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개황
2020. 12

Dili

Timor-leste

동티모르 국기

■

동
 티모르 국기는 1975년 11월 28일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같은 해 12월 7일 인도네시아가 침략할
때까지 9일간 사용했던 깃발로,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다시 국기로 채택되었다.

■

바
 탕의 주홍색은 국가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뜻하며, 금색
삼각형은 국가의 부를, 검은 삼각형은 극복해야 할 장애를,
흰색은 평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별은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빛을 의미한다.

동티모르 개관
가. 일 반
동티모르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국 명

※ 국명은 2002년 5월 20일 독립 회복과 동시에 ‘East Timor’에서
포르투갈어 표기인 ‘Timor-Leste’로 공식 변경하였으나, 국제적으로는
‘East Timor’도 통용

위 치

티모르 섬의 동부
(발리 섬 남동쪽에 위치하며, 인도네시아 서티모르와 접경)

수 도

딜리(Dili, 인구 약 30만 명)

면 적

14,954km2 (경기도의 약 1.5배)

기 후

열대성 몬순 기후, 고온다습
- 연평균 기온 : 27~35℃ / 우기(11~4월), 건기(5~10월)
    ※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크며, 7~8월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편

인 구
민족 구성
종 교

언 어

시 차

약 130만 명 (2019년 IMF 추정치)
테툼족(약 40%), 말레이족 및 파푸안족 계통, 기타 32개 종족
가톨릭(97.57%), 개신교(1.96%), 이슬람 등
포르투갈어 및 테툼어(Tetum)
※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도 헌법상 실무 언어로 지정

우리나라와 동일

나. 정 치

정부 형태
국가원수
(대통령)

공화제(이원집정부제), 4권 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총리는 행정 수반으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루 올로(Francisco Guterres Lú-Olo)

총 리

타우르 마탄 루악(Taur Matan Ruak)

의 회

단원제(65석)

주요 정당
(의회 진출)

CNRT(티모르재건국민회의, 21석), PLP(민중자유당, 8석),
KHUNTO(5석),* FRETILIN(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 23석),
PD(민주당, 5석), 기타 군소 정당 3개(각 1석)
※ 현재 FRETILIN, PLP, KHUNTO, PD가 정당 연합을 구성하여
공동 집권

1975년 11월 28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선언)
독립기념일

※ 1975년 12월 7일 다시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2002년 5월
20일 독립 회복

UN 가입일

2002년 9월 27일 (191번째 가입국)

다. 군 사
총병력

육군 1,250명, 해군 80명

국방 예산

2,517만 달러 (2021, F-FDTL 예산)

병역 제도

모병제

라. 경 제
(2019, IMF 추정치)

GDP

29억 달러

1인당 GDP

2,263달러

경제성장률

3.1%

수 출

6,800만 달러

수 입

9억 1,100만 달러

화폐 단위

미국 달러화
※ 2003년 말부터 현지 동전화를(1, 5, 10, 25, 50센트)를 발행하여 유통

마. 기 타
(2020년 기준)

공휴일

• 1. 1.          신년
• 3.3.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 3.30.
예수 수난 성 금요일(Holy Friday)
• 5. 1.
노동절
• 5.20.
독립회복일(Restoration of Independence Day)
• 5.24.
라마단 종료 축제일(Idul Fitri)
• 5.31.
성체성사 제정 축일(Feast of Corpus Christi)
• 7.31.
이슬람 성지순례 종료 축제일(Idul Adha)
• 8.30.
독립결정투표기념일
• 11. 1.
모든 성인 대축일(All Saints’ Day)
• 11.2.
위령의 날(All Soul’s Day)
• 11.12.
청년의 날(National Youth Day)
• 11.28. 독립기념일(Proclamation of Indepence Day)
• 12.7.
순국자추모일(Memorial Day)
• 12.8.
성모무염시태축일(Immaculate Conception Day)
• 12.25. 성탄절
• 12.31.
국가 영웅의 날(National Heroes Day)
                    ※ 종교 관련 휴일은 매년 변동

연표로 본 동티모르 약사

16세기 초

UNTAET(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설치
상록수 부대 파견(10월)

포르투갈 선교사 및 상인 진출

1769

포르투갈 식민 지배

1942

일본군 티모르 섬 점령(1942.2.~1945.9.)

1975

동티모르 독립 선언(11.28.)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점령(12.7.)

1976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7.17.)
이후 독립투쟁 지속

1996

독립운동가 오르따와 벨로 주교,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1999

인도네시아 분리 독립 국민투표 실시,
78.5%의 찬성(8.30.)
인도네시아군 철수(11.1.)

2002

독립 회복(5.20.)
구스마웅 초대 대통령, 알카티리 초대 총리 취임

상록수부대 철수(10월)

2003

UNMIT(유엔동티모르임무단) 설치

2006

해고 군인 반란 사태

2007

오르따 제2대 대통령, 구스마웅 총리 취임
제4차 내각 출범(8월)

2008

오르따 대통령 피격

2012

루악 제3대 대통령, 구스마웅 총리 취임
제5차 내각 출범(8월)

2015

제6차 내각 출범(2월)

2017

루 올로 제4대 대통령 취임(5.20.)
제7차 내각 출범(9월)

2018

조기 총선(5.12.)
제8차 내각 출범(6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문(8월)
UNMIT(유엔동티모르임무단) 철수(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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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역사

•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티모르 섬에는 인류가 기원전 4만 2000년
경부터 살기 시작하였으며, 기원전 3000년경 멜라네시안인이 도착
하여 주로 산악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
• 기원전 2500년경 원시 말레이(proto-malay)계가 남중국해 또는 북인도
차이나 지방으로부터 이주

2. 포르투갈 식민기

• 16세기 초 포르투갈 상인 및 선교사들이 현재의 오에쿠시(Oecusse,
서티모르 내의 동티모르 별도 행정구역) 해안에 도착하여 이 지역의 특산물인

백단목 (sandalwood)을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티모르 섬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
• 포르투갈은 1702년 동티모르의 일부분부터 점령하기 시작해 1769년
딜리(Dili, 현 수도)를 수도로 정하며 티모르 섬 전체를 차지
• 19세기 초 백단목이 고갈되어 가자, 포르투갈은 커피·사탕수수·면화
등의 경작지를 개발한 후 물물교환 형식으로 수탈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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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3. 티모르 섬의 분할

•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가 쿠팡 (Kupang)을 중심으로
티모르 섬의 서부 지역을 차지한 후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분쟁을
계속하다 1859년 포르투갈이 네덜란드에 서티모르를 양도하기로
합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면서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령으로 귀속
• 서티모르 내의 오에쿠시-암베노 (Oecusse-Ambeno) 지역은 동·서 티모르
분할 합의 당시, 포르투갈인이 티모르 섬에 최초로 정착한 지역인 데다
서티모르의 다수 민족인 안토니(Atoni) 족이 아닌 테툼 (Tetum) 족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동티모르에 편입
• 포르투갈은 19세기 말까지 토착민 대표를 통해 동티모르를 지배하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북부 해안 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차 내륙 지역
까지 직접 지배로 전환
- 포르투갈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동티모르의 물자 외에 전기·
수도·도로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는 전혀 무관심

