업형태: 연수사업
- 1단계: 국가 정보통신 운영 관련 정부 관리자 과정 / 마스터플랜 수립
- 2단계: 국가 정보통신 사업자 과정
- 3단계: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졸업생 과정 / 전문교육센터 건립 논의
○ 성과관리
- 산출물: 연수결과 보고서
- 성과: 아프리카 국가의 CERT 구축 및 운영에 적합한 수준의 전문 보안인력 확보
○ 수원국가 예시
- 모잠비크
- 르완다
- 나이지리아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6-6. 사업명: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 사업목적
- 농업에 정보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개발된 스마트팜 구축 지원용 앱 사용법 등에 대해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팜 활성화 유도
- 궁극적으로 스마트팜 전용 소프트웨어(앱) 개발을 위한 ICT 교육도 병행
○ 사업배경
- 아프리카 지역에서 휴대전화기 및 앱을 이용한 스마트팜 구현 증가
- 스마트팜은 ICT를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여 최적의 상태
로 관리하는 것이지만, 아프리카의 ICT 인프라는 매우 부족
- 스마트팜 구현을 위해서는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앱),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기
(휴대전화, PC 등), 작물환경 내에 깔리는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온·습도 측정 센서 등을 이
용한 생육환경 정보 자동수집) 등이 기본요건
- 부족한 IC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기본산업이자 주요 소득원이므
로, 빠른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농업과 ICT의 접목이 필요
○ 사업형태: 프로젝트
- 전문가 파견: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스마트팜 전문가로 구성
- 역량 강화: 수원국 스마트팜 앱 개발자(사) 및 담당기관 공무원 초청 연수
- 건축: 교육센터(스마트팜 전문 ICT 소프트웨어 개발사 입주시설 포함)
- 기자재: PC, 네트워크 장비, 사무용 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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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6. 계속
○ 성과관리
- 산출물: 농민 대상 전문 기술교육센터, 현지 스마트팜 전문 창업기업
- 성과: 우수한 ICT 전문 농업인 육성, 현지인들의 ICT 기술개발
○ 수원국가 예시
- 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 특이사항: 다음 적정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 그러나 IT 인프라(인터넷, 개인 스마트기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ICT 기반 농산물 관리 및 생산 시스템(1020150178903)
- 날씨 데이터 기반 농업 지원 시스템(1020180172756)
- IoT 통합센서 인터페이스 기반 작물 생육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1020160175998)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6-7. 사업명: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 사업목적
-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및 지능정보서비스(음식배달, 금융, 게임, 홈트레이닝 등) 확산세
유지에 유용한 앱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콘테스트 개최
○ 사업배경
-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로 소비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자상거래 및 교육 관련 앱과 유료
앱의 개발 및 설치 건수가 크게 증가 중
- 인터넷 사용률과 휴대전화기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앱 개발 및 사용이
일반화됨
○ 사업형태: 연수사업
- 수원국 정보통신 담당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연대회 개최
○ 성과관리
- 산출물: 아프리카 지역 전자상거래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이끌어갈 신규 소프트웨어(앱)
- 성과: 우수한 ICT 소프트웨어(앱) 개발자 육성
○ 수원국가 예시
- 모잠비크
- 르완다
- 나이지리아
○ 특이사항
- 우리나라 IT 기업(소프트웨어)의 참여를 통해 국제 경합으로 치르거나 조인트 팀으로 협업하는 방
법도 가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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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8. 사업명: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응 도우미 로봇 도입 사업
○ 사업목적
-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나 병원 내 소
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미 로봇 지원
○ 사업배경
-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고 감염위험도 커져,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또는 병원 내 소독 등을 위한 도우미 로봇 도입 필요
- 현재 선진국은 물론323)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병실로 약제를 나르거나
기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도우미 로봇이 도입되어 있음
○ 사업형태: 개발컨설팅
- 수원국 정보통신 담당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연대회 개최
○ 성과관리
- 산출물: 의료 도우미 로봇 보급
- 성과: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감염률 저하에 기여
○ 수원국가 예시
- 모잠비크
- 우간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이사항
-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 로봇이나 병원 내 환경관리를
위한 로봇들이 투입되어 있으나,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원조사업을 통해 병원 내에서 로봇 운영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해당 국가의 의료환경을
활용할 수도 있음
자료: 저자 작성.

323) ｢코로나가 앞당긴 로봇·드론 시대｣(2020. 5.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6). 미국 스타트업
뉴로(Nuro)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 R2는 외부 창고와 병원을 오가며 의료진에게 음식과 의료
용품을 운반. 중국의 드론회사 앤트워크(ANTWORK)는 중국 항저우에서 드론을 이용해 코로나 환
자의 검사 샘플을 스스로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 덴마크의 블루오션 로보틱스의 멸균 로봇
(UVD 로봇)은 병원 곳곳을 혼자 돌아다니며 단파장 자외선으로 병실과 수술실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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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9. 사업명: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 사업목적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 우려 확산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현재 아프리카 내의 열악한 ICT 인프라는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기반 인
프라 내역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사업배경
-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감염 의심환자의 자료를 각 지역 의료센터, 주립병원, 국립병원
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과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보급이 시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324)
-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나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
로 인해 보다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형태: 프로젝트
- 전문가 파견: 정보 시스템 구축 진단 전문가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자
- 역량 강화: 수원국 담당기관 공무원 및 병원 관계자 초청 연수
- 건축: 통신 인프라
- 기자재: 네트워크 장비, PC/휴대기기, 사무용 기자재 등
○ 성과관리
- 산출물: 통신 인프라, 정보 시스템 운영 인프라
- 성과: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개화
○ 수원국가 예시
- 르완다, 우간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이사항: 다음 적정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 그러나 IT 인프라(인터넷, 개인 스마트기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병리진단 방법 및 시스템(1020000049548)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웰니스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1020180116936)
- 개인용 휴대단말기의 고유 시리얼 넘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방법과 이를 적용한 헬스케어 시스
템과 건강정보 관리방법 및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1020130122807)
- U-헬스케어 기반 맞춤 운동 지도서비스 제공장치 및 그 방법(1020160101816)
자료: 저자 작성.

324) ｢KT, 아프리카에서 헬스케어 솔루션… 의료 사각지역 해소 기대｣(2017. 5. 11); ｢KT, 연세의료원과
르완다 원격의료 시장 진출｣(2016. 8. 1),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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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10. 사업명: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검역 시스템
○ 사업목적
- 아프리카 국경지역 내 취약한 검역소 시설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경 검역과정의 정보화 및 검역인
력의 검역 및 방역대응 역량을 고도화시킴
○ 사업배경
- 아프리카의 국경 봉쇄조치와 국경 통과절차의 엄격화 때문에 검역과정에 시간 지체가 심하고, 국
경 및 이주관리 요원들의 방역 관리에도 문제점이 심함
- 열 감지 카메라에 의한 발열감시 및 전체 검역과정에 스마트 검역 시스템 적용
○ 사업형태: 프로젝트
- 스마트 검역 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
○ 성과관리
- 산출물: 국경검역소 정보화 시스템
- 성과: ICT 스마트 검역 시스템 도입으로 국경통과 절차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검역절차 간소화 및 관련 인력들의 감염병 예방 및 감염률 저하에 기여
○ 수원국가 예시
- 모잠비크
- 우간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이사항
-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인터넷 통관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신속통관
과 절차 간소화를 도모한 바 있음
- 한국의 선진 통관 시스템 및 IT 기반의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응용하여 아프리카 국경검역소 시설
의 정보화에 적용하는 방안임
자료: 저자 작성.

나. 적정기술 사업
위에서 제시한 ICT 직접 관련 사업에 더하여 4장의 수요분석 과정에서 도출
된 바와 같이,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적
정기술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적정기술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권리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하였다. 지적재산권으로서 특허는 등록한 지 20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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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권리보호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2001년 이전
에 등록된 것이면 2021년에는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적정기술 중에서 ICT 관
련 기술을 선별하여 중점협력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적용 가능
하다.
아프리카에 적용 가능한 한국의 ICT 적정기술을 추가적으로 예시로 들면
[표 6-22]와 같다. 공공행정 분야는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
하기로 한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ICT 적
정기술의 활용이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지 및 농촌지역의 의료
소외 및 격차는 코로나 대응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CT 기술
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사물인터넷 기반 환자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면 열악
한 의료환경 극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업 분야의 경우 기
존 재배법의 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농업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수단으
로 ICT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사람 중심 및 재래식 농업은 생산
효율성이 낮고 유통에도 영향을 미쳐 코로나 확산 이후 아프리카 농가의 피해
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농업기술 및 관리 방안의 제고
는 농업, 축산업 및 가족경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농가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교육 분야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더욱
커진 아프리카 내 교육격차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교
육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국가간 및 도농 간 인프라 격차가 커서 아예 교육을 받
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프라 격차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강의가 가능한 곳은 원격강의가 제공될 수 있었으나 여건이 여의치 못한
곳은 라디오 혹은 학습지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 ICT 기술을 활용한 적정한
교보재의 개발 및 보급이 제공된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
교육, 대학 및 직업교육의 경우 모바일 및 컴퓨터 사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거
나 익숙한 세대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플랫폼을 우선 개발하여 보급하
고 차차 효과성 증진을 위한 부가 기술들과 매칭하고 교육대상 확대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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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교육 분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 분야의 경우
특히나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수요 및 전
자상거래 규모를 고려한 ICT 적정기술의 시급한 도입과 보급이 필요한 분야이
다. 특히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 보급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지금, 이
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송금, 보안, 데이터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행자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방문하
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
다. 다섯째, 기술환경 분야로 아프리카의 늘어나는 인구와 환경 문제를 고려한
ICT 적정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증가로 인해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환
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
는 ICT 기술 도입을 통해 도시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
에서 원활한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대기질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표 6-22 참고).

표 6-22. ICT 기반 적정기술
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1. 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반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 시스템(1020180134571)
2.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병리진단 방법 및 시스템(1020000049548)

보건
의료

3. 가정방문 건강검진 시스템(1020080029399)
4. 생체신호 기반의 안전관리 작업복을 이용한 근로자 건강관리 모니터링 방법
(1020170017501)
5. 턱 움직임이 용이한 보건 마스크(1020160181173)
1. ICT 기반의 농산물 관리 및 생산 시스템(1020150178903)
2. 날씨 데이터 기반 농업지원 시스템(1020180172756)

농업

3. 센서 기반의 작황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농약 살포 양을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한 농업용 드론 시스템(1020180029329)
4. 발전각도 조절기능이 있는 농·어업 병행 태양 발전 시스템(1020180115579)
5. ICT 기반 맞춤형 온실관리 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102016014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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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계속
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1. 로봇의 이동을 이용한 코딩 교육 장치(1020170135704)
2.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어린이용 스마트 토이(1020170137744)

교육

3. 이미지 비교 알고리즘에 기반한 소아 교육용 학습 장치 및 방법(1020150114755)
4. 개방형 소셜 러닝 플랫폼(1020180046496)
5. 사물인터넷 교육용 시스템(1020170058793)
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 시스템
(1017454630000)
2.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방법(1020180131863)

금융

3.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환전, 통신, 교통 및 세금 환급 시스템(1020190019421)
4. 얼굴인식을 이용한 금융자동화 기기의 보안강화 방법 및 시스템(1020140039193)
5. 금융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
(1020120106479)
1.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1020160156692)
2. 레이저 신호를 이용한 무인 교통단속 시스템(1020190044899)

기술

3.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1020190012658)

환경

4. 기계에 설치된 센서와 근로자 장치 간의 인식을 통한 근로자 작업 현황 관리 시스템 및
방법(1020170133126)
5. 산림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용 천공 건(1019960061315)

자료: 저자 작성.

