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약황
2021.5월
q 일반사항
Ÿ 국 명 : 탄자니아합중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
Ÿ 수 도 : 도도마(Dodoma)
Ÿ 인 구 : 약 5,800만명('19, World Bank)
Ÿ 면 적 : 945,087㎢(한반도 약 4배)
Ÿ 종 족 : 129개 종족
Ÿ 종 교 : 이슬람교(35%), 기독교(30%, 카톨릭
포함), 토속종교(35%)
Ÿ 언 어 : 스와힐리어, 영어
q 정치현황
Ÿ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5년 임기, 1회 연임)
Ÿ 의회구성 : 단원제(393석, 5년 임기)
※ 직선 264석 및 여성비례대표 113석, 대통령
임명 10석, 잔지바르 의회 대표 5석, 직무상
겸직 1석(검찰총장)
Ÿ 주요인사
- 대통령 : Samia Suluhu Hassan
- 부통령 : Philip Isidory Mpango
- 잔지바르 대통령 : Hussein Mwinyi
- 총리 : Kassim Majaliwa Majaliwa
- 외교장관 : Liberata Mulamul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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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GDP : 632억불('19, World Bank)
1인당 GDP : 1,122불('19,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 5.8%('19, World Bank)
교역규모 : 총 135.9억불('20, KITA)
수출 : 72.2억불 / 수입 : 63.7억불
화폐단위 : Tanzanian Shilling(Tsh)
(US$1=Tsh 2,309, '21.2월)

우리나라와의 관계
수교일자 : 1992.4.30
공관현황
아국 : '92.10.21 주탄자니아 한국대사관 개설
(現 조태익 대사, '19.1월 신임장 제정)
- 상대국 : '18.1.31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개소
(現 Matilda 대사, '17.11월 신임장 제정)
Ÿ 양자교역규모 : 2억 2,400만불('20, KITA)
- 수출 : 1억 4,800만불(중고의류, 화학제품, 기
계설비, 진단시약 등)
- 수입 : 7,600만불(잎담배, 커피, 광물류 등)
Ÿ 투자현황
-한국→탄자니아, 798만불('19 누계, 수출입은행)
-탄자니아→한국, 45만불('19 누계, 산업통상자원부)
Ÿ ODA현황 : 5.6억불('91-'19, 유무상 누계)
- 무상 1.9억불, 유상 3.7억불
Ÿ 교민현황 : 약 831명('21)
Ÿ 주요인사교류
- 방문
05.01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06.05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07.01 신장범 KOICA 총재
09.02 이병욱 환경부 차관
09.03 임성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10.05 박영준 국무차장
10.11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
11.06 정병국 문화관광부장관
11.07 윤영선 관세청장
11.11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11.12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민관합동방문단)
12.03 김정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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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13.01
13.01
13.07
14.03
14.04
16.08
17.04
17.06
18.03
18.04
18.07
19.11

강만수 산업은행 총재
정의화 의원 등(외통위 ODA시찰단)
박병석 국회부의장
강창희 국회의장
안홍준 국회 외통위원장
민관 경제사절단(산자부, 외교부 등)
원유철 의원 등(외통위 ODA시찰단)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김무성 의원 등(ODA 산업현장 시찰)
전혜숙 의원 등(의약품 기증식 참석)
이미경 KOICA 이사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방한
98.12 Mkapa 대통령(국빈방한)
02.11 Kikwete 외교장관(제2차민주주의공동체회의)
05.05 Shein 부통령(정부혁신세계포럼)
06.11 Kikwete 대통령(제1차 한-아프리카포럼)
07.05 Membe 외교장관
08.09 Ngeleja 에너지광물장관(산업협력포럼)
08.11 Mkulo 재정경제부장관(KOAFEC)
09.09 Pinda 총리(공식방한)
10.09 Mkulo 재정경제부장관(KOAFEC)
11.07 Pinda 총리(삼성중공업 시추선 명명식)
11.10 Makinda 국회의장
11.11 Mkulo 재정부장관(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12.08 Kigoda 산업통상부장관(여수세계박람회)
13.03 Mwakyembe 교통부장관
13.10 Muhongo 에너지광물장관(대구에너지총회)
13.12 Membe 외교장관
14.09 Othman 대법원장(세계헌법재판회의총회)
15.03 Rashidi 보건복지부 장관
15.09 Rashidi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
16.06 Mabula 토지주거부 부장관(글로벌새마을포럼)
16.09 Ngonyani 건설교통통신부 부장관(GICC)
16.10 Mpango 재무장관(KOAFEC)
17.04 Mahiga 외교장관(수교 25주년)
18.01 Mahiga 외교장관(주한대사관 개소식 참석)
19.09 Ackson 국회부의장 방한(KF초청사업)
19.10 Mwinyi 국방장관(ADEX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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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
수교일자 : 1965.1.4
공관현황
북한측 :상주공관('65.5)/공관철수('08.1)/재개설('10.4)
탄자니아측 : 주중국대사 겸임

q 최근정세
Ÿ 1964년 이래 탄자니아 혁명당(CCM당)이 50년
이상 장기집권하여 정치적 안정 유지중
Ÿ 2020.10월 선거에서 마구풀리 대통령 큰 득표
율로(84%) 재선(임기 5년)에 성공하고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하여 97% 의석을 획득하였으나
야당 및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 마구풀리 대통령은 △높은 공공부문 개혁,
△부정부패 척결,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하여 국가 발전의 성과를 이룩한 반면,
야당 탄압, 언론활동 및 집회 제한 등 권위
주의적 리더십으로 비판 야기
Ÿ 2021.3월 마구풀리 대통령 서거에 따라 하산
부통령이 잔여임기('25.10월까지) 동안 대통령직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