13

4. 일본군의 티모르 섬 점령

•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호주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동티모르를 침략하여 1942년 2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점령
• 동티모르인들과 호주 등 연합 세력은 일본군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약 4만~7만 명의 동티모르인이 희생
• 2차 대전의 결과로 일본이 항복하자, 포르투갈 세력이 복귀

5.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 선언

• 1960~70년대 전 세계 탈식민지화 추세에 따라 포르투갈은 동티모르를
독립시키기 위해 1971년부터 동티모르에 자치권 부여
• 1974년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지는 등 포르투갈 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사이에 UDT(티모르민주연합)와 FRETILIN (동티모르독립혁명
전선),

APODETI (티모르대중민주협회) 등 동티모르의 여러 정치 세력이

성장하였고, 이들 간의 내전에서 승기를 잡은 FRETILIN이 1975년
11월 28일 ‘동티모르민주공화국(Republica Democratica de Timor-Leste)’의
독립을 선언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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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네시아의 점령

• 동티모르가 독립을 선언한 지 열흘째 되던 1975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와의 합병을 주장하던 APODETI와 연합
하여 동티모르를 기습하고 약 10만 명의 원주민을 학살하며 점령
- 인도네시아는 FRETILIN 정부를 무너뜨리고 APODETI 인사들을
중심으로 괴뢰 정부 수립
- 1976년 7월 17일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
•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 정권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도로·공공건물·시장 등을 건설하고 교육·통신 분야에 투자
하는 등 동티모르 개발에 공을 들였으나, 동티모르의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성급한 인도네시아화를 추진하여 반발을 야기
• 산타 크루즈 (Santa Cruz) 대학살
- 1991년 인도네시아는 포르투갈 의회 대표단의 동티모르 방문을
허가했다가 취소하였는데, 이에 항의 시위를 하던 청년 ‘세바스티앙
고메스(Sebastião Gomes)’가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피살
- 1991년 11월 12일, 수천 명의 동티모르인이 독립 구호를 외치며
고메스의 유해가 안치된 산타 크루즈 묘지로 행진하던 중,
인도네시아군의 무차별 발포에 273명 사망, 250여 명 실종, 37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 발생
- 당시 현장에 있던 영국 기자가 찍은 영상이 전 세계로 보도되며
동티모르의 인권 상황이 국제 사회에 알려졌고, 많은 국가들이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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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독립 투쟁
- 1975년 인도네시아의 무력 점령 이후 동티모르는 무장 세력인
FALINTIL (동티모르민족해방군)을 중심으로 침략군에 대항하였으나,
인도네시아군에게는 역부족
- FALINTIL은 1979년 샤나나 구스마웅(Xanana Gusmão)이 사령관직을
맡으며 군사·외교·정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 저항 전선 구축
•군사 : 구스마웅 투옥 후에는 타우르 마탄 루악(Taur Matan Ruak)
사령관을 중심으로 무장 투쟁 전개
•외교 : 호세 라모스 오르따(José Ramos-Horta)를 중심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
•정치 : FRETILIN을 중심으로 국내 비밀 정치 조직 구축     
-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호세 라모스 오르따와 벨로(Carlos
Filipe Ximenes Belo) 주교는

1996년 12월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7. 동티모르의 독립 결정

•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의 통치권 아래
자치 또는 완전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수용
• 유엔은 동티모르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관장하기
위해 1999년 6월 UNAMET(UN Mission in East Timor)를 설치하였으며,
동티모르 개황

1999년 8월 30일,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주민투표의 결과로 동티모르
독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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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유권자의 95% (약 45만 명)가 투표하였고, 이 중 78.5% (34만 4,580명)
역 사

는 독립에 찬성, 21.5% (9만 4,388명)는 반대
• 독립이 발표되자 친인도네시아 자치파 민병대가 무자비한 살상·
방화·약탈을 자행하여 1천~2천여 명이 희생되었고, 25만여 명의
동티모르인이 서티모르 등지로 피난
• 1999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군이 완전 철수하고 호주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 (INTERFET)이 들어오면서 24년간의 인도네시아 지배는
사실상 종료

8. 유엔 과도정부와 독립 회복

• 1999년 10월 25일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과도행정
기구(UNTAET,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설치
• 1999년 12월 2일 동티모르인 11명과 유엔 관리 4명으로 구성된
국가자문협의(National Consultative Council) 출범
• 2000년 7월 12일 유엔 관리 4명과 동티모르인 4명으로 구성된 제1차
과도내각(ETTA) 출범
• 2001년 3월 동티모르민족평의회 (의장 : 샤나나 구스마웅), 제헌의회 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 이행을 위한 법률안 발표
• 2001년 8월 30일 제헌의회 선거 실시
- 투표율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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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13명, 비례대표 75명 등 총 88명 선출 (제1당인 FRETILIN이 55석
차지)

- 제헌의회는 독립과 동시에 초대 의회로 전환 (임기 5년)
• 2001년 9월 15일 제헌의회 공식 출범
- 의장 :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루 올로(Francisco Guterres Lú-Olo)
• 2001년 9월 20일 제2차 과도내각 출범 (24명 전원 동티모르인)
• 2002년 3월 22일 제헌의회, 헌법 제정 완료
• 2002년 4월 14일 초대 대통령 선거
- 샤나나 구스마웅이 82.7%를 득표하며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 (임기 5년)
• 2002년 5월 20일 독립 선포 (독립기념일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975년
11월 28일)

- 공식 국명은 포르투갈어인 ‘Timor-Leste’로 결정
- 독립 축하 행사는 대학살 묘지가 있는 딜리 외곽의 따시 톨루 (Tasi
Tolu)에서

코피 아난 (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 메가와티(Megawati Sukarnoputri)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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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9. 독립 이후

• 제1차 내각 (2002. 5.~2006. 6.)
- 2001년 8월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에서 제1당이 된 FRETILIN의
알카티리(Mari Alkatiri) 총리가 독립과 동시에 제1차 내각 구성
• 제2차 내각 (2006. 7.~2007.5.)
- 2006년 발생한 해고 군인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알카티리
총리가 사임하자 외교장관을 역임한 무소속 출신의 오르따 (Jose
Ramos-Horta)

총리가 취임하여 제2차 내각 구성

* 동티모르의 서부 출신 군인들이 해고되자 이들이 불만을 품고 집단 소요 사태 야기

• 제3차 내각 (2007.5.~8.)
- 오르따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07년 5월 실바
(Estanislau da Silva)

