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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목적

한·아프리카재단은 2018년 6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나날이 역동적
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대한민국 간의 동반자관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은 출범 이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간 협력을 넘어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화된 한-아프
리카 교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지자체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지자체와 아프리카 지자체 및 도시를 연결,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에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재단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018 지자체
국제교류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지자체와 아프리카 지자체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을 통해 국내 지자체의
아프리카 지자체와의 교류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내 지자체와 아프리카 지자체 간 교류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
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 지자체 국제교류 교류유형 및 대상지역 다변화에 이바지하고
자 합니다.
셋째, 국내 지자체와 아프리카 지자체 간 지속가능한 교류방안을 모색하
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은 본 사례집을 바탕으로 국내 지자체와 아프리카 지자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2019년
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교류멘토링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지자체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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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집 준비 과정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1차 자료를 구득하려 하였으나 여
의치 못하여 상당 부분 언론 보도 및 해당 지자체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재
구성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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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현황

1. 유형별
No.

교류유형

주요 내용

건수

∙ 상호우의와 선린을 목적으로 교류 의사를 교
1

협약체결

환하거나 합의하는 공식문서 체결형태
∙ 자매결연,

우호교류,

상호양해각서(MOU),

44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등1)
∙ 고위급 면담, 대표단 방문
2

행정·인적교류

∙ 공무원 파견,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K2H프로그램), 지자체 공무원 국외 파견

107

및 교육훈련, 행정정책 사례공유 등
∙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상담회 개최, 박람회
개최
3

경제통상교류

∙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경제사절단, 통상촉
진단 등으로도 혼용) 파견 등 신시장 개척을

39

목표로 기업 관계자들의 해외 국가 방문
지원
∙ 과학·농업 기술 전수, 해외기술연수생 유
4

기술·학술·정보
교류

치, 기술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식 전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9

∙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인문교류
5

문화·예술교류

6

스포츠교류

7

관광교류

8

상징사업

∙ 문화행사, 지역행사 초청, 예술단 및 무용
단 파견 등

4

∙ 체육교류전, 친선경기, 선수단 교류 등

3

∙ 지역 관광

10

∙ 명예시민증 수여, 명예박사학위 수여, 동물기증
∙ 거리 명명, 기념 전시관 개관, 공원조성 등

4

1) 각각의 문서는 구속력이나 체결 절차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광의의 공
식문서 체결 및 교류 의향서 교환을 협약체결로 포괄함
7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사례집

No.

교류유형

9

기타

주요 내용

건수

∙ 물자지원, 성금전달, 해외봉사 등

17

총 건수

237

2. 지역별
가. 국내 지자체
○ 총 236건의 교류 중 아프리카 국가와 교류 횟수가 가장 많은 지
자체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순으로 조사됨.
○ 기초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은 소속 광역자치단체 건으로 집계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국제교류 사업 1건은 서울특별시 사업 1건
No.

지자체 구분

건수

1

서울특별시

36

2

부산광역시

18

3

대구광역시

3

4

인천광역시

10

5

광주광역시

13

6

대전광역시

18

7

울산광역시

3

8

세종특별자치시

0

9

경기도

41

10

강원도

24

11

충청북도

2

12

충청남도

18

13

전라북도

7

14

전라남도

4

15

경상북도

18

16

경상남도

20

17

제주특별자치도

2

총계

23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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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프리카 국가
○ 아프리카 국가 총 55개국2) 중에서 국내 지자체와 교류한 아프리
카 국가는 33개국으로 조사됨. 총 236건의 교류 중 횟수가 많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순임.
○ 하나의 국내 지자체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와 사업을 진행한 경
우 중복 집계함.  ‘서울시, 에티오피아 및 르완다 공무원 초청연
수 진행’ 의 경우 에티오피아, 르완다 총 2건으로 집계
(가나다순)

No.

국가

건수

No.

국가

건수

1

가나

5

31

수단

1

2

가봉

0

32

시에라리온

0

3

감비아

0

33

알제리

8

4

기니

0

34

앙골라

1

5

기니비사우

0

35

에리트레아

0

6

나미비아

0

36

에스와티니

1

7

나이지리아

5

37

에티오피아

27

8

남수단

3

38

우간다

6

9

남아프리카공화국

43

39

이집트

16

10

니제르

0

40

잠비아

4

11

라이베리아

0

41

적도기니

0

12

레소토

1

4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

13

르완다

3

43

지부티

0

14

리비아

2

44

짐바브웨

11

15

마다가스카르

5

45

차드

0

16

말라위

2

46

카메룬

3

17

말리

0

47

카보베르데

0

18

모로코

13

48

케냐

20

19

모리셔스

0

49

코모로

0

20

모리타니

0

50

코트디부아르

2

2)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수(2019년 6월 기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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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잠비크

5

51

콩고공화국

7

22

베냉

4

52

콩고민주공화국

2

23

보츠와나

1

53

탄자니아

20

24

부룬디

2

54

토고

4

25

부르키나파소

0

55

튀니지

5

26

상투메프린시페

0

27

서사하라

0

28

세네갈

3

29

세이셸

2

30

소말리아

0

총계

237

3. 시기별
○ 다년도 진행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개별 집계
1990년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소계

건수
0
0
0
0
0
3
0
2
4
0
9
총계

2000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계

10

건수
4
1
0
4
3
4
2
15
2
12
47

2010년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10
25
20
13
17
14
16
20
46

소계
23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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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가. 서울특별시 본청
1) 서울특별시 본청-남수단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수단

주요내용
∙ 남수단 올림픽위원회, 서울시청에 감사패 전달
- 서울시가 2015년 열린 ‘서울 엘리트 재능 나눔
페스티벌’을 통해 모은 물품과 수익금을 남수단

2016.01.07.

기타

체육국에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 전달
- 남수단 올림픽위원회를 대표해서 내방한 임흥세
남수단 축구대표팀 감독 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
장이 김의승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에게
감사패와 사인 액자를 전달3)
∙ 서울시 체육회-남수단 올림픽위원회 ‘남수단 스포
츠 지원’ 업무 협약체결
- 서울시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주관 ‘서울
엘리트 재능 나눔 페스티벌’을 통해 모은 물품과

2016.02.02.

협약체결

수익금 등을 남수단 체육국에 기부한 것 계기
- 서울시는 남수단 올림픽위원회 소속 지도자들 대
상 서울시 산하단체 및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의 훈련과정 참관 및 선수 지도 노하우 습득, 스포
츠 관련 기관 탐방,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약속4)

3) 연합뉴스 (2016.01.07.)
4) 서울특별시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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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수단 올림픽위원회 소속 남수단 스포츠
지도자 19명 대상 초청연수 진행
2016.04.19.

스포츠

- 남수단 올림픽위원회 소속 지도자들은 3주간 서울
특별시 산하단체 및 서울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과정 참관 및 선수 지도 노하우 습득, 스포츠
관련 기관 탐방,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5)

2) 서울특별시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츠와네시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츠와네시

주요내용
∙ 서울시-남아공 츠와네시 간 우호교류협력 MOU
체결
- ‘2015 이클레이(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2015.04.10.

협약체결

참석차 남아공 Kgosientso Ramokgopa 츠와네
시장이 서울 방문, 서울시와 MOU 체결 및 명예
시민증 수여
- 서울시는 본 협약체결이 향후 아프리카 지역과 활발
한 교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6)

5) 서울특별시 (2016.04.19.)
6) 머니투데이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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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본청-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아프리카공동체
국내지자체

서울특별시 본청

대상국가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우간다, 브룬디)

시기

교류유형

주요내용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전자정부개발 관련 양해각서

2011.06.21.
~07.01.

체결 추진 위해 탄자니아, 케냐, 콩고 등 3개국 방문
행정·인적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의 창립총회
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소속국 탄자니아 다르
에스살람시 시장 참석 계기7)
∙ 서울시, EAC와 전자정부협력 MOU 체결
- 서울시의 전자정부 우수 인프라, 노하우 공유 및
홍보, 협력활동 전개

2011.07.25.

협약체결

- △기관 정보관리 서비스 수립 △종이 없는 EAC
달성 △EAC의 기관 ICT 역량 구축 △정보통신
기술 기업 간 협업과 기술 발전 및 신규 시장 개
척 기회 제공 △양 기관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
업 발전 추구 등8)

4) 서울특별시 본청-모잠비크 마푸토시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모잠비크
마푸토시

주요내용
∙ 서울-마푸토 우호도시 협정 체결

2011.06.13.

협약체결

- 2010년 지식경제부 차관의 모잠비크 방문 계기
로 성사
- △정보화·도시개발·교통·환경 등의 교류확대 △

7) 서울신문 (2011.05.28.)
8) 문화일보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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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및 투자증대를 위한 기업 간 교류지원 △관
광분야 협력증진 및 관광마케팅 공동추진 등9)
∙ 서울시, 모잠비크 마푸토시의 전자정부 적용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 서울시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 초
2013

행정·인적

대·연임 의장도시로서 회원도시인 모잠비크 마푸
토에 사전 타당성조사(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를 실시하고 관련 후속사업 협의
- WeGO 회원도시 대상 공무원 전자정부과정 연
수를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 기회 모색 예정10)

5) 서울특별시 본청-에티오피아 아디스바바시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2010.09.29.

협약체결

서울특별시 본청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주요내용
∙ 서울시-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11)
∙ 서울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전자정부 적용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2013

행정·인적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초대·연임 의장
도시로서 회원도시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에 공공분야 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사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후속사업 협의12)

2016.06.08.
~06.10.

행정·인적

∙ 아디스아바바 부시장,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참
석 13)

9) 행정안전부 (2012), p.24
10) 전자신문 (2017.06.15.)
11) 서울특별시 (2014.05.12.)
12) 김희연 (2015), p.72
13) 서울정책아카이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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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데리바 쿠마 시장 등 22명 대상으로 서울
시 우수정책 공유 및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도시개발 종합계획 실행을 앞두고 아디스아바바
2016.08.29.
~09.08.

시가 서울특별시에 정책교육프로그램 교육 요청
행정·인적

계기
- 교통, 주택, 환경 및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청
계천,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등 주요 정책 사
례 현장 방문, 대중교통 버스환승시스템 체험 실
시14)

6) 서울특별시 본청-우간다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우간다

주요내용
∙ 서울시, 우간다에 ‘청렴건설 행정시스템’ 공유
- 건설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
공사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2016~2018

행정·인적

공개되는 서비스
- 서울시가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운영을 자문
해주면 유엔개발계획(UNDP)가 국가별로 초기준
비금 5만∼10만 달러를 지원하는 부패척결 프로
그램을 공동 운영15)

14) 서울정책아카이브 (2016.08.29.)
15) 건설경제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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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본청-이집트 카이로시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이집트
카이로시

주요내용
∙ 서울시-카이로시 간 자매결연협정 체결
- ⧍교통, 환경, 청소, 주택 등 일반 행정 분야의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 ⧍교육, 문화, 관광, 스포

1997.04.27.

협약체결

츠, 청소년 분야의 상호 교류 ⧍경제교류를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등
- 아케르 카이로 지사는 한국 업체들과 주택건설
부문의 합작투자 사업에 관심을 보임16)
∙ 서울시, 카이로에 서울공원 조성

1998.08.15.

상징사업

- 두 도시간 우호증진 체결하면서 공원 조성 약속
계기, 카이로시 내 국제공원 안에 3백여 평 규모
로 한국의 조경양식 소개17)

8) 서울특별시 본청-케냐 나이로비시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나이로비시

주요내용
∙ 서울시-나이로비시 간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

2007.10.25.

