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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500자내외)

l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 구

축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관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 원격탐사 및 인공위성 자료 처리기술 증진

- 컴퓨터를 이용한 수리 예측 모텔 개발

- 해양수산 및 양식 기술 개발

- 해양오염 및 연안침식 관련 현안 문제 자문

-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관측 네트워크 구축

연구결과

(1000자내외)

l UNESCO/IOC 와 공동으로 가나, 베냉, 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룬, 케

냐, 모잠비크,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 초청한 10

개국 및 UNDP 등 국제기구에서 총 63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양서비스

제고를 위한 운용해양학 정착을 위해 해양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안침식 대응 및 해양관측기술

- 해양과 연안환경 원격탐사

- 해양오염 모니터링 역량 강화

- 해양자료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 해양수산 및 해양양식기술

- 해양과학 협력 네트워크 수립 및 공동협력 의제 도출

l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채널을 구

축하고 있는 UNESCO/IOC(정부 간 해양과학 위원회)와 공동 추진하였

으며, 국내에서는 UNESCO 한국 위원회가 지원하였음.

l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각 국가의 기관장 또는 핵심연구원들 이어서 당

초 목표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해양과학 협력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었음.

기대효과

(500자내외)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l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해양과학협력 체계구축 : 가나, 베냉,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바, 아프리카 GOOS(전세계 해양관측망사업) 전담자를

두고 있는 UNESCO/IOC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

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l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풍부한 육상 및 해양자원을 확보

하고 있는 아프리카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통해

해양자료를 입수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아프리카 해양자

원 개발 및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l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과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과학 훈련센터

설립 근거 마련 : 54개국이 분포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

라의 해양과학 리더쉽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 나아가 이번 한-아프

리카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 해양과학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과학

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심어

GOOS-AFRICA UNESCO/IOC KIOST

전세계 연안관측망사업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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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500자내외)

     The project will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e 
programmes in marine research, services, observation systems, natural 
hazard mitig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 African countries by applying 
the main technical tools in an integrated way such as: (i)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 among African countries for in-situ ocean 
measurements; (ii) improved access to remote sensing data and 
information from satellites as well as marine aquaculture and fisheries; 
(iii) computer-based numerical modelling and forecasting, and (iv)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roducts and consultation tailored to 
the requirements of a wide variety of user communities. 

Contents

(1000자내외)

   The Key components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 in Africa in the 
framework of the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 in Africa are 
based on a multi-modular approach for ocean progress in Africa as 
follows: 
 1- In situ observing systems in the coastal ocean 
 2- Remote sensing of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s 
 3- Ocean modelling and forecasting, and Marine aquaculture 
 4- Data base for operational oceanography 
 5-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 among African countries and 

Korea in ocean scie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multi-modular approach requires the 
applications of strategy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of Africa with 
respect to acquisition, analysis and distribution of real-time remote 
sensing data from multiple earth observing systems including in-situ and 
satellite sensors as well as their cross cutting edgy problems.
   This project was jointly implemented with UNESCO/IOC which have 
operated the cooperative network with African countries for better 
implementing and output,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lso jointly supported this project by providing expert.
   To finalize this project, the Korea-Africa Forum on ocean science 
was organized during 8-10 August 2012 in Cotonou, Republic of Benin 
to seek the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 among 
African partners and Korea. The forum was a successful event with 
drawing a strong scientific  and technical attentions from both Africa 
and Korea including senior professors and sciences managers from both 
sides(63 persons were attended).  

Expected

Contribution

(1000자내외)

    The ultimate output result of the cooperative framework is:
1)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Africa and Korea: 
Ghana, Benin, Nigeria, Cenegal, Cameroun, Kenya, Mozambique, Tunisia, 
USA, UNDP, UNESCO, etc. participated in this forum. Most of them 
were senior professors or scientists to provide strong scientific and 
technical support.
2) to seek the platform for Africa collaboration: by providing capacity 
building and joint cooperative program, it will be easy to get the 
information and network for further collaboration with Africa with regard 
to resources development and business.
3) to establish a sustained long-term partnership built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on objectives: it is significant as the cooperative 
framework go for long-term scientific, technical, and innovative 
joint-ventures such as center of excellence for capacity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Keywords

GOOS-AFRICA UNESCO/IOC KIOST

Capacity Building Center of Excellence
Korean Nat'l Commission for

UNESCO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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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육상 및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UN 등 주요 국제

기구들이 중점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격적인 ODA 사업을 추진하려는 우리나라

에게는 주요한 협력 대상국가임. 이들 국가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과학 조사기술을 공

여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인류 요람: 아프리카 대륙은 지난 2백만 년에 걸쳐 기상, 지질, 생물, 해양학적

인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생물다양성과 석유, 가스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

등 호모사피엔스 진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매력적인 대륙으로 각광받고

있음.

나. 해양 및 기상학자들의 천연실험실: 아프리카 연안은 과학자들에게 해양 및

해양기상 과정연구를 위한 천연실험실로 주목 받으며, 지금까지 많은 양자 간,

다자 간 국제적인 연구 조사사업들이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음. 특히 아프

리카 연안의 용승류 현상은 UNDP의 주목을 받아 동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연

구하기 위한 아프리카 광역 해양생태계연구사업 (Africa LME: Large Marine

Ecosystem)이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아프리

카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지역의 풍부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역 광역 해양생태계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

다. 아프리카 연안의 지질학적인 과잉투자로 인한 많은 해양자료 보유: 아프리

카 연안의 막대한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많은 국제적 석유 가스

회사들이 유망한 부존지역 탐사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류, 파랑, 바람 등 주

요 해양자료를 획득하고자 경쟁적으로 많은 연구 조사사업을 수행하였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아프리카 연안의 해양 및 기상학적 특성 자료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음. 전 지구 해양관측시스템(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의 아프리카 지역사업인 GOOS-AFRICA는 세계가스석유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 Gas Producers, OGP)의 지원을 받아

UNESCO/IOC가 주관이 되어 아프리카 연안의 장기간 해양 및 기상 관측 사

업을 추진하고 있음. 아프리카는 독특한 해양 및 연안환경으로 국제적인 과학

조사 및 실용해양학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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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AFRICA 개괄도)



- 9 -

2. 목적

가. 본 사업은 가나, 베냉,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케냐, 모잠비크, 튀니지 등 아프

리카 주요연안국을 대상으로 UNESCO/IOC가 모색 중인 해양서비스 제고를 위한

운용해양학을 아프리카에 정착하기 위해 해양관측 및 자료처리 기술과 해양오염

및 연안침식 등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해양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나아

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국가와의 해양과학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 대상 분야

1)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관측 네트워크 구축

2) 원격탐사 및 인공위성 자료 처리기술 증진

3) 컴퓨터를 이용한 수리 예측 모델 개발

4) 해양오염, 연안침식, 해양양식 기술 등 주요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

술 및 자문 제공

3. 추진 방법

가. 동 사업은 원래 가나와의 양자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UNESCO/IOC의 제안에 따라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한 다자간 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게 되었음. IOC는 해양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로서 아프리카를 우선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2012년 5월에 아프리카

Sub-Commission (IOCAFRICA: 46개 회원국)을 케냐 나이로비에 설립하였

고 동 지역과의 협력 담당자로 Dr. Justin Ahanhanzo를 지정하였음. Dr.

Ahanhanzo는 원격탐사 전문가로 프랑스 파리 6대학에서 해양물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지난 20여년 간 IOC에서 GOOS-Africa 사업, 아프리카 연안역

관리 사업(CZCP),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관측사업(CEOS)등 아프리카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양과학 연구 사업을 조정, 참여하여 왔음. 그는 2011년

부터 교과부 지원 개도국(아프리카)과학기술 ODA사업 협력파트너로서 활동하

고 있음. 또한 IOC 의장인 한국의 변상경 박사와 IOCAFRICA 의장인 남아공

의 Mayekiso 박사와 부의장인 카메룬의 Jean Folack 박사도 본 사업에 적극

참여 지원하였음.

나. 본 사업의 주요 대상 협력분야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상황(대부분 1인당국

민소득 1천 달러 내외)과 연구 수준을 감안하여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조사선

박과 고가장비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료처리 기술, 컴퓨

터를 이용한 수리예측 모댈 기술, 연안침식과 해양오염 및 해양양식 등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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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국가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정하였음.

다. 또한 몇 건의 수산분야 협력을 제외하고 해양과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

되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향후 협력을 위한 네트워

크 구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였으며, 초청대상 국가도 UNESCO/IOC

의 권고에 따라 지역적 균형을 감안하였고 UNDP, UNESCO 등 국제기구도

초청하였음.

라. 아울러 베냉 정부는 한국과의 해양과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협력포럼 유치를 적극 제안하였고 현지 전문가 초청 및

회의 개최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였음.

마. 국내에서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포

럼을 통하여 한-아프리카 해양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

리카 과학기술 ODA 전략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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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 발전방향

(김국진 박사 저)

1. 문제 제기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범세계적으로 R&D 글로벌화1)가 광범위하게 진

전됨에 따라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활동의 규모 및 관련 인식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2).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개도국들의 관

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글로벌 ODA 집행의 틀

을 통해서는 이러한 니즈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9년 한국의 OECD/DAC 가입 및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대개도국 협력에 대한 관심과 ODA 공여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최근 일부 개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자스민혁명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전개될 포스트 자스민 시대의 개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개도

국 협력 실천 구상의 구체적인 준비가 요청되고 있다(김기국, 2011). 이러한 관점에

서 대다수 개도국의 공통적인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과

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과학기술

기반 협력 및 한국형 ODA 추진의 독자적 철학과 방식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3).

아프리카의 경우 54개국이라는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많

은 국가들이 풍부하고 저렴한 청년 인력, 에너지,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서,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빠르고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미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미래의 유망한 협력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

며4),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5). 한국 역시

1 ) R& D  글 로 벌 화 의  주 요  개 념 , 범 위 , 효 과  및  최 근  동 향 에  대 해 서 는  김 기 국 (2010a )에  상 세 하 게  제 시 되 어  있 다 .
2 ) 아 직 까 지  국 내 에 서 는  전 반 적 인  대 개 도 국  과 학 기 술 협 력 의  규 모 와  비 중 이  낮 은  수 준 에  머 물 러  있 고 , 협 력  효 과  및  

필 요 성 에  대 한  인 식 과  관 심 이  저 조 하 며 , 기 존  협 력  성 과 에  대 한  만 족 도  역 시  미 흡 한  실 정 이 다 (김 기 국 , 2008b ). 
이 는  대 아 프 리 카  과 학 기 술 협 력 의  경 우 에 도  거 의  마 찬 가 지 이 며 , 아 울 러  지 금 까 지  한 -아 프 리 카  과 학 기 술 협 력 을  주
제 로  다 룬  연 구 도  김 기 국 (2010b ), 송 치 웅 ·김 기 국  외 (2010 ) 등  비 교 적  최 근 에  이 루 어 진  소 수 에  불 과 하 고 , 특 히  그  
연 구 방 법 이 나  범 위 가  제 한 적 이 라 는  한 계 가  두 드 러 진 다 . 이 는  지 금 까 지  아 프 리 카 를  포 함 , 전 반 적 인  개 도 국  대 상  
협 력  자 체 가  학 문 적  및  정 책 적 으 로  높 은  평 가 를  받 거 나  특 별 한  주 목 의  대 상 이  되 지  못 했 기  때 문 이 라 고  이 해 할  
수  있 다 .

3 ) 이 를  통 해  기 존  글 로 벌  O D A에  가 해 지 고  있 는  비 판 적  평 가 , 즉  수 원 국 의  여 건 과  수 요 에  대 한  심 층 적  고 려 가  부
족 하 다 거 나  “넓 은  사 막 에  물 을  뿌 리 는 ” 단 순  시 혜 형 으 로  추 진 된 다 거 나  개 도 국 에  미 치 는  근 본 적  효 과 가  미 흡 했
다 거 나  하 는  제 반  부 정 적  평 가 를  불 식 하 고 , 한 국  고 유 의  O D A  모 델 을  “지 하 수 와  연 결 된  펌 프 에  마 중 물 을  붓 는 ” 
문 제  해 결 형 으 로  제 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김 기 국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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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9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6) 개최를 포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광범위하고도 구조적인 빈곤과

기아, 정치 및 사회적 갈등, 취약한 국가시스템, 국가 결속력의 결여, 비산업화, 국민

적 개발의지의 결여와 같은 심각한 저개발 문제에 공통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 현대화 및 효율적 거

버넌스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체 고급인재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 유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과 관련 지식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당위성

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주요 개도국들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자국에 적극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

의 협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 역시 대외 협력

의 관점에서 자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경험을 전수받는데 매우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

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는 아프리카 과학기술의 현황에 대한 이해 및 기초정보의

축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추진에도 큰 애

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기반의 구축 및 지속적 협

력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효과적 정책

대응을 위한 큰 틀과 전략을 도출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먼저 아프리카 과학기술의 현황 및 대외협력

수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아프리카 및 한국 양측 입장에서의 한-아프리카 과학기술

4 ) 예 를  들 어  2008년  7월  일 본 에 서  개 최 된  G -8  정 상 회 담 의  경 우  G -8  정 상  외 에 도  아 프 리 카  8개 국  등  총  14개  개
도 국  정 상 이  함 께  참 여 했 으 며 , 이  자 리 에 서  특 히  아 프 리 카 의  빈 곤  퇴 치  및  개 발  지 원  문 제 를  주 요  의 제 로  논 의
한  바  있 다 .