5. 향후 사업 추진방안
가. ICT ODA 우선 지원 분야와 자원배분 방향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우선적인 지원 분야는 보건의료,
농업,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자원을 100으
로 가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 약 28, 농업 부문에 20, 공공행정에 약 18 이
내, 긴급구호에 약 17, 교육에 약 12, 그리고 기술환경 분야에 약 5 정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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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배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결과를 감안한
배분으로서, 향후 코로나에 대응한 효과적인 자원배분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형태별로 볼 때 각 사업 분야 내에서 향후의 필요성, 실현 가능
성, 파급효과, 그간의 성과점수 등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된 자
원배분 비율을 도출한 결과, 제일 많은 자원배분을 해야 할 사업형태는 전체 예
산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ICT 시스템 보급 분야 52, ICT 인프라 구축에 25,
ICT 교육 및 훈련 8, ICT 컨설팅 8, ICT 자원봉사단 파견 5, 초청연수 2, ICT
비즈니스 육성 1 이하 정도의 예산배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AHP 분석과
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방문과 한국에 대한 초
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AHP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원배분 방향
이 타당하고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예산배분 비율로 사업유형을 조
정한다면 제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성과보다 약 9~10%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나. ICT 유망사업의 선정 및 지원
중점협력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방향 및 수요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0개의 유망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
부-병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 갈 아프리카 ICT 창
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
닝 콘텐츠 개발,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
응 도우미 로봇 도입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역량
강화 사업 및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검역 시스템 사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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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들은 중점협력국의 환경과 수요분석 등을 통해 볼 때 향후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원조 제공방식은 N-2년 방식에 의하며 사전에 수원국의 요청
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원국에 대하여 이러
한 사업들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시켜 주는 과정도 필요하며, 종
합적으로 사업 선정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ICT 기반 적정기술 사업의 선정 및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ICT 시스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소위 ICT 기반의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 등에서 적정기술을 제품화하고 이를 아프리카에 지
원해 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점협력국에 대
한 환경 분석 및 코로나로 인한 수요분석에 기반하여 분야별 적정기술을 추가
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 중에서 현지의 실정에 맞는 기술을 선정하
여 우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에 관심 있는 대
학에 ‘ICT 적정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 지원센터 모델의 요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ICT 적정기술 지원센
터를 한국의 대학 등에 설치하고 이 기관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하는 지원 시스
템을 말한다. 전반적인 지원체계는 [그림 6-4]와 같다. 이러한 지원체제를 통
해서 아프리카에 적정기술을 지원한다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확보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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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그림 ICT 적정기술 지원 모델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지원체제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라. 멀티바이 사업방식의 활용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 방문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
축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방
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국제기구에 자금
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이어마크(ear-mark)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타 공여국에 비하여 멀티바이 사업을
채택하는 비율이 낮다. 차제에 아프리카에서 ICT ODA 사업을 하는 경우 멀티
바이 사업방식의 채택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52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비중은 9.7% 수
준이며, OECD DAC 평균은 약 14%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자협력과 같이
중점기구를 선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원전략은 없다. 5대 중점협력기구는
UNDP(빈곤퇴치, 농촌개발, 거버넌스 등), WFP(식량안보, 농촌개발), UNICEF
(아동교육, 보건), WHO(보건), UNHCR(인도적 지원, 난민) 등이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10개 사업을 멀티바이 형식으로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현지 컨설턴트 훈련과 화상회의 방식의 활용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ICT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의 컨설턴트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관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현지 사무소의 업무와 유관한 지식을 가진 기관들, 가령 아
프리카 개별 국가 내의 주요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 타 국제기관 근무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간 인력 활용에 대한 MOU 체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수당체계,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제도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Zoom과 같은 화상회의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소
통할 수 있는 방식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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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향후에 적용될 제3기 중점협력국은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2기와 일
부 달라지며, 따라서 국가협력전략(CPS)이 새로 작성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 수준
과 특성상 제안내용의 적용 가능성 면에서 현재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점협력국이 재선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바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ODA 사업은 지나치게 개별 프로젝트 형태로 수행되는 관계
로 단발적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관성
이 높은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서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인 과제이며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는 하나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도 먼저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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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많은 전염병 연구자 및 면역학자, 그리고 국제기구의
경우 앞으로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풍토병처럼 엔데믹
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독감과 같이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서 지속적으로 발병하여 하나의 풍토병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시설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적고
공중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재감염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을 감안하여 볼 때 ICT가 아프리카 주민들의 삶에서 향후 차지하게 될 역할과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요약하고 향후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방향을 간추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요약
가. 향후 수요변화 예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에서 ICT ODA와 관련하여 변화될 수요 양상
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 면에서 –3% 이상 역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GDP 기준으로 본
다면 약 1,4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이내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손
실은 사회 내의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많은 국제
기관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적어도 2024년까지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둘째, 분석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야는 보건 분야
일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분야와 교육 분야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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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아프리카의 경우 ICT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
람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빈곤자,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실향민(displaced people), 노숙자 등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넷
째,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추정해 볼 때, ICT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보건 분야의 원조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ICT 인프라에 대한 구축 지원, 인력양성 등이 뒤따
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수요변화에 대응한 ICT ODA 정책 지렛대
이러한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ICT ODA를 통한 정책
지렛대를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책 지렛대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의료정보와 원격의료를 활용한 ICT 접목 수요의 중요성이다.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은 디지털 업무 →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 → 정보화 지수 → 의료 대응능력 → 사망자 수로 이어지는 관
계 속에서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원격의료 방식의
접목에 ICT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T는 사회생활 전 분야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과지도 분석에서 보듯이,
분야별 ICT 활용정도는 디지털 업무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인
터넷 보급률을 거쳐서 다양한 분야, 특히 보건, 농업,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서
ICT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ICT를 활용한
적정기술의 적극적 보급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개인용 스마트
폰 이용자 수도 증가하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기반의 미흡함으
로 인하여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

제7장 요약 및 결론 • 257

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중에서 ICT를 활용한 다양한 유
형의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디지털 농업기술의 수요 증대이
다. 유튜브 분석과 인터뷰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 부문에서도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대면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농사 및 농산물에 대한
문자 서비스 수요,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
다. 이는 다시, 농업 소득과 GDP로 이어지게 되는 등 농업 분야의 ICT 접목 필
요성의 증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ICT에 의한 교육기회의 증대 필요성이다. 감염 가능성의 증대는 대
면접촉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ODA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ICT 기반시설과 ICT 교육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는 교육 분야에서 ICT
의 역할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시간을 요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보급과 확대를 위한 ODA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
게 되는 경우 이는 결국 정보화 지수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이용
자 수의 증대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대도 동시에 수반된다. 일곱째,
아프리카 국가들 간 국경검역소의 대응역량 필요성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국경검역소의 취약한 검역시설 및 국경인력의 검역 및 방역 대응역량 강화 필
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ICT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다. ICT ODA 성과평가
한국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ICT ODA 사업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에 연구
된 아프리카 ICT ODA에 대한 평가보고서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업형
성단계에서 현지 환경에 대한 타당성 분석 미흡,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 문제,
ICT의 유지·보수 문제와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 현지 인프라 부족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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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용상 문제, 민간부문과 연계협력의 미흡 문제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한, 그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약 67점 수준
으로서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사업유형 중에서는 ICT 비
즈니스 육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ICT 자원봉사단 파견은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 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는 ICT 인프라 구축과 ICT
시스템 보급과 같은 사업유형이다.

2. 결론: 향후 아프리카 ICT ODA 추진방향
가. ICT ODA 우선 지원 분야와 자원배분 방향
ODA 분야상으로 놓고 볼 때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우
선적인 지원 분야는 보건의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농업,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
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전체 자원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 약 28%, 농업 부문에 20%, 공공행정에 약 18%,
긴급구호에 약 17%, 교육에 약 12%, 그리고 기술환경 분야에 약 5% 정도의 예
산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예산비율을 엄격히 지켜서 배분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우선순위와 예산의 배분비율을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ODA는 기본적으로 N –2 원칙에 의해서 2년 전에 설정되고 아
울러, 수원국의 PCP에 기초하며 수원국의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
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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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요구사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며, 향후에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
한 새로운 CPS 수립이나 수정 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업형태별로 볼 때 각 사업 분야 내에서 코로나 이후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그간의 사업형태에 대한 성과점수 등을 고려해서 성과
를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사업형태별 배분비율도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 이
후에 사업현장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현장에서 주민들의 새
로운 수요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 ICT라는 특성상 현장에
서 적용 가능해야 하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적함수 값 도출과 이의 활용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최
적화된 자원배분 비율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같은 자원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
서(총액은 동일) 관련 변수들을(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고려하여 가장
성과점수를 크게 해주는 최적의 목적함수 값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결
과 제일 많은 자원배분을 해야 할 사업형태는 ICT 시스템 보급 분야로서 전체
예산을 100으로 가정할 때, 52% 정도, ICT 인프라 구축에 25%, ICT 교육 및
훈련에 8%, ICT 컨설팅에 8%, ICT 자원봉사단 파견에는 5%, 초청연수 2%,
그리고 ICT 비즈니스 육성은 아주 낮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해왔던 자원배분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원배분 비율을 과거와 다르게 하는 것이 성과 면에서 양호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분석결과는,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방문과 한국에 대한 초청이 어려
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사업유형 선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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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예산배분 비율로 사업유형을 조정한다면 기존의 성과보다 약 9~10%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나. 추진방안
위에서 설정한 기본 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서, 첫
째, 중점협력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ICT 유망사업을 우선 설정해 보
았다. 이 사업들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며, 이를 국가적 특성을 감안하여 응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병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 갈 아프리카 ICT 창업교육 및 인큐베
이팅 지원사업,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응 도우미 로봇
도입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검역 시스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둘째, ICT 직접 사업에 더하여 ICT 기반의 적정기술 사업도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ICT 적정기술 지원센터’를 한국의 대학 같은 기관에 설립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관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등 지적재
산권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허(현재 약 2백만 건
활용 가능)를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매치시키고, 이를 해당 국가에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ICT 기반의 적정기
술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면에서 세계 4위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이를 수원국
수준에 맞게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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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행방식에 있어서 멀티바이 사업방식의 적극적 활용이다. 당분간, 코
로나로 인하여 현지 방문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별 협력
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비중은 9.7% 수준이며, OECD DAC 평균은 약 14%이
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멀티바이 방식의 적극
적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현지 컨설턴트 훈련과 화상회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
나로 인하여 한국 사업 담당자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므로 현지의 컨설턴트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향후에는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관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
이나 관련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러한 현지 인력
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지 사무소의 업무와 유관한 지식을
가진 기관들, 가령 아프리카 개별 국가 내의 주요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 타 국
제기관 근무 경험자 등에 대한 인력 풀 작성, 유관기관 간 인력활용에 대한 MOU
체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수당체계, 인센티브 제도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방식을 활성화하고 이
를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점협력국 변경과 관련된 사항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 적용될 제3기 중점협력국은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2기와 일부 달라지며, 따라서 국가협력전략(CPS)이 새로 작성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프리
카 국가들의 전반적 수준과 특성상 제안내용의 적용 가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에는 해당 국가의 특
성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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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금까지는 ODA 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ICT ODA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유기적
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이 효과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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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나리오별 추정치 모델 산식
2. 25개 유튜브 주요 내용
3. 사업분류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목록(2014~18년)
4. AHP 설문지
5. 최적화 모델링 수식
6. AHP 설문지 응답 및 자문위원
7. 학생 인터뷰 질문지
8. World Bank 설문조사 내용 요약
9. UNICEF 현황조사 내용 요약
10. ICT 기반 적정기술

부록 1. 시나리오별 추정치 모델 산식
Name Definition
1) GDP 규모//IF(NUMBER(TIME)=2019, 2000, 경제성장률*농업소득) //
경제성장률*농업소득
2) ICT 적정기술 수요 ‘디지털 격차’*‘분야별 ICT 활용정도’ //
‘디지털 격차’*‘분야별 ICT 활용정도’)
3) ICT 적정기술 일자리 ‘ICT 적정기술 수요’*ICT 교육기회
4) ICT 교육기회 ICT 기반시설
5) ICT 기반시설 ODA 활동
6) income DELAYPPL(satisfaction,2,1)
7) ODA 사업 수 ODA 활동
8) ODA 활동 ‘공여국의 원조규모’
9) satisfaction DELAYPPL(income, 3,0.5)
10) 가짜정보유통 ‘디지털 격차’*사회적 불안감1*인터넷 보급률
11) 가축질병 ‘전염병정보 전달역량’
12) 감염 가능성 GRAPH(사회적거리두기+대면접촉 기회, 0,0.2,{1.93,1.92,
1.86,1.67,1.35,1,0.65,0.47,0.39,0.31,0.31//Min:0;Max:2//}) //
대면접촉 기회+사회적 거리두기
13) 개인용 스마트폰 소유자 인터넷 보급률
14) 결과 조절*3
15) 경제성장률//0.1//정보화지수*정부신뢰
16) 경제활동(관광객 수+추진중단사업 수)/2
17) 공여국 원조규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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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여국 원조규모 정도1
19) 공여국의 원조규모 ‘공여국 원조규모 정도’
[INDEX(INTEGER(NUMBER(TIME)))]
20) 관광객 수 입국자 수*통관지연
21) 구호단체활동 ODA 사업 수
22) 국내_록다운 1
23) 국내 록다운 GRAPH(TIME-2018,1,0.2,‘국내 록다운’)
24) 국내 록다운 정도 1
25) 극빈자 수(구호단체활동*0.5)+(실업자 수*0.5)
26) 농민들의 판매정보 ‘전염병정보 전달역량’
27) 농민 디지털 기술교육 ‘디지털 농업기술 수요’
28) 농업 가치사슬 ‘코로나 감염자 수’
29) 농업생산성 가축질병*‘농민 디지털 기술교육’*농업 가치사슬
30) 농업소득 ‘농민들의 판매정보’*‘농업에 디지털 기술적용범위’*식품수입의
존도//DELAYPPL(1,2,1)
31) 농업에 디지털 기술적용범위 ‘농민 디지털 기술교육’
32) 농작물 정보수요 ‘문자서비스 수요’
33) 대면접촉 기회 ‘국내 록다운’*통행금지시간
34) 디지털 격차 대면접촉 기회*인터넷 보급률* DELAYPPL(‘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 1, 1)
35) 디지털 농업기술 수요 ‘농민들의 판매정보’*농작물 정보수요
36)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 ‘개인용 스마트폰 소유자’*‘농업에 디지털 기술
적용범위’*디지털 업무수요*온라인 교육이수자 수*인터넷 보급률
37) 디지털 업무수요 ‘ICT 적정기술 일자리’*원격의료 이용수요
38) 무료급식 학생 수 폐쇄학교 수
39) 문자서비스 수요 비대면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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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병원대기시간 전염병 검사역량*‘코로나 병원이용자’
41) 병원시설 정부예산규모
42) 분야별 ICT 활용정도 ‘개인용 스마트폰 소유자’
43) 비대면업무 수 ‘ICT 적정기술 일자리’*대면접촉 기회*DELAYPPL(디지
털업무수요, 1, 1)
44) 사망자 수 극빈자 수*병원대기시간*의료 대응능력*저소득층 학생 영양실조*
직접이동환자*(‘코로나 외 환자 수’+‘코로나 감염자 수’)
45) 사회적 거리두기 ‘국내 록다운’*‘스마트폰 이용률’
46) 사회적 불안감 감염 가능성
47) 사회적 불안감1 사회적 불안감
48) 스마트폰 이용률 ICT 교육기회*‘개인용 스마트폰 소유자’
49) 시나리오 IF({국내_Lockdown, ‘입국조절 강도’, ‘공여국 원조규모’}={0.8,
0.8, 1.2}, 1, IF({국내_Lockdown, ‘입국조절 강도’, ‘공여국 원조규모’}=
{1,1,1}, 2, IF({국내_Lockdown, ‘입국조절 강도’, ‘공여국 원조규모’}=
{1.2, 1.2, 0.8}, 3, 0)))
50) 식품수입의존도 농업생산성
51) 실업자 수 경제활동*0.7+추진중단사업 수*0.3
52) 온라인 교육수요 ‘스마트폰 이용률’*통행금지시간*폐쇄학교 수
53) 온라인 교육이수자 수 GRAPH(TIME,2019,1,{1,1,1.02,1.06,1.08,1.08,
1.12,1.12//Min:-1;Max:1.5//})
54) 온라인 진료시설 ‘정부의 교육 및 보건지출’
55) 온라인 진료이용자 IF(TIME=STARTTIME, 1, 온라인 진료시설*원격의료
이용수요)
56) 외유입자본 FDI
57) 원격의료 이용수요 ‘문자서비스 수요’*병원대기시간
58) 의료 대응능력 병원시설*1*정보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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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인터넷 보급률 DELAYPPL(GRAPH(TIME,2019,0.2,{0.98,1.1,1.18,1.18,
1.18,1.18,1.26,1.34//Min:-1;Max:2//}),2,1)
60) 입국자 수 입국제한
61) 입국제한 코로나 전파정도*‘입국조절 강도’*입국조절[INDEX(INTEGER
(NUMBER(TIME)))]//코로나 전파정도*‘입국제한 정도’[INDEX(INTEGER
(NUMBER(TIME)))]
62) 입국제한 정도1
63) 입국조절 강도1
64) 저소득층 학생 영양실조 무료급식 학생 수
65) 전염병 검사역량 DELAYPPL(‘코로나 진료시설’*의료 대응능력, 1, 1)
66) 전염병정보 전달역량 1
67) 정보화지수 ODA 활동*‘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디지털 업무수요*DELAY
PPL(정부예산규모, 2,0.8)
68) 정부신뢰 사회적 불안감
69) 정부예산규모 GDP 규모*정부 효율성
70) 정부의 교육 및 보건지출 GDP 규모
71) 정부 효율성 가짜정보유통*DELAYPPL(정보화지수,5,1)
72) 조절 1
73) 직접이동환자 온라인 진료 이용자
74) 추진중단사업 수(외유입자본+화물수송량)*0.5
75) 코로나 감염자 수 코로나 전파정도*전염병 검사역량
76) 코로나 병원이용자 ‘코로나 감염자 수’
77) 코로나 진료시설 정부예산규모*1.2
78) 코로나 외 환자 수 병원시설*온라인 진료시설*‘코로나 진료시설’
79) 코로나 전파정도 1
80) 통관지연 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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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통행금지시간 ‘국내 록다운’
82) 폐쇄학교 수 ‘국내 록다운’
83) 화물수송량 입국제한*통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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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5개 유튜브 주요 내용
번호