협약체결

- 서울시 전자정부 인프라 노하우 해외 홍보, 정보
화 사업 효과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사업수행
지원 예정18)

16) 행정안전부 (2012), p.24
17) 행정안전부 (2012), p.24
18) 김희연 (2015),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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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케냐에 전자정부 적용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초대·연임 의
2007

행정·인적

장 도시로서 회원도시인 케냐 나이로비시에 공공
분야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타당
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후속사업 협의19)
∙ 서울시, 케냐, 탄자니아 포함 7개국 13명의 공무
원 대상 서울시 우수 전자정부 사례 공유
- 시민참여 전자정부, 120 다산 콜센터, 교통시스

2011.09.

행정·인적

템 등
- 서울특별시는 우수 전자정부 사례 공유를 통해
정보격차 없는 세계를 위한 전자정부 표준 구축
에 노력하겠다는 입장20)

9) 서울특별시 본청-콩고민주공화국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콩고민주공화국

주요내용
∙ 서울시, 콩고민주공화국 바이어 10명 초청 수출상

2013.04.

경제통상

담회 개최
- 서울시 내 중소기업 70개사와 수출상담회 개최
로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21)
∙ 서울시, 콩고 유력바이어 초청, 2차 1:1 수출상담

2013.07.01.
~07.02.

회 개최
경제통상

- 패션, IT, 건축, 부품장비 분야 콩고 유력 바이어
8명을 초청, 서울 중소기업 50여개 대상 1:1 수
출상담회 개최22)

19)
20)
21)
22)

김희연 (2015), p.72
김희연 (2015), p.72
아시아경제 (2013.06.30.)
아시아경제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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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본청-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

주요내용
∙ 서울시-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 간 전자정부 협력
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0.09.

협약체결

- 서울시 전자정부 인프라 노하우 해외 홍보, 정보
화 사업 효과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사업수행
지원 예정23)

2010.09.

행정·인적

∙ 서울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에 전자정부 적용
타당성(F/S) 조사 실시24)
∙ 서울시, 케냐, 탄자니아 포함 7개국 13명의 공무
원 대상 서울시 우수 전자정부 사례 공유
- 시민참여 전자정부, 120 다산 콜센터, 교통시스

2011.09.

행정·인적

템 등
- 서울특별시는 우수 전자정부 사례 공유를 통해
정보격차 없는 세계를 위한 전자정부 표준 구축
에 노력하겠다는 입장25)
∙ 서울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에 중고 PC 100대
기증

2011.09.15.

기타

- 서울시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의 의
장도시로서 탄자니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IT 분
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차원에서 중고 PC
기증사업 실시26)

23)
24)
25)
26)

김희연 (2015), p.72
김희연 (2015), p.72
김희연 (2015), p.72
문화일보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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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특별시 시군구
1) 서울특별시 구로구-콩고공화국 돌리지시
국내지자체
시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류유형

대상국가

콩고공화국
돌리지시

주요내용
∙ 콩고공화국 돌리지 시장 등 3명, 서울시 구로구
방문
- 2009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세계도시연합(Global

2010.03.24.

행정·인적

Cities Dialogue, GCD) 총회에서 구로구와 돌
리지시 간 디지털 연대에 대해 논의한 것 계기
- 서울시-돌리지시 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및 중
고 컴퓨터 기증 약속27)

2010.04.

기타

∙ 구로구, 돌리지시에 중고 컴퓨터(50대), 중고 프린
터(20대) 기증28)
∙ 돌리지시, ‘구로 스페이스’ 개관
- 우호교류 합의서 교환

2011.08.14.

- 구로구의 컴퓨터 지원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돌

협약체결

리지시 시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공간
개관,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개관식 참
석29)

2012.03.29.
~04.02.

27)
28)
29)
30)

행정·인적

∙ 돌리지시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구로구 방문
- 스포츠 및 경제 분야 교류 확대 방안 논의30)

아시아경제 (2010.03.24.)
중앙일보 (2011.08.31.)
중앙일보 (2011.08.31.)
디지털타임스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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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가. 부산광역시 본청
1) 부산광역시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
국내지자체
시기

부산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

주요내용
∙ 부산-웨스턴케이프주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0.06.05.

협약체결

-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외국 유
수 도시들과 자매결연 협정 체결 추진의 일환31)

2004.10.

기술·학술·정보 ∙ 자매도시포럼 참가32)

2007.11.

행정·인적

∙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부산대표단 방문33)

2009.07.

행정·인적

∙ IT 관계자 초청연수 실시34)

2011.06.

상징사업

∙ 6.25 참전용사 초청 사업35)

2) 부산광역시 본청-르완다 외
르완다, 모로코, 알제리,

국내지자체

부산광역시 본청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잠비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시기
2017.05.19.
~05.20.
31)
32)
33)
34)
3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교류유형
관광

(2012),
(2012),
(2012),
(2012),
(2012),

주요내용
∙ 부산시, ‘주한외국대사 초청 부산 팸투어’ 실시
- 공관장들을 초청하여 부산의 발전상 홍보

p.73
p.73
p.73
p.73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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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모로코, 에티오피아, 코트
디부아르, 케냐, 튀니지 참석
- 북항 재개발 구역 시찰, 부산시청사와 F1963
(구, 고려제강 공장부지) 등 부산의 새로운 도시
문화 복합공간 견학36)
∙ 부산시,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부산 팸투어’ 실시
-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공동, 아프리카 4개
2018.05.19.
~05.20.

국(알제리, 르완다, 잠비아, 케냐)을 포함한 16개
관광

국 주한외국공관장을 초청하여 부산의 발전상과
도시재생의 선진사례 시찰 투어 실시
- 부산시 홍보, 도시브랜드 제고, 향후 네트워킹 확
대 목적37)

3) 부산광역시 본청-모로코 카사블랑카시
국내지자체
시기

부산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모로코
카사블랑카시

주요내용
∙ 부산시, 모로코 카사블랑카시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
- 부산 시장, 시 관계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
표단이 모로코 방문
- 경제,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민간교류 등 다방

2011.04.26.

협약체결

면에서 상호협력과 우호증진, 양 도시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
- 부산시는 자매결연을 통해 항만물류 분야의 노하
우를 공유하고 잠재수요를 가진 카사블랑카시에
부산기업 상품의 활로 개척을 도모하며 아프리카
진출 계획38)

36) 부산광역시 (2017.05.25.)
37) 부산광역시 (2018.05.18.)
38) 부산광역시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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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2011.10.

행정·인적

∙ 자매도시 공무원 K2H 초청프로그램추진39)

4) 부산광역시 본청-이집트
국내지자체
시기

부산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이집트

주요내용
∙ 부산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관계자 대상 ‘2018
년도 이집트 지하철 운영 역량강화 연수’ 개최
-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교통공사가 코이

2018.09.02.
~09.15.

카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수행
기술·학술·정보

-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고위급 간부와 전문기술인
력 15명을 대상
-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 전수, 인프라 유지·관리기
법과 운영·관리 기술을 학습, 현대로템 등의 현
장 견학40)

39) 행정안전부 (2012), p.73
40) 국토일보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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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본청-튀니지
국내지자체
시기

부산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튀니지

주요내용
∙ 부산시, 튀니지(시디타벳, 시디부지드)에 부산형
드론 활용시스템 수출
- 2017년 개최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계
기, 부산시가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
을 발굴하고 부산테크노파크와 프로젝트팀을 구

2018.08.
~2019.09.

성하여 협업
경제통상

- AfDB 북아프리카 사무소의 공공분야 관리 효율
성 증진의 일환으로 AfDB에서 92만 달러 지원,
농업분야에 드론 활용 인프라 구축을 시범적으로
추진(사업기간 2018년 8월~2019년 9월 말 예정)
- 부산시 드론 할용 상용화 기술 이전, 드론 전문가
양성, 농업 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S/W
제공 및 교육 등41)

41) 매일경제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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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가. 대구광역시 본청
1) 대구광역시 본청-에티오피아
국내지자체
시기

대구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주요내용
∙ 물라투 테쇼메(Mulatu Teshome) 에티오피아 대
통령, 권영진 대구시장과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등 협력방안 논의

2015.04.13.

- ‘2015 대구 ․ 경북 세계 물 포럼’ 참석 계기, 에티

행정·인적

오피아 대통령 일행은 경북 구미에 있는 새마을
역사관, 박정희 대통령 생가, 민족중흥관 등 방문
- 지역 대표 농기계 생산 업체를 방문하고 농기계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 방안에 관심 표명42)

2) 대구광역시 본청-케냐
국내지자체
시기

대구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주요내용
∙ 대구시, 한국-케냐 수교 50주년 기념하여 대구문
화예술회관에서 케냐 사진전 개최

2015.02.17.
~03.15.

- 주한케냐대사는 대구시를 방문하여 신임 인사 및
문화·예술

문화교류 분야를 협의함
- 김병태 사진작가는 대구 출신으로 케냐로 이민
간 후 아프리카의 자연과 야생의 모습을 주제로
작품 활동함43)

42) 대구광역시 (2015.04.17.)
43) 대구광역시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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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본청-탄자니아 일레멜라시
국내지자체
시기

대구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탄자니아
일레멜라시

주요내용
∙ 대구시, 탄자니아 일레멜라시 공무원 6명 대상 도
시재난시스템 등 정보화 분야 초청연수 실시
- 대구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 정보화컨설

2018.10.08.
~10.12.

행정·인적

팅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탄자니
아(일레멜라시) 전자정부기반 도시재난안전 대응
능력 강화’의 타당성 조사 사업의 일환
- 탄자니아의 도시재난 및 전자정부 선진화 도모,
대구지역 IT기업의 해외 진출 기대44)

44) 대구광역시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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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가. 인천광역시 본청
1) 인천광역시 본청-가나 외
국내지자체
시기

인천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가나, 모잠비크,
카메룬

주요내용
∙ 인천시, 아시아·아프리카 6개국의 재난분야 고위
공무원과 실무자 대상 ‘재난경감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숍’ 진행
- 국민안전처 후원, 아시아 3개국 및 아프리카 3개
국(가나, 모잠비크, 카메룬)의 재난분야 고위공무
원과 실무자 20여명 대상
-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SDR) 동북아사무소,

2017.06.29.

행정·인적

NDTI(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KOICA 주최
로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의 역할을 할 센다이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eduction)’45)의 실행 가속 및 재
해 위험 차단복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센다이강령 실현을 위한 방안과 정부 역할, 관련
사례연구, 집단 토론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
응 태세, 재난복구 및 재활·재건의 최적화 방안
등을 도출46)

45)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3차 UN재난경감국제회의에서 2030년까
지 15년간 전 세계가 수행해야 할 센다이강령을 발표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이재민 감소, 경제생활 및 보건 ․ 의료 ․ 환경 악화 감소, 인류의 사회 ․ 과학 ․ 문
화 ․ 환경적 자산 및 기업과 공동체 ․ 국가의 실질적인 손실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46) 인천광역시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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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본청-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주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1995.05.06.

협약체결

인천광역시 본청

대상국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주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주 자매결연 의향
서한 교환47)
∙ 인천광역시-알렉산드리아주 자매결연 체결

2000.05.17.

협약체결

- 양 도시 간 문화·경제의 이해증진을 위해 공동노력,
무역·투자·과학기술·교육·문화관광·항공항만·
교통문제 협력48)

2007.05.09.

행정·인적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주 방문49)

3) 인천광역시 본청-잠비아 루사카시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2013.03.08.

협약체결

인천광역시 본청

대상국가

잠비아
루사카시

주요내용
∙ 인천시-잠비아 수도 루사카시 간 자매결연 MOU
체결50)
∙ 송영길 인천시장, 잠비아 루사카시 시장과 우호 협

2013.08.27.