부총리가 총리로 취임

• 제4차 내각 (2007.8.~2012.8.)
- 2007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모든 당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자,
CNRT (티모르재건국민회의) 대표인 구스마웅 (Xanana Gusmão) 총리가
4개 정당과 연정 수립에 성공하여 제4차 내각 구성
• 제5차 내각 (2012.8.~2015.2.)
- 전·현직 군인 및 구스마웅 총리의 지원에 힘입어 군사령관 출신인
타우르 마탄 루악 (Taur Matan Ruak)이 대통령에 당선
- 2012년 7월 실시된 선거에서 제1당이 된 구스마웅 총리의 CNRT가
민주당 (PD), 개혁당 (Frenti-Mudanca)과 연정 내각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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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내각 (2015.2.~2017.8.)
- 정부 개편을 통해 제1야당 (FRETILIN) 출신 아라우조 (Rui Maria de Araujo)가
총리로 취임, 기존의 연립정부 대신 FRETILIN와 CNRT의 통합
정부 출범
• 제7차 내각 (2017. 9.~2018.5.)
- 2017년 7월 총선을 통해 FRETILIN 소속 알카티리가 총리로 취임
• 제8차 내각 (2018.6.~현재)
- 2018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CNRT, PLP, KHUNTO 세 당이 연합한
AMP가 정권을 획득하고 PLP 대표이자 직전 대통령인 루악이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이후 FRETILIN과 CRNT 간 갈등이 심화되자 PLP,
KHUNTO가 FRETILIN과 연합해 오히려 CNRT가 정국 운영에서
제외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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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정체
2. 대통령
3. 행정부
4. 입법부
5. 정당
6. 사법 제도
7. 지방 행정
8. 국내 정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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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체

• 포르투갈 헌법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국회, 정부, 법원의 4권 분립제를 채택
•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므로
의원내각제적 성격 존재

2. 대통령

• 국가 원수 (Head of State)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주로 외교, 안보 및 의전적 업무를 수행
• 현 대통령 :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루 올로 (Francisco Guterres Lú-Olo)
- 제4대 대통령으로, 2017년 5월 취임
• 대통령 선거
- 국민 직선 방식(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 임기는 5년, 중임 가능
동티모르 개황

- 유고 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되, 9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하며, 9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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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법률 관련 】

- 법률 및 조약 등의 공포권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정 치

【 임명 및 해임 】

- 국회에서 과반수로 선출하는 총리에 대한 임명권
-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
- 총리해임권 (국회가 총리의 국정 계획을 연속 2회 거부했을 경우)
- 대법원장 임명권 (국회 비준 필요)
- 검찰총장 및 차장, 군사령관, 대사 임명 및 해임권
-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 위원 5명 임명권
※ 국가평의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각 5명씩 지명하여 구성하며, 국회 및 정부
해산, 전쟁 평화 선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
【기타】

- 군 통수권
- 국회 해산권 (국회에서 정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60일 이상 국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 비상사태 선포권 (국무회의, 정부, 국가안보최고회의(Supreme Council of Defence
and Security)와 협의 및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

- 전쟁 선포권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무회의 및 국가안보최고회의와 협의 후 가능)
- 사면권 (정부와 협의 후 가능)
- 영전 수여권
- 국가안보최고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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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부

• 총리가 행정 수반이자 국무회의 의장
- 국회에서 절대 다수결로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
• 현 총리 : 타우르 마탄 루악 (Taur Matan Ruak)
- 본명은 호세 마리아 드 바스콘셀로스 (Jose Maria de Vasconcelos)
- 제8차 내각이며 2018년 6월 취임
• 총리의 권한
-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 예산 편성 및 집행
- 행정 법규의 서명 (관계 장관이 부서)
- 국무회의 주재
※ 국무회의는 총리·부총리·장관으로 구성되며, 차관과 청장은 참석 가능하나
의결권은 부재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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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부

가. 제헌의회 선거
정 치

• 2001년 8월 30일 제헌의회 선거 실시 (투표율 91%)
- 지역구 13명, 비례대표 75명 등 총 88명 선출
- 지역구는 KAB* 당 각 1명
*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

- 제헌의회는 독립과 동시에 초대 의회(임기 5년)로 전환하였고, 제2대
의회부터는 의석 수를 88석에서 65석으로 축소 (헌법상 52~65석으로 규정)

나. 국회의 권한
• 법안 발의·심의·제정권
• 대법원장 및 고등행정감사원장 비준권
※ 고등행정감사원(High Administrative, Tax and Audit Court)은 공공 지출 및 국가
회계 감사 담당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
• 사면권, 대통령의 해외 방문 동의권, 2/3 이상의 다수에 의한 헌법
개정 승인권
• 국가비상사태 선포 승인권
• 필요 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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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의 국가평의회 위원 선출권, 각 1명의 사법최고평의회(Superior
Council for the Judiciary)
Prosecution)

및 공소최고평의회(Superior Council of the Public

위원 선출권 등

다. 국회의 구성 (2020년 8월 기준)
• 의석 수는 65석으로 구성, 임기는 5년
• 국회의장단
- 국회의장 : Aniceto Longuinhos Lopes Guterres (FRETILIN)
- 부 의 장 : Maria Angelina Lopes Sarmento (PLP), Luis Roberto da
Silva (KHUNTO)
•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및 위원장
- 정부 및 공공 행정 활동에 대한 조언, 국회 회기 구상 등 국회의 공적
업무 총괄
- 법사행정위(위원회 A) : Joaquim dos Santos (FRETILIN)

- 외교국방위(위원회 B) : José Agustinho Sequiera Somotxo (FRETILIN)
- 재정위(위원회 C) : Maria Angélica Rangel da C. dos Reis (FRETILIN)
- 경제개발위(위원회 D) : Antoninho Bianco (FRETILIN)
- 인프라위(위원회 E) : Abel Pires da Silva (PLP)

- 보건·교육·문화·참전군인·성평등위(위원회 F) : Noé da Silva Ximenes
Buka Tuir(PLP)

- 윤리위(위원회 G) : António Verdial de Sousa (KHUNTO)

라. 국회의 해산
동티모르 개황

• ▲총선 직후 6개월간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6개월간 ▲국가
비상사태 동안에는 국회 해산 불가
• 국회 해산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대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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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당

가. 의석 현황 (총 65석)
정 치

• FRETILIN 23석,  CNRT 21석, PLP 8석, KHUNTO 5석, PD 5석, UDT
1석, PUDD1석, FM 1석

나. 주요 정당
1) FRETILIN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 : 의석 수 23석

• 대표 : 마리 알카티리(Mari Alkatiri, 현 총리)
※ 전임은 2017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된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루 올로

• 1974년 5월 창당, 1975년 당시 포르투갈로부터 완전 독립을 표방하고
독립 선포를 주도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 기간에는 군사조직  
FALINTIL (동티모르민족해방군)과 함께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 수행
• 이러한 독립운동의 상징적 이미지에 힘입어 초대 국회에서 55석(63%)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으나 권위적 통치로 2006년 국내 소요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경제 불안, 국정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2007년, 2012년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
• 2017년 7월 총선에서 최다득표당으로 복귀하여 PD와 연정을 수립하고
2017년 9월 제7차 내각 구성
- 소수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타협에 실패하여 2018년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선거 결과 정당연합인 AMP에 패배하여
정권 연장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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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에게 패배 후 특정 장관 후보자들의 취임을 지속 거부하여 여야
갈등을 야기한 뒤, 2020년 4월 AMP에서 이탈한 PLP, KHUNTO와
연합하며 여당 탈환
• 국제사회주의자 (Socialist International)의 자문당 지위 보유
2) CNRT(티모르재건국민회의) : 의석 수 21석