제목

1

[이 시각 세계] 르완다
“버스 타기 전 손부터
씻으세요”

2

아프리카까지 번진
코로나19...앞으로가
더 걱정 / YTN

3

Why South Africa’s
Townships Are More
Worried About Police
Brutality Than
Coronavirus

4

5

날짜

주요 내용

2020. ▸버스정류장에 간이세면대 설치로 손 씻
3. 12
기 장려
▸마스크 시장이 생김
2020.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3. 22
▸기독교의 경우 예배풍경이 변함

르완다

케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공포가 자리
잡음
▸정부의 과잉대처
2020.
▸코로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4. 4
야 함
▸HIV와 TB 예방을 위해 시민조직에서
콘돔을 록다운 지역에 배포

남아공

▸노숙자들 사이의 오류정보
Coronavirus lockdowns
▸노숙자들이 더욱 강력한 면역체계를 가
spark police brutality in 2020.
졌다는 믿음
poor communities /
4. 4 ▸노숙자들의 경우 마약 및 담배 등으로
DW News
인한 취약한 구강구조로 비말전파의 위
험이 있음

남아공

▸60개 미만의 인공호흡기가 있음

말리

▸코로나보다 굶주림이 더욱 심각함

리비아

▸환기장치가 없음
▸ICU Bed와 ICU 스태프가 그리고 간호
COVID-19: What
사가 없음
2020.
happens when
▸마취전문의가 부재함
4. 23
coronavirus hits Africa?
▸호텔의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위생을 위한
추가적인 수건 및 물을 구비하기 어려움
▸ICU BED가 없음
▸커뮤니티 테스트를 해보았으나, 커뮤니
티까지 도달하기 어려움

6

해당 국가

코로나19 아프리카, 도시
빈민의 이중고(167회,
2020. 4. 25 방송)

▸3월 27일부터 저녁 7시부터 5시까지
통행금지
▸극빈층으로부터의 감염우려로 실직되거
2020.
나 취업이 어려움
4. 25
▸강경진압으로 사망자 발생(13세 소년 사망)
▸빈민촌은 테스트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구호단체의 음식지급도 한계인 상황

짐바브웨

남아공

콩고

케냐
나이로비
케냐 키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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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

제목
코로나19 여파 속
아프리카의 오늘4. 차드

날짜

주요 내용

2020. ▸공공교통수단과 식당 운영이 금지됨
4. 27 ▸야간통행금지
▸코로나로 항공기가 록다운되어 백신투여

COVID-19: UN warns
8

of potential health
crisis among children

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음
2020. ▸항공기 결항으로 국가 안에서도 갈 수
4. 29
없는 곳이 발생
▸백신전달 지연뿐만 아니라 질병조사도

해당 국가
차드
콩고

콩고

못하고 있음
▸수도 이외의 농촌지역의 경우 코로나를
허구로 받아들이는 현상도 보임
9

코로나19 여파 속
아프리카의 오늘5. 말라위

2020. ▸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 혹은 라디오를
5. 13

통한 음성예배

말라위

▸관련 인프라가 없으나 문맹률이 높아 이
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허브음료가 코로나의 치료제로 소개됨
▸국가적으로 홍보

Could COVID-19 be
10

cured with traditional

2020. ▸다른 나라로도 수출되고 있음

herbal treatments? /

5. 21 ▸33명의 허브학자가 허브를 재료로 하는

COVID-19 Special

치료제를 국가에 신청

마다가스카르

가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Coronavirus: South
11

Africa's alcohol and

2020.

cigarette lockdown /

5. 23

BBC News
코로나19로 생계를
12

위협받던 아프리카 르완다
아이들

2020.
5. 26

▸주류판매 금지로 주류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실직 증가(맥주 브루너리 및

남아공

와이너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 무료급식 혜택을
받지 못함

르완다

▸이웃을 못 만나고, 생필품 구입이 어려움

A gangster delivering
13

groceries - Corona in
South Africa / DW

2020. ▸젠더 폭력의 증가
5. 26 ▸정부가 아닌 갱스터 집단이 커뮤니티에 구휼

남아공

Documentary
▸버스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 생계
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불가능

Africa and the
coronavirus challenge:
14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continent

2020.
5. 28

카메룬

▸복지서비스 매우 취약
▸인구가 분산되어 살고 있어 집약된 치료
불가
▸지역 및 집단수준의 팬데믹을 위한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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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번호

제목

날짜

주요 내용

해당 국가

▸소상공인 공급을 줄여서 운영 중
▸휴양지의 현지인 비율상승 및 공해가 줄
어듦
▸의료기반 보완의 필요성 인식

튀니지

▸유럽으로 의료수출에서 마스크로 수출품
목 변환
▸마켓이 오전에만 열리게 되어 상공인들
의 수입감소
▸정부가 쌀과 비누를 지원한다 하였지만

마다가스카르

실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음
15

잊혀진 ‘노동하는’
어린이들

2020. ▸부모사망 및 실직으로 인한 아동노동의
6. 12

증가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
전역

▸등교시점에 학생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음
[COVID-19 PANDEMIC]
16

COVID-19 IN SOUTH
AFRICA

▸학령기 아이들의 경우 충분히 팬데믹 상
2020.
7. 3

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학령기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권고 및

남아공

위생과 관련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시행
하고 있음
▸병원인력 부족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움
▸병원의 위생상태가 최악으로 유지되고 있음

17

South Africa endures

▸사용된 린넨, 혈액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

coronavirus crisis as

2020. ▸남아 있는 인력들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health services

7. 16

collapse / BBC News

숨기고 일함
▸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잘못된 법 적용

남아공
Estern
Cape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
Coronavirus: How
18

alcohol divides South
Africa

2020. ▸주류와 담배 판매금지로 인해 전반적인
7. 20

살인 및 폭력이 줄어듦

남아공

▸말라리아에 걸렸지만 병원 자체의 낮은
방역역량에 대한 우려로 방문을 기피
Malaria deaths surge in
19

Africa amid fight
against COVID-19

2020.
7. 26

▸키수모(KISUMO)는 주요 수원인데 벼
농사가 시작되면 이곳 수원으로부터 말

케냐

라리아 원인인 모기들이 서식
▸말라리아를 비롯한 기초보건 시스템 자
체가 위협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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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

21

제목

날짜

주요 내용

코로나19: 사망자 100명
이하? 소말리아
코로나19의 진실

▸산소호흡기가 없고 의료상태가 매우 열악함
▸환자를 살리기 어려운 환경임
2020. ▸집에서 사망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음
7. 27 ▸종교적인 믿음이 강함
▸공식 사망자는 100명이 안되지만, 매립
률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소말리아

South Africa:
Community unites to
tackle COVID-19

▸정부의 지원이 없자 커뮤니티 안에서 자
체적인 치료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김
2020. ▸정부에 대한 불신도 원인임(병원에 입원거부)
8. 15 ▸집에서 집중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그리
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남아공
Lenasia

▸신생아 인신매매의 증가

22

해당 국가

[세계를 보다]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준
빈부격차 민낯

▸굶주림으로 인한 폭동
2020. ▸집단감염 발생 및 물 부족으로 인한 방
역불능
9. 20
▸이주노동자들의 실직 및 위생문제 발생
▸무료급식 혜택이 없어 끼니 문제 발생

나이지리아
남아공
잠비아
르완다

23

▸감염자가 급격히 준 것으로 보고됨
Coronavirus: South
▸샘플 채취결과 빈민촌 등 집단주거촌 주
Africa's covid lockdown 2020.
거자의 1/3이 이미 코로나에 노출되었
may have created
10. 29
던 것으로 확인됨
▸집단면역일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록다
‘herd immunity’
운은 지양되어야 함

남아공

24

▸정부에 대한 불만 심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저항
[COVID-19 PANDEMIC]
2020.
▸테스트 센터 부족
LATEST COVID-19
11. 2
▸기존 테스트 센터의 경우 분산화되어 있
SITUATION IN NIGERIA
지 않음

나이지리아

25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African
continent

▸HIV를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관
리가 방해받고 있음
▸록다운으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짐
▸COVID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질병
도 기존의 상태와 같은 대비 체제를 준비
2020.
해야 함
WHO 인터뷰
11. 6
▸나이지리아에서는 백신 접종을 놓친 임
산부들이 있는데 이의 경우 향후 모성사
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WHO는 백신투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것을 어서 실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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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업분류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목록
(2014~18년)
연도

사업분류

사업명
ICT 협력사업

ICT 교육 및
훈련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 ICT 교육역량강화사업(2013~17/555만 달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빈곤계층을 위한 컴퓨터 및 예체능 교육센터 운영
(2014~16/1억 8,400만 원)
키텐겔라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직업기술교육 운영 및 취업 역량강화 사업

ICT 시스템 보급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 시스템 개선사업(2014~19/950만 달러)
ICT 협력사업

ICT 인프라
구축

에티오피아 재해경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2014~18/400만 달러)
이집트 배전자동화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자동화 시스템 확장사업
(2011~15/260만 달러)
짐바브웨 특허행정 전산 인프라 개선사업(2013~15/583만 달러)

ICT 자원봉사단
파견

해외봉사단
ICAO 공동연수 - 항공보안 및 안전과정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 향상

2014

국제 외교관 연수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과정(2012~14)
남수단 공무원 행정발전
모로코 전자정부(6차)(2012~14)
모잠비크 지역개발정책 제도화 연수
사법 공정성 제고 및 효율적 사법행정
ICT 초청연수

석사학위과정 - 경제정책역량강화 2(2014~15)
석사학위과정 - 국가보건정책(2014~15)
석사학위과정 - 국제수산 과학협동(2014~15)
석사학위과정 - 글로벌 전자정부, 정보정책(2014~15)
석사학위과정 - 금융핵심인력 양성(2014~15)
석사학위과정 - 정보통신 정책역량강화(2014~15)
석사학위과정 -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2014~15)
세네갈 교육인적자원 양성
이집트 법무부 사법 역량 강화(2013~15)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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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분류

사업명
차세대 한국어 인재 양성(학생 초~중급)
창의, 발명국제교육
카메룬 전력기술(2012~14)
카메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 및 관리(2012~14)
케냐 사법부 역량강화 연수
케냐 키실 주정부 지역개발
가나 아크라시 도시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16/150만 달러)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 사업(2013~19/856만 달러)
르완다 ICT 혁신 역량강화 사업(2013~19/560만 달러)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르완다 산업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2014~19/250만 달러)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2014~19/645만 달러)
중장기 자문단
카메룬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14/184만 달러)
퇴직전문가
해외봉사단
세네갈 고등기술전문전문대학(ISEP) 설립사업(2015~19/900만 달러)

ICT 교육 및
훈련

에티오피아 전자/IT 분야 직업훈련 역량강화
(2015/총 7억 3,800만 원/ KOICA 3억 6,800만 원)
제3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 모듈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코트디부아르 한-코 협력센터 건립사업(2015~19/950만 달러)

ICT 비즈니스
육성

케냐 IT 교육을 통한 지역개발
(2015~17/총 5억 2,200만 원/KOICA 3억 6,500만 원)
말라위 m-Health를 활용한 중부지역 실명예방
(2015/총 4억 7,500만 원/KOICA 2억 3,800만 원)