행정·인적

력증진 협의
- 송 시장은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보내준 잠비아

47)
48)
49)
5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자매우호도시
홈페이지, 자매우호도시
홈페이지, 자매우호도시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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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힘쓸 것을 제안51)
∙ 루사카시 시장 일행,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과 면담
2014.07.04.

행정·인적

- 루사카시 물랑가 사타 시장 일행이 인천 송도 미
추홀타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를 방문
- 위원회는 대회 홍보물 등 참고 자료 제공52)

4) 인천광역시 본청-케냐 나이로비시
국내지자체
시기

인천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나이로비시

주요내용
∙ 인천시-나이로비시 간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
- 이창구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케냐 나이로비시 조
프리 마지와 시장 접견
- 양측은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상호

2009.06.22.

협약체결

교류 증진과 유엔기구와 관련한 적극적인 교류협
력 약속
- 그 외 무역, 첨단기술 및 물류산업, 항만·공항발
전, 관광, 교육, 문화 및 환경 등 협력분야 확대
기대53)

51) 인천광역시 (2013.08.27.)
52) 중앙일보 (2014.07.06.)
53) 인천광역시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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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
가. 광주광역시 본청
1) 광주광역시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지자체
시기

광주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내용
∙ 광주시, 아프리카 무역사절단 운영
- 광주광역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소재 중소기업(기계, LED, 의료기기업체 등)
9개사를 모집

2014.03.08.
~03.18.

경제통상

- 남아공, 카메룬, 이집트 등 KOTRA 해외무역관
관할지역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 파견된 지역에서 148건의 현장상담으로 2억
8,177만 달러의 상담실적, 11건 732만 달러의
수출 MOU 체결54)
∙ 광주시, 주한 남아공 대사관과 ‘제5회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14.07.18.

기타

-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 민주, 화해)를 공유하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
- 광주 시청은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학용품을 보내
기 위한 기부와 물품구매 등의 행사 개최55)

5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01.07.)
55) 광주광역시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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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광역시 본청-베냉 아보메이시
국내지자체
시기

광주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베냉
아보메이시

주요내용
∙ 베냉 아보메이 시장이 광주를 방문해 우호교류협
정 체결
- 2009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LUCI(세계 빛의 도
시연합) 총회에 참석한 아보메이 시장이 공공조
명시설 지원을 요청하고 박시장이 지원을 약속한

2010.04.01.

협약체결

것 계기
- 이번 교류협정은 이전 해 1월 광주시의 공공조명
시설 지원에 뒤이은 것으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교역을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 아보메이 시장 일행은 부산의 상공회의소, 기아
자동차, 삼성전자 등 유관기관과 산업체를 방문
하고, 광주 세계 광엑스포 개막식에 참석56)

2013.04.

행정·인적

∙ 베냉 그렐레 前 시장, 광주 방문57)
∙ 광주시, 베냉 아보메이시에 물품 지원
- 광주광역시는 ‘아프리카 베냉의 아보메이市 지원
물품 출정식’을 열고 가로등주 50본, LED 조명

2014.01.08.

기타

10개, 책상·의자 300조 지원
- 광주시는 재활용한 가로등 관련 자재 지원, 한국
전기공사협회는 전선관과 케이블 지원, 광주시교
육청은 재활용 책상과 의자, 한국광산업진흥회
소속 기업체에서 MIG LED조명을 지원58)

2015.11.26.

56)
57)
58)
5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시아경제

행정·인적

∙ 아보메이 시장단, 광주상의 방문
- 양 도시 간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59)

(2010.04.01.)
(2014.01.08.)
(2014.01.08.)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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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광역시 본청-세네갈 외
국내지자체
시기

광주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주요내용
∙ 광주시, 아프리카 5개국 연수단 초청 선진 지방행
정사례 공유
- 연수단은 아프리카 5개국(세네갈, 카메룬, 콩고,

2018.06.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지방 고위·중견 공무원들

행정·인적

로 구성
- 일자리 사업, 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콘텐츠 등 광주광역시의 핵심 정책 및
선진 지방행정 사례 소개60)

4) 광주광역시 본청-이집트
국내지자체
시기

광주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이집트

주요내용
∙ 광주시, 광주소재 중소기업 대상 아프리카 무역사
절단 운영
- 광주광역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소재 중소기업(기계, LED, 의료기기업체 등)

2014.03.08.
~03.18.

9개사를 모집
경제통상

- 남아공, 카메룬, 이집트 등 KOTRA 해외무역관
관할지역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 파견된 지역에서 148건의 현장상담으로 2억
8,177만 달러의 상담실적, 11건 732만 달러의
수출 MOU 체결61)

60) 광주광역시 (2018.06.28.)
6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01.13.)
45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사례집

5) 광주광역시 본청-카메룬
국내지자체
시기

광주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카메룬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광주소재 중소기업 대상 아프리카 무
역사절단 운영
- 광주광역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소재 중소기업(기계, LED, 의료기기업체 등)

2014.03.08.
~03.18.

9개사를 모집
경제통상

- 남아공, 카메룬, 이집트 등 KOTRA 해외무역관
관할지역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 파견된 지역에서 148건의 현장상담으로 2억
8,177만 달러의 상담실적, 11건 732만 달러의
수출 MOU 체결62)

6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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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광역시
가. 대전광역시 본청
1) 대전광역시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나탈주 더반시
국내지자체
시기

대전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탈주 더반시

주요내용
∙ 대전시, 더반시와 국제교류협력 의향서(LOI) 서명
- 대전시 양홍규 정무부시장이 남아공 더반시(전통
어로 에테퀴니)와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2007.09.28.

협약체결

방문
- 양 도시 간 경제개발 및 통상 분야의 기회창출,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과 이
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에 합의63)

2007.11.01.

행정·인적

∙ 남아공 더반시 시장, 대전시 방문
-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 논의64)
∙ 대전시-남아공 더반시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11.09.21.

협약체결

- 공공 및 민간부문 교류와 경제, 과학기술, 교육,
스포츠 등 포괄적 협력제체 구축65)
∙ 대전시, ‘2012 대전 자매 ․ 우호 5개 도시 청소년
축구교류대회’ 개최

2012.08.06.
~08.11.

- 자매 ․ 우호도시 간 협력관계 증진, 청소년들의 글
스포츠

로벌 마인드 함양 목적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시, 러시아의 노보시비르
스크시, 중국의 지난시, 일본 삿포로시 등 대전시
의 5개 자매 ․ 우호 도시들이 참여했으며, 도시별

63) 대전광역시 (2007.09.21.)
64) 행정안전부 (2012), p.138
65) 충남일보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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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등 모두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대전
에서는 유성중학교 축구팀이 시대표로 출전
- 참가한 외국 선수단에게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대전시청방문, 전통탈 만들기,
한복체험, 시티즌경기관람, 태권도체험, 한국민
속촌 관광 등66)

2) 대전광역시 본청-세이셸 빅토리아시
국내지자체
시기

대전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세이셸
빅토리아시

주요내용
∙ 대전시-세이셸 빅토리아시 우호교류협정 체결

2009.10.15.

협약체결

- 2008년부터 세이셸에서 에코힐링 국제마라톤대
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후원한 대전
연고기업인 ㈜선양이 교류 주선67)
∙ 박성효 대전시장, 세이셸 대통령 예방
- 제임스 미셸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의한 답방으
로, 2009년 대전광역시와 세이셸의 수도 빅토리

2010.02.26.

행정·인적

아시 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이 계기
- 박 시장은 세이셸 수도 빅토리아시와의 문화·예
술·경제 부문 등의 교류협력에 대통령의 적극적
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68)

66) 대전광역시 (2012.08.07.)
67) 연합뉴스 (2009.10.15.)
68) 연합뉴스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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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광역시 본청-알제리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2003.08.

행정·인적

대전광역시 본청

대상국가

알제리

주요내용
∙ 알제리 과학기술신도시 개발청장(Hamidi Liess)
등 3명, 대전 방문69)
∙ 알제리 대통령(Abdelaziz Bouteflika), 대전 방문
- 자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제안, 경제협력단 파견

2003.12.

행정·인적

요청
- 주한 알제리 대사(Ahmed Boutache) 대전 방
문, 알제시와 자매결연 및 세계 과학도시 연합
(WTA) 가입 논의70)
∙ 대전시-알제시 교류협력의향서 체결
- IT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 정보 교류와 경제·환
경·문화·체육 등의 분야에 교류협력 합의
- 대전시는 알제시 측에 대덕 테크노밸리와 세계과

2005.05.04.

협약체결

학도시연합(WTA)를 소개하고 알제시의 WTA
가입에 대해 논의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수도 근교 시디압델라 과학
기술신도시 건설계획에 대전시의 대덕연구단지
육성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당부71)
∙ 대전시, 알제리 시장개척 경제협력단 파견
- 2003년 알제리 대통령 대전시 방문시 경제협력

2005.07.15.
~07.22.

단 파견 요청 계기, ‘알제리 경제협력 테스크포스
경제통상

팀’ 구성, 박성효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경
제협력팀, 댐ㆍ철도 에너지팀, 주택ㆍ통신ㆍ전기
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여 파견준비
- 알제리 측 협력 및 상담 파트너는 알제리의 상공

69) 대전광역시의회 (2005.06.24.)
70) 대전광역시의회 (2005.06.24.)
71) 연합뉴스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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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 에너지부, 정보통신부, 댐개발청, 주택
청, 철도청, 투자청, 고속도로개발청, 과학신도시
개발청 등72)
∙ 대전-알제리 간 경제협력방안 논의
- 알제리 민영화투자유치장관(압델하미르 테마르)
이 대전 방문, 박성효 대전시장을 접견하고 대전
2006.11.17.

행정·인적

-알제리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알제리 민영화투자유치장관 내한 계기, 대전 기
반 경제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알제리
경제협력 간담회 개최73)
∙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장관 일행 대전 방문

2007.01.16.

행정·인적

-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 장관 등 11명의 방문단은
박성효 대전시장을 예방하고 양국 경제협력, 알
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에 대해 논의74)

4) 대전광역시 본청-이집트
국내지자체
시기

대전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이집트

주요내용
∙ 대전시, 이집트와 과학기술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 대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장 자격으로
이집트 교육과학부 헤랄 장관과 과학기술교류협

2008.04.11.

협약체결

력 의향서를 체결
- 대전시는 UNESCO와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무바라크(現 알렉산드리아) 과학단지 건
설에 협력할 예정75)

72)
73)
74)
75)

대전일보 (2005.07.15.)
충청신문 (2006.11.19.)
대전광역시 (2007.01.16.)
충청신문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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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이집트 무바라크 과학단지와 무바라크(現
2010.10.12.

협약체결

알렉산드리아)

과학단지

투자지역(MuCSAT

Investment Zone)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OA(Memorandum of Agreement) 체결76)
∙ 대전시, 대한상공회의소-이노비즈협회-이집트 과
학단지(SRTA-CITY)’와 함께 상호 경제협력을 위

2014.11.12.

협약체결

한 MOU 체결
- 대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총회기간 중 지
역기업의 이집트 과학단지 건설 사업 참여기회
제공과 국내 기업 간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77)
∙ 대전시, 이집트 과학단지 건설에 참여
- 대전시 주도 국제기구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이 1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실로 이집트 과
학단지 건설에 참여

2015.08.13. 기술·학술·정보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3일 이집트 알
렉산드리아에 위치한 과학연구 및 기술 응용 도
시(SRTA)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을 위한 사업계약(19만 달러, 한화 2억2천만 원)
을 체결78)

76) 한국경제 (2010.10.12.)
77) 뉴스1 (2014.11.12.)
78) 충남일보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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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광역시 본청-케냐
국내지자체
시기

대전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주요내용
∙ 대전시, 케냐 및 중동 국가에 ‘2017년 중동·아프
리카 방산무역사절단’ 파견
- 대전시가 지역 국방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
척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

2017.05.24.
~05.26.