5 ) 중 국 과  아 프 리 카 의  교 역 은  2000년  100억  달 러  규 모 에 서  2010년  1 ,200억  달 러  규 모 로  무 려  12배 나  대 폭  증 가 했
으 며 , 중 국 의  대 아 프 리 카  원 유  수 입  비 중 도  1995년  11% 에 서  2010년  23% 로  두  배  이 상  늘 어 났 다 . 중 국 의  대 아
프 리 카  투 자 는  이 른 바  해 외 진 출 (走出去) 장 려  정 책 이  도 입 되 고  중 국 -아 프 리 카  협 력  포 럼 (CACF)이  창 설 된  2000
년  이 후  본 격 화 되 기  시 작 해 서 , 2010년  현 재  최 소 한  2 ,000개  이 상 의  중 국  기 업 이  49개  아 프 리 카  국 가 에  진 출 해
서  다 양 한  분 야 를  대 상 으 로  비 즈 니 스  활 동 을  영 위 하 고  있 는  것 으 로  알 려 지 고  있 다 (박 영 호 , 2011 ).

6 ) KO AFEC은  2006년  출 범 한  한 -아 프 리 카  경 제 협 력  협 의 체 로 서 , 격 년 마 다  개 최 되 는  장 관 급  회 의 와  운 영 기 구 인  
KO AFEC  자 문 단  및  사 무 국 (기 획 재 정 부 , 아 프 리 카 개 발 은 행 ,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으 로  조 직 되 어  있 다 . A ctio n  P lan을  
통 해  경 제 개 발 경 험  전 수 , 인 프 라 /자 원 개 발 , IT , 인 력 개 발  등 의  중 점  협 력 분 야 에 서  구 체 적 인  협 력  사 업 을  발 굴 , 추
진 하 는  성 과  지 향 적  경 제 협 력  협 의 채 널 이 다 . 지 난  2010년  9월  14일 부 터  17일 까 지  서 울  신 라 호 텔 에 서  열 린  
KO AFEC  장 관 급  회 의 는  2006년 과  2008년 에  이 은  3차  회 의 인  바 , 아 프 리 카  42개 국 으 로 부 터  경 제 , 에 너 지 , 건 설 , 
IT , 교 육  및  과 학 기 술 장 관 들 이  다 수  참 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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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정책환경을 검토한 다음, 그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

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및 기본 틀을 논의하기로 한다.

2.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현황 및 대외협력 수요

가.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

프리카의 과학기술 수준, 과학기술 자원, 과학기술 시스템 및 과학기술 인력 양

성 구조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축적되지 못했고, 따라서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 더 많

은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보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개략적이나마 아프리카 과학기술의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먼저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첨단기

술제품 수출액, 첨단기술제품 수출 비중, 과학기술저널 등록 논문 수, 거주자 특

허출원 수의 4대 지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저

조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

일부 국가만이 예외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참조).

다음 아프리카의 과학기술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

술투자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역시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고 대다수 국가에서

관련 통계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통계도 남아프

리카공화국과 튀니지 2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우 유의미한 과학기술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또한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관련 시스템, 제도 및 인프라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체계적인 국가별 통계를 확보하기 곤란하다. 이밖에 과학기술인력 양성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국가 자체

가 그다지 많지 않고, 다음으로는 이들 국가들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기획, 입안,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표

2-3> 참조).



- 14 -

<표 2-1> 아프리카 국가별 주요 과학기술 수준 지표

국가명 첨단기술제품 
수출액(백만 달러)

첨단기술제품
수출 비중

과학기술저널
등록 논문 수

거주자
특허출원 수

가나 5 1% 81 -

가봉 71 32% - -

감비아 0 2% - -

나미비아 83 5% - -

나이지리아 62 8% 362 -

남아프리카공화국 1,859 6% 2,392 0

니제르 4 14% - -

르완다 1 16% - -

마다가스카르 7 1% - 4

말라위 2 2% - -

모리셔스 112 8% - -

모로코 858 9% 443 178

모잠비크 3 2% - -

베냉 0 0% - -

보츠와나 16 0% - -

부룬디 1 4% - -

세네갈 22 4% 83 -

수단 0 1% - -

스와질랜드 0 0% - -

알제리 11 2% 350 84

에티오피아 4 3% 88 -

우간다 24 11% 93 6

이집트 5 0% 1,658 516

잠비아 9 2%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 0% - -

짐바브웨 48 3% - -

카메룬 3 3% 131 -

케냐 81 5% 226 38

코트디부아르 460 32% - -

탄자니아 5 1% 107 -

토고 0 0% - -

튀니지 565 5% 571 56

주 : 과학기술저널 등록 논문 수는 2005년, 나머지는 모두 2007년 기준

자료 : World Bank(2009)의 국별 내용을 취합, 김기국(2010b)의 관련 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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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아프리카 국가별 주요 과학기술자원 지표

국가명 인구 100만명당
연구자 수

인구 100만명당
기술자 수

GDP 대비
R&D 투자 비중

감비아 28 17 -

남아프리카공화국 361 109 0.92%

니제르 8 10 -

레소토 10 11 0.06%

리비아 361 493 -

마다가스카르 43 6 0.16%

모로코 - - 0.66%

모리셔스 - - 0.38%

모잠비크 - - 0.50%

보츠와나 - - 0.39%

부르키나파소 22 16 0.17%

세네갈 - - 0.09%

수단 - - 0.28%

알제리 170 35 0.07%

에티오피아 20 10 0.20%

우간다 - - 0.19%

이집트 - - 0.19%

잠비아 - - 0.03%

카메룬 26 - -

코트디부아르 68 - -

콩고 32 35 -

콩고민주공화국 - - 0.48%

튀니지 1,450 41 1.03%

주 : 2000-2006년도 통계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수치

자료 : World Bank(2009)의 국별 내용을 취합, 김기국(2010b)의 관련 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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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고등교육
참가율

고등교육 참가 
인원 수(천명)

과학 전공자
비중

과학 전공자
여학생 비중

교원 수
(천명)

가나 6 140 - - 4

기니 5
(2006년)

43
(2006년)

19.4
(2006년)

16
(2006년)

1
(2006년)

나미비아 6
(2006년)

13
(2006년) - - 0.8

(2006년)

나이지리아 10
(2005년)

1,392
(2005년) - - -

남아프리카공화국 15
(2006년)

741
(2006년)

10.4
(2006년)

44
(2006년)

44
(2006년)

니제르 1 11 6.2 7 1
(2006년)

레소토 4
(2006년)

9
(2006년)

23.2
(2005년)

54
(2005년)

0.6
(2006년)

르완다 3
(2005년)

26
(2005년) - - 2

(2005년)
마다가스카르 3 58 11.5 33 3

말라위 0.5 6 - - 0.9
말리 4 51 - - 1

모로코 11 369 22.2 41 18
모리셔스 14 14 11.4 46 -
모리타니 4 12 6.2 21 0.4

모잠비크 1
(2005년)

28
(2005년)

13.9
(2005년)

21
(2005년)

3
(2005년)

베냉 5
(2006년)

43
(2006년) - - -

보츠와나 5 11 - - 0.5
부룬디 2 16 - - 1

부르키나파소 3 42 16.1 15 2
세네갈 8 91 - - -

스와질랜드 4
(2006년)

6
(2006년)

5.7
(2006년)

36
(2006년)

0.5
(2006년)

알제리 24 902 7.7 61 32
앙골라 3 49 - - 1

에티오피아 3 210 7.0 23 8
이집트 35 2,594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1
(2006년)

4
(2006년) - - -

지부티 3 2.2 22.6
(2006년)

22
(2006년) 0.1

차드 1.2
(2005년)

10
(2005년) - - 1

(2005년)
카메룬 7 132 18.7 - 3

카보베르데 9 5 - - 0.6
케냐 3 140 - - -

코트디부아르 8 157 14.7 18 -
콩고민주공화국 4 238 - - 17

탄자니아 1 55 15.2
(2005년)

24
(2005년) 3

토고 5 33 - - 0.5

튀니지 31 326 14.8
(2006년) - 18

<표 2-3> 아프리카 국가별 주요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반 지표

주 : 별도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모두 2007년 기준

자료 : UNESCO(2010)의 국별 내용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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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

준이 낮은 것은 물론 인력, 투자 등의 과학기술자원과 과학기술 관련 시스템,

제도 및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아울러 개별 국가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

난다. 이로 인해 현재의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전된 기술을 소화 및 개량하여 국내에 토착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크게 뒤처

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학기술시스템은 대부분 본격적인 형성 이전 단

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

에는 이르지 못하고 아직 기존 외부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

히 과학기술정책 역시 이제 겨우 그 정책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운영기조에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 대외협력 수요

다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 등 외국과 현재 과학기술협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외 과학기술협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슈는 무엇

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다만 제한적이나마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지금까지 파악된 여러가

지 파편적 내용들을 종합해서 유추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에서 대외 과

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프리카가 중장기적으로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자주적으로 도모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로 귀착될 것이다. 따

라서 아프리카와 외국이 상호간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상

생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선행 작업이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한다면 기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개도국과 발전단

계의 격차 및 시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에서 적합하거

나 필요한 과학기술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

적된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발전을 실현

하는데 현실적으로 크게 기여했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경험 및 노하우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견인차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 주목된다(김기국, 2009).

결과적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을 위해서

는 아프리카 개별 국가 입장에서의 협력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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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맞은 맞춤형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

한 상생형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3.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정책 환경

가. 아프리카 측 정책 환경

우선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은 “이질성”과 “저개발”의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김기국, 2010b). 이로 인해 일부 소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사회 및 경제가 전반적인 자체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

과 환경들이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과학기술 자체의 수준이 낮고 그 발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

로 과학기술친화적인 환경 조성 역시 부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프리카 과학기술의 경우 전반적 과학기술 수

준이 낮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아울러 과학기술협력 관련 정책이슈를 도출

하기도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하기 위한 과학기술 차원에서의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송치웅·김기국 외(2010)가 제시한 국력

지수, 최소필요지수, 경제활동지수, 물적자본지수, 인적자본지수, 경기안정지수의

6대 거시 지표7)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분야별 거시적 역량을 총량적으로 검토

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 앞에서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현황을 검

토한 결과와 유사하게, 일부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면 6대 지표의 전반적 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국가별 편차도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표

2-4>-<표 2-9> 참조).

따라서 분야별 거시적 역량의 관점에서 평가하더라도 한-아프리카 과학기술

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개별 국가별로 협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맞춤형 과학기술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필

요성이 거듭 제기됨을 알 수 있다.