ICT 시스템
보급
2015

모로코 결핵 퇴치를 위한 스마트 복약 관리 시스템 기반 m-Health 서비스 사업
모로코 모바일 보건(mHealth)을 이용한 결핵 관리역량 걍화
(2015~17/8억 4,500만 원/CPP/글로벌 케어)
에티오피아 통합보건 역량강화사업(2015~19/600만 달러)
국영방송국 방송기자재 지원
라이베리아 교통부 및 외교부 IT 기기 지원사업
시에라리온 기상청 IT 기기 교체사업

ICT 인프라
구축

정부 IT 기기 교체사업
지방 중고교 IT 기기 교체사업
코모로 정부(외교부)에 ICT 기자재 지원
튀니지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
(2015~18/500만 달러)

ICT 자원봉사단
파견

중장기 자문단
해외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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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분류

사업명
콩고DR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 전수(2014~16)
ICAO 공항건설 및 운영
ICAO 레이더 접근관제
가나 공여국 지원사업 관리과정
개발협력정책(아프리카, 중동)
고등교육과정 정책 및 개발
광물자원 탐사 및 GIS 원격탐사
교통경찰 역량강화
르완다 ICT를 활용한 교육역량 강화
모로코 e-Government
모로코 경제개발전략
모로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수사 정책, 제도 구축
사법 공정성과 사법행정 효율성 제고
석사학위 - 글로벌 ICT 융합(2015~16)
석사학위과정 – 경제정책 역량강화(2)(2015~16)
석사학위과정 - 글로벌 전자정부, 정보정책(2015~16)
석사학위과정 - 지역공동체 개발지도자 양성(2)(2015~16)
석사학위과정 - 지역공동체 개발지도자 양성(3)(2015~16)

ICT 초청연수

석사학위연수 - 전기전자 및 ICT 융합기반 창업역량강화(2015~16)
세네갈 소방방재 및 긴급구호 역량강화
소비자업무 선진화 및 전문가 양성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관세 분야 고위급 파트너십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역량강화
우간다 국가표준국 역량강화 과정
우간다 전자조달 역량강화
우간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의약품 안전
자연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인력 양성
조달 공무원 역량강화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기반 구축
지식재산 제도
창의, 발명국제교육
카메룬 공공행정 과정
코트디부아르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탄자니아 지방행정공무원 역량 강화(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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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분류

사업명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정책(2015~17)
해양경찰의 해상치안 행정역량 강화

I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교육 및
훈련
ICT 시스템 보급

중장기 자문단
카메룬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5~17/200만 달러)
퇴직전문가
에티오피아 직업학교 건립운영사업
(2016~17/16억 8,900만 원/엘지전자/월드투게더)
이집트 한-이 기술대학 설립사업(2016~22/583만 달러)
태블릿 기반 개도국 아동교육 앱 개발
공공 서비스부 IT 기자재 지원
레소토 정부 IT 장비 제공
보츠와나 학교 IT 장비 지원

ICT 인프라
구축

외교부 IT 기기 지원
외교부 IT 기자재 지원
외교부 역량 강화를 위한 컴퓨터·사무기기 지원
외교부 의전차량 및 IT 기자재 지원
정부 차량 및 IT 기기 지원
(대구) 보건정책 실무관리
(대구) 섬유산업 발전전략
(아산) 농업개발
(전남) 친환경 농업기술

2016

콩고DR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 전수(현지)
ICAO 공동연수 - 공항포장평가(인증)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 향상
IT 기반 산재보험 행정역량 강화
KOICA-AARDO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사업 평가 세미나
ICT 초청연수

UN ISDR 공동연수 – 도시방재 역량강화
UNIDO 산업정책 역량강화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 원활화
교정 및 보호관찰 행정역량 강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역량강화
글로벌 범죄예방 전략수립
글로벌 행정혁신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역량강화
르완다 ICT 센터 운영 및 교육 역량강화
마약범죄 퇴치 및 수사
범죄수익환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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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분류

사업명
석사학위-경제정책역량강화(1)(2016~17)
석사학위-공공행정역량강화(2)(글로벌 전자정부, 전자정책)(2016~17)
석사학위-국가개발정책(아프리카 맞춤형)(2016~17)
석사학위-글로벌 ICT 융합(2016~17)
석사학위-농축산 가공/마케팅(2016~17)
석사학위-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2016~17)
아프리카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외교관 역량강화
의약품 안전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운영인력 양성
전자정부 정책 컨설턴트 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역량강화
지식재산권제도
직업훈련 역량강화
첨단범죄수사기법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마다가스카르 정부 기후변화 역량강화 지원

ICT 교육 및
훈련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강화 사업(2017~21/700만 달러)
ICAO 공동연수 - 공항건설 및 운영과정
ICAO 공동연수 - 공항포장평가(인증)
ICAO 공동연수 – 레이더 접근관제(RAC)
ICAO 공동연수 - 항공보안 및 안전(인증)
공공조달 공무원 역량강화(아프리카)
도시개발 기획 및 시행 전문가 역량강화
석사학위-금융 핵심인력 양성(2017)

2017
ICT 초청연수

석사학위-농업공학 역량강화(2017)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7)
석사학위-전기전자공학 및 ICT 융합 기반 창업 역량강화(2017)
알제리 교통부 대도시 교통망 개선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 역량강화
창의발명교육 교원양성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정책
해양조사기술 연수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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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분류
ICT 비즈니스
육성
ICT 시스템 보급
ICT 인프라
구축

사업명
르완다 ICT 혁신센터 및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QuantumPACK 기반의 인수공통 리슈만편모충증 현장진단 분석기 개발사업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 사업(2018~20/560만 달러)
ICAO 공동연수 - 공항건설 및 운영과정(2018)
ICAO 공동연수 - 공항포장평가(인증)(2018)
ICAO 공동연수 – 레이더 접근관제(2018)
ICAO 공동연수 - 항공보안 및 안전(인증)(2018)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 향상과정
공공조달 공무원 역량강화(아프리카), 2차년도
과학기술전략 개발(2018)
교육행정 역량강화

2018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강화
ICT 초청연수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2018~20), 1차년도
석사학위-농업공학 역량강화(2018)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8)
석사학위-전자 및 ICT 융합기반 창업역량강화(2018)
세네갈 ICT 정책 역량강화
안정적인 e-gov 이행을 위한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저탄소 대중교통 정책 및 운영기술(201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역량강화
(2016~18), 3차년도
창의발명교육 교원양성과정
해운항만물류 역량강화(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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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AHP 설문지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ICT ODA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주하고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가 수행
중인 연구로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ICT 분야 ODA의 중요도에 관한
것이고 Part 2는 ODA 분야별 성과평가 및 파급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책임자: 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소장 최영출
ycchoi@abu.ac.kr

Part 1: ODA 분야별 ICT 적용 시 중요도
◦ODA 분야를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농업, 기술환경, 긴급구호 등 6개
분야로 구분한다고 가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
요와 한국의 공급역량을 감안하여 한국의 ICT ODA 정책상 분야별 중요도
및 각 분야 내에서 ICT 원조형태의 중요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즉, 한국의 ICT 원조를 아프리카에 하는 경우,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정책적
중요도를 정할 수 있을지, 또 각 분야 내에서 ICT 원조형태별 중요도를 어떻
게 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어 쌍대비교 문항에 중요도를 감안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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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4-1. 아프리카 ICT ODA 분야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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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ICT ODA 중요도 선정을 위한 AHP 설문지

1계층: ODA 분야 간 중요도
(질문) 코로나 팬데믹 이후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하여 ICT를 이용한 원조(ODA)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한국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두 개의 상호 비교 분야 중 어느 분야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밑줄 혹은 Bold 표기로 응답)
분야

중요

<--------

동등

-------->

중요

분야

공공행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육

공공행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건의료

공공행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업

공공행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술환경

공공행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긴급구호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건의료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업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술환경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긴급구호

보건의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업

보건의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술환경

보건의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긴급구호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업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술환경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긴급구호

보건의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업

보건의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술환경

보건의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긴급구호

농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술환경

농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긴급구호

기술환경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긴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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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층: 각 분야별 ICT 원조형태 간 중요도
<2계층: 공공행정 분야>
(질문) ODA 공공행정 분야 속에서 ICT 원조형태별 두 개의 상호 비교기준 중 어느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줄 혹은 Bold 표기로 응답)
분야
중요
<-------동등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ICT 초청연수

9

8

7

6

5

4

3

2

1

-------->

중요

분야
ICT
9
비즈니스 육성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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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9
자원봉사단 파견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컨설팅 및
9
정책역량 강화
9

<2계층: 교육 분야>
(질문) ODA 교육 분야 속에서 ICT 원조형태별 두 개의 상호 비교기준 중 어느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밑줄 혹은 Bold 표기로 응답)
분야
중요
<-------동등
-------->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자원봉사단 파견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자원봉사단 파견
IICT 초청연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중요

분야
ICT
9
비즈니스 육성

7

8

7

8

9 ICT 시스템 보급

7

8

9 ICT 인프라 구축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7

8

9 ICT 시스템 보급

7

8

9 ICT 인프라 구축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7

8

9 ICT 인프라 구축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7

8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7

8

9

ICT 초청연수

7

8

7

8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9
자원봉사단 파견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컨설팅 및
9
정책역량 강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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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층: 보건의료 분야>
(질문) ODA 보건의료 분야 속에서 ICT 원조형태별 두 개의 상호 비교기준 중 어느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줄 혹은 Bold 표기로 응답)
분야
중요
<-------동등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ICT 초청연수

9

8

7

6

5

4

3

2

1

-------->

중요

분야
ICT
9
비즈니스 육성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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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9
자원봉사단 파견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컨설팅 및
9
정책역량 강화
9

<2계층: 농업 분야>
(질문) ODA 농업 분야 속에서 ICT 원조형태별 두 개의 상호 비교기준 중 어느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밑줄 혹은 Bold 표기로 응답)
분야
중요
<-------동등
-------->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자원봉사단 파견
IC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자원봉사단 파견
IICT 초청연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중요

분야
ICT
9
비즈니스 육성

7

8

7

8

9 ICT 시스템 보급

7

8

9 ICT 인프라 구축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7

8

9 ICT 시스템 보급

7

8

9 ICT 인프라 구축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7

8

9 ICT 인프라 구축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7

8

7

8

9

ICT 초청연수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7

8

9

ICT 초청연수

7

8

7

8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9
자원봉사단 파견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컨설팅 및
9
정책역량 강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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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층: 기술환경 분야>
(질문) ODA 기술환경 분야 속에서 ICT 원조형태별 두 개의 상호 비교기준 중 어느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줄 혹은 Bold 표기로 응답)
분야
중요
<-------동등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ICT 초청연수

9

8

7

6

5

4

3

2

1

-------->

중요

분야
ICT
9
비즈니스 육성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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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9
자원봉사단 파견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컨설팅 및
9
정책역량 강화
9

<2계층: 긴급구호 분야>
(질문) ODA 긴급구호 분야 속에서 ICT 원조형태별 두 개의 상호 비교기준 중 어느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줄 혹은 Bold 표기로 응답)
분야
중요
<-------동등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교육/훈련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비즈니스 육성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시스템 보급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인프라 구축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CT
9 8 7 6 5 4 3 2 1
자원봉사단 파견
IICT 초청연수

9

8

7

6

5

4

3

2

1

-------->

중요

분야
ICT
9
비즈니스 육성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시스템 보급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인프라 구축

2

3

4

5

6

7

8

9

ICT
자원봉사단 파견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9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3

4

5

6

7

8

9

ICT 초청연수

2

3

4

5

6

7

8

2

3

4

5

6

7

8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9
자원봉사단 파견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ICT 컨설팅 및
9
정책역량 강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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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ODA 사업형태 성과평가 및 향후 파급효과 예측
1) 과거 ICT ODA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부록 3의 사업목록 참고)
과거 아프리카에 대한 ICT 분야의 ODA 경험을 놓고 볼 때(부록: 사업 2014~
18년) 사업 분야들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평가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점수는 1점에서 10점, 소수점 하나까지 가능).