경제통상

트라(KOTRA)와 체결한 '해외방위산업시장진출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
- 대전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KOTRA Kodits)가 공동 개최
- 바이어 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등 현지 행사비 등
지원79)
∙ 대전시, 케냐 및 중동 국가에 ‘2018년 중동·아프
리카 방산무역사절단’ 파견
- 대전테크노파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
자교역지원센터(KOTRA Kodits)가 공동 개최

2018.05.05.
~05.13.

- 사절단은 현지 국방부, 경찰 등 정부 및 군 관계
경제통상

자 대상 제품 소개, 총 47건 3,780만 달러의 상
담 실적 달성
- 중동·아프리카 방산무역사절단은 중동 및 아프리
카 수출시장 개척 발판 마련을 목표로 대전광역
시 소재 기업 4개사를 포함하여 해외방산무역을
희망하는 국방벤처기업 총 12개사로 구성80)

79) 연합뉴스 (2017.05.19.)
80) 국민일보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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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
가. 울산광역시 본청
1) 울산광역시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지자체
시기

울산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내용
∙ 울산시,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공화국)에 무역사
절단 파견
- 울산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력 사업으로

2011.05.20.
~05.25.

카이로(이집트)와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통상

에 무역사절단 파견
- 파견 업체는 도시별로 KOTRA에서 제공하는 상
담장에서 자사 제품의 홍보, 구매상담 및 계약 진
행81)

2) 울산광역시 본청-이집트
국내지자체
시기

울산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이집트

주요내용
∙ 울산시, 이집트 카이로 및 중동 국가에 무역사절단
파견

2015.04.04.
~10.

- 울산시와 중진공울산지역본부가 중소기업 8개사
경제통상

로 무역사절단을 구성
- 무역사절단은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의 협
조를 얻어 총 1,298만 1,000 달러의 수출 상담
을 거쳐 507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82)

81) 울산광역시 (2011.05.19.)
82) 울산광역시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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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본청-튀니지
국내지자체
시기

울산광역시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튀니지

주요내용
∙ 울산시, ‘주한외교사절 및 전국 시·도 관광협회장

2009.09.04.
~09.05.

초청 팸투어’ 진행
관광

-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나라를 대상으로 초청,
상호 교류확대와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83)

83) 울산광역시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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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가. 경기도 본청
1) 경기도 본청-가나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가나

주요내용
∙ 경기도, 가나와 ‘글로벌 나눔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마가렛 클라크 케이웨시 주

2013.01.28.

한가나대사, 해외 의료지원 민간기관은 ‘글로벌

협약체결

나눔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확대, 의료지원, 해외
재난대응 긴급구호 등에 합의84)
∙ 경기도, 가나공화국에 스라파 코코도-경기 메디컬

2018.10.

기타

센터를 설립, 가나정부에 기증
- ‘글로벌 나눔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저
개발 지역에 병원 지원85)

2) 경기도 본청-나이지리아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나이지리아

주요내용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아공과 나이

2009.10.18.

경제통상

지리아에 2009 아프리카 종합 통상 촉진단 파견
- 600만 달러 상담, 250만 달러의 계약 성사86)

84) 중앙일보 (2013.01.30.)
85) 중앙일보 (2014.03.20.)
86) 경기도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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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내용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아공과 나이

2009.10.18.

경제통상

지리아에 2009 아프리카 종합 통상 촉진단 파견
- 600만 달러 상담, 250만 달러의 계약 성사87)
∙ 경기도,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지역
에서 의료봉사 실시
- 경기도, 의료봉사단 및 대학병원 의료진으로 구

2012.02.02.
~02.09.

기타

성된 의료봉사단 32명 파견, 말라위 리롱궤, 남
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 짐바브웨 하라레 지
역에서 의료봉사 실시
- 의료 소외계층 주민 969명 진료 및 방문 지역 청
소년에게 축구공, 학용품 등 전달88)
∙ 경기도-남아공 해양협회 간 상호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13.05.30.

협약체결

- 향후 보트쇼 개최 시 VIP 자격 초청, 상호 보트
쇼 참석을 위한 우량업체 선별 유치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 합의89)

4) 경기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주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1995.05.25.

협약체결

87)
88)
89)
90)

경기도 본청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주

주요내용
∙ 경기도와 하우텡주(Gauteng Province) 간 자매
결연 협정 체결90)

경기도 (2009.10.26.)
경기도 (2012.02.02.)
경기도 (2013.05.30.)
경기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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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10.28.

경제통상

∙ 경기도 측, 중소기업들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남아공 국제박람회 참가91)

1997.10.

경제통상

∙ 경기도 측, 남아공 국제무역박람회 참가92)

1998.04.

행정·인적

∙ 남아공 중견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93)

1998.10.

경제통상

∙ 경기도 측, 남아공 국제무역박람회 참가94)

2003.11.

행정·인적

∙ 경기도 실무단 남아공 방문95)
∙ 경기도-남아공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및 방문

2005.05.28.
~06.04.

- 경기도 방문단 행정 1 부지사 외 11명은 남아공
행정·인적

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10주년 공동선언문 체결
및 기념식수, 경기도 시장촉진단 격려
- 하우텡 주정부 및 한인회와 의료지원 합의96)

2007.09.

행정·인적

∙ 남아공 하우텡주의회 대표단 경기도 방문97)

2010.03.

행정·인적

∙ 경기도의회 대표단 하우텡주 방문98)
∙ 하우텡주 에쿨라니시 대표단, 병원건립 및 신도시
프로젝트사업 관련하여 경기도 방문

2012.04.

행정·인적

- 방문단은 에쿨라니 시장, 경제개발 행정국장 등
4명으로 구성
- 대형병원, 분당신도시 등 벤치마킹 관련 논의99)

91)
92)
93)
94)
95)
96)
97)
98)
99)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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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본청-말라위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말라위

주요내용
∙ 경기도,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지역
에서 의료봉사 실시
- 경기도, 의료봉사단 및 대학병원 의료진으로 구

2012.02.02.
~02.09.

기타

성된 의료봉사단 32명 파견, 말라위 리롱궤, 남
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 짐바브웨 하라레 지
역에서 의료봉사 실시
- 의료 소외계층 주민 969명 진료 및 방문 지역 청
소년에게 축구공, 학용품 등 전달100)
∙ 경기도와 말라위 보건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MOU 체결

2012.02.04.

협약체결

- 경기도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말라위 보건부와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에이즈
예방과 어린이 건강증진,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
료 분야 협력에 합의101)

6) 경기도 본청-모로코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모로코

주요내용
∙ 경기도, 이집트, 수단, 모로코 대사 초청 경기도
설명회 개최

2007.04.27.

행정·인적

- 설명회는 경기도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
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이뤄졌으며 우호
교류 확대 의지 표명

100) 경기도 (2012.02.02.)
101) 서울경제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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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를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아프리카 및 중동과의 교류 중요성 강조102)
∙ 김진흥 부지사, 모로코 방문
- 모로코 경제금융부(Ministry of Economy &
2018.02.28.
~03.03.

Finance) 관계자들과 접견, 경기도-모로코 간
행정·인적

경제·금융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 및 협력기반 구
축 방안을 모색
- 카사블랑카에서 열리는 ‘모로코 의료기기 박람
회’ 행사 방문103)

7) 경기도 본청-보츠와나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보츠와나

주요내용
∙ 보츠와나 정보통신부 차관보 등 보츠와나 방문단,
경기도 방문
- 방문단은 보츠와나 정보통신부(MTC,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차관보
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14명으로 구성

2018.05.03.

행정·인적

- 보츠와나 정부의 전자정부 계획 수립 추진 일환
으로 한국의 선진정보화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판교 빅파이센터(BIG-FI Center) 방문
- 경기도는 방문단 대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119
구급차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최적화 분석과 외래
관광객 패턴 분석 등 시연104)

102) 경기도 (2007.04.27.)
103) 경기도 (2018.02.25.)
104) 경기도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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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본청-수단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수단

주요내용
∙ 경기도, 이집트, 수단, 모로코 대사 초청 경기도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경기도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

2007.04.27.

행정·인적

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이뤄졌으며 우호
교류 확대 의지 표명
- 설명회를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아프리카 및 중동과의 교류 중요성 강조105)

9) 경기도 본청-알제리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알제리

주요내용
∙ 경기도,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케냐)에
통상촉진단 파견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아프
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케냐)에 통상촉진단

2012.07.02.
~07.11.

경제통상

파견
- 경기도에 본사나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사 참여, 현지 바이어와 1대1 매칭 상담과
시장조사 활동 진행
- 수출상담액 1,087만 2천 달러 및 수출계약가능
액 687만 2천 달러의 성과 달성106)

105) 경기도 (2007.04.27.)
106) 경기도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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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도 본청-이집트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이집트

주요내용
∙ 경기도, 이집트, 수단, 모로코 대사 초청 경기도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경기도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

2007.04.27.

행정·인적

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이뤄졌으며 우호
교류 확대 의지 표명
- 설명회를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아프리카 및 중동과의 교류 중요성 강조107)
∙ 경기도, 도내 10여개 기업 대상 이집트 가공기계
박람회(MACTECH 2009) 참가 지원

2009.10.22.
~10.25.

- 금속가공 기계류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지원 목적
경제통상

- 전시부스 임차료, 장치 및 부스설치, 현지 교통
편, 통역 등 지원
- 박람회에 참가한 4개의 한국 기업은 현지 에이전
트와 계약 또는 초기 납품계약 체결 성과올림108)
∙ 경기도,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케냐)에
통상촉진단 파견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아프
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케냐)에 통상촉진단

2012.07.02.
~07.11.

경제통상

파견
- 경기도에 본사나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사 참여, 현지 바이어와 1대1 매칭 상담과
시장조사 활동 진행
- 수출상담액 1,087만 2천 달러 및 수출계약 가능
액 687만 2천 달러의 성과 달성109)

107) 경기도 (2007.04.27.)
108) 경기도 (2009.10.30.)
109) 경기도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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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도 본청-짐바브웨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짐바브웨

주요내용
∙ 경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짐바브웨 지역
에서 의료봉사 실시
- 경기도, 의료봉사단 및 대학병원 의료진으로 구

2012.02.02.
~02.09.

기타

성된 의료봉사단 32명 파견, 말라위 리롱궤, 남
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 짐바브웨 하라레 지
역에서 의료봉사 실시
- 의료 소외계층 주민 969명 진료 및 방문 지역 청
소년에게 축구공, 학용품 등 전달110)
∙ 경기도, 짐바브웨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
한 경기 희망미래센터 건립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추진

2013.01.29.

기타

- 경기도는 ‘세계 속 경기도’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개도국 ODA사업 범위를 아시아 위주에서 아프
리카 및 남미로 확대하여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
고 제공할 계획111)

12) 경기도 본청-케냐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주요내용
∙ 경기도,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케냐)에

2012.07.02.
~07.11.

통상촉진단 파견
경제통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아프
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케냐)에 통상촉진단
파견

110) 경기도 (2012.02.15.)
111) 매일경제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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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본사나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사 참여, 현지 바이어와 1대1 매칭 상담과
시장조사 활동 진행
- 수출상담액 1,087만 2천 달러 및 수출계약 가능
액 687만 2천 달러의 성과 달성112)
∙ 경기도, 케냐 나이로비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신설
- 경기도는 수출초보기업의 수출판로 확장을 위해
2018.01.16.

경제통상

케냐 포함 10개국에 통상사무소를 구축해 전 세
계에 수출지원 거점을 확보할 예정
- 경제실장이 총괄책임을 맡고 도 관련 실‧국장과,
경제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추진반
을 구성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113)

112) 경기도 (2013.09.09.)
1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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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 시군구
1) 경기도 광명시-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광명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주요내용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시장단이 중소도시 현대화
및 효율화 추진을 위한 우수행정 벤치마킹 목적으
로 광명시 방문

2017.06.14.