7 ) 각  지 표 의  정 의  및  정 확 한  산 출  공 식 은  송 치 웅 ·김 기 국  외 (2010 )에  상 세 하 게  제 시 되 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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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아프리카 국가별 국력지수 순위

순위 국가명 면적 인구 GDP 총합

1 나이지리아 0.369 1.000 0.722 0.697 

2 이집트 0.400 0.528 0.963 0.630 

3 남아프리카공화국 0.486 0.328 1.000 0.605 

4 알제리 0.950 0.229 0.499 0.559 

5 수단 1.000 0.275 0.189 0.488 

6 콩고민주공화국 0.936 0.460 0.043 0.480 

7 에티오피아 0.441 0.571 0.154 0.389 

8 리비아 0.702 0.042 0.188 0.311 

9 짐바브웨 0.156 0.076 0.679 0.304 

10 앙골라 0.497 0.085 0.232 0.272 

11 탄자니아 0.378 0.275 0.116 0.256

12 모로코 0.178 0.209 0.299 0.229

13 니제르 0.506 0.102 0.020 0.209

14 케냐 0.231 0.261 0.129 0.207

15 말리 0.495 0.090 0.030 0.205

자료 : 송치웅·김기국 외(2010)

<표 2-5> 아프리카 국가별 최소필요지수 순위

순위 국가명 사망률 유아사망률 HIV
감염률

절대
빈곤선 GPI 총합

1 리비아 0.000 0.057 0.010 0.000 0.111 0.051 

2 튀니지 0.087 0.062 0.002 0.000 0.093 0.052 

3 이집트 0.071 0.090 0.002 0.160 0.185 0.138 

4 모로코 0.064 0.104 0.002 0.097 0.269 0.154 

5 보츠와나 0.247 0.002 0.916 0.291 0.000 0.204 

6 가나 0.277 0.232 0.072 0.268 0.167 0.205 

7 모리셔스 0.154 0.000 0.064 0.008 0.611 0.269 

8 탄자니아 0.444 0.340 0.237 0.364 0.231 0.304 

9 마다가스카르 0.229 0.250 0.002 0.542 0.352 0.351 

10 알제리 0.060 0.092 0.002 0.198 0.704 0.356 

11 카보베르데 0.136 0.174 0.000 0.288 0.611 0.362

12 말라위 0.523 0.439 0.455 0.580 0.120 0.364

13 부르키나파소 0.478 0.430 0.060 0.496 0.343 0.383

14 토고 0.268 0.266 0.125 0.313 0.611 0.404

15 세네갈 0.307 0.278 0.037 0.593 0.426 0.410

자료 : 송치웅·김기국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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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활동지수 순위

순위 국가명 15-64세 
인구 인당 GDP GDP

성장률 제조업 GDP 총합

1 남아프리카공화국 0.796 0.681 0.538 1.000 0.782 

2 모리셔스 1.000 0.847 0.522 0.026 0.581 

3 튀니지 0.987 0.542 0.565 0.131 0.557 

4 알제리 0.960 0.479 0.548 0.139 0.535 

5 이집트 0.658 0.403 0.538 0.427 0.514 

6 리비아 0.653 1.000 0.505 0.021 0.503 

7 모로코 0.778 0.306 0.575 0.219 0.475 

8 보츠와나 0.600 0.826 0.591 0.008 0.466 

9 앙골라 0.258 0.597 1.000 0.067 0.417 

10 나미비아 0.547 0.431 0.565 0.015 0.368 

11 가봉 0.267 0.938 0.414 0.010 0.353

12 수단 0.396 0.146 0.688 0.058 0.303

13 가나 0.502 0.090 0.602 0.026 0.297

14 나이지리아 0.338 0.153 0.661 0.082 0.289

15 스와질란드 0.444 0.292 0.446 0.023 0.288

자료 : 송치웅·김기국 외(2010)

<표 2-7> 아프리카 국가별 물적자본지수 순위

순위 국가명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순수출 
비율

포장도로
비율

TV 소유
비율

인터넷
사용률 총합

1 알제리 0.736 0.366 0.697 0.947 0.356 0.604 

2 나이지리아 1.000 0.172 0.134 0.255 0.214 0.512 

3 리비아 0.433 0.446 0.564 0.511 0.144 0.429 

4 남아프리카공화국 0.674 0.092 0.158 0.606 0.250 0.399 

5 이집트 0.331 0.094 0.807 1.000 0.432 0.384 

6 콩고 0.065 1.000 0.033 0.266 0.106 0.367 

7 앙골라 0.337 0.601 0.088 0.074 0.119 0.343 

8 모리셔스 0.000 0.075 1.000 1.000 0.897 0.312 

9 튀니지 0.028 0.056 0.652 0.968 0.809 0.271 

10 가봉 0.051 0.518 0.086 0.596 0.170 0.261 

11 모로코 0.003 0.000 0.612 0.809 1.000 0.243

12 수단 0.130 0.132 0.351 0.149 0.302 0.172

13 짐바브웨 0.037 0.067 0.175 0.319 0.371 0.122

14 케냐 0.061 0.058 0.125 0.319 0.252 0.111

15 세네갈 0.005 0.028 0.280 0.415 0.216 0.102

자료 : 송치웅·김기국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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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아프리카 국가별 인적자본지수 순위

순위 국가명 식자율 중등교육
참여율

교육 관련 
지출 비중 연구자 수 R&D

투자 비중 총합

1 튀니지 0.809 0.885 0.541 1.000 1.000 0.847 

2 남아프리카공화국 0.941 1.000 0.406 0.249 0.893 0.698 

3 보츠와나 0.885 0.792 0.609 0.000 0.379 0.533 

4 모리셔스 0.919 0.917 0.293 0.000 0.369 0.500 

5 레소토 0.924 0.385 1.000 0.007 0.058 0.475 

6 모로코 0.570 0.583 0.414 0.000 0.641 0.441 

7 리비아 0.900 0.979 0.000 0.249 0.000 0.426 

8 케냐 0.927 0.958 0.218 0.000 0.000 0.421 

9 스와질란드 0.889 0.490 0.571 0.000 0.000 0.390 

10 알제리 0.761 0.865 0.000 0.117 0.068 0.362 

11 콩고민주공화국 0.732 0.344 0.000 0.000 0.466 0.308

12 나미비아 0.926 0.615 0.000 0.000 0.000 0.308

13 잠비아 0.878 0.448 0.113 0.000 0.029 0.294

14 마다가스카르 0.751 0.271 0.256 0.030 0.155 0.292

15 짐바브웨 0.988 0.417 0.000 0.000 0.000 0.281

자료 : 송치웅·김기국 외(2010)

<표 2-9> 아프리카 국가별 경기안정지수 순위

순위 국가명 외채 비중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총합

1 알제리 0.000 0.118 0.098 0.063 

2 나미비아 0.050 0.030 0.134 0.079 

3 리비아 0.039 0.327 0.000 0.081 

4 모로코 0.092 0.088 0.084 0.088 

5 차드 0.096 0.130 0.087 0.099 

6 이집트 0.059 0.085 0.160 0.105 

7 베냉 0.076 0.187 0.099 0.108 

8 보츠와나 0.060 0.059 0.199 0.115 

9 가봉 0.120 0.220 0.071 0.121 

10 카메룬 0.051 0.327 0.089 0.121 

11 니제르 0.174 0.114 0.084 0.126

12 나이지리아 0.016 0.028 0.287 0.127

13 우간다 0.050 0.371 0.139 0.150

14 남아프리카공화국 0.113 0.255 0.138 0.152

15 말리 0.139 0.327 0.082 0.154

자료 : 송치웅·김기국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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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측 정책 환경

한편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대외 과학기술협력이 주로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

시키려는 목적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을 선진국으로

부터 국내로 도입하는 협력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상대적으로 대개도국 과학기

술협력 관련 고려는 주요 관심 대상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1990년

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외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독자적인 형태와 방식으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

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규모와 비중은 미흡한 수준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내의 기존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대

부분 소규모이고, 이에 더해서 비교적 일방향적이고 시혜적인 시각에서 추진되

고 있으며, 양국의 과학기술자원을 상호간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에 함께 활용

하려는 쌍방향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

내 과학기술 분야의 ODA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과학기술예산의

0.4%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표 2-10> 참조).

<표 2-10> 국내 과학기술 ODA 규모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2012년 2015년

과학기술 ODA
/과학기술예산

0.31% 0.31% 0.38% 0.50%

과학기술 ODA 82억원 97억원 145억원 281억원

과학기술예산 2조 6,767억원 3조 1,255억원 3조 8,102억원 5조 6,179억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이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존 협력이 일부

소수 국가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반적인 활동도 미미한 수준이며, 세

부 내용 측면에서는 무상기술원조에 의한 기술훈련생 초청 훈련, 기술전문가 파

견, 기술지도 등의 단순 협력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아프

리카를 대상으로 한 ODA 규모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

물러 있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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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AC 회원국들의 대아프리카 ODA 규모 추이 비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4.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현황, 대외협력 수요 및 이슈,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 정책 환경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향후 추

진방향 및 기본 틀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상생형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관계의 확립”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는 첫째, 자체 과학기술시스

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과 둘째, 자체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지원과 교

류 확대의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아

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추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융합형“ 협력의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과학기술 분야라는 테두

리 안에서의 단순 교류 차원을 뛰어넘어, 더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관점 및 인식

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 교육,

환경, 국방 등 전반적인 대외정책을 묶어 범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접

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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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추진방향 및 기본 틀(예)

비  전

지속가능한 상생형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관계 확립


목  표

○ 자체 과학기술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자체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지원과 교류 확대


4대 기본방향

○ 융합형 협력의 추진     ○ 거점형 협력의 추진

○ 맞춤형 협력의 추진     ○ 연계형 협력의 추진

자료 : 김기국(2010b)의 내용을 일부 수정

특히 교육과 과학기술을 연계한 이른바 ”교육-과학기술 융합형“ 협력사업의 기획

이 필요하다8). 이는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장기적

이고 효과적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즉 협력의 시각을 과학기

술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육 분야와 결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도

출하고 집행하자는 취지이다9).

둘째, “거점형” 협력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아프리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주요

권역별로 각기 다른 협력 추진방향의 정립과 함께 중점 협력국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8 ) 이 러 한  교 육 -과 학 기 술  융 합 형  협 력 사 업 의  의 의  및  기 본  아 이 디 어 는  김 기 국 (2008a ) 및  김 기 국 (2009 )에  잘  제 시 되
어  있 다 . 특 히  기 존  교 육  O D A의  경 우  99% 의  국 민 을  대 상 으 로  한  “만 민 평 등 형  교 육 ”에  초 점 을  두 고  있 어 , 상 대
적 으 로  정 보 화  시 대  및  지 식 기 반 사 회 를  이 끌 어 갈  소 수 의  핵 심 인 재  양 성 에  대 한  관 심 이  부 족 한  실 정 인  바 , 이 를  
보 완 하 기  위 해  1% 의  “핵 심 인 재  확 보 형  교 육 ”을  목 표 로  하 는  교 육 -과 학 기 술  융 합 형  O D A  사 업 을  신 규 로  기 획 하
고  운 영 할  필 요 가  있 다 는  점 을  지 적 하 고  있 다 (김 기 국 , 2011 ).

9 ) 예 를  들 어  아 프 리 카 의  일 정  권 역  전 체 를  아 우 르 는  최 고  수 준 의  과 학 기 술 대 학 을  기 획 하 고  설 립 하 며 , 5년  내 지  
10년 에  걸 쳐  그  운 영 과  인 력 양 성  등 을  지 원 하 는  종 합 적 인  사 업 을  과 학 기 술 국 제 협 력 사 업 , 교 육 개 발 협 력 사 업 , 공
적 개 발 원 조 (O D A ) 사 업  등 의  다 양 한  사 업 들 을  복 합 적 으 로  연 계 해 서  추 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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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각 권역에 속한 다양한 다수의 국가들을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묶어, 일정 지역을 특정 중점 협력국가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거점형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셋째, “맞춤형” 협력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는 아프리카의 주요 권역별 및 지정

된 중점 협력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아

프리카의 경우 권역별 및 54개 국가별로 제각기 다른 수요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맞춤형 로드맵의 작성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감안하고 반영하지 않고서는 장기

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협력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연계형”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양성된 아프리카 현지의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인력들을 국내의 다양한 외국인력 유

치 및 활용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진학 또는 취업하도

록 하고 다시 궁극적으로는 국내 경제 및 과학기술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

미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가운영기조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협력의 추진을 위

한 기본 틀과 실천전략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10).

5. 종합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할 때 향후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은 앞서 본 연구의 2장 1절에서 제시되었던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

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

이란 과학기술 인프라11)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협력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연계하여 이공계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

에 혹은 순차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

책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것이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기본적인 틀이 된

다. 그리고 이 같은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1 0 ) 이 를  위 해  예 를  들 어  “한 국 형  과 학 기 술  O D A ”를  중 심 으 로  대 아 프 리 카  대 외 정 책 의  전 반 적 인  틀 과  패 러 다 임 을  
개 편 할  필 요 가  있 다 . 즉  기 존  O D A 나  외 교 , 통 상 , 교 육 , 과 학 기 술  등 의  독 자 적  분 야  테 두 리 를  뛰 어 넘 어  이 들 을  
모 두  종 합 적 으 로  다 루 도 록  국 가 운 영 의  기 조  및  관 점 을  근 본 적 으 로  전 환 하 는  노 력 이  필 요 하 다 는  의 미 이 다 (김 기
국 , 2009 ). 이 는  특 정  분 야 의  개 별  테 두 리  안 에  갇 힌  상 태 로 는  범 국 가 적 인  정 책  시 너 지  효 과  창 출  및  거 시 적  
효 율 성  제 고 가  불 가 능 하 기  때 문 이 다 . 예 를  들 어  경 제 발 전 경 험 공 유 사 업 (KSP ; Know ledge  Sha ring  P rog ram )의  경
우  지 난  2004년 부 터  2010년  말 까 지  진 행 된  총  200건 의  사 업  가 운 데  과 학 기 술 과  직 접  연 계 되 는  사 업 은  단 지  
4% 에  해 당 하 는  8건 에  불 과 한  실 정 인  바 , 과 학 기 술  분 야 를  적 극  활 용 한  신 규  사 업 의  개 발 을  통 해  개 도 국 의  수
요 를  만 족 시 키 고  KSP  사 업  자 체 의  정 책  효 과  제 고 도  달 성 할  수  있 을  것 이 다 (김 기 국 , 2011 ).

