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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수도 : 아크라(Accra, 227만명)
인구 : 3,028만명(2019)
면적 : 238,539㎢(한반도 1.1배)
민족 : Akan, Ewe족 등
종교 : 기독교(71%), 이슬람교(18.6%)
언어 : 영어(공용어, 70%), Twi어, Ewe어 등
독립 : 1957.3.6.(영국에서 독립)

q 정치현황
Ÿ 정부형태 : 공화국(대통령 중심제)
Ÿ 주요인사
- 대통령 : Nana Akufo-Addo(나나 아쿠포아도)
- 부통령 : Mahamudu Bawumia(마하무두 바우미아)
- 외교장관 : Shirley Botchwey(셜리 보치웨이)
경제현황
GDP : 669.8억불('19, World Bank)
1인당 GDP : 2,202불('19,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 6.5%('19, IMF)
교역 : 290.3억불 ('19, EIU)
- 수출 156억불, 수입 133억불
Ÿ 화폐단위 : Ghanaian Cedi

q
Ÿ
Ÿ
Ÿ
Ÿ

※ US $1 = 5.86 GHC ('20.12월 기준)

Ÿ 석유 매장량 : 3개 유전(Jubilee,TEN, SGN)에서
일평균 16만 배럴 생산(약 50-70억 배럴 매장 추정)
Ÿ 가스 매장량 : 일평균 1.2억 입방피트 생산
(1.5-1.7조 입방피트 매장 추정)
q 우리나라와의 관계
Ÿ 수교일자 : 1977.11.14.
Ÿ 공관현황
- 아국 : 상주공관('78.5.4.)
※ 임정택 대사('20.12.10. 대사 부임)

- 상대국 : 상주공관('99.11.8.)
Ÿ 교역량 : 2.00억불('20, KITA)
- 수출 : 1.69억불(합성수지, 자동차, 화물자동차,
기타섬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
- 수입 : 0.31억불(코코아, 고철류, 폐건전지,금 등)
Ÿ 주요 협정 발효
- '87. 5 문화협정
- '90. 8 경제·기술·무역협정
- '15.12 2014~2016년 EDCF 기본약정
- '16. 3 무상원조 기본 협정
- '17. 3 2017~2019년 EDCF 기본약정
- '20.11 2020~2022년 EDCF 기본약정
Ÿ 교민현황('20.12월) : 약 400여명
Ÿ 무상원조 : 8206만불('91-'19, 잠정)
- '19년 1259만불 지원(잠정)
Ÿ 유상원조(완공) : 총 6건 27,193만불('90-'18, 잠정)
Ÿ 주요인사 교류
- 방문
'06. 1월 반기문 외교장관
'06. 8월 이규형 외교부제2차관
'07. 3월 박명재 대통령특사(가나 독립 50주년)
'07.10월 김장실 문광부 종무실장(수교 30주년)
'08. 8월 김인호 前공정거래위원
'09. 4월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UNWTO 선거)
'09. 8월 박영준 국무차장
'10. 1월 신각수 1차관
'10. 3월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10. 6월 박영준 국무차장
'11. 1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11. 3월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13. 1월
'16. 3월
'18. 7월
'18. 9월
'19. 4월
'19. 7월
'19.11월
- 방한
'08. 9월
'09.10월
'09.12월
'10. 3월
'10. 5월
'10. 9월
'11. 1월
'11.10월
'11.11월
'13. 5월
'13. 6월
'13.10월
'14. 5월
'14. 7월
'14.10월
'15. 4월
'15. 5월
'15. 8월
'16. 1월
'16. 5월
'17. 9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9월
'19. 2월
'19. 9월
'19. 9월
'19.10월

이달곤
송하진
리승용
최영진
김영문
강경화
반기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전북도지사
농촌진흥청장
전 주미대사(외교장관 특사)
관세청장
외교장관
전 유엔사무총장

Adjapong 에너지부 장관
Kufuor 전 대통령
Abongo 수자원주택부 장관
Mahama 부통령
Iddrisu 통신부 장관
Terkpe 재무부 차관(KOAFEC)
Amar 대통령에너지보좌관
Bamford-Addo 국회의장
Oteng-Adjei 에너지부 장관
Kwetey 재무경제기획부 장관
Bohama 정보통신부 장관
Pelpuo PPP 특임장관
Tetteh 외교부 장관
Jinapor 에너지석유부 차관
Adjaho 국회의장
Yammin 청소년체육부 차관
Adiku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차관
Boamah 통신부/Fritz 정보부 장관
Tetteh 외교부 장관(세계물포럼)
Agyemang 교육부 장관
Ayittey 수산부 장관
Forson 재무부 차관
Ayittey 수산부 장관(세계수산대회)
Grant 투자진흥청장
Boateng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장관
Prempu 교육부 장관
Mahama 전 대통령/Ofori-Atta 재무장관(KOAFEC)
Oquaye 국회의장
Rawlings 전 대통령
Amoako-Attah 도로부 장관
Cudjoe 에너지부 차관(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
Quaye 수산양식부 장관

q 북한과의 관계
Ÿ 수교일자 : 1964.12.28.
Ÿ 공관현황
- 북한 측 : 상주공관 철수('98.2) 주나이지리아(대) 겸임
- 가나 측 : 주중국(대) 겸임
q 정세
Ÿ '92년 헌법 개정 이후 NDC 및 NPP 정당 간에
안정적인 정권교체로 민주주의 구현
Ÿ '12.12월 대선에서 승리한 NDC의 Mahama 대통령 정
권하에서 '15년 IMF 구제금융 상황 초래
Ÿ IMF는 가나에 '15.4월~'19.4월간 총 9억 2,600만
미불 규모의 확대 금융 지원
Ÿ '16.12.7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대선 및 총선 결과,
Akufo-Addo 대통령이 당선되고, NPP가 국회 275개
의석 중 160석을 차지하여 안정적 정치 기반 마련
Ÿ '17.1월 Akufo-Addo 대통령 취임 이후 △1지역
1공장(One District One Factory) 정책, △제조업
진흥 등 경제변혁 정책, △적극적 외국투자 유치,
△고등교육 무상제공 정책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였음.
Ÿ '19.7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협정 사무국
유치하였으며, ’21.1월 AfCFTA가 공식적으로 개시됨.
Ÿ '20.12.7 대선 및 총선 결과, Akufo-Addo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집권2기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여야가
각각 137석으로 동석을 차지한 제8대 국회가 출범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