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영호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BBP03

□ 아프리카는 지구상의 마지막 신흥시장, 미개발의 자원 보고, 국제정치적 중요성

등의 다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바, 세계 주요국들의 아프리카 진출경쟁이 가속

화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개발원조 및 통상협력 확대, 외교

강화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

□ 최근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 등의 신흥국들도 아프리카와의 남-
남(South-South)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오늘날 아프리카의 주요 교역파트너로 부상한 중국은 ▲대규모 차관 제공, ▲인

프라 투자, ▲각종 외교협력 노력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인도는 ▲저비용 생산방식과 개발경험 전수, ▲IT 서비스 및 제약 부문 진출, ▲
교육 협력 프로그램 확대, ▲자원개발 진출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을 강

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도-아프리카 무역은 지난 8년간 10배 이상 증가함.

 - 이외에도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등) 등 주요 신흥국들의 아프

리카 진출이 빨라지고 있음.

□ 신흥국들은 보다 호혜적인 개발원조, 대규모 투자, 신흥 산업진출 등을 통해 아프

리카에 접근하고 있는바, 이 국가들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신흥국들은 기존 선진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략 전략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아프

주요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및 시사점



리카에 접근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 ‘차별화된’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는 바, 신흥국들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의 아프리

카 전략 수립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임

 - 신흥국들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및 전략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

리의 차별화된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전략을 수립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What Drives China's 
Growing Role in Africa?

-연구자(년도): Wang, 
Jian-Ye(2007)

-연구목적: 중국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및 통상협력 현황 분석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인터뷰

- 중국의 대아프리카 통상협력 현

황

- 중국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

황

- 아프리카 경제 및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 중-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시사

점 도출

2

-과제명: South-South 
Co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Perspectives from 
Africa

-연구자(년도): UNCTAD(2009)
-연구목적: 아시아-아프리카 간

의 협력 현황 점검 및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도

출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 아시아-아프리카 간의 무역, 투
자 등 경제협력 현황 점검

-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체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과제명: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

계적 추진방안

-연구자(년도): 박영호, 박복영, 
권율 허윤선 (2008)

-연구목적: 한-아프리카 개발협

력 전략 도출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인터뷰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동향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 분석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도출

양식 
EBBP05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주요 신흥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동향 및 전략 분석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국가 등 주요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및 전략 분석(심층적인 사례연구 포함)

  - 개발협력, 통상협력, 외교협력 등 분야별 접근 방식 및 특징 분석

□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비교 분석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과 주요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을 비교 분석

  - 향후 아프리카 시장 구도 예측

□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 선진국과 신흥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우리나라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

  - 우리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수준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본 연구

- 기존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주는 시사점

분석에 그쳤음. 
- 또한, 기존연구는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동향 소

개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협력 전

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아울러 본 연구는 신흥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이 우리의

대 아프리카 전략에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함

- 문헌연구 및 통계연구

- 현지 출장

- 신흥국 정부, 아프리카 정부, 
진출 기업 등을 상대로 전문가

인터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아프리

카 전문가풀’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바, 
신흥국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 및

전략을 분석

- 이를 통해 우리의 대 아프리카

전략에 주는 시사점 도출

 



국가의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및 통계연구

  
 - 국제기구, 신흥국 정부, 아프리카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와 무역 및 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신흥국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 및 전략을 분석함.
  

□ 현지 출장 및 전문가 인터뷰

 - 신흥국 정부, 아프리카 정부, 진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 실시

 - 신흥국의 아프리카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이를 통해 교훈 도출)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 2011년  2월

   ◦ 연중심 : 2011년  6월 

   ◦ 연결심 : 2011년 10월  

 ◦ 관련부처
양식 

EBBP08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GOVI005 성숙한 세계국가 GOVI5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

습니다

2 GOVI005 성숙한 세계국가 GOVI5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주요 신흥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분석, 선진국의 전략과 비교, 시사점 도

출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수립에 일조함.
  - 선진국 및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국형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1.1.1 종료일 201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