행정·인적

- 오로미아 주의 쉬멜리스 아브디사 부주지사 등 13
명 시장단은 도시재생, 관광(광명동굴), 안전 분야
우수사례(광명시 통합관제센터) 벤치마킹 목적으
로 광명시를 방문해 개발 및 구축 과정, 법·제도적
측면, 선진 안전관리 정책 전수 등 논의114)

2) 경기도 수원시-모로코 페즈시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2000.09.

행정·인적

2001.02.

행정·인적

2003.02.21.

협약체결

경기도 수원시

대상국가

모로코
페즈시

주요내용
∙ 모로코 페즈시 바바시장, 유네스코 세계성곽도시
수원총회 참석115)
∙ 이무광 부시장 등 수원시 대표단, 페즈시 방문 자
매결연 체결관련 협의116)
∙ 수원시-모로코 페즈시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
- 모로코 페즈시 바바 시장이 수원에서 2000년

114) 경기일보 (2017.06.15.)
115) 수원시 홈페이지
116) 수원시 홈페이지
70

Ⅲ.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주요사례(지자체별)

개최한 유네스코 세계성곽도시 총회 참석 후 자매
결연 체결 진행해 왔음117)
∙ 페즈시 대표단, 제45회 화성문화제에 참가
2008.10.08.
~10.12.

문화·예술

- 화성을 테마로 하는 전통행사 외 수원시의 자매결
연 도시들이 참여하여 국제 자매도시 음식문화축
제, 각 국가 전통 공연 등 개최118)
∙ 수원시 대표단, 모로코 페즈시가 개최한 ‘제2차 페

2014.06.10.
~06.14.

즈 자매도시 국제 포럼'에 초청 받아 페즈시 방문
행정·인적

- 수원시 대표단은 동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수
도를 위한 수원시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주제로 수
원시의 우수 정책 사례 발표119)
∙ 염태영 수원시장, 국제자매도시 초청으로 모로코 페
즈시 방문

2015.05.19.
~05.23.

행정·인적

- 수원시 방문단은 국제자매도시 모로코 페즈시에서
열리는 제3회 페즈 국제자매도시 회의 (2019.05.
21.~22.) 및 제21회 세계 종교음악 축제(2019.
05.23.)에 참가120)

3) 경기도 파주시-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쉬시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2007.09.

협약체결

117)
118)
119)
120)
121)

경기도 파주시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쉬시

주요내용
∙ 파주시-남아공 스텔렌보쉬시 자매결연의향서 교
환121)

수원시 홈페이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국제교류현황
수원시국제교류센터 (2014.06.22.)
중앙일보 (2015.05.21.)
파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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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남아공 스텔렌보쉬시 자매결연 체결
- 파주시청을 방문한 앨더만 패트릭 스워츠 스텔렌
2009.09.21.

협약체결

보쉬시 시장과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청소년,
산업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
기로 합의122)

2011.02.

기타

∙ 파주시, 스텔렌보쉬 복지센터에 전산장비 지원123)

4) 경기도 포천시-모잠비크
국내지자체
시기

경기도 포천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모잠비크

주요내용
∙ 경기도 포천시, 유기질 비료 5만포를 모잠비크에
지원
-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포천시의 ‘포
천 글로벌 나눔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경기도로부

2016.07.22.

기타

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음
- 포천시와 포천농·축협, 비료업체, 국제기아대책
기구 관계자들이 모잠비크 농림부를 방문하여 직
접 전달
- 농·축산업기술 전수 목적 포천시-모잠비크 간 우
호교류의향서 체결124)

122) 파주시 홈페이지
123) 파주시 홈페이지
124) 경인일보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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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원도
가. 강원도 본청
1) 강원도 본청-가나 외
가나, 나이지리아,
국내지자체

강원도 본청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시기

교류유형

주요내용
∙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의
고위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다국가 과정’
연수단이 도청 방문

2012.04.23.

행정·인적

- 강원도가 ‘미래지도자 친 강원인 육성 차원’에서
ODA연계 연수단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것이 계기
- 연수단은 강원도의 우수농업시책인 ‘새농촌건설
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육묘배양을 체험125)

2) 강원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음푸말랑가주
국내지자체
시기

강원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음푸말랑가주

주요내용
∙ 강원도-남아공 음푸말랑가주 우호교류 협정 체결
- 1999년 관광엑스포 참가 및 자매결연 체결 제의

2000.02.21.

협약체결

에 이어 음푸말랑가주 대표단 내도한 것이 계기
- 강원도 대표단 음푸말랑가주 방문 ‘관광·사회개
발·스포츠·과학기술에 관한 협정’ 체결126)

125) 강원도 (2012.04.24.)
12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강원도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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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도 본청-레소토 외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국내지자체

강원도 본청

대상국가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튀니지

시기

교류유형

주요내용
∙ 강원도,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 16명 대상 강원도
형 지역개발 활성화 역량강화 국제연수 실시
- 코이카와 진행, 아프리카 5개국(레소토, 마다가

2018.06.21.
~07.07.

스카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튀니지) 및 아시
행정·인적

아 5개국 지역개발 분야 고위 공무원 16명 대상
- 연수단은 인프라 구축 및 자립형 농촌개발, 지역
자원 활용 소득증대 방안,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에 대한 연수 참여 후 평창
등의 우수정책 사례지 방문127)

4) 강원도 본청-세네갈
국내지자체
시기

강원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세네갈

주요내용
∙ 세네갈 농업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
네갈 관개 및 농업용 수자원개발' 연수단이 강원도
청 방문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저개발국

2012.10.15.
~10.17.

행정·인적

인력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 연수단은 도정과 도의 농업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춘천시 동면의 호반 육묘장, 화천 토고미
마을, 홍천 농업고등학교 견학
- 해당 사업은 강원도의 우수시책을 대외에 홍보하
여 국제적 인적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적 위상

127) 강원도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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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128)

5) 강원도 본청-탄자니아 모로고로시
국내지자체
시기

강원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탄자니아
모로고로시

주요내용
∙ ‘탄자니아 모로고로 농촌종합개발과정’ 연수단, 강
원도청 방문
- 탄자니아의 모로고로시의 농업관련 공무원과 민

2012.04.30. 기술·학술·정보

간인으로 구성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연수단 초
청 한국 연수 기간 중 방문하여 농업기술원, 화훼
온실 등 농업관련 시설을 체험129)

6) 강원도 본청-튀니지
국내지자체
시기

강원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튀니지

주요내용
∙ 튀니지 국토개발부 특사(차관급)와 지적청장, 토지
제도 및 공간정보 기술 공유를 위해 강원도 방문

2015.06.04.

행정·인적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방문단을 환대하고 강원도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시스템 운용 현황에 대해
공유함130)

128) 강원도 (2012.10.15.)
129) 강원도 (2012.04.30.)
130) 강원도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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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원도 시군구
1) 강원도 춘천시-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국내지자체
시기

강원도 춘천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주요내용
∙ 춘천시-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간 자매결연 체결
- 한국전 참전 보훈사업을 중점으로 아디스아바바
시장에게 한국전 참전용사 회관을 건립해주겠다
는 기증서 전달

2004.05.02.

협약체결

- 현재 춘천 공지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비와
같은 규모의 참전 기념비를 아디스아바바시에 건
립해주기로 함
- 그 외, 중고 컴퓨터 보내기, 농산물 종자 교환, 소
방차 지원, 관광객 교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131)
∙ 춘천시, 중고 컴퓨터 보내기 운동으로 중고 컴퓨터
200대(1차 지원분)를 아디스아바바시에 기증
- 춘천시가 아디스아바바시를 방문해 중고 컴퓨터

2004.08.18.

기타

1천대를 지원을 비롯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회관 건립, 중고 소방차 지원, 도로 건
설, 메밀 시험재배 등 8개 항목에 걸친 지원 사업
을 약속한 것이 계기132)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에 강원도 소방본부로

2005.01.

기타

부터 무상양여 받은 중고 소방구급차 22대, 국세
청과 대구 남구청을 통해 수집한 중고컴퓨터 320
대(2차분) 기증

131) 연합뉴스 (2004.05.02.)
132) 연합뉴스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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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는 아디스아바바시의 응급환자 수송 등에
사용될 예정133)
∙ 에피오피아의 태권도 대표팀 선수 2명과 한국인
감독이 춘천시 태권도 전용훈련장에서 춘천시청
대표팀과 전지훈련 실시
2006.05.

스포츠

- 춘천시가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관계를 맺으면서
에티오피아는 춘천에서 태권도 전지훈련을, 춘천
시는 아디스아바바의 고원지역인 엔토토에 마라
톤 캠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성사134)
∙ 춘천시에 6·25전쟁 참전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희
생정신을 기리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건립

2007.03.08.

상징사업

-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참전 과정 기록과 참전 당
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사용했던 각종 물품, 에
티오피아의 역사 문화 종교 생활풍습과 그동안
춘천시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시와 벌
였던 교류활동 내용 등 79종 218점 전시135)
∙ 아디스아바바시 쿠마 데메크사 시장 일행, 강원 춘
천 방문
- 쿠마 데메크사 시장은 춘천 근화동 공지천에 있
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탑을 방문한 뒤

2009.05.22.

행정·인적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이 사용했
던 무기와 군복 등이 전시된 인근 에티오피아 한
국전 참전 기념관 방문
- 유성춘 부시장과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방안을 협의
-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송암동 레저스포츠
타운 견학136)

133)
134)
135)
136)

강원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연합뉴스

(2005.01.19.)
(2006.05.23.)
(2007.03.08.)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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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에티오피아 수교 50주년 기념 평화대행
진 행사 개최
2013.06.22.

문화·예술

- 에티오피아 외무부장관, 아디스아바바시장 등 정
부 관계자와 민속공연단, 한국전 참전용사 150
여 명 참석137)
∙ 에티오피아 물라투 대통령 일행, 춘천시 방문
-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참석 차 방한 계기,

2015.04.18.

행정·인적

물라투 테쇼메 위르투 대통령 일행 춘천시 방문
-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탑에 헌화, 참전기념관,
에티오피아집(카페) 방문
∙ 춘천시, 아디스아바바시 연수단 대상 행정 연수 실시

2016.07.16.
~07.22.

- 에리스투 이르도우 부시장 등 4명 대상
행정·인적

- 춘천시장 예방, 춘천시 조직, 인사, 주민참여, 복
지, 보건, 도시계획 등 행정 전반에 관한 연수 및
시설 견학 실시138)

2) 강원도 춘천시-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국내지자체
시기

강원도 춘천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주요내용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대표단이 춘천시 방문, 시
의 도시 운영 사례를 연수하고 양 지역 간 교류 확
대 논의

2017.06.08.

행정·인적

- 춘천시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운영사례, 전자민
원 시스템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춘
천시 우수 행정 사례 공유
- 그 외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탑에 헌화, 소
양강스카이워크 등 관광명소 방문139)

137) JTBC뉴스 (2013.06.21.)
138) 강원일보 (2016.07.19.)
139) 매일일보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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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청북도
가. 충청북도 본청
1) 충청북도 본청-마다가스카르
국내지자체
시기

충청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마다가스카르

주요내용
∙ 오니티아나 릴리(Onitiana Realy) 마다가스카르
인구사회부장관이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회식 참석차 청주 방문
- 오니티아나 릴리(Onitiana Realy) 마다가스카르

2016.09.02.