부록 표 4-1. 사업형태별 분류
구분

종합 성과평가(1점에서 10점)

비고

ICT 교육 및 훈련
ICT 비즈니스 육성
ICT 시스템 보급
ICT 인프라 구축
ICT 자원봉사단 파견
ICT 초청연수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업형태별 예측
앞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을 [부록 표 4-1]과 같은 사업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현지의 필요성, 한국의 공급역량, 실현 가능성 및 파급효과(영향
력) 등에 대해서 개략적 점수를 매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록 표 4-2. 코로나 이후 기준별 예측(1점에서 10점, 소수점 한 자리)

구분

현지 수요정도

한국의

(필요성)

공급역량

실현 가능성
(정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등)

ICT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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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부록 표 4-2. 계속

구분

현지 수요정도

한국의

(필요성)

공급역량

실현 가능성
(정치,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사회적 등)

ICT 비즈니스 육성
ICT 시스템 보급
ICT 인프라 구축
ICT 자원봉사단 파견
ICT 초청연수
ICT 컨설팅 및 정책역량 강화

<장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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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최적화 모델링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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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AHP 설문지 응답 및 자문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강탁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정부본부 본부장

오광석
홍성걸

현, KDS(한국개발전략연구소) 부원장
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곡 국제개발컨설팅 대표

이상엽

현,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교수

이정주

현,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

주요 경력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 협력본부장, 전자
정부본부장
▸아프리카 ICT ODA 사업평가 및 사업 참여
다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 본부장
▸아프리카 ICT 사업평가 참여 다수
▸건국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국제개발협력선도대학 사업추진팀장
▸아프리카 ODA 사업참여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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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학생 인터뷰 질문지
A Survey for Analyzing the ICT needs for African countries and
Korea's ODA policy directions in the age of Post covid-19
The IDI, a Korean government-funded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is carrying
out a research project the aim of which is to investigate into what problems have
been arising in Africa since the spread of the covid-19,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daily lives of African people,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them, and to put forward
ICT-based solutions and alternatives beneficial for Korean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who are engaged in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is end, we are now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ject.
We shoul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answer the questions below. You are
cordially requested to describe what you think of the following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DI(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untry
Respondent
Information

Name
Year of Birth:

Sex : ②male, ② female

1. Could you please describe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your coun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pacts of the covid-19? How serious? and in what aspects?
Please describe your thoughts comfortable, At least 5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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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kind of ICT-utilized cases do you think have been found in the African people’s
lives? Please state your opinions focusing on their social impacts and give us some
real-life examples.
Please describe your thoughts comfortable, At least 5 lines

3. What do you think are the most serious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acing the African
people due to the spread of the covid-19?
Please describe your thoughts comfortable, At least 5 lines

3-1. Can those difficulties be sorted out or tackled by using ICT? If any, in what ways?
Please describe your thoughts comfortable, At least 5 lines

3-2. What sort of ICTs do you think can be most beneficial for the African people to be
able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ves?
Please describe your thoughts comfortable, At least 5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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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uld you please select top three policy areas which you think are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especially when we tackle their problems by using ICT? Indicate the number
of the policy area in the bracket below. If you choose number 7, then please specify it.
priority 1

(

)

priority 2

(

)

priority 3

(

)

policy areas:
(1) education, (2) health, (3) business, (4) agriculture, (5) e-Government,
(6) e-Commerce, (7) others

<Thank you for answering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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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World Bank 설문조사 내용 요약
연번

국가명

참고횟수

주요 결과
▸모든 가정(99.7%)은 코로나 또는 COVID-19에 대해 들어본 적
이 있으며,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부터 학교는 문을 닫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급식을 통
해 끼니를 해결하는 극빈층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약 76%의 가구에 학령기 아이가 있으며 이 중 91%가 학교에 다
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그러나 아이들 중 원거리 학습 활동을

1

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였음(도시 39%, 농촌 12%)

(2020. 6) ▸코로나 확산은 전체 가계소득에 큰 타격을 입힘. 응답자 중 55%
가 가계소득이 감소했거나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함
▸응답자 중 13%는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일자리
를 잃었고, 도시지역에서는 18%, 농촌지역에서는 10%가 일자리
를 잃음
▸발병 이후 8%의 가구(농촌의 10%, 도시의 3%)가 정부, NGO
또는 종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대부분의 가구가 생활필수품을 구비할 수 있었으나, 필수품 가격
증가와 정기적인 수입감소로 인해 가구의 92%가 불안감을 호소
1

▸2020년 7월 초등학생 24%, 중학생 32%가 원격수업을 수행 중

에티오피아

이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2배 더 높은 교육 참여도를 보임
4
(2020. 9)

▸코로나 확산 초기보다 높아진 고용률 86%로 안정세를 보인 것으
로 보임. 그러나 고용률은 여전히 그들이 유행하기 전의 것보다
훨씬 낮음
▸7월에 농업활동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농업
활동을 하는 가구의 경우(도시 71%, 농촌 92%) 94%가 조사 전
4주 동안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답함
▸대부분의 응답자는 코로나 예방조치를 고수한다고 응답하였고, 남
성 71%, 여성 74%가 손을 자주 씻는다고 답했으며 남성 40%,
여성 39%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가장인 가구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은 비슷하지만 농촌에서

5
(2020. 10)

는 남성 가구들에 비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남
※ 남성 94%, 여성 86% 농촌지역 의료 접근성
▸여성이 가장인 가구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은 비슷하지만 농촌에서
는 남성 가구들에 비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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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참고횟수

주요 결과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초등
및 중등 아동에게 가장 빈번한 학습 참여는 과제 완료(가정교사의
활용)로 나타났고, 농촌의 경우 주로 TV와 라디오로 교육 프로그
램을 보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 부분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기업이 근로자
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용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보여줌
▸에티오피아의 식량위기는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중요한 이슈였으
나, 여전히 가구의 40%가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의 식량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의 약 41%가 중등도 및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경험했다고 보
고했음. 거주지별로는 식량 불안이 농촌지역에서 44%, 도시지역
에서 36%였음
▸학교에 다녔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2020년 7월에 초등학생의
약 24%와 중등학생의 32%가 원격학습 활동에 참여했음
▸약 29%의 가구와 치료가 필요한 가구 중 94%가 실제 치료를 받

6
(2020. 11)

을 수 있다고 답했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보고된 상위 2
개 가구 소득원은 농업활동과 임금고용으로 나타났음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응답자들은 정부 및
민간 부문과 같은 보다 안정적인 유형에서 자영업, 임시고용 및 가
족노동과 관련된 더 취약한 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됨
▸non-farm household businesses의 경우 여전히 회복되지 않
고 있으며 오히려 4월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23%가 사업을 소유
하고 있었으나 9월 19%로 하락함
▸모임을 피한다고 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했고 악수와 인사를 피하
는 사람은 73%로 준 것으로 보고됨. 빈번한 손씻기도 감소하였음
▸반면에 안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53%에

7

서 65%로 증가

(2020. 12) ▸코로나 검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약 86%는 확실히 검사를 받
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예방 접종에 대한 개방성에 관해서는 98%
가 승인된 백신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함
▸2,25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조사시점 코로나 감염 시 증상 및 마른기침, 발열, 호흡곤란 수준
2

우간다

1

에서의 인지를 가지고 있었음(83%)

(2020. 6)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차이가 나타남
▸물에 대한 접근성보다도 충분한 비누 보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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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참고횟수

주요 결과
▸농촌가구들이 도시가구들에 비해 보건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느
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적적인 어려움이
접근 저해요인으로 나타남
▸교육기관 폐쇄 이후 도시 거주 아이들의 경우 TV를 통한 교육을
한다고 주로 응답하였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학습지 혹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교육서비스 접근에 불평등이 강
화됨
▸서비스 영역과 물류 영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농축산업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한 판매경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1회 조사와 비교하여 코로나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함. 또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보편적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착용에 있어 현저히 차이가
나타남

2
(2020. 11)

▸응답자의 47%는 코로나 확산으로 더 사회가 위험해졌다고 인식
하였으며, 57%의 응답자는 권리와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며, 정부
부패에 대한 우려는 이보다 더 높게 응답
▸고용 부분은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불
안정하며, 농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수확 지연, 인부 부족 등
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감염 예방수칙의 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부문은 지난 조사보다 향상되었으나, 마
스크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크게 벌어진 것으로

3

나타남

(2020. 12) ▸코로나 위기는 교육/학습 활동에 대한 참여를 낮추어 우간다, 특
히 극빈층의 인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교육 참여가 개선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은 점차적으로 참여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1,759명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이상 그룹을 기피하는 비율(5월·6월 17%
에서 7월 22%로), 신체적 인사를 회피하는 비율(5월·6월 68%에
3

말라위

2
(2020. 9)

서 7월 71%)이 증가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응답자는 19%
에 불과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응답자는 61%에 그침
▸또한 66%의 응답자가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레몬과 알코올은 손소독제 대신으로 사용 가능함(41%)
▸충분한 손씻기용 비누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66%의
응답자가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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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참고횟수

주요 결과
▸식량위기 분야에서, 7일 동안 66%의 가정이 한 끼를 거른 것으
로 나타났고 52%의 가정이 식량이 바닥났고 23%의 가정이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조사에 대비해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준수 비율이 향상
되었음. 66%는 물/소독제를 활용하고, 76%는 사회적 거리를 완
전히 준수할 계획이며, 73%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9월 이후 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응답자의 85%는 자녀를 등교시
킬 계획이라고 답함. 도시의 경우 자녀의 복학에 더 부정적이었으
며, 주요 요인으로 학교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85%)이 대

3

다수였음

(2020. 10) ▸응답자 중 근로자의 비율이 개선되었으나, 그중 16%가 직장을 변
경한 것으로 드러났음. 코로나 이후 생활을 위한 대출을 행한 가
구가 40%에 달함
▸식량위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 수
준이며, 농촌과 빈곤층에서는 심각한 식량불안이 지속되거나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남(가난한 5분위에서는 심각한 식량불안을 겪는 가
구가 33%에서 40%로 증가)
▸네 번째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수준이
완화되었음. 그러나 약 95%의 응답자들은 이 위기를 가정의 재정
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임
▸비누로 손씻기는 49%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더 많은 응답자가
악수/신체적 접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 3차 74%, 4차 79%

(2020. 11) ▸47%의 응답자만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마스크를 전혀 착용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8월 15%에 비해 9월 12%로 감소했음
▸43%는 자녀가 학교에 돌아왔다고 답했으며 56%는 자녀가 다음
개교 단계에 돌아올 것이라고 답함
▸서비스 부문은 가장 큰 회복세를 보였음
▸응답자의 69%는 지난 한 달 동안 가구의 총소득이 감소했다고 보
고하였음
▸말라위 국민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보건 공무원이 권장하는 경우
무료이며, 보건 당국자의 권고 없이 실시할 경우 3만 5,000말라위
5
(2020. 12)

안 콰차(50달러)의 비용이 듦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또한 감소
▸말라위 정부는 9월과 10월에 걸쳐 개교를 진행하였고, 정부의 안
전기준을 준수한 학교만이 개교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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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참고횟수

주요 결과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면서, 식량에 대한 위기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극빈층의 식량위기는 개선되지 않음
▸1,95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코로
나 예방법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비누와 물 부족으로 인한 손씻기
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2020. 6)

▸조사가 이루어진 6월은 정부의 록다운 완화조치로 인해 이전보다
고용률이 좋아졌으며 농업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작황계
획을 조정해야 함
▸그중 52%가 경작지를 줄이는 것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하였음. 식
량불안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안전망이나 정부로부터의 부
조 증가는 없음
▸나이지리아인들은 지속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방접종이 필요한 0~5세 사이의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한이 나

3
4

나이지리아

(2020. 7)

타났으며, 고용시장이 종전과 같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동적인 것이 확인됨
▸농가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후 살충제 및 비료 등의 재료수급에
어려움이 나타났음
▸코로나 확산 이후 충격을 경험한 가구의 약 69%가 식량 소비를
줄였다고 보고함
▸정부의 이동제한은 완화되었으나, 교육기관은 개방하지 않아 95%
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음

4
(2020. 8)

▸4가구 중 1가구가 팬데믹 기간 중 가계부채가 상승하였으며, 축산
업은 나이지리아의 중요한 산업 중 한 부분이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고소득이 감소하였다고 67%가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그중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더욱더 더디

5

게 복원됨

(2020. 9)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다시 타 업종으로 전환한
상황이 확인되어 노동력의 분배에 있어서 문제점이 확인됨
주: 참고횟수는 World Bank의 설문조사 회차를 의미하며 하단의 날짜는 결과 공표일을 의미.
자료: World Bank(2020), COVID-19 Imapact Monitoring: Ethiopia, Round(1/4/5/6/7);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Uganda, Round(1/2/3);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Malawi,
Round(2/3/4/5/6); World Bank(2020), COVID-19 Impact Monitoring: Nigeria, Round(2/3/4/5/6) 자료를
발췌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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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UNICEF 현황조사 내용 요약
연번

중점협력국

공표일

요약
▸국내 실향민과 난민들이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인구집
단으로 파악되었으며, UNICEF는 에티오피아 내 IDP와 난민

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함
8/31
▸코로나로 휴교한 학교들이 재개방하였지만, 홍수로 인하여 다
Ethiopia
시 휴교로 접어든 경우도 생김
Country Office
Humanitarian ▸오로미아 지역에서는 라디오 교육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여
Situation
1~8등급의 여름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방송하고
Report
있으며, 240만 명의 학생이 수혜받은 것으로 보임
※ 소말리아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 태양
광 라디오를 보급하고 USB에 교육을 탑재하여 보급
▸에티오피아의 경우 원격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 재개방을 통해 학생들이 교

1

육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음
9/30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 예방 및 방역 메시지가 라디오
ETHIOPIA
를 통해 전파됨
Novel
Coronavirus ▸원격학습을 하는 어린이가 370만 명에 이르고, 학습 및 코로
에티오피아
(COVID-19)
나 정보가 담긴 USB를 탑재한 20,000대의 태양광 라디오가
Situation
추가로 보급됨
Report No. 19
▸난민 등 아동의 영양실조 수준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동제한과 식품가격 증가,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주목됨
▸2020년 초에 487만 명의 어린이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음. 8월까지 빈곤아동 수는 1,030만 명으로 급증하였음
▸휴교기간 동안 520만 명의 어린이만 거리 학습 기회를 이용

2020. 12~
할 수 있었고, 이들 8개 지역이 다시 문을 연 것은 98%로
2021. 1
보고되었지만, 재등록률은 89%에 불과했음(코로나 확산 이
Ethiopia
Country Office
전 등록 수치 대비 272만 명의 어린이가 재등록하지 않음)
Humanitarian ▸콜레라, 홍수 및 내전으로 인해 2020년 9월 184만 6,441
Situation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Report
▸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 및 LinkedIn에

비디오 클립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에티오피아의 현황을
공유함과 동시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2

가나

4/15
GHANA
Coronavirus

▸4월 15일 기준 636명의 케이스가 확인되었고 4월 30일에는
2,074명의 누적 확진자가 생겨서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많
은 확진자 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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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중점협력국

공표일

요약
▸4월 22일 보건부가 모든 공공장소에서 안면 마스크 사용을 지

(COVID-19)
Situation
Report
4/30
UNICEF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 - #2

시하고, 학교 휴교 및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인원제한을
강화하였음
▸가나 UN팀과 협업을 통해 #SafeHands Challenge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대화식 음성 대응 플랫폼 ‘Agoo’를 활용해 젊
은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
▸또한 기존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협
약함
▸U-Report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 및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젊은이들의 참여가 이어짐
▸5월 말 나이지리아의 확진자가 더 많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누적 확진자를 보유하고 있음
▸U-리포트 플랫폼의 소통량 증가와 더불어 더욱 원활한 소통