1 1 ) 이  때  과 학 기 술  인 프 라 는  기 본 적 으 로  이 공 계  고 등 교 육  및  연 구 개 발  수 행 에  필 요 한  기 자 재 , 장 비 와  설 비  및  시
설 을  포 괄 하 는  개 념 으 로  사 용 되 는 데 , 따 라 서  협 의 의  개 념 으 로 는  기 자 재 , 장 비 , 설 비  및  시 설 을  의 미 하 고 , 광 의
의  개 념 으 로 는  교 육  및  연 구 기 관  구 축 을  의 미 하 는  것 으 로  해 석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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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전략 및 정책 컨설팅의 세 가지 핵심요소

가 각 요소별 수행주체에 의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와 동시에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같은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효율

적으로 추진체제를 설계하고 이 추진체제가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모니

터링과 평가를 전담하는 주무부처가 지정되어야 한다. 이 부처는 구체적으로 중점

협력국가의 선정 및 협의, 협력국가의 수요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 가능성

파악,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기획, 이공계 교원 및 연구자 파견 및 상대국 우수 과학

기술인력 유치, 협력의 진행과정 모니터링, 성과 평가 및 프로젝트 확산 등의 다양한

활동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자 간 협력과 함께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간 협력을

동시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개발협력 경험, 인력 및 재정에 있어서 한계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간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공계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및 설비가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장비 지원과 같은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과학기술협력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보다는 과학기술 기반의 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이와 함께 고등교육을 통한 과

학기술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

력의 추진이 더욱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방식으로서 패키지형 과학기

술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물자 지원 중심의 전통적인 개

발협력은 수원국의 현지 사정이 반영되기 어려운 탓에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

가 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및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계속 제

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제도, 조직 구축, 장비 및 설비 지원 등의 과학기

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공계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

다.

결국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추진은 기존의 파편적 프로젝트(fragmented

project)에서 종합적 프로그램(comprehensive program)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패키지형 협력을 통해 과거 장비 제공 위주의 일방향적인 지원 위주 협력에

서 벗어나, 개도국과의 공동연구개발 활동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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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측면도 중요하다. 즉 패키지형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채택은 개도국을 단

순한 원조 대상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개발 활동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

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 파트너”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협력 모델에 있어서의 근

본적인 인식 전환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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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과학기술 ODA

(김찬중 박사 저)

1. 서론

가. 새천년개발목표 (MDGs)

UN은 2000년에 들어 전 세계 빈곤극복을 위한 통합적 목표인 새천년개발목

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1)

를 설정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절반으로 줄임, 전반적인 초등교육의 달성,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확대,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성건강의 개선, HIV 및 AIDS 등의 질

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장과 국제개발을 위한 전 세계 파트너십의 구축

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UN은 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2005년

기준 1700억 달러의 원조기금을 받았으나 각 국가들이 120억 달러를 더 부담해

야만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05년

이후 개도국지원금은 계속 줄고 있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2)

나. 공적개발원조자금 (ODA)

UN의 MDGs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중의 하나로 공적개발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3)을 들 수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이 빈곤으로

부터 해방되고 스스로 경제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금으로, 빈곤한 가계

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제와 공공투자의 재원조달을 돕는데 사용된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정부 간 빈곤 극복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농업 기자재 확충, 인프라 건

설, 교육 여건 마련, 주거지 제공, 과학기술 전수, 금융 산업 육성, 정부 행정확

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2) 우리나라는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1991년 1.1억 달러에 불과하던 원조규모가

2008년에는 약 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절대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 (ODA/GNI, Growth of National Income)이 2008년

기준 0.09%로서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한국은 1996년 가입)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2008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31%와 U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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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표치 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UN의 ODA 자금 확대 요청에

따라 한국은 2011년 0.13%인 ODA/GNI 비율(1조 6천 5백억원)을 2012년에는

0.15%(1조 8천 7백억원)로 늘이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분야의 ODA 사업예산

도 2015년에는 현재 451억의 2배인 867억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ODA 자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는 개도국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협력 모델을 개발하

고 유/무상 원조기관들과 협의해서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과제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2.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AT)이란

가. 의미와 근원

“ODA를 위한 적정기술”이란 말은 ODA 자금을 사용해서 개도국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정기술”이란 어떤 기술

을 말하는가? “적정기술”은 단순히 “기술(Technology)”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

니다. “적정(Appropriate)”이란 단어는 어떤 지역사회가 갖는 문화, 사회적 특성,

경제의 규모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려한 경제개념을 담고 있다. 영국

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현재와 같은 대단위 자본과 기술 집약에 기반을 둔 대형

경제체제 보다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작은 경제단

위에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4) 중간규모의 경제를 꾸려나가기에 적절한 기

술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중간기

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는 첨단기술보다는 중간정도의 기술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중간기술은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친 후에 “적정기술”로 다시 정의되었다. 슈마허는 적정기술이

개도국의 빈곤탈출과 지역사회개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965년에 직접 적정

기술 실행단체인 “중간기술개발그룹”(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 ITDG)를 설립해서 다양한 적정기술 활동을 수행했다.5)

나. 정의와 장단점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적정기술의 일반적인 정의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현지에서 나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의존성이 적다.

2)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3)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구자원이 보존되며 환경파괴가 적다.

4)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고 기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 노동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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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5) 작은 경제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에 적합하

다.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는 대규모 경제체제에 비해 생산성이나 효율성

은 떨어지지만 문제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작고, 운영방식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한국에서의 적정기술 활동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2000년에 들어서서 과학기술인들이 적정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5년에 한국에서 적정기술을 연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국내의 활

동이 시작되었다. 기독교 과학기술인 모임인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Christian

Forum in Science and Engineering, CFSE)6)과 교육과학부 비영리 단체인 “나눔과기

술”(Sharing and Technology Inc., STI)7)이 설립되어 국내의 적정기술의 건강한 정

착과 발전을 논의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시작했다. CFSE/STI는 한동대학교 공

학혁신센터와 협력으로 “소외된 90%을 위한 공학설계”를 주제로 매년 아카데미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개도국의 지역문화에 적합한 제품의 설계 및 제

작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그림 1). 또한 “국경없는과학기술인회”8)와 한밭대학교 적정

기술연구소에서도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는 ODA 자금으로 개도국에서 우물이나 다리, 학교 등을 건설해 주는

일과, 기술자 및 교육인력을 파견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9)와 같은 민

간구호단체들은 현지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빈민지역의 경제자립에 도움을 주고

자 노력하고 있다. 대안기술의 영역에서는 대안기술센터10)가 경남 산청에 세워져 다

양한 친환경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인 특허청이나 환경청에서도 친환

경 대안기술인 적정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아카데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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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사례

STI가 특허정보를 활용해 수행한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적기술 활동을 소개하기

로 한다. STI는 2010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개발” 제목의

과제를 용역을 받아 아프리카 차드공화국의 대체연료와 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진행

했다. 이 과제는 STI, 특허청 다자협력팀과 굿네이버스의 협력과제로 차드 현지 재

료를 활용한 사탕수수 숯 성형탄과 건망고(건조 망고) 제조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했

다. 특허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전문인 단체인 STI가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차드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지원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이

기술의 사업화를 맡아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및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기술과 장비

의 개발, 조달과 소규모 플랫폼 제작까지가 STI의 담당업무이었고, 사업화와 현지기

업 설립은 굿네이버스에서 추진했다. 이를 위해 STI에서는 적정기술을 통해 사탕수

수 숯 성형탄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굿네이버스에서는 현지인에게 저렴한 가격으

로 성형탄을 공급하여 조리용 연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건망고의 경우는 기존

에 개발되어 확립된 제조공정(예를 들면, 국내 또는 동남아업체 벤치마킹)을 차드 현

지에 적용해서 기업을 세우고, 브랜딩 지원을 통해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고가

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가. 사탕수수 숯 성형탄 사업

사탕수수 및 옥수수 대를 활용하여 숯을 제작하는 기술은 중앙아메리카 서인

도 제도 국가인 아이티를 대상으로 미국 MIT D-Lab.11)에서 연구된 기술이다.

아이티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산림의 90%가 벌목으로 사라졌다. 나

무를 태울 때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질

소 등은 급성 호흡기 질환, 만성 폐질환, 폐결핵 등을 일으킨다. MIT D-Lab.은

벌목에 의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연료를 개발하고자 사탕수수를 원

료로 한 숯 제조연구를 시작했다.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국에서 설탕 생산용으

로 사탕수수가 대량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허를 조

사한 결과 사탕수수 대를 원료로 한 숯 제조기술은 이미 잘 알려진 기술이어서

로열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이티와 차드의 외적 상황은 매우 유사하

다. 아프리카 차드 지역에서도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므로 현지에서의 원료 확

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차드도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문

제가 되고 있어 대체연료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0년 5월에 착수회의를 하였고, 차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 팀이

3 차례 차드를 방문하였으며, STI 적정기술 연구팀은 한국의 연구실에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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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그림 2)을 확립하였다. 이후 차드 현지에서 실증실험을 수행하였고, 각 공

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제작하였다. 국내 실험실에서는 숯 가공장비 제작과 예비

실험을 통해 차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또한 실

무수행 인력의 차드 장기체류를 통해 국내 연구결과를 차드 현지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 현장에 적용한 사탕수수 성형탄 제조공정.

기술개발과 더불어 원료의 수급과 장비의 현지화를 논의하였다. 현지 거점 도

시마다 사탕수수 밭이 많아 원료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숯 가마통

으로 사용되는 폐오일 드럼은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대량생산을 위해 가마형태

로의 개량화가 필요했다. 성형탄 제조에 필요한 바인더는 현지에서 재배되는 값

싼 녹말식물인 카사바를 사용하기로 했다.

STI의 개발팀이 아프리카 차드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의 환경, 문화를 이해하

였고, 그들의 환경에 적합한 공정을 개발, 적용하고자 하였다. 사탕수수 숯 제

조, 분쇄, 바인더 제조, 성형, 건조 등 공정조건의 확립과 공정장비의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그림 3). 모든 공정개발은 현지인들에 대한 기술 보급과 생

산에 의한 판매를 목표로 하였다. 성형탄 제조공정을 차드 현지에 적용해 본 결

과, 단시간에 음식을 조리가 가능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지인

들의 반응도 좋았으며 연기 문제와 취사용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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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I에서 개발한 반자동 탄 성형기와 제조된 성형탄.

본 과제결과를 활용해서 차드 현지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성형탄을 제

조해서 판매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사탕수수 탄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료의 개발과 더불어 탄을 연소시키는 화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차드 현지에서 사용되는 화덕은 열효율이 매우 낮은 형

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량작업이 필요하다. STI에서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아프리카 현지 국제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 전달하였고, 굿네이버스는 이 기

술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현지인을 고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4).

[그림 4] 한국에서 개발한 숯 성형기를 직접 운전해 보는 현지 주민들

나. 저장식품으로서의 건망고 제조기술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의 남부지역에는 망고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지만 보

관 기술과 시설이 없어 망고시즌인 3-6월 사이에만 먹을 수 있다. 식량이 부족

한 아프리카 차드에서 건망고는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 건망고를 제조하려면

망고가 열리는 짧은 기간(3-4개월)에 망고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건조해야 한

다. 건망고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인 당침(설탕 절임)에 필요한 설탕은 사탕수수

가 이 지역에 널리 재배되고 있어 확보에 문제가 없다. 현재 차드에서 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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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망고는 인접국인 카메룬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1~2 kg 한 팩의 가격이

4,000 세파프랑(1달러 = 440 세파프랑)이다.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망고는 40

kg 한 자루의 가격이 10 달러 정도이다. 이미 건망고 제조기술(그림 5)은 적도

지방의 여러 나라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건망고

의 상품화에 특허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과제를 통해 부가

가치가 높은 건망고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

고자 하였다.

[그림 5] 건망고 제조과정.

차드의 건망고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차드 수도인 은자메나 지역에 적합한 지

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자 수행되었다. 생계 아이템인 건망고의 제조기술을 개발

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사회적 기업(Micro-enterprise)을 설립하여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개발과 생산품 판매를 통해 산업촉진을 촉진하여 생

계제품의 저가보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실험실에서 필리핀 산 망고를 원료로 건망고 공정실험을 진행하였고,

차드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망고를 사용하여 건망고를 제조하였다. 실험실

연구에서 건망고 제조공정의 기본 조건들을 확립하였고, 이 결과를 차드 현지에

서 제작한 당침기와 건조기에 적용해서 건망고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

다. 본 제조공정으로 현지에서 제조된 건망고는 현지인들의 기호와 입맛을 충족

시킬 수 있는 품질이었다(그림 6).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망고의 건조작업이었다.

현지에는 가용할 전력이 없었으므로 자연 일광을 이용한 건조작업을 해야 했다.

