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드 약황
2021.1월
일반사항
국명 : 차드공화국(Republic of Chad)
수도 : 은자메나(N'Djamena, 126만명)
인구 : 1,550만명(’19, World Bank)
면적 : 128만4천㎢(한반도의 6배)
종족 : Sara, Arab, Mayo-Kebbi족 등
종교 : 회교(51%), 기독교(35%),
정령숭배(7%), 토속종교(7%)
Ÿ 언어 : 불어, 아랍어
Ÿ 독립 : 1960.8.11.(프랑스로부터 독립)

q
Ÿ
Ÿ
Ÿ
Ÿ
Ÿ
Ÿ

q 북한과의 관계
Ÿ 수교일자 : 1969.5.8
Ÿ 공관현황
- 북측 :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겸임
- 차드측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q 주요정세
Ÿ‘90년 쿠데타로 집권한 Deby 대통령은 민정이양
을 위한 신헌법을 국민투표로 채택('96.4)하고 대선
('96.7)과 총선('97.2) 실시
q 정치현황
Ÿ‘01.5 대선에서 Deby 대통령 재선
Ÿ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Ÿ 대 통 령 : Idriss DÉBY ITNO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
Ÿ‘02.1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차드 정부 및 반군간 평
*ITNO는 an ethnic Zaghawa name으로, 2006년 데비대통령이 자신의
화협정 체결
부족혈통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에 추가한 부족 성(姓)으로 추정
Ÿ‘03.10
석유생산 시작(확인 매장량 15억배럴)
Ÿ 총
리 : 2018년 개헌으로 총리직 폐지
Ÿ‘05.6
대통령
연임 횟수 제한 폐지 헌법 개정 (국민투표)
Ÿ 외교장관 : Amine ABBA SIDICK (아민 아바 시딕) (20.7.~)
Ÿ‘06.4 반군연합체 FUDC가 은자메나 공격을 목표로
q 경제현황
Mongo(은자메나로부터 400km)까지 진격했으나 정부
Ÿ GDP : 113억불(‘19, World Bank)
군에 의해 격퇴
Ÿ 1인당 GDP : 709불(‘19, World Bank)
Ÿ‘06.5
대선에서 Deby 대통령 3선
Ÿ 경제성장률(GDP) : 3.27%(‘19, World Bank)
Ÿ‘07.10 리비아 주선으로 차드정부-반군단체(4개) 평화협정
Ÿ 교역 : 23.3억불(‘19, IMF)
- 수출 : 12.6억불
체결하였으나 서명 직후 2개 반군단체의 협정 불이행
- 수입 : 10.7억불
선언으로 사실상 파기
Ÿ 화폐단위 : CFA Franc (XAF,1유로 = 655.96세파/고정환율)
Ÿ‘08.2 UFDD를 비롯한 3개 무장세력의 연합 반군이
Deby정권 전복을 목표로 수도 북쪽 50km까지 진
q 우리나라와의 관계
격하였으나 정부군에 의해 격퇴
Ÿ 수교일자 : 1961.8.6
Ÿ‘08.5 차드-수단 단교
Ÿ 공관현황
-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겸임
Ÿ‘08.11 리비아의 중재로 차드-수단 복교
※ ‘18.2 김종한 주카메룬 대사 부임
Ÿ‘09.7.26 리비아의 중재로 차드 정부와 차드 반군단
(차드 겸임대사)
체인 차드국민행동(Chadian National Movement)간
※ 주차드 명예영사 : 전재수
평화협정 서명
- 차드측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Ÿ‘11.4
Deby 대통령 4선
※ 주한차드 명예영사 : Adam Azi Ibrahim
(2008.3.21.~., 02-793-9564)
Ÿ‘14.4 중앙아프리카 방기내 안정화임무를 맡고 있던
Ÿ 수출입현황 : 65만불(‘20,11. KITA)
차드군 철수
- 수 출 : 63만불(기타정밀화학제품, 의약품, 승용차 등)
- 방기 안정화임무를 맡고 있던 차드군과 시민간 충돌
- 수 입 : 2만불(집적회로 반도체, 안전유리 등)
로 30여명의 방기시민 사망에 따른 조치
Ÿ 투자현황 : 1건, 3.74백만불 (`20 누계, 신규법인수, 신고금
Ÿ‘14.11
수도 및 주요도시에서 유가 인상, 보조금 삭감
액, 수출입은행)
등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
Ÿ ODA현황 : 4.43백만불(`87-`18) 아프리카 36위
Ÿ‘15.1
보코하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와
Ÿ 주요협정 체결현황
‘78.1 무역협정
국경을 봉쇄하고, 카메룬 북부 지역에 차드군 파병
‘14.7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Ÿ‘16.4 대선 실시, 현 DÉBY 대통령 5선 당선
Ÿ 주요인사교류
Ÿ‘18.5 개헌(총리직 페지 등 대통령 권한 강화)
- 방문
Ÿ‘20.2 총선
‘75.3 최경록 대통령특사
Ÿ‘20.6 데비 대통령, 명예원수(dignity of marshal)로 추대
‘75.5 윤영교 대통령특사
- 방한
Ÿ‘20.10 헌법 재평가 및 개헌을 위한 제2차 포괄적
‘77.1 Kamougue 외무부 장관
국가포럼 개최
‘85.10 Yadoyman 기획부 장관
‘09.11 Mahamat 외교부 장관
‘11.10 Okormi 환경수산부 장관, Kabadi 국회의장
‘11.11 Hassane 경제기획협력부 장관
‘12.10 Mahamat 외교부 장관
※‘12.3 김황식 국무총리-DEBY 대통령 (제6차
세계물포럼(프랑스) 계기 면담)
Ÿ 재외국민 현황 : 22명 (`19, 외교부)
- 여행경보 : 적색경보 ‘철수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