행정·인적

인구사회부장관이 ‘2016 청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개회식 참석차 청주 방문
- 마다가스카르 인구사회부 장관 일행은 충북농업
기술원의 식물공장, 조직배양실, 농업과학관, 민
속마당 등 첨단 농업시설과 주요 연구시설 견학
후 자국 농업 지원 요청140)
∙ 충청북도와 마다가스카르 공중보건부 간 ‘천연물
산업교류 상호이익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7.09.22.

협약체결

- 마다가스카르의 풍부한 천연물 자원과 충청북도
의 보건·의료·천연물 관련 인프라 및 신약개발
노하우를 결합하는 데 합의141)

140) 충청일보 (2016.09.04.)
141) 매일경제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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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청남도
가. 충청남도 본청
1) 충청남도 본청-나이지리아 외
나이지리아,
국내지자체

충청남도 본청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시기

교류유형

주요내용
∙ 충남, 케냐 나이로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그, 나이지리아 라고스 3개 지역에 무역사절단

2014.06.23.
~07.02.

파견
- 태성화학(주) 등 8개 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은

경제통상

1:1 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해 156건의 상담 진행
- 수출상담 21,155,000달러, 계약추진 5,471,000
달러의 성과142)

2) 충청남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
국내지자체
시기

충청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

주요내용
∙ 남아공 노스웨스트주 부족장 일행, 충남 방문
- 노스웨스트주는 충남 새마을회의 ‘민학관 해외봉
사단’ 활동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과 새마을운동

2011.06.23.

행정·인적

벤치마킹을 위해 친환경 오리농법 쌀 재배 및 새
마을운동 추진과정을 듣고 남아공에서의 적용 가
능성을 타진
- 충남 새마을회 회장은 충남과 남아공의 상호 교

142) 대전투데이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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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협력 증진을 위해 모췌가레 부족장을 명예 새
마을지도자로 위촉 및 위촉장 수여143)

3) 충청남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주
국내지자체
시기

충청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주

주요내용
∙ 충청남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주 간
교류 협의회 개최
- 우호교류 실무협의 및 상호 협력 방안, 경제·투

2012.10.31.

자정책, 농업·에너지, 관광분야 등에 대한 교류도

행정·인적

논의
- 이스턴 케이프 주 방문단은 도 농업기술원과 공무
원교육원, 충남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고, 도내 대학과 산업시설, 문화재 견학144)
∙ 충남, 남아공 이스턴케이프주 공무원 대상 초청연
수 실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2013.04.26.
~10.16.

공동으로

주관하는

K2H(Korea Heart to Heart)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인적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주 공무원을 포함
하여 3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실시
- 한국어 수업, 문화 강좌, 특정분야 행정 직무연
수, 도내 주요 축제 참관 등의 프로그램 통해 역
량강화 기회 제공145)

143) 충청남도 (2011.06.23.)
144) 충청일보 (2012.11.01.)
145) 충청투데이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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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남아공

이스턴케이프주와

우호교류의향서

(LOI) 체결
2015.11.10.

협약체결

- 상호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이해 제고, 문화와 과
학·기술, 교육, 관광, 무역 및 투자, 해양, 경제·
농업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추
진키로 합의146)

146) 대전일보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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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청남도 시군구
1) 충청남도 아산시-모잠비크 외
국내지자체
시기

충청남도 아산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모잠비크, 세네갈,
우간다, 케냐, 토고

주요내용
∙ 아산시. 모잠비크, 세네갈, 우간다, 케냐, 토고 농업
공무원 14명 대상 농업개발과정 연수 사업 실시
- 케냐, 모잠비크, 세네갈, 토고, 우간다 농업공무
원 14명 대상
- 식량작물 및 농기계 분야 관련 이론 교육 및 실

2018.06.20.
~08.10.

행정·인적

습, 현장견학 병행
-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개발도상국 농업경제발전 역량강화와 한국과 개
발도상국 간의 우호증진이 목적
- 연수생들에게 개별 농업개발 액션플랜 수립을 통
해 자국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및
선진농업기술 전파147)

2) 충청남도 아산시-탄자니아 무완자시
국내지자체
시기

충청남도 아산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탄자니아
무완자시

주요내용
∙ 아산시-탄자니아 무완자시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 2007년 탄자니아 무완자시 대표단 내방, 같은해

2007.10.22.

협약체결

7월 아산시 대표단 무완자시 방문, 10월 무완자
시 대표단 아산시 재방문등 협정 체결 위한 발판
마련148)

147) 아주경제 (2018.08.12.)
148) 충남일보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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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남도 천안시-짐바브웨 하라레시
국내지자체
시기

충청남도 천안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짐바브웨
하라레시

주요내용
∙ 천안시 방문단, 하라레시 방문
- 경제, 문화, 코이카 연계 ODA사업 등 다방면 교

2013.04.29.
~05.04.

류협력 방안 논의
행정·인적

- 하라레시 대표 축제인 HIFA 참관 및 상호 문화
교류 방안 논의
- 하라레 시청방문 및 시장 면담, 하라레 시의회 의
원들과의 만찬회, 대사관 관저만찬 등 참석149)
∙ 천안시, 짐바브웨 지자체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 천안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을 초청해 행사연수 및 한국어 교
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K2H(Korea Heart

2014.04.25.
~10.15.

행정·인적

to Heart) 실시
- 천안시는 짐바브웨 하라레시청 소속 상수도 관련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후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선진 환경기술을 갖
추고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 6개월간 연수 진
행150)
∙ 천안시 방문단, 짐바브웨 하라레시 방문하여 다양
한 분야 교류협력 방안 협의

2015.04.29.
~05.06.

- 부시장을 비롯한 3명 등은 짐바브웨 예술축제인
행정·인적

HIFA 축제 참관 및 천안시의 ‘흥타령춤 축제
2015’ 참여 협의
-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K2H) 추진 성과 확인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151)

149) 천안시청 홈페이지
150) 충남일보 (2014.05.08.)
151) 충청일보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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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짐바브웨 하라레시 우호협력 도시 협정
체결
- 2011년부터 외교부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추
천으로 천안시-하라레시 간 교류관계 시작,
2013년부터 매년 외국 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2016.07.20.

협약체결

(K2H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정책, 축제, 농업
및 상수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
온 것이 계기
- 구본영 천안시장은 협약을 통해 양 도시의 관계
발전을 기대하며 내실 있는 교류가 지속되기 위
한 노력 약속152)
∙ 이필영 천안부시장, 하라레시 등 국제교류도시
방문
- Bernard Manyenyeni 하라레 시장과 직원상호

2018.02.25.
~02.27.

행정·인적

파견 협약서를 체결하고,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 위 협약서에 따라 천안시에서 파견된 김영복 식
량작물팀장은 1년 간 하라레 시청에서 근무하면
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할 예정153)

152) 연합뉴스 (2016.07.14.)
153) 충청신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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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라북도
가. 전라북도 본청
1) 전라북도 본청-가나
국내지자체
시기

전라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가나

주요내용
∙ 전라북도,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위해 가나,
케냐 방문
- 도지사, 부안군수, 한국연맹 총재 등이 가나, 케

2016.03.09.
~03.16.

냐에서 유치활동 전개

행정·인적

-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에 맞춰 출국한 유치단
은 개최지 가나에서 주요 인사와 지도자들과의
면담, 새만금 대회 유치 지원 요청 및 국제의 밤
행사에서 다채로운 홍보활동 전개154)

2) 전라북도 본청-리비아
국내지자체
시기

전라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리비아

주요내용
∙ 전북도, 리비아에 정읍농협의 찹쌀 등 2톤을 포함
한 341천 달러 규모의 농식품 수출
- 전북도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수출시

2007.08.02.
~08.15

장보다 경쟁이 적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경제통상

좋은 농식품 블루오션지역의 틈새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수출 지원 결정
- 아프리카 바이어들은 전북도 농식품을 연간 100
만 달러 정도 규모로 수입하기로 결정함
- 전북도는 박람회 참가 등 활발한 시장개척을 통해

154) 전라일보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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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이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할 계획155)

3) 전라북도 본청-케냐
국내지자체
시기

전라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주요내용
∙ 전라북도-케냐 국적의 커피제조 기업인 골드락 인
터네셔널 간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 투자양해각서(MOU)는 같은 해 국가 식품 클러
스터와 골드락 인터네셔널 간에 체결했었던 투자
의향서(LOI)를 이행한 것으로 그동안 농식품부,

2014.11.05.

협약체결

전라북도, 익산시가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활
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성과
-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며 “골드락인터네셔널”을 위해 지원을 아
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156)
∙ 전라북도,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위해 가나,
케냐 방문
- 도지사, 부안군수, 한국연맹 총재 등이 가나, 케냐

2016.03.09.
~03.16.

행정·인적

에서 유치활동 전개
-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에 맞춰 출국한 유치단
은 개최지 가나에서 주요 인사와 지도자들과의
면담, 새만금 대회 유치 지원 요청 및 국제의 밤
행사에서 다채로운 홍보활동 전개157)

155) 전라북도 (2007.08.02.)
156) 전라북도 (2014.11.05.)
157) 전라일보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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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 본청-탄자니아
국내지자체
시기

전라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탄자니아

주요내용
∙ 전북도청, 전북 중소기업 ‘위캔글로벌’이 탄자니아
바이어(SUN Machineries, LTD)와 1단계로 농
기계 5백만 불 수출을 위한 계약 체결
- 위캔글로벌 김준환 대표가 같은 해 5월 전라북도

2016.06.17.

경제통상

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가 지원하는 아프
리카 무역사절단에 참여하여 탄자니아 현지에서
상담한 바이어를 전북으로 초청한 것이 계기
- 전북 농기계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위한 교
두보 마련, 아프리카에 전북도의 문화와 투자환
경을 전할 전도사 역할 병행 기대

158)

∙ 진홍 정무부지사 등 2023 잼버리 유치단 일행이
탄자니아에서 열린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에
2017.03.07.
~03.11.

참여
문화·예술

- 유치단은 우리나라 홍보 부스를 통해 아프리카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 맨투맨 홍보, 행사 사무국 방문 및 주요
핵심멤버 대상 유치 활동 전개159)

158) 전라북도 (2016.06.17.)
159) 전라북도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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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라북도 시군구
1) 전라북도 완주군-탄자니아
국내지자체
시기

전라북도 완주군

교류유형

대상국가

탄자니아

주요내용
∙ 탄자니아 공무원 10명, 완주군 방문하여 완주군
청사 및 시설 견학
- 대통령실 소속 지역행정 및 지방정부 담당관실
욥(AYOUB) 과장을 비롯하여 중앙·지방 공무원

2018.09.15.

행정·인적

으로 구성
- 방문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탄자니아 지방행
정역량과정’으로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로컬 푸드 등
농업활성화 정책과 우수 먹거리 정책 벤치마
킹160)

160) 전북일보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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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라남도
가. 전라남도 본청
1) 전라남도 본청-르완다 외
국내지자체
시기

전라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르완다, 이집트,
콩고

주요내용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코이카 ODA사업으로 친환
경 농업기술과 현장교육 진행

2018.04.16.
~05.10.

- 해당 교육은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르완다, 이
집트, 콩고 등 12개국) 농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학술·정보

실시
-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기술과 유기 재배기술 교
육의 일환161)

2) 전라남도 본청-모로코
국내지자체
시기

전라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모로코

주요내용
∙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라티파
아카르바슈 모로코 국무장관 면담
- 제3차

2009.11.10.