건조작업 중 일조량을 일정하게 하여야 상품으로 판매 가능한 건망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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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지만 하루 중의 일조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양질의 건망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양호

한 품질의 원료망고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사항임을 건망고 제조업체의 방문

및 협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건망고 제조 연구를 통해 차드에서 망고를 건조할

경우 망고의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져서 연중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

라 원료망고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수입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6] 건망고를 시식해 보는 현지 주민들

5. 맺는말

적정기술은 지역의 문화와 사회,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말한다. 몽골과 같은 추

운지방에 적합한 기술이 더운 열대지방의 적정기술이 될 수 없다. 적정기술은 개도

국의 지역사회개발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 논문에서는 STI가 수행한 특허정보를 활

용한 개도국(아프리카 차드공화국)에서의 적정기술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아프리카

차드공화국은 과도한 벌목으로 산림이 황폐되어 대체연료가 필요하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STI에서는 사탕수수 대를 활용한 대체연료 제조기술과 망고를 건조시켜

건망고를 제조하는 식품가공기술을 개발하여 현지 국제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을 통

해 현지인들에게 전수했다. 굿네이버스는 이 공정을 현장에 적용하여 현지인들과 함

께 사탕수수 숯 성형탄과 건망고를 제조하였다.

이번 STI의 적정기술 시범사업은 국가의 ODA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다. 정부, 국제개발 NGO와 과학기술개발 단체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적합한 기술(적정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방식이다. 학교와 병원 등의 건물들을

건설해 주고 과학기술을 전수해 주는 기존의 ODA의 사업과 더불어 현장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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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지역사회개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 NGO는 현장

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이 안정되면 적절한 시점에

지역민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이전해 줄 필요가 있다. 개발도

상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굳이 첨단기술일 필요가 없

다. 이런 분야에는 특허료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의 내용 중 “36.5도의 과학기술, 적정기술”(나눔과기술 저, 허원미디어)에

포함된 내용들은 해당 저자들을 글을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아프리카 차드공화국 기

술 보급 과제인 “특허를 활용한 적정기술개발”의 예산을 지원해 준 특허청에 감사를

드린다. 차드 현장에서의 적정기술 적용업무는 STI에서 파견한 박고담 연구원과 국

제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의 현장 실무팀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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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사업 내용

가. 본 사업은 가나, 베냉,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케냐, 모잠비크, 튀니지 등

아프리카 주요 연안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관측 및 자료처리 기술을 제공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해양오염, 연안침식, 해양

양식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운용해양학을 정착

하기 위한 해양과학 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국가와의 해

양과학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아프리카 지역 해양 전문가 대상 해양관측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가) 해양관측 및 자료 처리 기술 교육

(나) 해양침식 및 오염 모니터링 기술

(다) 원격 탐사 및 인공위성 자료 처리

(라) 수리 예측모델 개발 기술

(마) 해양양식 및 수산 기술

(2) 아프리카 해양과학기술 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 및 제안

(3)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기반 구축

2. 사업 참여 기관 간 업무 분장

가. 한국해양연구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해양관측망 역량강화 교육 훈련을 위

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 개최 계획 수립 및 실시

나. UNESCO/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기존 추진 중인 역량강화 활동 및 기

확보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아프리카 포럼 참가자 선정 및 현지 업무 연

락 협조

다. 베냉 정부 (환경부):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현지 지원 및 통역비, 리셉션 개

최비, 차량임차비 등 공동 개최경비 분담

라. IOCAFRICA (IOC Sub-Commission): 본 사업 공동추진 기관인 UNESCO

/IOC는 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 IOC

Sub-Commission인 IOCAFRICA(사무국장 Dr. Mika Odido)를 설립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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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무국을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한 거점으로서 활용하였음.

IOC 아프리카 GOOS에서 제안한 역량강화 사업

3.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실적

가. 개최장소: 베냉, 코토누 (Cotonou)

나. 회의 기간: 2012년 8월 8일-2012년 8월 10일

다. 일정:

8월 5일(일) 서울 - 파리 (AF 267)

8월 6일(월) 파리 - 베냉 (AF 804)

8월 7일(화) 베냉 환경부와 전체일정 협의 및 해안침식 현장 답사

8월 8일(수)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 개최

8월 9일(목) 오전: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계속)

오후: 대통령 면담 및 해양오염 현장 답사

8월 10일(금)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계속) 및 종료

8월 11일(토) 파리 - 서울(AF2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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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자:

(1) 한국 (8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변상경, 채장원, 김종만, 김현영, 양찬수),

해양기업협회 (명철수, 이윤균), 충남대 (박철)

(2) 아프리카 9개국: 베냉,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룬,

케냐, 모잠비크, 튀니지

(3) 국제기구: IOC, UNESCO, UNDP

* 세부 참가자 명단: <부록 1> 참조

마. 포럼 주요 내용

(1) 한국과 아프리카 참가국의 해양과학 현황 소개: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 가나, 베냉,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케냐, 모잠비크, 튀니지 등

참가국과 UNDP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소개 (동 발표 내용은 추후 이번

포럼 공동주최 기관인 UNESCO가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임)

* 한국 전문가 발표 내용 :

변상경 : 국제기구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 해양과학 기술협력 증진 방안

박 철 : 한국의 해양관측망 구축 현황과 전망

채장원 : 한국의 해양공학, 재생에너지로서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파력, bio-energy 등) 분야 한국의 연구동향

김종만 : 한국의 수산 양식과 바다목장화 기술

양찬수 :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양자료 처리 기술

김현영 : 한국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및 국제협력 추진 동향

명철수 : 소규모 조력 발전 관련 기술

* 아프리카 전문가 발표 내용 :

케냐, 모잠비크,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베냉, 카메룬, 미국, 튀니지,

UNDP 등 참여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해양과학 기술 현황을 발표

(2) 공동협력을 위한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Network 수립 및 향후 협력 방

향 설정

(가) 교류를 위한 Network 구성의 필요성 확인.

(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설치 필요성 확인

(다) 해양자료 질 관리, 자료 축적, 상호 교환의 필요성 인식

(라) 한-아프리카 공동연구의 추진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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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부일정 및 토의내용

8월 8일(수)

08:30-10:00 개회식 및 기념 촬영

- 베냉 환경부 Cesaire Gnangle 국장

- UNDP 베냉사무소 Hadji Fall 부소장

- IOC 변상경 의장

- 베냉 환경부 Blaise Onesiphore Ahanhanzo 장관

- 공동 개최자 (김현영/Justin Ahanhanzo)

* 베냉 환경부 (MEHU): Ministry of Environment, Habitat, and Urban Development

10:00 -10:30 Coffee Break

10:30 -13:30

¡ Plenary Session I: 개회식 및 Keynote Speech

(좌장: 변상경 박사)

- Olga Ichola(베냉 환경부): 포럼 진행 및 행정 사항 안내

- Justin Ahanhanzo(IOC)/김현영(KIOST): 포럼 개최 목적 및 배경 설명

- Prof. Adigun Ade Abiodun(USA) / Keynote Speech 1

아프리카의 관측망 현황과 미래, 특히 space science를 중심으로 remote sensing

의 중요성을 언급함.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의 야간 조명의 차이를 위성사진으로

보여주며 에너지 소비의 차이, 그로 인한 생산의 차이 등을 언급하며 위성 관측의

중요성을 강조

- 박철 교수(한국) / Keynote speech 2

한국의 해양과학의 과거, 현재를 소개하고 해양환경 분야의 현재와 향 후 지향점

을 설명함.

¡ Panel 1: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양과학 현황

• Ghana

- Dr. Klutse Browne (overview): 가나의 해양분야 활동 소개

- Naomi Obeng (remote sensing): 원격탐사현황 소개

- M. Patrick Essien (oil seep/spill): 유류오염 방제대책 소개

• Kenya

- Dr. Johnson Kazungu (Director, Kenya Marine &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케냐 수산 어획의 90%가 Victoria Lake에서 생산됨, 양식 증가 추세임. Artemia

생산 증가, Mangrove 증가(약 4000 에이커), Sea level rise 심각함, 빅토리아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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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면 하강. 전화를 이용 한 Electronic fish market system 소개, 연구결과를 생

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함.

13:30 - 14:30 중식

14:30 - 18:30

¡ Plenary Session 2: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양과학 현황

(좌장: Dr. Jean Folack/카메룬, IOCAFRICA 부의장)

¡ Panel 2: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양과학 현황 (계속)

• Nigeria

- Dr. Halilu Shaba Ahmad (Director, National Space Research & Development

Research Agency, NASRDA): 나이지리아 위성 (15년 수명) 2007년 발사

NIGERIASAT 1 이후 NIGERIASAT 2, 3, 4 계획

- Dr. Regina Folorunsho (Nigerian Institute for Oceanography and Marine

Research, NIOMR): Coastal Resources and Hazards와 원격탐사 연구 현황 설명

• Tunisie

- Dr. Cherif Sammari (National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INSTM): 북아프리카의 해양 강국인 튀니지 해양 과학 현황 소개 및 많은 부분에

서 한국과 협력의사를 밝힘.

• Korea

- 양찬수 박사 (KIOST):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양자료 관련 발표. 특히 베냉의 해안

침식과 관련하여 원격탐사로 추척이 용이함을 실례로 보임. 많은 아프리카 과학자

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 분야의 능력 배양에 한국의 역할 기대함.

• Senegal

- Dr. Hamet Diaw Diadhiou (세네갈 해양연구소 소장): 수산물(어류)이 중요한

식량자원임. 가뭄으로 육상 식물 자원 감소, 염분 증가 등 언급 후 한국과 아프리

카의 협력 중요성 언급. 특히 해양의 socio-economic aspect의 능력 배양 필요성

언급.

• Cameroun

- Dr. Jean Folack (카메룬 해양연구소장/ IOCAFRICA 부의장): 카메룬을 비롯한

중앙 및 서아프리카 국가(Congo, Gabon, 적도 Guinee 등)의 해양과학 현황을 소

개. Mangrove 파괴를 피하면 서 Shrimp 양식장을 유지하는 방안 등 시급한 현안

사안을 해결할 필요성 언급. 해양학자 부족함. 석유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문제, 연

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배양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과 지

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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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토론

- Hamet Diaw Diadhiou: 과학기술의 잇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생각해야한다고 언

급하며(GPS 언급), 경제사회적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성 강조.

- 나이지리아: 해양물리분야의 center of excellence 필요함. 어떻게 능력배양을 위해

협조할 것인지, 쌍방의 자료 교환이 아닌 일방의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한국이 어

떤 교류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하여온바, 박철 교수는 그런 문제를 서로 논

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이 개최되었음을 언급하고 한-아프리카 협력은 일방적인 한

국의 도움이 아닌, 쌍방의 협력으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가야함을 강조. 특

히 한국이 지원할 재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므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조하여 협력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언급함. (한국정부의 ODA 사업은 해양과학

뿐만 아니라 공학, 인문사회,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요청이 있기에,

경쟁을 통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안서의 작성이 필요함을 언급.)

- 미국에서 참가한 아프리카 출신의 Prof. Adigun Ade Abiodun은 아프리카 국가들

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야 협조를 통한 발전이 가능함을 역설하면서 양방

향 partnership을 강조함.

8월 9일(목)

08:30-13:00

¡ Plenary Session 3

(좌장: Dr. Johnson Kazungu & Dr. Cherif Sammari)

¡ Panel 3: 한국의 해양과학 현황

- 김현영: 한국의 해양과학 국제협력 현황 및 KIOST 소개

- 채장원: 연안 침식의 과정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해양공학, 재생에너지로서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파력, bio-energy 등) 분야 한국의 연구동향 소개

- 김종만: 한국의 수산 양식과 바다목장화 사업 소개

- 명철수: 소규모 조력 발전 관련 기술 현황 소개

- 박철: 한국 발표를 정리하고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방안을 마지막 세션에서 토

의하자고 언급.

¡ Panel 4: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양과학 현황 (계속)

• Nigeria

- Dr. Isi Ikhuoria: Geo-information 관련 capacity building 소개. Nigeria와

Morocco에 소재한 2개의 UN center 소개. RECTAS (Regional Center for

Training in Aerospace Surveys) 정보 제공과 교류 등을 위한 paradigm shift 필

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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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Akinyede: 자신이 소장인 African Regional Center for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English의 원격 탐사 관련 CB를 위한 활동 소개. 9개

월 코스 등.

- Prof. Olajide Kufoniyi (African Association of Remote Sensing of the

Environment/AARSE): 1996년 이후 2년마다 매년 10월에 conference 개최함.

- Dr. Jacques Abe (UNIDO/IGCC/GCLME): Guinea Current Large Marine

Ecosystem 활동내용 소개. 상당한 연구 결과가 생산된 것으로 보임.

• UNDP

- Dr. Constant Houndenou: 아프리카지역 UNDP 활동 소개

• Mozambique

- Dr. Antonio Mubango: 모잠비크의 해양교육현황 소개. 매우 빈약 한 infra 수준에

서도 왕성한 의욕 보임.

14:00-18:00

¡ Plenary Session 4

- 갑작스런 대통령 면담으로 일정이 중단되었으며, 이어 환경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포럼 참가자 전원이 해양오염 현장을 방문하였음. 왕복 3시간이 소요된 토고 접경

지역의 해양오염 현장은 토고 비료공장 배출수로 추정되는 오염 원인에 의해 바다

색깔이 변색되었으며 GCLME에서 이미 밝힌바 있음에도 한국 과학자의 의견을 요

청하였음. 이에 채장원 박사는 정확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음.