5/15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 - #3
5/30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 - #4

을 위해 WhatsApp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현함
▸23세의 키릴 오타빌은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 vlog(COVID-19)
를 제작하여 어린 아이들에 대한 펀딩을 시작하였음
▸42%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학습, 24%의 학생들이 문
자에 의한 학습, 20%의 학생들이 TV를 통한 원격학습을 선
호하였고 가나 공영티비는 5월 6일 국영방송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였음
▸아동보호와 성·성별폭력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비율
이 적어졌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간 중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Zoom과 WhatsApp을 통합한 서비스 연계를 계
획하고 있음
▸JICA와 협업을 통해 보건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6월 15일 점차적으로 학교가 재개방하고 있고, 교회 및 종교
기관, 공공장소 등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가 개방하지 않아 급식을 먹지 못함
▸이동식 밴을 활용한 메시지 보급을 수행함

6/15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 - #5

▸USAID와 협업하여 아이들에게 Take-home 배급이 검토됨
▸Agoo 플랫폼을 통해 6,999명으로부터 코로나 건강증진 메
시지를 청취하는 총 6만 459건의 전화가 걸려왔음. 이 중
78% 이상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었음
▸SHE+ 플랫폼에서도 48명이 라이브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MTN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채널을 스케줄당 30통화에서 스케줄당 120통화로 증
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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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UNICEF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 - #7
7/31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 - #8

8/26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 - #9

요약

▸학교 재개방으로 인해 학교를 통한 감염확산이 있었음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 지원을 위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 설계가 진행 중임
▸UNICEF에서 수행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37%가 디지털 기
술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으며 42%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해제되고 국내 폐쇄도 해제되었음
▸자원봉사 엄마들에게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놀이 기반 학습 프로그래밍 접근법이 UNICEF
지원을 받아 주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육아와 성 사회화 활
동을 전달하도록 함
▸정부는 디지털 사용능력 강화 패키지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온라인을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

▸UNICEF는 집약적이고 포괄적인 원격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GHANA
가나 교육 서비스(GES)를 계속 지원
COVID-19
▸GHLA와 디지털 학습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학
Situation
습자에게 온·오프라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여권’이라는
Report - #11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통해 논의를 시작함

5/14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3
3

모잠비크
5/28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4

▸3월 22일 첫 확진사례가 보고되었음. 모잠비크 정부는 초기
에 국경을 폐쇄하고 30일 동안 대학교 휴교 및 공공모임 인
원제한이라는 조치를 취함
▸코로나에 대한 Q&A를 개발하여 100개의 커뮤니티에서 매
주 지역 언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함(하루
6번)
▸SMS Biz 플랫폼을 운영함. 플랫폼은 코로나에 관한 질의응
답을 학습함. 플랫폼은 SMS BIZ 플랫폼 28만 2천 명의 가
입자와 코로나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고, SMS BIZ 플랫폼은 매일 코로나 관련된 질문에 대
해 약 137개의 SMS를 수신하고 응답함
▸2건의 SMS Biz 여론조사(3월 17일과 4월 8일)를 실시하였
음.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56%는 증세
가 있는 사람만이 감염될 수 있다고 믿으며, 39%는 모기에
물린 것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믿으며, 37%는 폐
렴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예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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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원의 온라인 업무환경 지원을 위한 기자재 지원
▸Canal Zero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 예방정보 공유
▸SMS Biz: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만 3,725건의 코
로나에 대한 문의가 SMS BIZ 상담원에 의해 응답되었음
▸U-Report를 통해 전송되는 Mythbuster 설문조사 참여를 통
해 모잠비크가 고온다습하여 바이러스 영향이 덜하다는 믿음,
모기로 인한 코로나 전파 등의 잘못된 정보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연속성 장비 요구 접수 및 처리 - 148
개의 모뎀과 73개의 랩톱을 제공하여 GoM 파트너의 온라인
연결 지원

6/10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5

▸MGCAS((Ministry of Gender, Child and Social Action)
에 기술 및 물류(휴대전화, 노트북 및 모뎀)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지방의 VACS(아동폭력 방지) 대응계획을 다시 활성화
하고 소팔라 주 및 이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지역의 사회복
지사에게 교육 제공
▸2020년 6월 11일 현재 472명의 환자가 확인, 환자의 47%

6/25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6

(2007년 6월)가 무증상이고 43%가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위험으로 제기됨
▸IVR 전화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39.3%만이 증상 및 증
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81%는 세 가지
주요 예방 실천요령을 알고 있으며, 60%만이 세 가지 주요
예방 실천요령을 자가 보고하고 있음

7/22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7
8/26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8
9/25
Mozambiqu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9

▸6월 23일 시작된 모바일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22개 커뮤니
티와 5백만 명이 정보를 전달받았음
▸4개 주(소팔라, 테테, 마니카, 가자) 및 8개 구 약 17만 7,000
명에게 멀티미디어 모바일 장치를 보급함
▸모잠비크의 코로나 확진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정부는 새로운 제한조치를 공표하였음
▸UNICEF는 MINEDH(Ministry of Education)에 장거리 교
육을 위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을 제공함
▸20~29세의 청년층에서 코로나 확산율이 높게 나타남
▸코로나 방지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 57만 4,000건의 청소년
참여
▸원격 PSS를 받은 장애인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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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의 학교는 개교 시작
10/23
▸정부는 모바일 머니를 통해 카보 델가도에서 11월에 첫 결제
Mozambique
가 이루어질 것을 발표, 모바일 머니 활용을 위한 휴대전화
COVID-19
보급과 관련한 대안이 논의로 대두
Situation
▸정부(INAS
및 INCM) 및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을 통해 Rapid
Report No. 10
Pro 플랫폼(SMS 및 음성 메시지 전송 및 현금송금) 조정 중
11/25
▸약 90만 명의 초등 및 중등학교 아동(1~7학년, 8~12학년)과
Mozambique
8,305명의 교사 연수생과 23만 5,000명의 성인 교육/문학
COVID-19
관련자는 약 3,458개의 텔레비전 수업과 1만 3,076개의 라
Situation
디오 수업을 통해 학습
Report No. 11
▸3월 14일 첫 확진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 5월 5시~9
5/18
Rwanda
COVID-19
Situation
Report No. 2
4

시 사이만 이동이 허가된 상황임
▸휴교 중 원격학습 지원을 통한 학습기회를 통해 약 15만
8,700명의 보육·초등학생, 175만 2,595명의 초등생, 7만 1,800
명의 중등생이 수혜받았고, 텔레비전에서 개발되고 방영되는
모든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화 해석이 포함되었음
▸자가격리 그리고 예방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및 배포하였음

르완다

▸UNICEF는 정보통신기술혁신부와 공동으로 어린이 온라인
9/30
Rwanda
COVID-19
Situation
Report No. 5

보호 캠페인 제2단계에 돌입해 영어와 킨야완다의 소셜미디
어 인포그래픽을 통해 12개의 추가 메시지를 공개
▸GPE의 지원으로, UNICEF는 온라인 학습, 라디오와 텔레비전
수업의 방송도 송출함. 2020년 8월 약 55%의 학생이 라디오
수업(186만 845명), 17%가 텔레비전 수업(57만 5,180명)에
참여했으며, 매일 약 5만 명의 학생이 e-러닝 포털에 접속
▸세네갈에서는 3월 2일 첫 확진자가 보고됨
▸WhatsApp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88명의 미디어 전문가

5

세네갈

들이 교육받아 지역사회 라디오 채널을 통해 정보공유 및 토
5/8
론활동을 하고 있음
Senegal:
▸국가 원거리 학습 이니셔티브 ‘Learn from Home’(‘Apprendre
COVID-19
Situation
→la Maison’)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전용 TV 채널인 ‘Canal
Report - #04
Education’과 함께 전국 TV를 포함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됨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위해 라디오 방송도
병행하여 진행됨
▸점차적으로 국내폐쇄 조치가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6월 25
6/22
일을 시작으로 학교 개교가 시작될 예정임
Senegal:
▸전국 TV와 전용 채널 《캐널 교육》을 통해 제공됨. 온라인 강
COVID-19
Situation
의, 학습 자료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
Report - #06
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앱도 구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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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국가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UNICEF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
UNICEF
COVID-19
하기 위해 대다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안 솔루션 개발
Situation
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장치 보급을 지원함
Report - #09

6

7

4/17
Tanzani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1

▸2020년 3월 16일 탄자니아 첫 확진사례가 발생하고 정부의
이동제한 및 국경폐쇄가 실시됨
▸UNICEF의 지원을 받아, 교육부와 대통령실-지방행정 및 지
방정부는 코로나 대비 교육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함
▸주요 코로나 메시지는 학교 폐쇄 이후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
으로 개발되었으며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라디오,
TV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파

6/14
Tanzani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2

▸탄자지아 지역에 있는 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
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발표
▸말라리아와 홍역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국경을 통한 코로나 유입저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실시
▸난민 캠프에서 UNICEF는 지역사회 이동자/코로나에 대한 인
플루언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주 사용언어로 구성된 브로셔 및 메시지 캠페인 진행

Tanzani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4

▸2020년 6월 이동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였으나, 10월 있
을 탄자니아 총선으로 인한 집회 등으로 재확산 우려가 생김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하기 위한 교실부족 및 교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Jesuit Refugee Services-Radio Kwizera(JRS-RK)와
UNICEF의 파트너십을 통해 120개의 라디오 수업이 개발되
었으며 2,500명(100%)의 난민 교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음
▸Plan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클라우드기반 플랫폼 CPIMS
+를 통해 아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두 개의 원격학습 플랫폼(UNICEF의 Internet of Good Things
와 탄자니아 Open University의 Moodle)을 통해 심리사회
지원가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
▸웹 기반 커뮤니티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건강상태 자가보고 및 질의응답 분석을 통한 대시보드 관리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탄자니아

우간다

5/15
▸3월 21일 첫 확진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
Uganda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 발표 이후 공항과 내륙입국자들에 대
Country Office
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함
COVID-19
▸3월 18일과 30일 전국적인 학교 폐쇄 및 이동조치 제한 등
Situation
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함
Report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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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중점협력국

공표일

요약
▸록다운 기간 동안 아동/젠더 폭력 대응에 초점을 맞춘 라디
오 스팟 메시지와 토크쇼를 송출
▸지역 라디오 스테이션의 언어에서 현지 언어가 사용될 수 있
도록 지원함

6/12
Uganda
Country
Offic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3

▸5월 중순부터 점차적으로 봉쇄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나 마
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함(6월 초 대
중교통 재개를 허용할 예정)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
만 1,625명의 어린이(남아 3만 689명, 여아 3만 936명)에
게 가정 기반/원격학습을 제공
▸UNICEF는 전국 커리큘럼 개발센터(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Center)와 협력하여 48개 학군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약 247만 5,000명의 학습자를 위한 가정
학습 패키지 제작

6/26
Uganda
Country
Offic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4

▸6월 15일 현재 총 6만 8,397명의 아동(남아 3만 4,062명,
여아 3만 4,335명)이 가정 기반/원격학습 지원을 받음
▸UNICEF, WHO와 협력하여 MoH가 Go.Data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코로나 사례 조사 및 연락처 기반 추적 및 mTrac
의 특정 모듈을 개발하여 적시에 테스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7/4
Uganda
Country
Office
COVID-19
Situation
Report No. 5

▸UNICEF는 TV 강의 중 수화통역사 배정을 지원해 디지털
Kolibri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 청각 및 시각장애 아동에게
제공

8/17
Uganda
Country
Offic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7

▸우간다의 확진 케이스 중 86%가 남성이었으며, 그중 60%
가 국경을 이동하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7월 학교가 개교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폐쇄조치가 연장됨
▸말라리아가 우간다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위협적인 전염병
이므로 코로나와 동시적으로 관리하게 됨
▸코로나 대응이 시작된 이후 10만 4,635명의 학습자가 디지
털 플랫폼인 Kolibri를 통해 온라인 학습 이용
▸총 143만 5,768명이 Facebook, MoH 콜센터 및 U-Re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고 상황을
공유하거나 질문/설명하였음

자료: UNICEF(2020), Ethiopi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18/19/20/21); UNICEF(2020),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Sep/Dec); UNICEF(2020), Ghana COVID19 Situation Report(1/2/3/4/5/6/7/8/9/10/11/12/13); UNI
CEF(2020), Mozambique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UNICEF(2020), Rwanda COVID19 Situation Report(2
/3/4/5/6/7/8/9)); UNICEF(2020), Tanzani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1/2/3)(2020. 2. 1) 발췌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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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ICT 기반 적정기술
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반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 시스

1.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반

템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가 섭취한 음식을 기록하고 문진표를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치아우식유발지수(충치지수)를 산출하여

시스템

치아에 대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해 주므로, 어린이 구강관리가

(1020180134571)

가능하도록 한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어린이 구강관리시스
템임
▸본 발명은 개인병원, 보건소, 지방병원 및 병리검사를 행할 수
없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병리검사 등을 인터넷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병리진단센터로 병리검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환자의

2.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병리진단 방법 및 시스템
(1020000049548)

현 상황 등 환자의 영상정보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며, 병리검사
를 실시하는 전문의는 인터넷상으로 제공되는 환자의 영상정보
데이터를 통하여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의 자신의 소견 등
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으로 재송부하여 상기 각 의료기관에서는
병리검사를 실시한 전문의의 소견을 참조하여 환자의 정확한
병명과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원격 병리진
단 시스템
▸본 발명은 일정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건강

보건

검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간호사 등의 전문인 또는

의료

준전문인(이하, 방문간호사)에 의하여 대상자 가정을 정기적으
3. 가정방문 건강검진 시스템
(1020080029399)