행정·인적

세계

해양학·기상학

합동기술위원회

(JCOMM)총회 참석차 도지사가 모로코 방문
- 도지사는 면담을 통해 모로코의 여수박람회 참여
요청, 라티파 아카르바슈 장관은 참가 의지를 확고
히 함과 동시에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표
명하고 한국-모로코 항공 직항로 개설 제의162)

161)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2018.05.14.)
162) 전라남도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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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상북도
가. 경상북도 본청
1) 경상북도 본청-나이지리아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나이지리아

주요내용
∙ 경상북도, 나이지리아에 빈곤퇴치를 위한 식량증산
프로젝트 참여 및 새마을운동사업 전수
- 나이지리아 단고테(Dangote) 그룹의 제의로 성사
- 단고테 그룹은 건축자재, 농업, 에너지 분야 등에

2018.11.13. 기술·학술·정보

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기업 중
하나로, 다수확 품종 개발과 한국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보이며 경북도에 재단 대리인 파견
- 경북도는 쌀 품종 보급과 새마을 운동 전파 위해
농업기술원, 세계화재단의 전문가로 T/F팀을 구
성하여 사업 계획 구상163)

2) 경상북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내용
∙ 힐튼 앤서니 데니스 前 주한남아공대사, 경상북도

2011.05.11.

행정·인적

방문
- 경상북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새마을운동 남아
공 보급 방안에 대해 논의164)

2017.07.27.

행정·인적

∙ 경상북도, 주한남아공대사와 경제 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면담

163) 경상북도 (2018.11.13.)
164) 연합뉴스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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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은 주한남아공대사의 교류 확대 요청으로 이
뤄졌으며 주한남아공대사의 한국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요청에 경상북도는 지속적인 협력 의지 표명
- 경상북도는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
트주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실
시해 옴165)

3) 경상북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
국내지자체

경상북도 본청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

시기

교류유형

주요내용

1998.06.16.

협약체결

∙ 경상북도, 남아공 노스웨스트주 자매결연 체결166)

4) 경상북도 본청-앙골라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앙골라

주요내용
∙ 경상북도, 앙골라와 새마을운동전수 등 협력방안
논의
- 앙골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히 발
전하고 있으나, 석유 편중적 경제구조 및 빈부격

2016.10.25.

행정·인적

차 문제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새마을 운
동에 관심을 갖게 됨
- 한국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앙골라 정부의
‘빈곤 감축전략’ 및 ‘경제다변화 정책’에 접목 논
의167)

165) 중앙일보 (2017.07.27.)
166) 경상북도 홈페이지
167) 대경일보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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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북도 본청-에티오피아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주요내용
∙ 경상북도, 에티오피아에 새마을 마을리더 봉사단
파견

2010~2012

행정·인적

- 생활환경 개선, 의식개혁, 소득증대 등 개도국 새
마을운동 보급을 통해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ODA) 정립 계획168)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에티오피아 새마을 세계화
사업 현장 방문

2012.03.19.

행정·인적

- 에티오피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
- 경북도는 2010년부터 에티오피아에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진행해옴

6) 경상북도 본청-케냐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주요내용
∙ 케냐 대표단, 경상북도 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
- 케냐 키수무 현(縣) 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의

2018.07.11.

행정·인적

원, 전문가 등 11명
- 대표단은 영남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기업
방문하고, 한국 지자체 행정시스템 벤치마킹, 전통
문화 체험169)

168) 경상북도 홈페이지
169) 경상북도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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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상북도 본청-토고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토고

주요내용
∙ 토고 농업가축수자원부 차관(콘라니 콤바테 뎅디오
그) 일행, 새마을 세계화사업 지원 요청 위해 경북

2018.03.09.

행정·인적

도청 방문
- 콘라니 차관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협력
하여 추진 중인 카라 지역 개발 사업에 새마을운
동 보급 요청170)
∙ 토고 농업가축수자원부 차관(발리 네매) 일행, 새
마을 운동 보급방안 논의차 경북도청 방문
- 토고 정부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요청으

2018.11.09.

행정·인적

로 토고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논의
- 토고 농업가축수사원부 차관은 토고 카라지역 농
촌개발 사업에 새마을운동을 지속 보급 할 것 요
청171)
∙ 경북, 토고 연수단 15명 대상 농업기술 연수 진행
- 카라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와 지방공무원 등 연
수단 15명 대상 농업기술 연수 진행, 시험재배

2018.11.22.

행정·인적

및 연구개발 시설과 최신 농기계 장비와 시설, 식
물공장과 농업방송국 견학 진행
- 토고 연수단장은 선진 시설농법과 기술 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요청172)

170) 중앙일보 (2018.03.09.)
171) 경상북도 (2018.11.09.)
172) 경상북도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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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상북도 시군구
1) 경상북도 경산시-탄자니아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경산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탄자니아

주요내용
∙ 탄자니아 셍게레마시 메튜 시장, 우호교류 제의 위
해 경산시 방문
- 메튜 시장은 탄자니아의 풍부한 자원 개발 위해

2018.02.27.

행정·인적

한국과의 기술 협력 의지를 표명, 경산시와의 농
업 분야 교류 제의
- 경산시는 농업기술 관련 공무원 파견 등 적극적
인 협조 의지 표명173)

2) 경상북도 경주시-마다가스카르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경주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마다가스카르

주요내용
∙ 경주시, 마다가스카르에 시장개척단 파견
- 2011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WTF) 당시 안
타나나리보 시의회 라마로피디 의장의 경주 방문
계기

2011.10.~
11.

- 시장개척단은 투자청, 농산부, 재경부 등을 방문
경제통상

해 양 측의 협력관계를 논의하고 교민기업인들과
수출입 관련 상담 실시
- 안타나나리보 축구장 건립 및 축구지도자 파견
협의, 언청이 수술 지원, 식용유 공장 인수 검토
및 트랙터와 경운기 지원 협의 등 체육·의료·농
산물가공분야 관련 교류협력 논의174)

173) 경북일보 (2018.03.07.)
174) 경주시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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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북도 김천시-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김천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주요내용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시장단, 중소도시 현대화
및 효율화 추진 목적으로 김천시 방문
- 오로미아 주의 쉬멜리스 아브디사 부주지사 등

2017.06.07.

행정·인적

13명 시장단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혁신도시 등
김천시 주요시설을 견학
- 박보생 김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우수도시행정 사례 공유175)

4) 경상북도 포항시-마다가스카르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포항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마다가스카르

주요내용
∙ 리아나 마다가스카르 문화관광부장관이 포항시 방
문하여 경제·문화 교류 논의

2011.10.12.

행정·인적

- 리아나 장관은 마다가스카르 방문 예정인 포항
경제교류단에게 마다가스카르의 철광석 및 농산
물 등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농업기술 전파와
새마을 운동 보급, 투자 협조를 요청176)

175) 김천시 (2017.07.19.)
176) 중앙일보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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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북도 포항시-에티오피아 아다마시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북도 포항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아다마시

주요내용
∙ 에티오피아 아다마시의 아다네츠 아비비 시장이
포항시와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친서 전달
- 아바둘라 게마다 다고 에티오피아 하원의장이
2016년 9월 방한 시 포항시 새마을발상지기념관

2017.02.22.

기타

과 농업기술센터 방문 계기
- 하원의장의 소개로 아다마시 시장은 새마을정신
과 포항시의 선진 농업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
게 되었으며, 이에 양 시의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친서를 전달하게 됨177)

177) 경북일보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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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상남도
가. 경상남도 본청
1) 경상남도 본청-나이지리아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나이지리아

주요내용
∙ 2018 경남 아프리카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2018.05.06.
~05.12.

-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해외무역
경제통상

관 공동 주관으로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나이
지리아(라고스)에 경남소재 수출 중소기업 무역
사절단 파견178)

2) 경상남도 본청-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내용
∙ 경상남도, 남아공, 케냐에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
-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와 협

2014.05.18.
~05.24.

력하여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남아프리카공
경제통상

화국 요하네스버그, 케냐 나이로비에 파견, 케냐
시장 개척활동 지원
-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편도항공
료, 통역비 50%, 현지 교통편 등을 지원179)

2015.07.04.
~07.10.

경제통상

∙ 경상남도, 남아공, 인도에 무역사절단 파견
-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해외무역관

178) 경상남도 (2018.01.30.)
179) 경상남도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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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관으로 남아공, 탄자니아에 경남소재 수
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180)
∙ 경상남도, 남아공, 탄자니아에 무역사절단 파견
2016.10.16.
~10.22.

경제통상

-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해외무역
관 공동 주관으로 남아공, 탄자니아에 경남소재
수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181)
∙ 경상남도, 남아공, 탄자니아에 무역사절단 파견

2017.10.15.
~10.21.

경제통상

-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해외무역
관 공동 주관으로 남아공, 탄자니아에 경남소재
수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182)

3) 경상남도 본청-리비아 외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리비아, 모로코

주요내용
∙ 경상남도, 모로코 카사블랑카, 리비아 트리폴리에
경상남도 내 일반기계 및 공산품 생산 중소기업체
6개사 파견
- 현지 KOTRA 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유력 바이어

2009.05.04.
~05.10.

경제통상

와의 상담 주선, 도내 중소기업 참가업체의 수출
유망상품 홍보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한 아프
리카 지역 시장개척이 목표
- 상담회 개최관련 경비, 시장조사비, 상담 통역,
바이어 섭외 및 홍보지원, 업체별 1인에 한해 항
공료 50% 지원183)

180)
181)
182)
183)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2015.03.27.)
(2016.07.04.)
(2017.07.07.)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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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남도 본청-에티오피아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주요내용
∙ 주한에티오피아 대사, 경제협력 논의차 경상남도
방문

2018.01.10.
~01.12.

- 에티오피아-경남 측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행정·인적

지역 기업의 對 에티오피아 투자유치 및 교류협
력 방안 논의
-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자 경상
남도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희망184)

5) 경상남도 본청-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주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주

주요내용
∙ 짐바브웨 농업부 공무원 6명 대상 농기계운용 및
수리과정 연수
- 해당 연수과정은 국내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초청으로 성사

2011.05.23.

행정·인적

- 경운기·트랙터 등 기종별 경정비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 진행
- 해당 연수는 국내 농기계 경정비 능력을 향상시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기계 제조업체의 짐바브웨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데도 의미를 둠185)

184) 경상남도 (2018.01.11.)
185) 경남도민신문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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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실무대표단,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및
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주 방문
2014.06.30.
~07.03.

-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
행정·인적

의 우호교류를 제안
-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는 새마을운동 지원 등
우호협력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향후 실무방
문단을 파견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함186)
∙ 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州와 우호 교류협정 체결
- 체결식을 위해 중앙마쇼날랜드주의 주지사 일행

2014.07.28.

협약체결

12명이 경남방문
- 협정 체결로 중앙마쇼날랜드주에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창원국가산단와 마산자유무
역지역 조성 등 산업화의 성공경험 공유할 계획187)
∙ 경남, 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州 보건의료인력
10명 초청연수
- 연수 과정은 보건의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를 위
한 선행단계의 기반조성사업으로 진행

2015.08.24.
~09.01.

- 경남도 관계자는 한마음 병원 의료진과 짐바브웨
기타

중앙 마쇼날랜드주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봉사와
의약품 전달
- 연수단은 병원행정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교육 받은 후 짐바브웨 병원조직 및 인
력관리, 물자 및 시설관리,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해 협의188)

186) 경상남도 (2014.06.27.)
187) 경상남도 (2014.07.25.)
188) 경상남도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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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상남도 본청-케냐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남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케냐

주요내용
∙ 경상남도, 남아공, 케냐에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
-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와 협
력하여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남아프리카공

2014.05.18.
~05.24.

화국 요하네스버그, 케냐 나이로비에 파견, 케냐

경제통상

시장 개척활동 지원
-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편도항공
료, 통역비 50%, 현지 교통편 등을 지원189)

7) 경상남도 본청-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국내지자체
시기

교류유형

2015.02.26.

협약체결

경상남도 본청

대상국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주요내용
∙ 경상남도-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190)
∙ 2016 경남 아프리카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2016.10.16.
~10.22.