8월 10일(목)

08:30-15:00

¡ Plenary Session 4 (계속)

(좌장: Prof. Adigun Ade Abiodun/박철 교수)

- Prof. Abiodun이 한-아프리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8월 9일 대통령 면담 결과

를 설명하였음

• Benin

- Dr. Zacharie Sohou: 해양물리학 교수로 베냉의 Abomey Calavi 대학이 아프리카

에서 해양물리학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 라고 설명

- Dr. Yves du Penhoat (프랑스): Gulf of Guinea circulation과 아프리카에서 브라

질 방향으로 발달한 Equatorial Atlantic Cold Tongue 설명. 베냉 주변 해역의 용

승현상과 연안 침식 설명. 베냉 대학의 석 박사 과정 소개

- Dr. Norbert Hounkounou: 베냉 일대의 어업현황 발표 및 해양과학활동 소개

- 이후 학생들(10명)의 발표를 진행하려함. 이에 좌장인 박철 교수가 당초의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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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름을 설명하고 우선 포럼 결과를 정리하기로 하고 학생들의 발표는 뒤로

미루기로 함.

¡ Concluding Session

- 박철 교수가 금번 포럼의 의미와 성과 등을 4가지로 정리 발표함.

1) 교류를 위한 network 구성의 필요성 확인.

2)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설치 필요성 확인

3) 해양자료 질 관리, 자료 축적, 상호 교환의 필요성 인식

4) 공동연구의 추진

- Ad Hoc Committee를 구성하여 proposal을 준비하자는 의견 제시됨. 이에 폐회 이

후 케냐, 세네갈, 나이지리아, 튀니지, 한국 등 5개국 (혹은 베냉을 포함시켜 6개국)

으로 구성하자는 의견 제시됨.

- 이후 베냉 대학원 학생(10명) 발표 이어짐.

¡ 폐회식

- 베냉 환경부 장관 (M. Blaise Onesiphore Ahnahnzo) 감사 인사

- 한국 박철 교수가 정리한 회의 결과(상기 4가지 사항)를 베냉의 Norbert

Hounkounou 교수가 전체에 보고

- 한국을 대표하여 박철 교수가 감사 인사 후 폐회

<베냉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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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해양과학포럼 모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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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해양과학포럼 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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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해양과학포럼 및 베냉 대통령 면담사진>

바. 관찰 및 평가

(1) 이번 공동 포럼은 당초 양자 간 협력으로 추진되었으나 UNESCO/IOC가 모

색 중인 해양서비스 제고를 위해 운용해양학 분야를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

시키고자 해양관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IOC 가 참여함으로써 아프리카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었음. 따라서 이

번 포럼을 계기로 구축된 한-아프리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아프리카 국

가와의 해양과학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금번 개최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가 해양과학분야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아프리카국가와의

공식적인 국제회의였음. 이번 포럼에는 그 동안 협력네트워크를 쌓아온

UNESCO/IOC의 협조를 받아 아프리카의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초청한

9개국 및 UNDP 등 국제기구에서 총 6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 대

부분이 각 국가의 해양연구기관 기관장 또는 핵심연구원들 이어서 당초 목

표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해양과학 협력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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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포럼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의 해양과학 현황을 소개하였는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양과학 현황자료가 전무한 우리나라 해양학계로서는 귀중한

아프리카 현황자료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금번 포럼에

서는 PPT 형태로 발표되었는바 추후 에세이 형식으로 요청하여 동 내용을

UNESCO 정식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임.

(4) 이번 포럼 참가자들은 한국과 아프리카국가와의 해양과학협력 필요성을 쌍

방이 인식하였음. 특히 아프리카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향후 시 급한 협

력과제로 한국이 아프리카에 해양과학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capacity

building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

들은 자발적으로 전임 IOC 부의장국인 튀니지를 중심으로 케냐, 나이지리

아, 세네갈 등이 ad hoc committee를 구성하여 추후 세부 제안서 작성이 필

요할 경우 한국과 적극 협력할 것임을 제안하여 왔는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특히 우리라가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이번 포럼에 참가한 채장원, 양찬수 박사는 최근 베냉 해안에서 발생한 연

안침식 현상과 인근 토고 비료공장 배출수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해 인공위

성 자료 등을 통해 발표 및 자문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베냉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협조를 적극요청 하여

왔음. (채장원 박사 소견 별첨 보고서에 첨부)

(6) 이번 행사는 베냉 정부(환경부)의 적극적인 제안과 지원으로 추진되어 미지

의 영역으로 생각되었던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수 있었

음. 다만 회의 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과 자료가 지연 제공되거나, 계획된 일

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프랑스 전문가는 이를 베냉 문화라고 언급함) 참

가자들의 불만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회의 개최비로 준비 해간 여행자 수

표가 현지에서 환전이 불가하여 참가자들에게 지급할 체재비 등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7) 그럼에도 베냉 환경부 장관(Mr. Blaise Onisephore Ahanhanzo-Glele)은 개

막식 행사부터 폐회식까지 직접 참관하고 동시통역 제공 및 연회비와 차량

임차비 등 회의 개최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행사를 후원하

였고 향후 한국과의 해양과학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왔

음. 또한 베냉 정부는 해양연구소, 양식연구소, 아보메이 국립대학, 항만청,

기상청, 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이 적극 참가하였음.

(8) 베냉 대통령(H. E. Dr. Boni Yayi)은 각료회의를 통해 포럼 개최 상황을 보

고 받고 한국대표단을 긴급 초치하여 면담하는 등 한국 대표단에 대한 최대

한의 예우를 보여주었음. 베냉 대통령은 한국대표단과의 면담 (사진 별

첨) 후 추후 이번과 같은 포럼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할 것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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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지시하였는바, 추후 베냉 정부가 이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이런 제안에 대해 금번 회의에서 노출된 타국 참가자들의 불

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

이나,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어 이에 대

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임.

(9) 금번 포럼은 연합통신 남아공 특파원(김민철 기자)이 직접 베냉 현지에서

취재 협조하여 포럼 개최 의미와 함께 변상경 의장 인터뷰 기사가 국내 언

론에 보도되었으며, 베냉 TV 와 신문 등에도 주요기사로 보도 개재되었

음.

4. 베냉 현장 방문 시 전문가 소견

가. 해안침식 및 해안오염 현장 방문 전문가 소견 (채장원 박사)

(1) 해안침식

(가) 베냉은 해안선 길이가 약 150km로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과 코토

누(Cotonou)항, 라군(lagoon)의 입구/수로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Jetty가 건설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외국계회사가

수행 중인데 Jetty건설로 인해 하류 측에 있는 대통령 하계 별장 신축부

지의 기초가 유실되고 있어 장관이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았음. 아래 쪽

해안에도 침식이 발생하여 우수 유출관이 노출 파괴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음.

(나) 서 아프리카 해안은 전반적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번 포럼에서도 가나, 나이지리아 등 발표에서도 보고됨). 국지적으로

는 항만의 방파제 또는 Jetty 등의 건설로 주변해안에 해안변형을 일으

킴. 해안에 구조물을 건설할 때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으

로 일어나는 주변해안의 영향까지도 파악/예측하고 변화도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생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다) 포럼 둘째 날 현장소장과 면담하여 도면,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발표 일정이 변경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웠

음. 현재 시공 중인 외국계 회사가 잘 마무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과

서적인 현상인데도 관련 자료가 없어 해석에 아쉬운 점이 있었음.

(2) 해안오염 (해안에 옅은 갈색의 띠 생성 유지)

(가) 베냉의 오래된 해안 오염 문제를 이번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를 통해 현

장을 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갑작스럽게 일정에도 없이 왕복 3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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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먼 현장을 환경부 장관의 안내로 방문하였음.

(나) 해안가의 바닷물 색깔은 옅은 갈색(흑색?)으로 상당한 폭으로 띠를 이

루고 있었는데 파도가 부서져 발생한 부유물질에 의한 것과 약간 구분

되는 것 같았음. 두 지접의 해수를 채취하여 (어딘지 모름) 수질을 분석

(베냉 대학?)한 자료를 제시하고 질소나 인으로 오염됐다고 하는데, 과

거 자료도 없고 이번 환경부 장관이 부임하여 처음으로 조사 한 결과라

고 하는데 조금 답답하였음. 오염 발생 지점으로부터 조사하여 농도변

화를 보고 공간분포는 위성사진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한국이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데 현장에서

바로 답하기가 난처했음. 예산과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안인데 대답할

형편이 못 되어 비공식적으로 장관한테 하이레벨에서 정치적인 요구하

고 세부사항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다) 귀국하여 Google Earth를 통해 Togo와 Benin 국경 근처의 이미지를 현

장방문 시 얻은 인상과 감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노란색 폐

수가 토구(吐口)를 통해 바다로 배출되어 베냉 해안 쪽으로 흐르며 해

수 색깔이 점차 노랗고 연초록으로 바뀌고 띠를 형성하여 퍼져 나가고

있었음. 그림만 보아도 10년 전 부터도 오염소스가 이 곳임을 알 수 있

었음. (촬영 2002. 6.10).

나. 베냉의 수산업에 대한 전문가 소견 (김종만 박사)

(1) 베냉 수산업의 장점 및 기회

(가) 베냉은 Guinea Current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좋은 어장과 어류 생육에

필요한 풍부한 수자원, 연중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수온(23∼26℃)과 양

호한 수질, 풍부한 유휴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나) 자국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개발 의지, 해외 및 UN기구로부터의 계속

적인 지원, 더 나은 삶을 향한 국민의 의지 및 저렴한 인건비가 장점임.

(다) 세계적인 양식종인 틸라피아 및 클라리아스(메기 일종)가 풍부하며, 경

제적인 양어로 인한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라) 미 개척된 내수면, 연근해와 원양이 있어 정부의 노력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의 자급, 수입대체, 수출물량 대량 확보를 통해 외화 획득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및 부유한 어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베냉 수산업의 단점 및 위기

(가) 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정부 조직, 연구기관, 훈련기관 및 교육기

관의 부재로 수산업 관련 고급인력이나 기술 인력이 없어 원시형태의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음.



- 51 -

(나) 기존 인프라(냉동·냉장 및 가공시설, 어구보관창고, 부두)와 기반시설(어

구 제조시설, 사료, 백신 등 양식시설 등)이 부족하고 어선이 노후화, 소

형화되어 있음.

(다) 기술인력 및 자본의 부족으로 개발 초기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잠식 가

능성이 높음.

(3) 베냉과의 수산업 협력

(가) 베냉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선어업의 경우 신어선 건조, 선원양

성, 어업 기술인력 양성, 자원관리 기술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수산양

식의 경우 기술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

해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3년 후는 베냉 내

에 수산 기술 및 인력양성소, 국공립 종묘 배양장을 설치하여 인력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수산분야에 대한 베냉과의 협력 방안은 기술인력 교육 및 시범사업 실

시, 한국수산양식회사의 협지 진출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음. 특히 내

륙에서의 수산양식은 하천과 호수 부근을 중심으로 적지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시범양식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기술자에 의한 베냉 어업인의 교

육 및 선진 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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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업 결과

1. 기대성과

가. 아프리카 주요 국가를 망라한 해양과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금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을 통해 가나, 베냉,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케냐, 모잠비크, 튀니지 등 아프리카 서부 및 동

부, 북부 지역 주요 연안 국가들을 협력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가 수립되었음.

특히 전 세계 해양관측망 사업 전담자를 두고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UNESCO/IOC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나. 국제기구를 통한 영향력 확대

해양과학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실적이 미미한 우리나라로서는 아

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채널이 전무한 실정이었음. 본 사업 공동 추진기관인

UNESCO/IOC는 144개 회원국을 보유한 정부 간 해양과학 국제기구로서

2011년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에 당선(임기 2년, 연임 가능)됨으로써 향

후 4년간 해양과학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

게 되었는바, 이번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

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역량을 구현하고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다. 아프리카 주요국가와 해양자원 및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아프리카는 풍부한 육상 및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흥 개도

국을 중심으로 향후 주요 무역 시장으로 세계 각 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주

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은 이미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후발 지원국인 한국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

는 인프라에 대한 지원보다 해양과학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해양 자료를 입

수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 해양자원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대효과

가. 동 사업은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협력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이

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해양과학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의 협력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이번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을 통해서도 논의

되었듯이 한국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아프리카 해양과학 역량을 높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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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한-아프리카 해

양과학 훈련 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줄 것을 제안 받았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추후 한국이 원한다면 전임 IOC 부의장인 튀니지를 중심으로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주요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적극 지원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바, 향후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나. 이번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 참가자들은 IOCAFRICA 의장 서한(별첨)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일방적인 주고받는 원조가 아니라 장기

적인 차원에서 과학 기술 동반자 관계로 접근하는 한국의 협력 제안을 높이

평가 하고 있어, 동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실질적인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 발

전시키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아프리카 현지 기술정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해양과학 훈련센터의 설립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음.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가능성

가. 본 사업과 관련한 UNESCO/IOC의 최종 보고서는 12월경 발간될 예정이나

금번 포럼을 유치한 베냉 정부는 이미 UNDP 자금지원에 의한 가칭 “한국으

로부터 배우기 사업”을 통해 베냉 항만현대화 사업, 베냉 통신망 재정비 확충

사업, 베냉 연안침식 및 해양오염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제안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장관급 대표단 방한(2012년 11월), 베냉 대통령 방한(2013년 상반

기)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통보하여 왔는바, 이를 위해 동 사업 최종 보고

서와 함께 EDCF 자금, KOICA 자금, 각 정부부처별 지원 가능한 예산을 검

토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별첨 UNESCO/IOC 요약보고서 참조)

나.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 본 사업을 통해 참가하는 아프리카 참여국들은 각 국가별 해양과학 현황

을 발표하였는바, 추후 정식 원고로 요청하여 국가별 해양과학 현황 보고

서를 발간할 계획임. 동 국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해

양과학 협력 추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해양 분야의 관련 산업체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임.