로 방문, 별도의 휴대용 디지털 검진장비로 각 가정 내 대상자
의 건강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생
체정보를 집안 내에 있는 게이트웨이(gateway)와 공중전화망
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진에 의한 건강진단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본 발명은 생체신호 기반의 안전관리 작업복을 이용한 근로자
건강관리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안전관리작업복을 착용한 근로자의 생체신호

4. 생체신호 기반의 안전관리

기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예방

작업복을 이용한 근로자

하되, 상기 안전관리작업복의 생체신호용 센서를 통해 감지한

건강관리 모니터링 방법

심전도, 가속도, 체온 등의 생체신호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

(1020170017501)

의 서버에서 스트레스 상태, 운동 강도, 움직임 및 행동 패턴
등 근로자의 상태를 분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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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주요 내용
▸본 발명은 보건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호흡기 계통을
포함하여 얼굴의 일부 영역을 감싸며 안착되고, 내부공간을 형
성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가 얼굴의 일부 영역에 밀착되도
록, 상기 본체부의 둘레를 따라 배치되는 밀착부와 상기 본체부

5. 턱 움직임이 용이한 보건
마스크
(1020160181173)

가 얼굴의 일부 영역에 고정되도록, 상기 본체부의 양측부에 배
치되는 귀걸이부와 외부공기를 정화하여 상기 본체부의 내부공
간에 공급하도록, 상기 본체부의 양측부에 배치되는 필터부 및
상기 본체부의 하부를 형성하고, 사용자의 턱 움직임에 따라 신
축되도록 제공되는 무빙 턱받침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
며, 사용자의 턱 움직임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피부 밀
착력이 우수하여 외부의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사용자
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본 발명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1. ICT 기반의 농산물 관리
및 생산 시스템
(1020150178903)

기반의 농산물 관리 및 생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
세하게는 원료공급자, 농산물생산자, 기반설비자 및 유통관리자
의 정보를 취합하여 농산물의 품종, 생산시기 및 관리정보를 공
급하고, 유통정보를 공유하며 ICT 기반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ICT 기반의 농산물 관리 및 생산 시스템에 관한 것
▸본 내용은 농업지원 시스템 및 그 지원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2. 날씨 데이터 기반 농업
지원 시스템
(1020180172756)

특히 지역의 날씨 데이터와 농장의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농업
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농업 종사자에게 농작물의
재배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날씨 데이터와 다른 종사
자의 재배환경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본 발명은 농업용 드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농업
3. 센서 기반의 작황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농약 살포량을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한 농업용 드론
시스템
(1020180029329)

열화상, 스펙트럼 센서 등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작황
상황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된 작황상황을 통해 살포량
조절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사용자
조작에 의해 집중살포/관심살포/선택살포 등으로 영역을 구분
하여 살포량 조절을 실시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의 작황상황 빅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농약 살포량을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
한 농업용 드론 시스템에 관한 것

4. 발전각도 조절기능이 있는
농·어업 병행 태양 발전
시스템
(1020180115579)

▸본 발명은 태양광 발전 패널의 발전각도 조절기능을 갖춘 태양
발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농작물이 재배되는
농지 또는 전답, 양어장이나 염전 등의 상방에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수산물 경작 시 경작에 필요한 기계의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패널의 각도를 수직으로 조절하고,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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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주요 내용
끝나면 다시 태양광을 받는 면적이 큰 발전각도로 조절이 이루
어지며, 농작물에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해충을 유인하는 등
해충포집 등을 태양 발전 시스템에 설치 가동하여 친환경 농업
을 실시할 수 있고, 해안지방에 설치될 경우 염분으로 인한 부
식을 예방하기 위해 방지설비가 시설되며, 본 발명의 태양발전
시스템의 구조물을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기 위해 유공홀이 형
성된 지중앵커가 구성되어 농작물이나 가축의 성장 또는 양어
의 조건에 따라 패널 각도가 조절되고,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저장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제어하는 관리부가 포함되는
것임
▸본 발명은 종래의 수간주사기를 이용한 방제액 주입은 많은 인
력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며, 천공된
구멍에 방제액 주입 유무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한 구멍
에 방제액을 반복하여 주입하게 되면, 방제액이 인체상에 묻게

5. ICT 기반 맞춤형 온실 관리

되어 상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방제액이 낭비되는 문제가

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방제액 주입과

(1020160148424)

구멍의 천공을 함께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인
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방제액의 중복 주입에 따른 안전사
고와 방제액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림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액 천공 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본 발명은 코딩 교육장치 및 이를 이용한 코딩 교육방법에 관

1. 로봇의 이동을 이용한

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코딩 로봇 본체에 입력되는 입력대상

코딩 교육장치

에 따른 코팅 로봇 본체의 이동경로를 변경하여 코딩의 기초를

(1020170135704)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로봇의 이동을 이용한 코딩 교육장치에 관한 것
▸본 발명은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어린이용 스마트 토이에 관한

2.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교육

어린이용 스마트 토이
(1020170137744)

것으로, 프로그램 진행 시 각각의 명령어 기능을 하는 블록을 선
택하고, 손쉽게 연결 및 배치가 가능하여 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서 게임이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등을 구현할 수
있게 한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어린이용 스마트 토이를 제공하
는 것
▸본 발명은 사용자, 소아에게 조립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3. 이미지 비교 알고리즘에

완성된 조립체의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이미

기반한 소아 교육용 학습

지 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소아 교육용

장치 및 방법

학습장치 및 소아 교육용 학습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세부적

(1020150114755)

으로는 행렬식의 행렬값 계산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처리 기술
을 이용하는 소아 교육용 학습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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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주요 내용
▸본 발명은 개방형 소셜러닝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
게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 간의 지식, 정보를 공유

4. 개방형 소셜러닝 플랫폼
(1020180046496)

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발생하도록 하며, 사용자
가 플랫폼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
집한 정보를 활용하기에 용이하여 교육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분석과 교육용 빅데이터 분석
을 위한 개방형 소셜러닝 플랫폼에 관한 것
▸본 발명은 하드웨어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
램을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는 컴퓨터로서, 상기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고 인터넷을 통해 외부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는 상기 소

5. 사물인터넷 교육용 시스템
(1020170058793)

프트웨어에 전달되어 상기 제어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것인, 컴퓨터 및 상기 제어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작동
하는 하드웨어 장치로서, 상기 하드웨어 장치는, 복수의 입출력
포트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와 통신 가능한 메인 보드와, 상기
입출력 포트를 통해 상기 메인 보드에 연결되는 입력 모듈 또
는 출력 모듈을 포함하는 것인, 하드웨어 장치를 포함하는 것
▸본 발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

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전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전화번호로 발신

하는 모바일 기기를

하여 해당 국가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국가에서 수신 가능한

이용한 인터넷 전화

전화번호를 수신한 후, 상기 수신된 전화번호로 발신하도록 하

시스템

여 호 연결에 대한 지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1017454630000)

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 시스템에
관한 것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방법이 제공되며,
사용자 단말에서 이체 또는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가 입력 또는
선택되는 경우, 계좌번호에 기 매핑되어 저장된 수취자의 이름

금융 2.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

을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이름이 사용자 단말에서 출력되는 영

금융 서비스 제공방법

역을 터치, 드래그 및 클릭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선택 이

(1020180131863)

벤트를 사용자 단말로 요청하는 단계 및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
취자의 이름이 출력된 영역에서 터치, 드래그 및 클릭 중 적어
도 하나에 대응하는 선택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이체 또는 입
금을 위한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는 단계 포함

3.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환전, 통신, 교통 및 세금
환급 시스템
(1020190019421)

▸본 발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환전, 통신, 교통 및 세금 환
급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장에 있는 키오
스크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용 카드로써 선불
카드 및 통신용 SIM 카드를 구입 후 그 카드로 환전, 통신, 교
통 및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선불카드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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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주요 내용
신용 SIM 카드는 은행의 가상계좌, 교통카드, 카드사, 밴(VAN)
사, PG사 통신사, 국세청 및 관세청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외국
인이 출국 시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선불카드 및 가상계좌에 남
아 있는 충전금 및 세금 환급금에 대해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
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환전, 통신,
교통 및 세금 환급 시스템에 관한 것
▸본 발명은 IC 카드의 사용자 등록 시 저장된 얼굴 정보와 금융

4. 얼굴인식을 이용한

자동화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얼굴 정보를 각각

금융자동화 기기의 보안

특정한 값을 이용하여 변환시키고 변환된 값들의 일치 여부를

강화 방법 및 시스템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1020140039193)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얼굴인식을 이용한 금융자동화 기기의
보안강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
▸본 발명은 중계기관 서버가 금융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금융기관 서버를 통해

5. 금융서비스를 통합

전송되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 정보 조회 요청을 수

관리하기 위한 방법,

신하는 단계; 상기 요청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 저장된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사용자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타 금융기관의 서버에

가능 기록 매체

접속하는 단계 및 상기 타 금융기관 서버로부터 상기 요청된

(1020120106479)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특정 금융기관 서버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융서비스 통합 관리방법
제공

1.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
(1020160156692)

▸본 발명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설치된 내비게
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도착지까지 길 안내
및 도로정보 안내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능형 교
통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에 관한 것
▸본 발명은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영상장치에
의해 획득된 영상으로 야간 환경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하

2. 레이저 신호를 이용한

고,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 및 가속도를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기술

무인 교통단속 시스템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를 직접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자의 주변 경

환경

(1020190044899)

계 소홀, 운전자의 전방 부주의 그리고 반응 속도에 의해 발생
하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지능형 신호등 장치 및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것
▸본 발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에 관한 것으

3.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
(1020190012658)

로, 이송되는 제품을 촬영하고, 제어하며, 촬영된 이미지를 송
신하고, 판별결과를 수신하는 검수부와, 상기 검수부로부터 수
신한 상기 이미지를 판별하고, 상기 판별결과를 송신하는 서버
부와 상기 서버부로부터 상기 판별결과를 수신하여 정보를 확
인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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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정기술의 명칭(출원번호)

주요 내용
▸본 발명에 따르는, 기계에 설치된 센서 기반의 근로자 작업현황
관리 시스템은, 공장 내의 각 기계마다 설치되며, 일정 거리 이

4. 기계에 설치된 센서와

내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물게 되는 근로자 장치를 인식하고, 상

근로자 장치 간의 인식을

기 근로자 장치의 시간 별 위치정보를 서버로 제공하는 인식센

통한 근로자 작업 현황

서 및 각 근로자에 대한 상기 시간 별 위치정보와 각 기계의 동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작데이터를 기초로 근로자의 작업 현황 정보를 분석하여, 관리

(1020170133126)

자 단말로 제공하는 상기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근로자 장치는
공장 내의 각 근로자가 소지하는 장치로서 상기 인식센서와 무
선통신을 수행함
▸본 발명은 산림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입되는 방제액을

5. 산림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용 천공 건
(1019960061315)

간편·용이하게 주입할 수 있고, 또한 주입 시 발생되는 안전사
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아쇠와 보조 방아쇠가 고정핀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며, 방제액의 주입 시 구멍의 천공과 방제액의 주
입을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주입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예방
과 사용이 간편·용이한 것임