• 대표 : 샤나나 구스마웅 (Xanana Gusmão)
- 사무총장 : 프란시스코 칼부아디 라이 (Francisco Kalbuady Lay)
• 2007년 3월 구스마웅 총리가 제2대 총선에서 과거 FRETILIN
지지자들과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창당하였으며, 사회민주주의와
진보주의를 표방
• 2008년 이후 동티모르의 치안이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여 집권당인
CNRT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2007년부터 2017년
까지 집권 중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국민 실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 내 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2017년 7월 총선에서 패배
• 2018년 조기총선에서 심기일전하여 PLP·KHUNTO 당과 연립한
정당연합 AMP를 구성하고 총 34석을 획득 (CNRT는 21석)함으로써
정권 탈환에 성공했으나, 2020년 4월 여야 간 갈등 상황에서 PLP·
KHUNTO가 이탈하며 여당 지위 박탈
3) PLP(민중자유당) : 의석 수 8석

• 대표 : 타우르 마탄 루악(Taur Matan Ruak)
동티모르 개황

※ 동티모르 제3대 대통령(2012.5.~2017.5.)으로 퇴임 직후 PLP당에 합류하여 대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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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을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농업·
교육·보건 등 일반 시민의 실생활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
• 2018년 조기총선에서 CNRT·KHUNTO와 함께 연정을 구성하여
여당의 일원으로 내각에 참여하였으며, 루악 대표가 총리로 선출
• 2020년 4월 AMP 탈퇴 후 FRETILIN과 연합하여 여당 지위 유지
정 치

4) KHUNTO : 의석 수 5석

• 대표 : 호세 나이모리(Jose Naimori)
• 동티모르 내 무술 단체(실제로는 폭력 집단에 가까움)를 지지 기반으로 하여
창당
• 2012년 총선에서 신생 정당으로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으나, 2017년
총선에서는 사회 불만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여 5석 확보
• 2018년 조기총선에서 CNRT·PLP와 연정을 구성하여 여당의 일원으로
내각에 참여하였고, 2020년 4월 AMP 탈퇴 후 FRETILIN과 연합하여
여당 지위 유지
5) PD(민주당) : 의석 수 5석

• 대표 : 마리아노 사비노 (Mariano Sabino)
- 부대표 : 안토니오 콘세이사웅 (Antonio Conceição)
• 2001년 6월 창당하였고, 대부분의 당원이 인도네시아·포르투갈·
호주·미국 등지에서 수학한 젊은 세대 중도좌파로서 사회민주주의와
진보주의를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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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 제도

• 헌법은 대법원 (Supreme Court)을 최상급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2003년 5월 12일 설립된 고등법원(Court of
Appeal)이

최상급 법원 역할 수행 중

- 사법최고평의회 (Superior Council for the Judiciary)가 법관의 임면·전보·
승진 등 관장
- 2017년 4월 데오린토 도스 산토스 (Deolinto dos Santos)가 제4대
고등법원장으로 취임 (임기 4년)
- 2016년 12월 현재 판사 34명, 검사 33명, 국선변호인 31명, 변호사
9명
• 헌법 외 기본 법률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사법 체계를 정비 중이나 제도 정착 시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예상
- 인도네시아 시절의 법령, 유엔 과도정부 (UNTAET) 시절의 법령, 독립
이후 정부의 법령을 혼용 중
- 지방에서는 촌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며, 법령보다 관습이
우선시되는 경향 존재
• 재판 판결문, 재판 기록, 법령의 관보 등이 모두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사법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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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 행정

• 헌법으로 지방분권을 표방
정 치

• 동티모르는 크게 12개의 시(Municipality) 및 1개의 오에쿠시(Oecusse)
특별행정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각 시는 65개 행정구(Administrative
Post)로

구성되며, 행정구 아래에 452개의 마을(Suco)이 있으며 맨

아래 단계는 2,225개의 공동체(Aldeia)

8. 국내 정치 동향

•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및 7월 총선 결과, 루 올로 대통령의 FRETILIN
당이 다수당 지위 확보에 실패하여 여소야대 정국 하에 2018년 5월
조기총선 실시
- 조기총선 결과, 야당연합인 구스마웅 CNRT(티모르재건국민회의) 당수와
루악 前 대통령(2012~2017년 재임)이 이끈 야당연합진보운동연맹(AMP)
이 과반의석을 확보
- 루 올로 대통령은 AMP가 추천한 CNRT당 소속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렴성을 문제 삼으며 2년 이상 인준을 거부, 여야 간
갈등 심화
• 2020년 4월, PLP와 KHUNTO가 AMP에서 차례로 이탈한 후
FRETILIN과 연합하여 여당연합이 다수당 지위 확보(36석/6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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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연합은 2020년 5월 국회의장을 여당 출신의 Aniceto Longuinhos
Lopes Guterres로 교체하여 국회 실권 장악
- CNRT 소속 장·차관들은 항의 표시로 전원 사직서 제출
• 여당연합은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바탕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며 정국 안정 국면 진입
- 2020년 6월,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주요 정부 부처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며 내각 구성 완료
- 범야권 지도자들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군중 집회 등을 통해 정치
유세 활동 중이나, 2022년 3월 예정된 대선 전까지는 특별한 정치
일정이 없는 상황
• 정부 내 부정부패 해소, 인적자원 역량 강화,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
국가 운영 과제는 여전히 상존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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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정책 기조

•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독립국가가 된 이후 국가 주권 공고화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CPLP : Community of
Portuguese-Speaking Countries)

국가와의 우호 관계 유지와 주변국 및

원조공여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유지 (헌법 제8조 3항)에 역점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CPLP 의장국 수임을 무리 없이 해낸
것을 CPLP 내에서 높이 평가
- 2015년 4월 국가 주권 공고화의 일환으로 해양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선 영구 획정을 위해 해양경계담당기관 (Maritime Boundary Office)을
설립하였으며, 동티모르 측 제기로 2016년 9월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강제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2018년

3월 동티모르-호주 간 영구 해양경계획정 협상 체결
•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2018년 3월 오르따 국가안보보좌관 (전 대통령)을 아세안
가입 협상 고위 대표로 임명
- 동티모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가입 조건 충족 완료
보고서를 아세안에 제출
- 아세안은 정치 분야 실사단을 2019년에 파견하였고 경제·사회·
문화 실사단도 가까운 시일 내 파견하여 가입 일정표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실사단 파견 일정이 불확실하여 최종 가입까지는
장시간 소요 전망
동티모르 개황

 미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유엔, CPLP,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g7+
• 이
(분쟁취약국협의체)

등에서 국제사회의 이슈와 관련하여 자국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노력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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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과의 관계