(2)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해양과학 협력네트워크와 베냉 정부의 적

극적인 “한국 배우기 사업” 추진은 향후 우리나라가 해양과학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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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추진 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연계방안

(1) 동 사업은 단 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지만 동 사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사업

책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임. 특

히 이번 포럼을 유치한 베냉 정부의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자금을

확보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림.

(2) 또한 금번 구축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는 추후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

부, 국토해양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

관들이 관심을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할 것임.

4. ODA 목적 부합성

가. 국정과제 및 교육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연구결과와의 관련성

(1)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적 개발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제

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음. 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ODA 성공사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ODA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음.

(2)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한국개최(2010. 11)와 OECD DAC(개발원조위원

회) 회원국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선 다변화, 국제적인 리더십제

고 및 과학기술 외교력 증대를 위해 “국제협력선진화 방안”(2010. 10), “국

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 12)과 연계하여 국가별 지원전략에 맞는 사업

을 구체화하고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대상국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나.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에서의 직접적 기여도

(1) 2000년 유엔이 정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는 국제사회의 8대 개발목표

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7번째 목표인 “환경 지속가능성 보

장”과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세계개발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이 극히 저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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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서 2015년까지 모든 새천년 개발목표(MDGs)의 목표달성은 어려

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가인 이들 아

프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해양과학분야에 예산

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바, 이들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과학 연구역량을 확충하기 지원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기적절

한 과제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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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 참가자 명단

Cameroon

Dr. Jean FOLACK

Vice-President of the IOC Sub Commission for Africa & Adjacent Islands

Director Specialized Research Centre for Marine Ecosystems (CERECOMA)

MINRESI-IRAD-Cameroon

Chairman of IOCEA/COI/UNESCO

Tel: +237 77 61 12 53

E-mail: jeannotfolack@yahoo.fr

Cote d’Ivoire

Prof. Kouadio AFFIAN

Past Vice-Chair of I-GOOS

Professor titulaire des Universités

Vice-Président de l'Université de Cocody en charge de l'enseignement

la Recherche; la vie universitaire et l'insertion professionnelle

Université de Cocody

UFR Terre et Ressources Minières

22 BP 582 Abidjan 22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Tel: + 225 22 44 57 39

Fax: +225 22 44 35 00

E-mail:

Ghana

Kwame AGYEKUM

Ph. D Student

Department of Oceanography & Fisheries

University of Ghana

P.O. Box LG 99, Legon, Ghana

Tel: +233 21 518129

Fax +233 21 502701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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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LUTSE Nana Ama Browne

Principal Research Assistant & Lecturer Physics and related subjects

Physics Department, University of Cape Coast

Cape Coast, Ghana

Tel: +233 244 983 637

E-mail:

Naomi OBENG

Post Master Training

Ghana Space Science & Technology Center

Ghana Atomic Energy Commission

P.O. BOX GP 1016

Accra-Ghana

Cell: +233 242 255 501

E-mail: naoobeng@yahoo.com

Patrick ESSIEN

Physics Department

University of Cape Coast

Cape Coast, Ghana

Tel: +233 024 2337839

Email: heroce2000@yahoo.com

Kenya

Dr. Johnson KAZUNGU

Director, Kenya Marine &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P. O. Box 81651

Mombasa, Kenya

Tel: +254 02 235 3904

Email: director@kmfri.co.ke

Mozambique

Dr. Antonio Mubango HOGUANE

Founding Holder of the UNESCO Chair on Oceanography & Marine Sciences

Eduardo Mondlan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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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la superior de Ciencias marinhas e Costeiras,

Chuabo Dembe, C.P. 128, Quelimane

Zambezi Province

Mozambique

Tel: +258 24 900501

Fax: +258 24 900502

E-mail: hoguane@yahoo.com.br

Nigeria

Dr. E. A. AJAO

Nigerian Institute for Oceanography & Marine Research

Off Ahmadu Bello Way, Bar Beach

Victoria Island, Lagos, Nigeria.

Tel: +234 703 025 8279

Web: www.niomr.org

Dr. Regina FOLORUNSHO

Nigerian Institute for Oceanography and Marine Research, NIOMR

PMB 12729 Victoria Island

12729 Lagos, Nigeria

Cell: +234 803 312 4016

E-mail:

Isi IKHUORIA

Executive Director

Regional Centre for Training in Aerospace Surveys (RECTAS)

PMB 5545, Ile-Ife, Nigeria

Tel: +234 803 371 2799

Email: edrectas@rectas.org

Dr. Joseph AKINYEDE

Director

African Regional Centre for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 English

(ARCSSTE-E)

Obafemi Awolowo University Campus

Ile-Ife,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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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34 803 289 3458

Email: jakinyede@yahoo.com

Prof. Olajide KUFONIYI

President of the African Association of Remote Sensing of the Environment,

AARSE

Professor of Geoinformatics

Department of Geography

Obafemi Awolowo University

Ile-Ife, Osun State, Nigeria

Tel: +234 803 725 1141

E-mail: jidekufoniyi@yahoo.com

Republic of Korea

Dr. Sang-Kyung BYUN

IOC Chairman

Emeritus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787 Haeanlo, Ansan 426-744, Korea

Tel: +82 31 400 6127

Fax: +82 31 408 5829

E-mail:

Dr. Jang-Won CHAE

Honorary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Coastal Development & Ocean Energ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787 Haeanlo, Ansan 426-744, Korea

Tel: +82 31 400 6320

Fax: +82 31 408 5823

E-mail: jwchae@kiost.ac

Mr. Hyun Yeong KIM

Director

IOC Chairman’s Offic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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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Haeanlo, Ansan 426-744, Korea

Tel: +82 31 400 6412

Fax: +82 31 408 5829

E-mail:

Dr. Jong Man KIM

Emeritus Research Fellow

East Sea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787 Haeanlo, Ansan 426-744, Korea

Tel: +82 54 780 352

E-mail:

Dr. Chan-Su YANG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787 Haeanlo, Ansan 426-744, Korea

Tel: +82 31 400 7678

Fax: +82 31 400 7606

E-mail:

Dr. Chul PARK

Professor

College of Natural Sciences,

Department of Oceanograph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79 Daehangno Yuseong-gu,

Daejeon 305-764, Korea

Tel: +82 42 821 6438

Fax: +82 42 822 8173

E-mail: chulpark@cnu.ac.kr

Dr. Cheol Soo MYUNG

ECOCEAN, CEO

101-403, 503 Industrial Technology R&D Center,

7-27, Songdo-Dong, Yeonsu-Gu,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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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 32 260 7450

Fax: +82 32 260 7460

E-mail: csmyung@ecocean.co.kr

Dr. Youn Gyoun LEE

KESTI, CEO

Korea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

4FM KCC Welltz Vally

Gasan Digital 1-Ro 205,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2 2113 2156

E-mail: yglee@kesti.co.kr

Senegal

Dr. Hamet Diaw DIADHIOU

Maitre de recherches

Chef du Centre de Recherches Océanographiques de Dakar-Thiaroye

(CRODT/ISRA)

Pôle de Recherches ISRA/HANN

BP 2241, Dakar, Senegal

Tel +221 3010 811 06

Fax +221 33 832 82 62

Email:

South Africa

Dr. Monde MAYEKISO

Chairman of IOC Sub-Commission for Africa & Adjacent Islands

Deputy Director-General, Oceans and Coast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P.O.Box 52126, Victoria and Alfred Waterfront, Cape Town, 8002

No. 2 East Pier Shed, East Pier Road

Victoria and Alfred Waterfront

CapeTown, 8001, South Africa

Tel: +27 21 819 2410/2

Fax: +27 21 819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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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Togo

Prof. Adoté Blim BLIVI

Vice-Chair of IOC/UNESCO

Docteur en Géomorphologie et Gestion du Littoral

Maître de Conférences

Université de Lomé

Centre de Gestion Intégrée du Littoral et de l'Environnement

Faculté des Lettres et Sciences Humaines

Département de Géographie

B.P. 1515 / 60047 B

Tel: +228 221 68 17

Fax: +228 221 85 95

E-mail: cgileul@yahoo.fr

Tunisia

Cherif SAMMARI

Past Vice-Chair of IOC/UNESCO

Maître de Conférences

INSTM

28 rue 2 mars 1934,

2025 Salammbô, Tunisia

Tel: +216 71 730 420

Fax: +216 71 732 622

E-mail: c.sammari@yahoo.fr

African Space Foundation

Adigun Ade ABIODUN

Founding Chair of African Space Foundation

539 Rockland Street

Westbury, NY 11590-3407, USA

Tel: 1-516-333-5474

E-mail: aaabiodun@opt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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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ME

Ekkehard W. KLINGELHOEFFER

Regional Training Officer of the Benguela Current commission (BCC)

Benguela Current Commission (BCC)

1 Strand Street, Swakopmund, Namibia

Tel: + 264 64 406 901

Cell: +264 81 719 393

Fax: + 264 64 406 904

E-mail: ekkehard@benguelacc.org

Web: http://www.benguelacc.org

CCLME

Birane SAMB

Coordinator of the CCLME

Chercheur Biologiste des Pêches

Centre de Recherches Océanographiques de Dakar Thiaroye (CRODT)

Km 10 Route de Rufisque

BP 2241 Dakar, Senegal

Tel: +221 834 80 41

Fax: +221 834 27 92

E-mail:

GCLME

Dr. Jacques ABE

Officer-In-Charge

UNIDO/IGCC/GCLME Project

5, Broz Tito Avenue

P. O. Box: 324, Cantonments, Accra, Ghana

Tel: +233 302781225/243630649

Fax: +233 302 781 226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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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Agencies

UNESCO/IOC

Justin AHANHANZO

Principal Project originator and investigator

IOC Regional Liaison Officer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sia and the Pacific and Africa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IOC/UNESCO)

UNESCO,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Tel: +33 1 45 68 36 41

Fax: +33 1 45 68 58 10/12/13

E-mail:

Web: http://unesco.org / http://ioc.unesco.org

Mika ODIDO

IOC Sub Commission for Africa and the Adjacent Island States

UNESCO Regional Bureau for Sciences in Africa

UN Gigiri Complex Block C

P.O. Box 30592 00100 Nairobi, Kenya

Tel: +254 20 7621244

Email: m.odido@unesco.org

UNDP Benin Office

Ms. Nardos BEKELE-THOMAS

UN Resident Coordinator

UNDP Representative

01 B.P. 506 Lot 111, Zone Résidentielle

Cotonou

République du Bénin

Tel: +229 2131 1474

Fax: +229 2131 1834

E-mail: www.bj.und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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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dore AGBOKOU

Officer in Charge

Environemental Officer

UNDP

01 B.P. 506 Lot 111, Zone Résidentielle

Cotonou, République du Bénin

Tel : +229 21 31 30 45

Email:

Constant HOUNDENOU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Adviser

UNDP

01 B.P. 506 Lot 111, Zone Résidentielle

Cotonou, République du Bénin

Elisabeth TOSSOU

UNDP

01 B.P. 506 Lot 111, Zone Résidentielle

Cotonou, République du Bé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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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 유네스코 결과 요약 (영문)

THE FIRST AFRICA-KOREA FORUM ON OCEAN SCIENCES,

TECHNOLOGY & INNOVATION

COTONOU, REPUBLIC OF BENIN, 8-10, AUGUST 2012

AN UNPRECEDENTED SUCCESS STORY

The First Africa-Korea Forum on Ocean Sciences, Technology &

Innovation held in Cotonou, Republic of Benin from 8 to 10 August 2012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IOC/UNESCO.

The Forum was a highly successful event with a strong scientific and

technical support from both Africa and Korea including senior professors and

sciences managers from both sides with the attendance and strong contribution

from well-educated and bright African Ph. D and Master Students from within

the African continent, notably from the UNESCO Chair of Physical Mathematics

and Physical Oceanography of the Republic of Benin.

