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약황
2022.4월
q 일반사항
Ÿ 국명 :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Ÿ 수도 : 킨샤사(Kinshasa)
Ÿ 인구 : 8,956만 명('20, World Bank)
Ÿ 면적 : 2,344,858㎢(한반도의 11배)
Ÿ 종교 : 카톨릭(50%), 개신교(20%),
킴반기스트(10%), 이슬람교(10%)
Ÿ 언어 : 불어(공용어), 토착어(링갈라, 스와힐리,
키콩고, 씰루바)
Ÿ 기후 : 열대 고온다습, 연평균 25.2도
Ÿ 독립 : 1960.6.30.(벨기에로부터 독립)
q 정치현황
Ÿ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Ÿ 의회구성 : 하원(500명, 5년임기)
상원(108명, 5년임기)
Ÿ 주요인사
- 대통령: Felix Tshisekedi (펠릭스 치세케디)
- 총리: Jean-Michel Sama Lukonde(장-미셸 사마 루콘데)
- 외교장관: Christophe Lutundula (크리스토프 루툰둘라)
경제현황
GDP : 487억불('20, World Bank)
1인당 GDP : 543불('20,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 0.8%(`20, World Bank)
교역규모 : 157억불('20, IMF)
-수출: 138억불(다이아몬드, 구리, 코발트, 목재 등)
-수입: 119억불(식료품, 기계, 차량 등)
Ÿ 화폐단위 : Congolese Franc
(US$1 = FC 2,011,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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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go 총리
Kalume 국회의장
Mushobekwa 외무장관
Mgbanda 국방장관
J.Kabila 대통령 국빈 방한
Ruberwa 부통령(정부혁신포럼 참석)
Ngabu 교육부총리, Lwamba 대법원장
Mushagalusa 검찰총장
Lumbi 재건부 장관(국토부 초청)
(Tshibanda 국제협력장관(제2차한-아포럼)
10.03 J.Kabila 대통령 국빈 방한
10.11 Muzito 총리(G20 브릿지포럼)
11.06 Matata 재무장관
12.10 Kitebi 재무장관(제4차 KOAFEC)
14.08 Vunambandi 기획부장관(KDI)
14.10 Kin Kiey 정보통신부장관(ITU)
15.04 Minaku 하원의장
16.08 Tshibanda 외교장관
18.09 Bahati 기획부 장관, Ingele 에너지부 장관
Ÿ 교민현황 : 120명('19)
q 북한과의 관계
Ÿ 수교일자 : 1972.12.5
Ÿ 공관현황
- 북한측 : 상주(73.5.23 개설)
- 민주콩고측 : 75.5월 공관설치, 77.12월 철수(북경 겸임)
Ÿ 주요인사교류
- 98.02 북한 군사 사절단 2명
- 98.10 군사교관 69명 파견
- 08.03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문
- 09.01 Gata 외교차관 방북
- 13.08 박의춘 북한 외무상 방문

q 우리나라와의 관계
Ÿ 수교일자 : 1963.4.1
Ÿ 공관현황
q 최근정세
- 아국 : 69.12월 주 민주콩고대사관 개설
※ 18.11월 김기주 대사 부임
Ÿ 97.5. Laurent Kabila 대통령, Mobutu 독재정권 전복
※ 98.12월 공관 철수, 05.9월 1인 상주공관 개설,
후 집권에 성공했으나, 01.1월 피살되어 아들
08.7월 대사관 승격
Joseph Kabila가 대통령직 승계(이후 17년간 재직)
- 상대국 : 90.7월 주한 민주콩고대사관 개설
Ÿ 2016년 예정되었던 대선이 준비 기간 확보 및 선거관리
※ Ngwey Christophe 대사(04.1월 신임장 제정)
Ÿ 수출입현황 : 4억 8,901만불('20, 무역협회)
위원회 창고 화재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됨에 따라 여
- 수출: 4,584만불(합성수지, 진단용조제시약 등)
야간 대립 격화
- 수입: 4억 4,317만불(구리, 동, 원목 등)
Ÿ
18.12.
대선 결과 치세케디 대통령 당선되어 독립 60
Ÿ 투자현황 : 22건, 1,055만불('21 누계, 수출입은행)
Ÿ ODA현황 : 9,847만불('87-'18)
여년만에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 달성
Ÿ 주요협정 체결현황
Ÿ 19.9. 신구 정부간 연립 내각 출범
- 06.12 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Ÿ 20.7 헌법재판관, 선관위원장 임명 관련 신구 세력간
- 11.07 경제기술협력협정
- 17.03 무상원조 기본협정
입장 차이로 연립정부 내 갈등 격화
Ÿ 주요인사교류
Ÿ 20.12.6. 치세케디 대통령, 현 연립정부 종료를
- 방문
선언했으며, 민주콩고 의회는 야당의 대표인물 Ilunga
86.08 이원경 외교부 장관 (자이르)
전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21.1.)
91.05 김창훈 대통령 특사 (자이르)
94.05 노영찬 대통령 특사 (자이르)
Ÿ 21.4.12. 치세케디 대통령, 신 내각을 구성하고
10.01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
독자적 국정운영을 위한 노력 경주중이나, 당분간
10.06 박영준 대통령 특사(독립 50주년행사)
정치적 갈등 및 대립 지속 전망
11.04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11.07 이명박 대통령(남아공, 에티오피아)
17.05 국회스카우트연맹대표단(단장 이주영의원)
21.07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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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utu 대통령
Mokolo 외교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