가. 인도네시아
• 2
 008년 7월 15일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1999년 발생한
동티모르 인권침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진실 및 화해 위원회
(Commission of Truth and Friendship)’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고, 양국

국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불행했던 과거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합의
외 교

-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군·경찰 및 동티모르 민병대는 1999년
동티모르 학살 사건 등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제도적 차원의 책임만 인정하고 개인의 법적 책임은 부인
- 유엔 및 국제 인권단체는 동티모르 인권침해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법원 설립을 주장하며 상기 보고서 불인정
• 양
 국 간 육상 국경 협상은 2014년 8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동티모르 방문 시 타결되었고 해양 국경 협상은 이후 개시하기로 합의
- 2010년에는 동·서티모르 국경 지역 공동시장이 개설되었으며, 국경
지역 거주자는 무비자 통행 가능
• 인
 도네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동티모르와 교류와 협력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대외 교역 수입 총량에서 인도네시아는 부동의 1위 차지
- 동티모르에서는 방송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 주로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문화가 익숙
• 인
 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주권을 존중하고 번영과 발전을 돕는 좋은
이웃으로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도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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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호주와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3국 협의
메커니즘(외교장관급)’을 출범시켜 2002년 2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
- 2014년 8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티모르를 공식 방문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스마웅 총리에게 국가
메달을 수여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명
- 동티모르도 인도네시아와 미래지향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 확대를 모색 중

나. 호주
• 호주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티모르
유엔통합임무단 (UNMIT)의 치안 분야를 담당하는 ‘국제안정화유지군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s)’

활동을 총괄하면서 동티모르의 국방

및 경찰력 강화를 적극 지원
• 호주는 1999~2011년에 10억 6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였고
2012~2013년에도 1억 2,710만 달러의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등
동티모르의 경제·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티모르는
호주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실정
• 2018년 3월 양국은 영구해양경계획정 협정에 서명하고 동티모르의
요청에 따라 티모르 해 중간선을 해양경계획정선으로 확정, 동티모르
내 호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

다. 포르투갈
• 동티모르는 헌법에 포르투갈어 사용국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동티모르 개황

명시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독립과 동시에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CPLP)에 가입하는 등 친포르투갈 정책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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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당수의 동티모르인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
하기보다 스스로 포르투갈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 종교 (가톨릭)와 문화적인 면에서 친포르투갈
정서가 강한 편
• 포르투갈은 동티모르 내 포르투갈어 보급 확산을 위해 교육·문화
분야를 적극 지원 중이며, 자국 헌법을 모델로 한 동티모르 헌법
제정에도 기여

라. 미국
• 태
 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동티모르를 군사적
외 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호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티모르와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양자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외에도 UN 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을 통해 국가 역량 개발 지원
- 통치 체제 정비, 사법제도 강화, 경제성장 가속화, 보건 환경 개선에
역점
- 독립 이후 2012년 말까지 약 3억 달러 지원
• 2002년 미국 해외민간투자기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는 동티모르 정부와 투자 인센티브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협력 관계
증진 도모
- 미국 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사가 바유운단(Bayu-Undan) 가스전
개발에 참여
※ 현재는 개발 관련 모든 권한을 호주 업체인 산토스(Santos)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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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
•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외교 영향력 강화와 동티모르 에너지
자원의 선점을 위해 무상원조 적극 활용 중
- 대통령궁 및 외교부·국방부 청사 건설 등 하드웨어 분야 원조에 집중
- 2002~2016년간 약 1.1억 달러의 무상원조 지원
• 6천여 명 이상의 화교가 동티모르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개발협력 사업 및 현지 투자 시에도 중국 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현지
고용 창출에 소극적 측면이 있어 갈등 빈번

바. 일본
• 1942~1945년간 동티모르를 침략한 일본은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PKF)에 공병대를 파견하였으며, 최근 JICA와 NGO를
통해 도로·항만·전기·상수도 등 인프라 건설과 보건·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규모 원조 제공 중
- 2002~2011년에 무상원조 215억 엔, 2002~2010년에 기술협력 지원
67억 엔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3월 ‘국도 1호선 정비 계획(공여
한도액 52억 7,800만 엔)’

지원에 관한 문서 교환

• 일본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바유운단 유전과 그레이터선라이즈
(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

- 2006년부터 바유운단 유전에서 연간 300만 톤의 가스 (LNG)를
공급받고 있으며,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에는 Osaka Gas가
10%의 지분 참여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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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인의 외국에 대한 우호도
• 미
 국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가 2018년 10월
동티모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 결
 과에 따르면, 동티모르인들이 가장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및 기구는 ① 가톨릭
교회, ② 호주, ③ 한국, ④ 포르투갈, ⑤ ASEAN, ⑥ 인도네시아, ⑦ 미국, ⑧ EU,
⑨일본 순
• 우
 리나라 외의 국가는 대부분 인접국(호주·인도네시아)이거나, 역사적인 관계에
있거나(포르투갈), 대규모 원조국(미국·호주)으로, 동티모르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도는 매우 인상적인 수준
• 상
 록수부대 파견(1999~2003), KOICA 무상원조 활동, 고용허가제 운영, 공공외교
활동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으로 판단
외 교

3. 지역협력기구

가. 아세안(ASEAN) 가입 추진
• 동
 티모르는 동남아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외교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22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
• 동
 티모르는 2000년 7월 방콕 각료회의부터 주최국의 초청국 (Guest to
the Host Country)

자격, 2002년 이후 아세안 상임위원회 초청국 (Guest

to the ASEAN Standing Committee)

자격으로 격상되어 매년 아세안 회의

참석
-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전
아세안 회원국에 재외공관 창설을 추진하여 2016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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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2018년 3월
오르따 국가안보보좌관 (전 대통령)을 아세안 가입 협상 고위대표로 임명
- 동티모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가입 조건 충족 완료
보고서를 아세안에 제출
- 아세안은 정치 분야 실사단을 2019년 파견하였고 경제·사회·문화
실사단도 가까운 시일 내 파견하여 가입 일정표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사단 파견 일정이 불확실하여
가입까지 몇 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존재

나. ARF 가입
• 2005년 7월 동티모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및 유럽연합 의장국
등 총 27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에

회원국으로 가입

4. 유 엔

가. UNAMET(유엔동티모르임무단) : 1999.6.11.～1999.10.25.
• 유엔은 동티모르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 찬반 주민투표(1999.
8.30.)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9년 6월 11일 유엔

동티모르임무단 (UNAMET, 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을 설치
동티모르 개황

- 손봉숙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주민투표 유엔선거관리위원으로
파견되어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였으며, 이후 제헌의회
유엔 독립선거관리위원회로 재파견되어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위원장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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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NTAET(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 1999.10.25.～2002.5.20.
• 동
 티모르 주민투표 결과 독립이 결정된 후 반독립파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자 유엔은 1999년 10월 25일, 동티모르의 완전한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UNTAET,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를