The Forum received an unprecedented and unique politic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f Benin:

- His Excellenc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 Benin, Mr. Blaise Oniséephore AHANHANZO attended the

meeting several times. He chaired the opening and closing of the Forum.

Furthermore, on the 9 August 2012, the second day of the Forum, he conducted

a Ministerial Site Visit Tour to the trans-boundary chemically polluted area with

phosphate plant based in the nearbouring country on the coast.

-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nin who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African Union with 54 African countries received the high

level Delegation of the Forum to the Presidential Palace of Benin on the

afternoon of 9 August 2012. This Delegation included the 8 eminent Korean

participant scientists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IOC/UNESC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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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Chair of the African Space Foundation representing the participants

from African countries, the Chair holder of the UNESCO Chair of Physical

Mathematics and Physical Oceanography representing the Benin academic

participants (photo attached in a separate file).

- The Government of Benin, fully sponsored the local costs of the Forum

including the logistics for the Forum, the cost of th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ers, the local staff, the secretariat for the Forum, reception party at each

evening, meals including breakfast, lunch and dinner, coffee/tea breaks, local

transportation, expenses related to visa cost of foreign participants including the

Koreans, etc.

- The Forum provi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IOC, the

opportunity to any IOC Chair to visit Africa.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proud of the fact that it is the Korean IOC Chair,

Dr. Sang-Kyung Byun who for the first time visited any African country

as IOC/UNESCO Chair. This is an unprecedented event; thought Africa is

a priority for UNESCO and IOC.

- The Forum was truly Pan-African with participants from North Africa, East

& Southern Africa, West & Central Africa.

- While the Forum was planned to last two days, the Government of

Benin decided as a sovereign nation to extend it over three days in order to

provide the participants with the opportunity for in-depth discussions.

- The Government of Benin fully sponsored the expenses of this extension

including the extra costs of the interpreters.

The United Nations Resident Coordinator and the UNDP Representative in

Benin attended the Forum with a high level scientific and technical

representation and contribution.

- The Government of Korea supported the travel expenses and

accommodation for the participants (except Beni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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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of Korea showed a strong scientific commitment with 8

distinguished participant scientists and a special Press envoy.

- There were about 100 participants for the first two days and between 60 to 70

participants for the last day.

As a result of the success of the Forum, the Government of Benin decided

and offered to host the Second Forum at the same period in 2013.

Immediate steps for follow include the following:

- The co-investigators of the Forum should undertake in Benin (preferably in

September-October) a follow up mission for in-depth discussions with the host

country with the spared Africa-Korea ODA budget.

- The Government of Benin is in process of establishing a follow up Committee

including renowned participants from both Africa and Korea (Mr. Hyun Yeong

Kim, Director of the IOC Chairman's Office at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is expected to submit the names of the Korean

participants in the follow up Committee which will also plan the organization of

the Second Forum in Benin upon the kind offer and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Benin).

- The final Report and the Proceedings of the Forum will be published by

December 2012 with the support of the spared Africa-Korea ODA budget.

- The Government of Benin with the support of the UNDP Office in Benin plans

to undertake a ministerial technical visit to Korea (MEST & MLTM, etc.) in

October –November 2012. This technical visit in Korea will be followed by a

Presidential visit in Korea in 2013 with the view to develop a multisecto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Benin and Korea in the critical areas of

Ocean sciences, technology and innovation, coastal pollution and erosion and

degrad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frastructures, etc.



<부록 3>

- 69 -

IOCAFRICA 의장 서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 관련)

Branch: Oceans and Coasts ∙ PO Box 52126∙ Victoria and Alfred Waterfront ∙ CAPE TOWN ∙ 8002 ∙

No.2 East Pier Shed ∙ East Pier Road ∙ Victoria and Alfred Waterfront ∙ CAPE TOWN ∙ 8001

Tel (+ 2721) 402 3306 ∙ Fax (+ 2721) 425 6976

Mr. Justin AHANHANZO

IOC Regional Liaison Officer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STATEMENT BY THE CHAIRPERSON OF THE IOC OF UNESCO’S

SUB-COMMISSION FOR AFRICA AND ADJACENT ISLAND STATES

(IOCAFRICA)

Distinguished Delegates,

As the Chairperson of the IOC of UNESCO’s Sub-Commission for Africa and

Adjacent Island States (IOCAFRICA), it is important that we as a continent

welcome this partnership between ourselv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is

significant as the cooperative framework go against the traditional donor-client

approach and looks at establishing a process for long-term scientific, technical

and innovative joint-ventures.

At this time it is also appropriate to thank the Republic of Korea for sponsoring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IOCAFRICA in Nairobi earlier this year, which gave

rise to a new approach for African Member States in the IOC of UNESCO.

This partnership is further re-enforced by the first Korea/Africa Symposium on

Ocean Sciences, Technology and Innovation. This event could not have come at a

more opportune moment as we are preparing the IOCAFRICA Strategic Plan to

set the path for the future. Such a future will depend on strong continental

partnerships, further enhancement of African expertis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as well as capacity development through key alliances wi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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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willing to establish a sustained long-term

partnership built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on objectives.

It is very unfortunate that I am unable to attend this meeting, because

bureaucratic processes require us to have Ministerial approval at least three

months prior to the event. However, I have received such approval to visit Korea

during September and hope to meet some of the delegates in Yeousu.

As members of IOCAFRICA we look forward to engaging with Korea to ensure

that jointly we build a lasting relationship with tangible results in support of

ocean sciences in Africa, especially in light of the projected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poor and vulnerable.

In conclusion,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ir support, Government of Benin for hosting this significant event,

member states present as well as the IOC secretariat for their commitment.

I wish you a fruitful engagement and hope to see you in Yeousu next month.

Monde MAYE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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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2-08-07 07:00 송고]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포럼 언론보도 자료

한국-아프리카, 해양과학 첫 협력 체계 구축

베냉에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 심포지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해양 과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원장 강정극)은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서부 아프리카 베냉의 코

토누에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의 해양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관측, 해양목장 및 양식, 인공위성 자료

처리, 해양 예보모델 등 분야의 한국 전문가 8명이 참석해 강의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베냉을 비롯해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및 토고 등 아프리카 10

개국 해양과학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자국의 해양과학 동향을 소개한다.

 우리나라가 해양과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미한 상태였던 아프리카와의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차 아프리카 국가와의 기술공여 및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

고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KIOST 측은 밝혔다.

 KIOST는 또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풍부한 해양 및 육상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과학위원

회(UNESCO/IO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minchol@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minchol1118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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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토누<베냉>=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 의장

인 변상경 박사(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서부 아프리카 베냉코토누에서 9일(현지시간) 연합뉴

스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아프리카 눈높이에 맞는 해양관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변 의장은 코토누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첫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했다. 2012.8.10 

minchol@yna.co.kr

변상경 "아프리카에 맞는 해양관측 지원"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의장 인터뷰

(코토누<베냉>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 "아프리카 눈높이에 맞춘 해양관측 역량 지원이 시급합니다."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 의장인 변상경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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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2-08-10 07:00 송고]

9일(현지시간) 서부 아프리카 베냉의 경제중심도시 코토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6월 한국인 최초로 UNESCO/IOC 의장으로 선출된 변 박사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

한국-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포럼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 1960년 

창설된 UNESCO/IOC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의장이 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아프리카 간 첫 해양과학 분야에서 학자들 

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변 의장은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해양과학 수준이 우리나라의 지난 7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뒤 해양과학 인력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해안침식 등 연안 문제 대처가 시급하지만 해양관측 자료가 전무하다며 해양 관측 

자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과거 식민지 경험을 공유한 아프리카에 주로 경험 전수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

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경제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친한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한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한국이 그런 자세로 아프리카를 

지원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의장은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인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의 불어권, 영어권 학자들을 한꺼번

에 만날 수 있었고 아프리카 학자들도 솔직하게 얘기했다며 한-아프리카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크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에서 전문가 8명, 아프리카에서 베냉,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9개국에서 20여명이 참

석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친절하고 순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사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minchol@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minchol11181

(끝) 



<부록 4>

- 74 -

한국, 아프리카서 해양과학 이끌 발판 마련

한-아(阿) 첫 해양과학 심포지엄 성공리 폐막

(코토누<베냉>=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 한국이 앞으로 아프리카 해양과학 분야에서 지도

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강정극)이 서부 아프리카 베냉에서 아프리카 학자들 20여

명과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 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베냉의 경제 중심도시 코토누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심포지

엄에서 8명의 한국 해양 전문가들은 베냉,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전문가들과 해양 관

측, 해양목장 및 양식, 인공위성 자료처리, 해양예보모델 등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의 의장인 변상경 박사

(KIOST)가 참여해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 산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 기구인 IOC의 의장이 

기구 창설 50여년 역사에서 아프리카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한국 전문가 8명이 동시에 방문해 한국의 우수한 해양과학 수준을 전파하고 아프리카

의 해양 부문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처음이다.

 베냉 출신의 IOC 지역책임자 저스틴 아하한조는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교육과 과학기술

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의 중심축임을 증명한 나라"라면서 "해양과학 분야 등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고 강력한 협력관계를 맺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서부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해안침식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아

프리카의 해양관측 역량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변상경 IOC 의장은 "한국이 아프리카의 영어권, 불어권 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해양과학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 아프리카 참석자들이 고마워했다"며 "예상

보다 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사업으로 채택돼 아프리카 해양관측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UNESCO/IO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베냉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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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2-08-09 23:37 송고]

 KIOST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협력관계가 미미했던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고, 아프리카에서 해양과학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minchol@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minchol1118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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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프리카, 해양과학 첫 협력 체계 구축 

베냉에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 심포지엄  

기사입력 2012.08.07 07:33:32 | 최종수정 2012.08.07 11:41:58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해양 과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서부 

아프리카 베냉의 코토누에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이날 KIOST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의 해양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관측, 

해양목장 및 양식, 인공위성 자료처리, 해양 예보모델 등 분야의 한국 전문가 8명이 참석해 

강의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베냉을 비롯해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및 토고 등 아프

리카 10개국 해양과학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자국의 해양과학 동향을 소개한다. 

우리나라가 해양과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

리나라는 그동안 미미한 상태였던 아프리카와의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차 아프리카 국가와의 기술공여 및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을 발휘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KIOST 측은 밝혔다. 

KIOST는 또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풍부한 해양 및 육상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에 진출하

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

과학위원회(UNESCO/IO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뉴스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2007 매경닷컴(주)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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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록 2012-08-08 19:59

수정 2012-08-08 19:59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부 아프리카 베냉의 경제중심 도시 코토누

에서 제1회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의 해양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관측, 해양 목장 및 양식, 인공위성 자료처리, 해양 예보모델 등 분야의 한국 전문가 8명이 

참석해 강의가 진행된다.

아프리카에서는 베냉을 비롯해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및 토고 등 아프

리카 9개국 해양과학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자국의 해양과학 동향을 소개한다.

이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

학위원회(UNESCO/IO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 블레이즈 오네시포레 아하한조-글렐레 베냉 환경부 장관은 “한국과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이 아프리카 해양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슬기 기자 jsk9831@ajnews.co.kr 

[©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AJU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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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냉서 한-아프리카 첫 해양학 포럼 개막

 | 기사입력 2012-08-08 19:17 

한-아프리카 해양 전문가 30여명 협력체계 구축

(코토누<베냉>=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해양 과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원장 강정극)은 8일 오전(현지시간) 서부 아프리카 베냉의 경제중심 도시 코

토누에서 제1회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의 해양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관측, 해양 

목장 및 양식, 인공위성 자료처리, 해양 예보모델 등 분야의 한국 전문가 8명이 참석해 강의가 진행된

다.

아프리카에서는 베냉을 비롯해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및 토고 등 아프리카 9개

국 해양과학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자국의 해양과학 동향을 소개한다.

이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

(UNESCO/IO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UNESCO/IOC 의장인 KIOST의 변상경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해양관측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블레이즈 오네시포레 아하한조-글렐레 베냉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처음으

로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이 아프리카 해양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OST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양과학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관계가 미약했으나 이번 포럼을 계

기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풍부한 해양 및 육상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고 덧붙였다.

minchol@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minchol11181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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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첫 해양학자 교류

 | 기사입력 2012-08-10 00:22 

(코토누<베냉>=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 서부 아프리카 베냉의 경제중심도시 코토누에서 '한국-아프

리카 해양과학 공동 심포지엄'이 8-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개최됐다.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

회(UNESCO/IOC) 의장인 변상경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2.8.9 

mincho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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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변상경 박사

 | 기사입력 2012-08-10 07:00 

(코토누<베냉>=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 의장인 

변상경 박사(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서부 아프리카 베냉코토누에서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단

독 인터뷰를 통해 "아프리카 눈높이에 맞는 해양관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 의장

은 코토누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첫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했다. 2012.8.10 

mincho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