자료: 특허청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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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zing the Demands of IC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frica and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Africa ODA in the Post-Covid Era
Yeongchul Choi, Taeseong Kim, and Yugyeong Kwon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lifestyles affected by the
global Coronavirus pandemic that began in early 2020 in African
countries. It uses various research methods and pursues a new strategic
direction of the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using ICT in response to such change.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Korea’s
remarkable ICT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welfare and medicine, agriculture, finance, and education c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DA for Africa in the post-Covid era, and a strategic direction is therefore proposed.
For the research objective above, this study will use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ology. First, statistical data using domestic and foreign
Covid-related statistics and databases are to be used. This includes the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such as
OECD, IMF, World Bank, WHO, KOICA, ITU, and the African Union.
Second, books, articles, and online data are to be used. Specifically,
with regard to online data, data obtained by internet searches, YouTube
videos, and African news will also be analyzed. To analyze the situation of
how the lives of the African residents have changed in the post-Covi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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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videos will be analyzed. The content of analysis will reflect the
system dynamics model for a prediction of demand in Chapter 4.
Third, surveys and interviews will be conducted on African students.
Since it is difficult to visit Africa due to the pandemic, written surveys and
interviews using Zoom will be conducted on African students currently
studying in Korea as a countermeasure. The results will be used to predict, verify, and supplement the changes in the Af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post-Covid era.
Fourth, social network analysis,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nd system dynamics are to be used. As a method of ascertaining the
African resident’s social and economic demands in the post-Covid era,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news articles of the African internet news
and tweets will be used. The result of network analysis will be used in the
setting of the model by system dynamics. Recently, foreign researchers
have conducted more precise methodology research through a combin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system dynamics method. No such
attempts have yet been made in Korea. Thus, an integrated system dynamic method will be used in this analysis. Five specialists with experience in ICT ODA projects or research on Africa will be selected, to conduct a specialist analysis regarding the achievements of the projects performed so far and future priorities of ICT ODA. Furthermore, the ICT demands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demands in each field will be apprehended and system dynamics will be used to use thi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ncluded 54 countries on the African
continent. Although all of these 54 countries will be dealt with, 7 countries (Ghana, Mozambique, Uganda, Ethiopia, Rwanda, Tanzania, and
Senegal) which are the core countries of ODA partnership with Korea will
be dealt with in more detail. However, the third core countries of partnership were newly select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stud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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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y selected countries are Egypt, Ghana, Rwanda, Senegal, Ethiopia,
Uganda, and Tanzania, with Egypt newly selected in place of
Mozambique. However, this study will use the existing 7 countries as the
key subjects.
The scope of time of this study will generally use the African ODA-related statistics of the past 10 years. However, since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will differ greatly from the pre-Covid era, the statistics predicted after 2020 will be primarily analyzed, with particular focus on 2021-2025, the period of focus of the new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s the scope of conten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related to the Africa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be included. That is, the activities of the
KOICA, as well as the ODA projects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district governments are included. In this regard, ICT refers to the
project included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T, 22040) of the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prescribed for the submission of
aid-related reports from the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committee that manages aid organizations within OECD countries, to
aid donor countries. Accordingly, when comparing the scale of ICT ODA
of each country, the projects included in this code were classified and
applied. Furthermore, during ODA projects in Korea, ICT is not considered an independent classification system, and supported by being included in the project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welfare, and educ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KOICA grants a marker
from 0 to 2 to classify the degree of inclusion of the ICT in the ODA
project. Accordingly, the projects that have been granted 1 and 2 were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by being classified as ICT ODA
projects.
Meanwhile, although ICT-related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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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factor,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approach the changes in
life brought by the Covid-19 pandemic in Africa in term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tivities. In terms of ODA, the role of ICT
and the pandemic in Africa, cases in which ICT has been applied in each
field of ODA, estimated ICT demands of each field of ODC, an evaluation
of Korean ODA that applies ICT, and the future direction of ODA policies
that use ICT will be analyzed.
A summary of the content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provided
below.
The changes in demands in relation to ICT ODA in Africa after the
Covid-19 pandemic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view of 2020
in Africa, there is a possibility of a reverse growth of -3% or more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a loss in GDP of 140 billion to 180 billion dollars
is expected. Such loss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effect in all fields
within the society. In addition, there will be chang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vaccinations and treatments, but it will likely take until at least 2024 to recover, and it is expected to cause many great and small effects.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field that will be the most affected by Covid-19 is the welfare field, and the agriculture and education
fields will also be greatly affected. Third, in Africa, it is likely that minorities will be greatly affected due to a lack of ICT infrastructure. Because of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poor, the disabled, the elderly, migrants, the
displaced, and homeless will be extremely affected, and that the number
of deaths within these groups will increase. Fourth, in view of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Africa,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ICT will be
important. Meanwhile, assistance in the welfare field will need to increase, as a sector that requires urgent assistance in the short-term, and
in the mid-to-long term, it is expected that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of ICT infrastructure and the nurturing of manpower will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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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rage of ICT ODA policies through a causal map analysis in response to such changes in demands is considered below. In this regard,
the leverage of policies refers to a means of policies that can greatly increase the effects in response to core problems. First, the importance of
the demand of incorporating ICT using medical information and
telemedicine. As displayed through a causal map analysis, an effect of a
virtuous cycle is achieved in a relationship of incorporation of ICT in telemedicine -> digital work -> number of digital service users -> informatization index -> medical response capacity -> number of deaths. In
this process, ICT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incorporation of the method of telemedicine and medical information. Second,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of applying ICT in all fields of social life will greatly increase. As
shown in the causal map analysis, the degree of use of ICT in each field
may affec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igital works, and again pass
through the internet supply rate to achieve the effect of accelerating the
use of ICT in various fields, particularly welfare, agriculture,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Third, the need of an active distribution of
suitable technologies that use ICT. Internet supply and the number of
personal smart phone users will increase, but for African countries, the
demand of suitable technologies based on ICT will increase due to a lack
of ICT-based technologies, and thereby the possibility of the creation of
employment may also increase. It is determined that the supply of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that use ICT among suitable technologies will be
needed in Korea. Fourth, an increase in the demand of digital agricultural
technologies. As shown in YouTube analysis and interview analysis, as the
opportunity of face-to-face contact decreases in the agricultural field,
the demand of non-contact work will increase, which will lead to the
need for text services in farming and farm produce, and the use of information on crops. This will then lead to an effect on farming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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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DP, thereby needing a consideration of an increase in the need of
incorporating ICT in the agricultural field.
Fifth, the need of an increase in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by ICT.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will lead to a reduction in the
opportunity of face-to-face contact, which will affect ODA projects and
lead to the opportunity of ICT-based facilities and ICT-based education.
That is, this will produce an increase in the role of ICT in the education
field. However, since ICT-based education infrastructures are not yet
well-established in African countries this will be a task that requires time.
Sixth, the need of ODA for the supply and expansion of the internet.
When internet supply increases, it will ultimately be connected to the informatization index. This process accompani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nline education users and the number of digital service users.
Seventh, the need for a capacity to respond to border quarantine stations
between African countries. The need to reinforce the capacity of weak
quarantine facilities and border workforce in taking action with quarantines at border quarantine stations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spreading of Covid-19. To achieve this, the use of ICT will be needed.
The achievements of Korea’s ICT ODA projects performed in Africa so
far were evaluated largely using two methods, and the results of such
evalu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matters that are pointed out the most
by evaluation reports on previously studies of African ICT ODA includes
insufficient analysis on the feasibi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in the
project formation stage, the problem of project delay in the initiation
stage,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due to the problem of maintenance
and repairs of ICT, the problem of applicability based on a lack of local
infrastructures, and the problem of a lack of connection with private
sectors. Meanwhile, the combined score of evaluating the specialists involved in the projects so far is approximately 67 out of 100, which is relatively poor. The nurturing of ICT business has the lowest score ou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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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ICT projects, and the dispatch of ICT volunteer groups has the
highest score.
In addition, in view of the post-Covid situation, the fields with relatively high scores in terms of need, feasibility, and ripple effect are the
project typ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IC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ICT system distribu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With regard to ODA fields, the prioritized field of the support of ICT
ODA in Africa in the post-Covid era would be welfare and medicine, followed by agriculture and public administration. Upon combin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through AHP analysis and simulation by specialists, the
budget could be distributed into approximately 28% in the welfare and
medical field, approximately 20% in the agriculture field, approximately
18%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approximately 17% in the emergency aid field, approximately 12% in the education field, and approximately 5% in the technology and environment field. Of course, it is not
necessary for such distribution of the budget to be followed strictly,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priorities and take the distribution of the
budget into consideration. An ODA must be established two years prior by
the N-2 rule, and be based on the PCP and the demands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thus,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se rules on the supplier.
However, when the demands of the recipient country contest with one
another, such distribution ratio may be applied, and considering the future optimization of effect,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such direction
when establishing or revising a new CPS for African countries.
The distribution ratio would also be important for each type of project
that could optimize achievements considering the score of achievements
of each type of project so far, the ripple effects, feasibility, and the need
in the post-Covid era in each business sector. This is becaus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difficulty of visiting the sites of projec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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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ovid era, the need for an effort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new demands of the residents at the project site, the applicability of ICT to the site, and the ripple effect in the post-corona era.
The optimum function value was derived and the resource distribution
ratio optimized by the Monte Carlo simulation was derived. This is the
process of deriving the optimum objective function value that increases
the achievements scores by considering the related variables (need, feasibility, ripple effect) in a condition (with the total amount being identical)
that is restricted by the same resourc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proposes that the type of project that requires the most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the field of ICT system supply, requiring approximately 52%,
followed by 25% in the construction of ICT infrastructure, 8% in ICT education and training, 8% in ICT consulting, 5% in the dispatch of ICT volunteer groups, 2% in invited training, and a very low distribution in the
nurturing of ICT business. This result displays a difference from past distribution ratios of resources.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distribution ratio of resources and the past distribution ratio of resource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s satisfactory achievements.
This analysis result, to a degree, is consistent with the AHP analysis
performed by specialist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visit Africa and invite specialists to Korea due to restrictions created by the
pandemic, this selection of projects would be feasible. It is estimated that
adjusting the types of projects based on this distribution ratio of resources would result in an approximately 9-10% enhancement compared
to previous achievements.
The details for effectively initiating the basic direction are proposed
below.
First, prospective ICT projects in each field that could be applied in the
core partnership countries were established. These projects are one example, and may be applied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eac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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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projects include the construction of a government-hospit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handling the Covid-19 pandemic, an
African ICT venture education and incubating support project to lead the
untact economic system, the development of e-learning conten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 capacity reinforcement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a safe mobile banking environment, a cyber security specialist nurturing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ject, smart farm educational center
construction and capacity reinforcement project in the African region,
electric commerce application development contest, robot introduction
project for handling coronavirus in African national hospitals, ICT infrastructure reinforcement project for constructing the mobile healthcare
environment, and, among things, a smart quarantine system project at
ICT-based borderline quarantine stations.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initiate ICT-based suitable technology
projects in Africa in addition to direct ICT projects. To effectively initiate
such projects, the so-called 'ICT Suitable Technology Suppor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in such organizations as universities in Korea to
perform the role of a platform. This organization merely need to perform
the function of matching patents (approximately 2,000,000 currently usable cases) that have expired and can be used by anyon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country, and to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such patents in the countries. ICT-based suitable technologies
have significance in that Korea ranks 4th in the worl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 incorporating technology to suit the level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ird, the active use of multi-bi project methods. In preparation of the
difficulty of local visits, selecting and initiating the multi-bi project method that 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y be an alternative means for
projects. The ratio of multi-bi projects among the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as of 2018 is 9.7%, compared to the OECD DAC average of app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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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tely 14%. Based on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active use of
the multi-bi method rather than the method of direct local initiation.
Fourth, there is a need for the active use of consultant training and video conferences. Since it will be difficult to initiate projects through local
visits by the Korean project managers due to pandemic restric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method of educating local consultants and using them. To achieve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means of cooperating with universities and relevant research institutes
that educate and nurture related specialists and actively use such local
specialists. This requires an approach in terms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knowledge related to the work of the local offices, the talent pool of
those with work experience in the main universities,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individual countries
of Africa, the conclusion of an MOU for the use of manpower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the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of these talents,
the wage system, and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uch as their incentive polic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non-contact communication methods by activating video conferences such as Zoom, and monitoring the sites through such means.
Fifth, the conversion into program-focused means and terms related to
the modification of the core collaborating countries will need to be
considered. The third core partner countries to be applied will partially
change from the second countries as stated in the introduction section,
and the national partnership strategies (CPS) will also be newly prepared.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econd core partner countries.
However, there would b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content and the overall standards of African
countries. It is also determined that application to the newly selected core
partner countries would be possible by reflecting the properties of the
releva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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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so far, ODA projects have been focusing on individual
projects. However, it is determined that the ICT ODA project would be
better if converted into a focus on organically connected programs than
individual one-time projects in terms of effect.

Executive Summary • 349

<책임>

최영출
영국 뉴캐슬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정책학 박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장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現, E-mail: ycchoi@cbu.ac.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공저, 2020)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측정」(2020) 외

<공동>

김태성
KAIST 산업경영학 박사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現, E-mail: kimts@cbnu.ac.kr)

저서 및 논문
『경영정보시스템』(공저, 2016)
“Mobile-based sensing scheme to minimize battery power consumption for
urban monitoring systems”(2021) 외

권유경
영남대학교 사회학 박사
아프리카연구교육개발원 대표
(現, E-mail: ukkwon@gmail.com)

저서 및 논문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보고서』(2020)
『KOICA의 동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2019) 외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0년

20-01 미ㆍ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ㆍ윤여준ㆍ김진오ㆍ임지운ㆍ남지민

20-02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정곤ㆍ이정미ㆍ윤지현
20-03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연구 /
강택구ㆍ이상윤ㆍ심창섭ㆍ장훈ㆍ이정석

20-04 한ㆍ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
김종섭ㆍ이승호ㆍ이준희ㆍ김민정ㆍ김세원ㆍ김희라

20-05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이충열ㆍ이종하ㆍ이선호ㆍ강성범

20-06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
전제성ㆍ정연식ㆍ정법모ㆍ김희숙ㆍ백용훈ㆍ박희철ㆍ김다혜ㆍ김현경

20-07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
이훈기ㆍ김희경ㆍ이현정ㆍ정승환

20-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
장윤희ㆍ손성현ㆍ유광호

20-09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 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 장영신ㆍ강구상ㆍ나승권ㆍ김제국ㆍ최재필ㆍ김수련
20-10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 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 라미령ㆍ박나연ㆍ정민지ㆍ이효진ㆍ문수현ㆍ정재욱
20-11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 강문수ㆍ정민지ㆍ문수현ㆍ박규태
20-1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 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장용규ㆍ김경하ㆍ배유진ㆍ조준화ㆍ최두영

20-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 최영출ㆍ김태성ㆍ권유경
20-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 최금좌ㆍ오삼교ㆍ설규상ㆍ최윤국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9년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ㆍ윤지현ㆍ송영철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ㆍ유광호ㆍ김상훈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ㆍ이재호ㆍ김도연ㆍ신민이ㆍ김제국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ㆍ하상섭ㆍ장수환ㆍ장유운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윤ㆍ안동환ㆍ지성태ㆍ윤태연ㆍPhumsith Mahasuweerachaiㆍ
이용은ㆍ김범석ㆍ김나리

19-06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ㆍ정민지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ㆍ김은경ㆍ윤지소ㆍ김정수ㆍ박윤정ㆍ장영은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ㆍ권기수ㆍ강정원ㆍ김유경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ㆍ한형민ㆍ류한별ㆍ박나연ㆍ윤지현ㆍ김미림ㆍ오윤아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 장ㆍ전형진ㆍ김상현ㆍ이효정ㆍ이병훈ㆍ이대섭ㆍ이수환ㆍ최정만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ㆍ김경하ㆍ김은경ㆍ서상현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ㆍ구자연ㆍ김혜진ㆍNguyen Thi My Trinhㆍ
Nguyen Thi Lan Phuong

19-13 한-인도 항공ㆍ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ㆍ박정웅ㆍ유나래ㆍ권혁민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ㆍ정준환ㆍ이소영ㆍ이승문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ㆍ정민지ㆍ김예진ㆍ최영출ㆍ문수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udies in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20-13

Analyzing the Demands of IC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frica and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Africa ODA in the Post-Covid Era
Yeongchul Choi, Taeseong Kim, and Yugyeong Kwon

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대(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행정, 보건의료, 농업, 금융,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ICT를 활용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아프리카 ODA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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