-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해외무역

경제통상

관 공동 주관으로 남아공, 탄자니아에 경남소재
수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191)

2017.09.19.
~09.23.

행정·인적

∙ 경상남도, 다르에스살람주 고위 관료 5명 대상 농
업기술 전수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수 실시

189) 경상남도 (2014.02.13.)
190) 아시아투데이 (2015.02.27.)
191) 경상남도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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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농업기술교육센터 트레이너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 경상남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하여
4억 2천만 원(2017년~ 2019년) 예산을 들여 농촌
지도사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 45명 양성 계획192)
∙ 2017 경남 아프리카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2017.07.10.
~07.28.

-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해외무역
경제통상

관 공동 주관으로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남아
공(요하네스버그)에 경남소재 수출 중소기업 무
역사절단 파견193)
∙ 2018 경남 아프리카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2018.05.06.
~05.12.

-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해외무역
경제통상

관 공동 주관으로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나이
지리아(라고스)에 경남소재 수출 중소기업 무역
사절단 파견194)
∙ 경상남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농업부 소속
농촌지도공무원 15명 대상 농업전문가 양성사업
실시

2018.09.04.
~09.15.

기술·학술·정보

- 경상남도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가 상호 방
문을 통해 탄자니아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
- 경상남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해
2019년까지 약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탄자니
아 농업전문가 100여 명을 양성할 계획195)

192)
193)
194)
195)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2017.09.19.)
(2017.07.07.)
(2018.01.30.)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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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상남도 시군구
1) 경상남도 창원시-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지자체
시기

경상남도 창원시

교류유형

대상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내용
∙ 창원시, 남아공에 중견기업 9개사로 구성된 아프
리카 무역사절단 파견

2018.03.16.
~03.24.

- 사절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시
경제통상

장개척단 수출상담회 개최, 경제 유관기관 방문
및 상담, 품목별 시장조사활동 실시
- 오일펌프, 철판 벤딩 가공, 기계부품, 의료용 확
대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196)

196) 연합뉴스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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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부룬디
국내지자체
시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부룬디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부룬디에 인터넷 네트워크 구

축과 PC 등교육기자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과 한국
희망재단이 협력하여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
로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교육기자재 지원

2018.09.06.

기타

-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는 제주출신 독립운동
가이자 의료인으로 제주도 초대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을 기리기 위해 부룬디 최초의 국립여자고
등학교로 건립되고 있음
- 부룬디 최정숙여고를 통해 200여명의 여성인력
이 양성될 계획197)

197) 제주특별자치도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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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에티오피아
국내지자체
시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교류유형

대상국가

에티오피아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리멤버
강뉴’ 기획전시 개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현
황을 소개
- 해당 기획전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한국전 참전용
사 기념광장 조성 사업을 국내기업 등과 공동으로

2018.06.18.
~08.31.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상징사업

- 제주 출신 박경배 작가가 현지에서 7년간 선교와봉
사활동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자연, 전통문
화와 종교 의식 등을 영상으로 기록한 70여점의
사진 작품을 전시
- 기획전 개막식에는 에티오피아참전용사협회 멜레스
테세마 회장과 에스티파노스 게브레메스켈 부회장,
쉬페로 자르소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등이참석
198)

198) 제주특별자치도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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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자료(홈페이지, 기사 및 보도자료) ]
1. 서울특별시
건설경제 (2018.07.11.)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필리핀에 전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71
10848364060976
디지털타임스 (2007.10.26.) 서울시 전자정부, 아프리카 간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1026
02010251648001
디지털타임스 (2012.09.26.) 구로구 활발한 해외교류 ‘눈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27
0201206966000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2) 지자체별 국제교류현황.
https://www.gaok.or.kr/gaok/exchange/viewRegion.do?
menuNo=200160&statusId=1481.&localGvId=109
머니투데이 (2015.04.08.) 서울시, 남아공 츠와네市와 첫 MOU 체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081109149
4516&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문화일보 (2011.08.17.) 전자정부 노하우 아프리카에 전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817
01031243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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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1.09.19.) 아프리카에 ‘희망의 PC’ 100대 기증.
https://news.joins.com/article/6217366
서울신문 (2011.05.28.) 吳 시장, 阿 자원외교·협력교류 나서.
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28011009
서울정책아카이브 (2016.08.29.) https://seoulsolution.kr/en/node/4442
서울특별시 (2011.06.13.) 서울시-모잠비크 마푸토시 MOU, 아프리카 교류 본격화.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
#view/9347?tr_code=snews
서울특별시 (2014.05.12.) https://opengov.seoul.go.kr/budget/1825551
서울특별시 (2016.02.02.) 서울시체육회, 가수 김장훈과 남수단 스포츠지도자
연수 지원 협약.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12
서울특별시 (2016.04.19.) 아프리카 신생국 남수단, 서울의 경제통상 배우러 온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
/26792
아시아경제 (2010.03.24.) 구로구, 콩고에 컴퓨터 지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324
08151775785
아시아경제 (2013.06.30.) https://www.asiae.co.kr/article/20130630110
52064091
아시아경제 (2019.06.30.) 서울시, 중소기업 대상 ‘콩고’ 바이어 수출 상담회 개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30
11052064091
연합뉴스 (1997.04.23.) 서울시, 카이로와 자매결연협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001&oid=001&aid=0004269788
연합뉴스 (2016.01.07.) 남수단 어린이 돕기활동에 감사패 전달.
https://www.yna.co.kr/view/PYH20160107118300013?input
=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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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7.06.15.) 서울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의장 4번째
연임 전망.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615
02109960049006
중앙일보 (2011.08.31.) 구로구, 콩고 돌리지市, 구로구관 개설.
https://news.joins.com/article/6096782

2. 부산광역시
국토일보 (2018.08.31.) 부산시, 도시철도 30년 운영 노하우 이집트에 전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98420
매일경제 (2018.05.23.)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아프리카 튀니지로 수출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05/325375/
부산광역시 (2011.04.22.) 영화속 낭만도시이자 아프리카와 유럽의 관문 - 모로
코 카사블랑카시와 자매결연 체결.
http://www.busan.go.kr/nbtnews/166082
부산광역시 (2017.05.25.) 주한 재외공관 초청 팸투어.
https://www.busan.go.kr/pr/photobodo/833489
부산광역시 (2018.05.18.)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 - 주한외국공관장 부산시
도시재생 선진사례 시찰.
http://www.busan.go.kr/nbtnews/1318261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15.02.13.) 케냐 사파리의 자연·야생동물, 사진으로 만난다.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
=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2&aid=217476&bp
age=8&stext=%BE%C6%C7%C1%B8%AE%C4%AB&stext2=
대구광역시 (2015.04.17.) 에디오피아 대통령, 지역 농기계 생산업체 방문.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
y=videonews&mkey=3&mkey2=220957&aid=220957&bp
age=8&stext=%BE%C6%C7%C1%B8%AE%C4%AB&stex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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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18.10.08.) 탄자니아 공무원, 대구시 선진 전자정부역량 배우
러 온다.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
=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2&aid=236452&bp
age=2&stext=%BE%C6%C7%C1%B8%AE%C4%AB&stext2=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자매우호도시.
http://www.incheon.go.kr/posts/1466/106
인천광역시 (2009.06.24.) 케냐 나이로비시와 우호결연 양해 각서 체결.
http://press.incheon.go.kr/citynet/jsp/sap/SAPNewsBiz
Process.do?command=searchDetailSvp&sido=&matOfY
md=20090624&matSno=808&flag=&viFlag=in
인천광역시 (2013.03.11.) 인천시,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시와 자매결연 MOU체결.
http://press.incheon.go.kr/citynet/jsp/sap/SAPNewsBiz
Process.do?command=searchDetailSvp&sido=&matOfY
md=20130311&matSno=15&flag=&viFlag=in
인천광역시 (2013.08.27.) 송영길 시장, 잠비아공화국 루사카시장 접견.
http://press.incheon.go.kr/citynet/jsp/sap/SAPNewsBiz
Process.do?command=searchDetailSvp&sido=&matOfY
md=20130827&matSno=11&flag=&viFlag=in
인천광역시 (2017.06.29.) 아프리카 ․ 아시아 6개국, 재난경감 능력 향상 위해
인천서 한자리.
http://press.incheon.go.kr/citynet/jsp/sap/SAPNewsBiz
Process.do?command=searchDetailSvp&sido=&matOfY
md=20170629&matSno=3&flag=&viFlag=in
중앙일보 (2014.07.06.) 잠비아 루사카시장,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방문.
https://news.joins.com/article/15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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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010.04.01.) 아프리카 베넹국 아보메이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
do?seq=259265&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
BD_0000000027
광주광역시 (2014.01.08.) [교통]광주 LED조명, 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밝힌다.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
do?seq=285073&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
BD_0000000027
광주광역시 (2014.07.18.) [이슈]‘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행사 광주서 열려.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
do?seq=286137&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
BD_0000000027
광주광역시 (2018.06.28.) [행정]아프리카 공무원, 우수시책 배우러 광주 온다.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
do?seq=294864&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
BD_0000000027
아시아경제 (2015.11.26.) 베냉공화국 아보메이시장단, 광주상의 예방.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6
1625148063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01.07.) 2014 광주광역시 아프리카 종합무역사절단
참가업체 모집.
http://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8147
37.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
seAt=&menuNo=200206&categorys=2&subcate=50&cate
Code=0&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
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
&categoryCOM063=&ca0tegoryCOM208=&categoryInst=
&morePage=&delCode=0&qtp=&searchGenre=&pageInd
ex=172
133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사례집

6. 대전광역시
국민일보 (2018.05.18.) 대전지역 국방 벤처기업들, 중동·아프리카 시장 개척 나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66
957&code=61122015&cp=nvhttp://news.kmib.co.kr/arti
cle/view.asp?arcid=0012366957&code=61122015&cp=nv
뉴스1 (2014.11.12.) WTA 총회기간 중 국가단체 간 경제협력 양해각서.
http://news1.kr/articles/?1951226
대전광역시 (2007.01.16.)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장관 일행 대전 방문.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
w.do;jsessionid=Djh1ZHOBuw8aLdxc5R9DHrLRsGW0oD
uvobmMx91T01nQPosPU0ccC0ebsMQ6bfdk.WEB1_servl
et_engine1?boardId=normal_0189&menuSeq=1632&pag
eIndex=2500&ntatcSeq=111997
대전광역시 (2007.09.21.) 대전시-남아공 더반시(Durban), 자매결연 협정.
https://daejeonstory.com/2256
대전광역시 (2012.08.07.) 대전시, 청소년 축구 교류대회 개최.
http://tv.daejeon.go.kr/2012/video/vod_player.jsp?ccod
e=001000000000&ocode=20121122112019686
대전일보 (2005.07.15.) 알제리에 대규모 경협단 파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
d=sec&sid1=102&oid=089&aid=0000037603
연합뉴스 (2005.05.04.) 대전시, 알제리 수도 알제시와 교류협력 조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
d=sec&sid1=100&oid=001&aid=0000993836
연합뉴스 (2009.10.15.) 대전시-세이셸 빅토리아시 우호교류협정 체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
d=sec&sid1=102&oid=001&aid=0002918810
연합뉴스 (2010.03.01.) 박성효 대전시장, 세이셸공화국 대통령 예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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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c&sid1=102&oid=001&aid=0003147136
연합뉴스 (2017.05.19.) [대전소식] 지역 4개 국방기업, 중동-아프리카시장
개척 나서.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9064900063?in
put=1195m
충남일보 (2011.09.22.) 대전시-남아공 더반시 결연.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
dxno=185052&replyAll=&reply_sc_order_by=C
충남일보 (2015.08.30.) 대전시, WTA 이집트 과학단지 건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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