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회 결과 보고서

□ 개요
보고회 일시

2017년 11월 9일 15시 ~ 16시

보고회 장소

외교부 양자회의실

발표 주제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및 강
화 방안 최종 보고

□ 참석자 명단
성명 / 직책

소속

조수진 과장

외교부 아프리카과

성화수 서기관

외교부 아프리카과

김인애 전문연구원

외교부 아프리카과

최동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이한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예상한 팀장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김정민 총괄부장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김용빈 소장

개발마케팅연구소

안광석 컨설턴트

개발마케팅연구소

김원녕 컨설턴트

개발마케팅연구소

□ 자문 내용
자문 내용

‘한-아프리카재단법안’ 기 통과된 바 (9/28일자 국회 본회의
통과, 10/31일 공표 즉시 발효), 해당 부분 수정 필요.

반영여부

O

이유 및 수정방향

관련 내용들을 통과된 내용에 맞춰
수정

거점공관이라는 단어가 거점이 중심이 되어 다른 지역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있음. ‘중점협력공관’으로

O

해당 용어 수정 완료

O

해당 내용 보완 완료

O

해당 내용 보완 완료

용어 수정 요망

표, 조직도에 하이라이트 추가 필요 (미국 국무부 조직도 등), 통계
출처 없는 표 확인하여 출처 명기

각국 예산 및 외교부 예산은 원화로 환산하여 통일하고 괄호 안에
현지화 표기할 것

주요국 연구에서 영국, 프랑스보다 터키나 포르투갈과 같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중진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

해당 국가는 언어의 문제로
X

자료접근이 어려워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자문 내용

반영여부

이유 및 수정방향

o 숫자게임 필요: 더욱 가시적이고 임팩트 있는 비교 가능
- 주요국의 아프리카 관련 인력, 예산 산출이 어렵다면, 외교부
예산에 대비하여 인력 수를 유추해서 비교해볼 수 있음.

△

일부 내용 보완 완료

△

개선 방안의 일부 내용 보완 완료

- 외교통상부 당시의 예산에서 통상 관련 예산을 빼면 외교부
예산은 더 낮아짐. 극화된 비교 가능
o 더욱 강한 어조로 개선방안 어필할 필요
- “향후 00년 동안 인력 얼마, 예산 얼마 늘어나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결론 제시할 필요
-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 제시 가능: AU대표부 설립은
상대적으로 매우 시급으로 표기 등,
- 통계인프라는 아프리카 개발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임. 프랑스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에 통계인프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까사아프리카도 재단설립과 연결 가능
o 정치, 안보,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력 현황 필요
- 어느 인력이 어느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겹치고 어느 지역이 비어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 인력 전문성 확대에서 각 공관에 꼭 추가되어야 할 분야(경제,
문화 등)가 무엇인지 보완해서 현지 공관에 대한 내용 추가

X

각국의 인력 배치현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자문 내용

반영여부

o 본문 내용에 따르면, 북서아프리카라고 명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중동국의 구분 중

전체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만 다루고 있음.
- 마그레브 지역 또한 아프리카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이유 및 수정방향

X

- 북서아프리카과의 경우, 다시 언어권(영어권, 불어권)으로

아프리카과는 사하라이남 지역만을
관장하고 있기에, 해당 구분 방법을
따름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함.
o 연구방법에서 심층면접 내용 찾을 수 없음. 설문대상자도 좀 더
정확히 제시할 필요
-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분야, 어느 기관의 전문가인지 (연구소 00명,

설문시 전문 분야에 대한 구분을
X

정하지 않아, 해당 내용 작성이
어려움

정부기관 00명 또는 경제 분야 00명, 정치 분야 00명 등으로
제시) 명시할 필요
o 중점공관 선정기준 명확화
- ECCAS 거점공관이 왜 카메룬이 아니라 가봉인지, 역내 교역,
정치적 외교관계 등을 근거로 하여 중점공관 선정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중점공관 선정에 대한 설득력 일부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