설치

- 2000년 7월 유엔 관리 4명과 동티모르인 5명으로 구성된 제1차
과도내각 (ETTA, East Timor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출범
- 2001년 9월 전원 동티모르인으로 구성된 제2차 과도내각 출범

다. UNMISET(유엔동티모르지원단) : 2002.5.20.～2005.5.20.
외 교

• 유
 엔은 독립과 동시에 유엔동티모르지원단 (UNMISET, UN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을 설립하여 동티모르가 유엔 철수 이후에도 건실한

독립국가로 생존할 수 있도록 예하에 아래 3개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
- 민간지원단 (Civilian Support Group)은 안정, 민주주의, 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행정 및 사법 제도 기반 구축
- 유엔민간경찰 (UN Civilian Police)은 동티모르 경찰당국과 함께 국내
안보 및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2003년 12월 10일
전국에 대한 경찰권을 동티모르 경찰당국에 전면 이양
- 평화유지군 (Peace Keeping Force)은 국외 안보 및 국경 통제 임무 수행

라. UNOTIL(유엔동티모르사무소) : 2005.5.20.～2006.8.25.
• 2
 005년 5월 20일 유엔동티모르지원단의 임무가 종료되자 유엔은
이를 인원이 130여 명으로 대폭 축소된 유엔동티모르사무소 (UNOTIL,
United Nations Office in Timor-Leste)로 개편하고 임무 기간을 2006년 5월

20일까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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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동티모르지원단의 주요 임무는 ▲동티모르 주요 국가기관 발전
지원 ▲경찰 및 국경수비대 발전 지원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훈련 제공 등
- 임무 수행을 위해 민간 자문관 45명, 경찰 자문관 40명, 국경수비대
자문관 35명(군 자문관 15명 포함), 인권담당관 10명 배치
• 2006년 4월 해고 군인 사태로 동티모르 치안이 악화되자 유엔
안보리는 유엔동티모르사무소의 임무 기간을 세 차례에 걸쳐 2006년
8월 25일까지 연장

마. UNMIT(유엔동티모르통합임무단) : 2006.8.25.～2012.12.31.
• 해고 군인 사태로 치안이 악화되자 동티모르 정부는 2006년 6월 11일
유엔에 경찰력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유엔도 진정한 국가 재건 및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8월 25일 유엔동티모르통합임무단 (UNMIT,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을

설치

• 유엔동티모르통합임무단은 2009년 5월 14일 라우템 주 (州)를 시작으로
바우카우, 비케케, 마나투투, 아이나루, 오에쿠시 및 해양경찰의
경찰권을 반환
- 유엔동티모르통합임무단은 2011년 3월 27일 동티모르 전역에 대한
경찰권을 동티모르 경찰에 반환하였으나, 딜리 및 지방에 주둔해
있던 기존의 유엔경찰은 1,280명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동티모르
경찰에 대한 감독·고문 역할 수행
- 유엔경찰은 2012년 6월 총선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여
2012년 말 전원 철수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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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엔평화유지군(UNPKF)
1) 파병 경위

• 1 999년 8월 30일 실시된 독립찬반 주민투표에서 독립이 결정되자
친인도네시아 통합파인 민병대가 살인·납치·방화를 자행하는 소위
‘동티모르 사태’ 발생
• 1 999년 9월 15일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호주를 주축으로 15개국
1만 명 규모의 다국적군 (INTERFET, International Force in East Timor)을
창설하여 9월 20일부터 동티모르에서 작전 개시
외 교

 001년 1월 15일 유엔평화유지군 (PKF, Peace Keeping Force) 체제로 전환
• 2
- 파견국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다국적군 체제에서 경비를
유엔이 부담하는 PKF 체제로 전환   
2) 파병 인원 감축

• 동티모르 유엔평화유지군은 최초 8천여 명 규모였으나 동티모르
상황이 개선되면서 단계적으로 감축
연도

2002. 12.

2003. 12.

2004. 12.

2005. 4.

인원

3,870명

2,780명

1,750명

470명

• 우
 리나라는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42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상록수부대)을 동티모르에 파견, 로스팔로스 (1999.10.~2001.12.)
및 오에쿠시(2002.1.~2003.10.)에서 평화유지 활동 전개
3) 동티모르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평가

• 미
 국과 유엔은 동티모르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하면서 ① 국민 및 지도자의 독립·재건 의지 ②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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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지원 의지 ③ 명확한 임무 부여 ④ 현지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여건 ⑤ PKO 활동의 전문성 ⑥ 관리가
용이한 국가 규모 ⑦ 국민의 높은 일체성 ⑧ 분쟁 후 각 집단 간 보복
행위 미미 등을 배경 요인으로 적시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 2002. 9. 27.

유엔 (191번째 회원국)

• 2002. 7. 23.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 2002. 5. 20.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
※ CPLP 회원국 : 포르투갈, 브라질, 모잠비크,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동티모르 등
8개국

• 2002. 8. 10.

남서태평양대화 (Southwest Pacific Dialogue) 창설국

• 2002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옵서버

• 2016. 12. 7.

세계무역기구 (WTO) 옵서버

• 그 외 UNESCO, UNDP, IOM, WHO, ICRC, UNICEF, UNIFEM,
동티모르 개황

UNFPA, ESCAP, LDC, ICC, FAO, ILO, AIIB 등의 국제기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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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상주공관 현황

• 대사관(26) : 호주, 벨기에 (EU 대표부 겸), 브라질, 중국, 쿠바,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포르투갈(CPLP 대표부 겸),
스위스 (제네바 소재, 대표부 겸), 태국, 미국, 교황청, 필리핀,
한국 (2009. 2.24. 개설), 싱가포르, 앙골라, 남아공, 영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뉴질랜드, 베트남
• 대표부(1) : 뉴욕(UN)
외 교

• 총영사관(5) : 시드니, 다윈(호주), 덴파사, 아탐부아, 쿠팡 (인도네시아)

7. 동티모르 주재 상주공관 현황

• 대사관 (17) : 한국,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포르투갈, 일본, 브라질,
쿠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EU,
교황청,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SADR)
• 대표 사무소 : 프랑스
• 영사 사무소 : 영국,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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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및 치안

1. 국방정책 및 조직 현황
2. 방위군
3.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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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 정책 및 조직 현황

가. 정책 기조
• 국가의 독립 보장, 영토 보전, 국민의 안전 등을 목표로,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 방위를 위한 자위권을 공고히 하며,
무력충돌로부터 국민과 국가 재산 보호
• 독립 쟁취 과정과 내전을 통해 국방과 치안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경험한 동티모르는 국방군 (F-FDTL)과 국립경찰 (PNTL)이 ‘국방,
치안, 민간인 보호’의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으로 작전 수행

나. 군사 조직
• 방위군 조직 : 육군 2,020명, 해군 80명 (출처 : Military Balance 2020)
※ 동티모르 국군의 정식 명칭은 방위군(F-FDTL, Falintil -Forças de Defesa de TimorLeste)이며, Falintil은 인도네시아 점령 당시 동티모르 독립군 명칭인 ‘Forças Armadas
de Libertação de Timor-Leste’의 약자

• 방위군 지도부
- 대통령 :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루 올로(Francisco Guterres Lú-Olo)
•군 통수권자
- 국방장관 : 필로메노 파이샤웅(Filomeno de Paixão de Jesus)
•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군 사령관 : 레레 아난 티무르 (Lere Anan Timur)
동티모르 개황

•군 병력 지휘 통솔 및 작전 운용권, 병력 선발 및 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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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군사·치안 동향
• 2012년 11월 방위군과 경찰이 국제안정유지군(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과

유엔경찰(UNPOL)에서 국방·치안유지권을 이양받은 후 치안은

대체로 안정적
- 완전한 독립 국가로서 국방·치안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외적
으로 드러내기 위해 동티모르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평가
• 여타 동티모르 정부 조직처럼 국방·치안유지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지방은 물론 딜리에서도 범죄 수사, 야간 순찰, 교통질서
확립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티모르군 발전계획(Force
2020)’

이행 및 경찰 조직 개선에 따른 인력 확충, 기강 확립, 효과적인

조직 운영이 절실

국방 및 치안

2. 방위군

가. 연혁
• 1975~1979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독립될 당시의 전투
(병력 2,700명)

• 1981~1992

인도네시아에 항거한 정글 게릴라 전투
(병력 1,000명, 소총 400정)

• 1992~1999

도시에서의 게릴라 전투 (1991~1992년 구스마웅 사령관 체포
당시까지 병력 약 150명, 소총 65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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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독립 결정) 이후

유엔의 통제 하에 게릴라군 600명 및 소총
400정 규모의 현 방위군 (F-FDTL) 조직

나. 방위군 조직 개혁 및 병력 보강
• 2006년 4월 해고 군인 사태는 동서 지역 간 대립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찰과 방위군 임무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것도 영향
-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조직법(F-FDTL Organic Law)을 개정하고,
2011년 4월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Law)과 국방법(Defence Law)
제정
• 동티모르 정부는 해고 군인 사태 이전의 방위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 방위군 572명을 신규 모집하고 매년 인력 증강 추진

다. 동티모르 군 발전계획 (Force 2020)
• 배경
- 동티모르는 인접국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현저히 작아 유사시 국가방위 활동을 전개하기에 역부족인 실정
- 이에 동티모르 정부는 2006년 5월 ‘동티모르 육군 발전을 위한 전략
청사진(Strategic Blueprint for Development of Armed Forces of Timor-leste
2005-2020, 약칭 Force 2020)’

발표

• Force 2020 주요 내용
- 동티모르 군을 ▲해양순시방위군 (해군) ▲재난구조군 ▲평화유지군
등 3개 부대로 운영하며, 총 병력을 3,600명 수준까지 확대
- 총 병력 : 3,600명 (현역 2,500명, 예비역 1,100명)
동티모르 개황

•해군 (해병 포함) : 2~4개 단위 부대로 구성되며, 어족 등 자원 보호,
불법 난민, 마약 거래 등 제반 단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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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조군 : 지진·태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구조 부대로 운용
되며, 주로 예비군 활용
•평화유지군 : 주로 인도네시아 국경 지대 주변의 완충 역할 수행
(최전방은 경찰이 담당)

3. 경 찰

가. 동티모르 국립경찰(PNTL) 현황
• 경찰력 (2018) : 4,165명
• 경찰 지도부
국방 및 치안

- 내무장관 : 타우르 마탄 루왁 (Taur Matan Ruak) 총리가 겸임
- 내무차관 : 안토니오 아르민도 (António Armindo)
- 경찰청장 : 파우스티노 다 코스타 (Faustino da Costa)
- 경찰부청장 : 마테우스 다 코스타 (Mateus da Costa)

나. 연혁
• 2001년 8월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UNTAET) 지원으로 공식 업무
시작
- 유엔 과도기구 산하 유엔경찰 (UNPOL)이 평화유지 임무를 지원하고
UNPOL 규정·제도·절차 등을 제정하여 UNMISET 소속 유엔경찰과
2003년 후반까지 치안유지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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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2003년 12월 전국에 대한 경찰권을 동티모르 경찰당국에
이양하였으나, 2006년 4월 해고 군인 사태가 발생하며 치안 상황이
악화되어 2006년 8월 UNMIT이 설립되었으며 UNMIT 소속 유엔
경찰과 국내 치안유지 및 국경수비 업무 등 담당
- 2012년 대선 및 총선 이후 국내 치안 상태가 안정되어 치안유지권을
동티모르 경찰에 완전히 이양

다. 경찰 조직 개혁
• 2006년 4월 해고 군인 사태로 경찰 조직이 와해된 후 조직 개혁과
경찰 시스템 재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9년 경찰조직법(PNTL
Organic Law)을

개정하고 2010년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Law) 제정

• 경찰 전체 재교육 실시 및 교육 통과자 재임용 과정 진행 중
- 경찰 199명이 2006년 내전 당시 살인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동티모르
정부는 유엔과 경찰권 이양 협의 시 필요하면 이들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사법 처벌을 약속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상황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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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1. 개관
2. 거시경제
3. 물가·임금·고용
4. 정부 재정
5. 금융
6. 산업
7.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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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 동티모르는 전 인구의 약 6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나 (2019,
동티모르 농업인구 조사) 생산성이 낮아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에 불과 (2018, 세계은행)
- 인구가 적고 상당수가 구매력이 전혀 없는 산간오지에 거주하여
제조업 투자 시 기대효과 저조
• 동티모르 정부는 국가개발 20년 계획(2011~2030)을 수립하여 투자청
신설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항만·공항·도로·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해 노력 중
- 법·제도의 체계 미비, 절차적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 외에도 정부 지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 정당 간, 정파 간 갈등으로 인해 투자 계획이 급선회하는 등
견실치 못한 투자 위험 상존
• 동티모르 경제는 현재 ▲비석유 분야 산업발전 정체 ▲정부 지출과
투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 ▲민간 분야 취약 ▲높은 청년실업률 ▲
비효율적 공공서비스 등 도전에 직면
- 향후 경제발전의 성패는 2021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유운단
등 석유·가스전 개발에 따른 수익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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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

• 1999년 9월 동티모르 사태 발생으로 붕괴된 경제는 2000~2001년
국제사회의 지원과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으로 15%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02년 5월
독립 이후 유엔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경기 침체
• 2005년부터 석유·천연가스 로열티 수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2007년 이후 국제 유가 폭등 및 공공사업 투자 증가로 경제 고공 성장
• 2013년부터 국내 정치적 요인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다 2017년 이후 여야 간 갈등, 재선거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
지출 축소,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경기 침체
• 동티모르의 경제성장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성장률
(%)

-6.6

-2.3

0.5

6.2

-5.7

11.4

14.2

13.0

9.4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장률
(%)

9.5

6.4

2.8

4.4

3.1

3.5

-3.8

-0.8

3.4

경제·통상

연도

출처 : 세계은행
※ 동티모르의 석유·가스 부문은 거의 외국 자본 및 노동력에 의존하므로, 국내 경제의 현실적 평가를
위해 석유·가스 부문은 GDP 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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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임금·고용

• 식량·원자재 등의 자체 공급이 불가능하여 국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변동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물가상승률
(%)

4.1

8.0

2.2

1.6

5.2

8.6

7.4

-0.2

5.2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물가상승률
(%)

13.2

10.9

9.5

0.8

0.6

-1.5

0.5

2.3

0.9

출처 : IMF

• 동티모르 노동 법규는 최저임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월 150달러가
최저임금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4시간으로 규정
- 인근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와 비교 시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률이 낮음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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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재정

가. 2021년 예산
• 2021년 예산은 경제 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
• 예산 규모
- 총액 : 18억 9,500만 달러
- 예산 배정 : 인프라 4억 7,400만 달러, 교육 1억 1,100만 달러, 보건
8,600만 달러 등

나. 석유기금
• 티모르 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따른 수익의 체계적 관리와 기금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동티모르 정부는 2005년 7월 석유기금법을
제정하여 석유기금을 설립하였으며, 동티모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imor-Leste)이

이를 관리

• 석유기금법 규정에 따라 티모르 해 유전 개발과 관련된 로열티, 조세,
기금 이자 등 모든 수익이 기금에 예치되며,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속가능한 추산수입(ESI, Estimated Sustainable Income) 범위 내에서 재정
경제·통상

적자 상당액을 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 가능
- 정부가 ESI를 초과하여 인출을 원할 경우,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증명 필요
※ ESI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으로, 현재
기금 가치의 3%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을 지칭

• 2020년 7월 기준 석유기금 잔고는 170.3억 달러이며, 2021년 바유운단
석유·가스전이 고갈될 경우 추가 로열티 및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티모르 정부는 이를 대신할 가스전을 적극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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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그레이터 선라이즈 (Greater Sunrise)
가스전 개발이 불가피하나, 가스관 매설 방향 관련 동티모르-호주 간
이견으로 인해 난항
-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은 티모르 해에 위치한 가스전으로,
동티모르-호주 간 해양경계획정협정 체결로 양국 간 공동개발이 결정
되었으며, 한화 30조 원 가치의 천연가스 및 콘덴세이트 매장 추정
- 동티모르 정부가 가스관이 자국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합작투자(Joint Venture) 참여사 중 ConocoPhilips사, Shell
사가 지분(56.6%)을 동티모르 정부에 판매하며 이탈

다. 국제원조
• 2017~2018년 평균, 주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는 호주 (6,413만 달러),
일본 (2,784만 달러), 미국 (2,275만 달러), EU (2,136만 달러), 포르투갈 (1,570만
달러),
달러)

아시아개발은행(1,407만 달러), 뉴질랜드(1,229만 달러), 한국 (940만
순

• 지원 분야는 기타 사회 인프라 (32%) 및 다부문 (20%) 분야가 가장 큰
비중 차지(2017~2018년 평균 지원액 기준)                      
• 동티모르의 ODA 수원 현황
(단위 :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다자 지원

26.4

29.9

27.5

30.0

22.1

양자 지원

73.6

70.1

72.5

70.0

77.9

수원액

251.3

212.5

223.5

232.0

202.6

출처 : OECD 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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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의 ODA/GNI 현황
(단위 : %, 순지출 기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율

7.1

7.8

9.9

10.2

8.6

출처 : OECD DAC

5. 금 융

• 현재 호주계 ANZ, 포르투갈계 BNU, 인도네시아계 MANDIRI와 BRI
까지 총 4개의 상업은행이 운영 중이며, 동티모르 중앙은행이 2011년
9월 13일 설립되어 통화·금융 정책 전반을 담당
• 시중 은행의 국내 예금 유인 기능 함양, 대출 시 인센티브 제공, 적절한
금융 규제 시스템 확립, 민간부문 육성이 중요한 과제이며, 은행 대출
활성화를 위해 등기 제도를 포함한 토지법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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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 업

가. 산업 구조
• 동티모르의 산업별 GDP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 임업, 어업

300.3

289.9

276.1

273.7

264.8

276.5

탄광, 채석 포함

1.6

1.6

1.6

1.6

1.7

1.5

전기 및 가스

11.2

12.1

16.4

19.1

25.9

26.3

제조업

10.3

11.3

15.5

18.1

24.8

25.5

건설업

255.4

225.2

274.0

293.7

203.5

215.4

서비스업

276.1

283.2

290.1

309.2

287.9

260.4

정보·통신

41.0

21.7

36.5

41.4

40.0

41.5

금융·보험

11.4

12.5

11.9

14.5

23.6

21.6

부동산

155.1

177.7

180.7

187.0

195.7

189.1

공공분야 지원

42.2

49.8

50.2

48.6

51.3

41.2

보건 및 사회

310.0

364

385.6

405.0

442.4

468.8

기타

63.0

59.6

57.6

64.4

63.2

52.8

총계

1,477.3

1,508.6

1,596.2

1,676.3

1,624.8

1,611.6

출처 : Timor-leste National Accounts 2000-2018 (동티모르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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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
• 전 인구의 65%가 농업에 종사하나 GDP에서 농업 비율은 17%에 불과
- 농경지가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고, 잦은 게릴라성 폭우로 험준한
침식 지형이 많아 토지 활용이 제한적
- 주요 재배 농작물은 옥수수 (18%), 쌀 (7.6%), 카사바 (7.4%), 커피(6.3%) 등
• 커피는 석유 이외의 가장 큰 수출품이자 유일한 농업소득원이나, 나무
노화 등으로 수출액은 미미

다. 어업
•국
 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어로 설비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동력선으로 해안에서만 조업하며 양식 어업은 전무
• 2016년 11월 중국계 회사 ‘Hong Long Fisheries’가 동티모르 연안
해역 조업권을 획득하여 15척의 선박으로 조업 개시

라. 제조업
•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사업장의 대부분이 5명
미만의 소규모
경제·통상

• 정부가 산업 다변화와 민간기업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큰 진전은 없는 실정

마. 관광 산업
• 오염되지 않은 천연의 자연환경이 관광산업 발전의 잠재 요인이기는
하나 도로·전기·교통·숙박·음식 등 관광 인프라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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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정부도 관광을 향후 전략산업으로 육성 계획 중이며, 중국·
호주·포르투갈계 자본도 관심을 갖고 진출 여부를 관망 중

바. 상업
• 중국계 상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주요 상권 장악
• 전기·전자, 의복, 생필품 위주의 현지인 가게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
이며, 물품은 주로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

7. 무 역

가.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수출

31

24

33

68

23

수입

431

588

341

911

596

총 교역액

462

612

374

979

619

무역수지

-400

-564

-308

-843

-573

출처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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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월)

나. 수출 품목 및 주요 수출 대상국
• 주요 수출 품목은 천연가스, 원유, 커피 등
•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19년 기준, 중국 (3,200만 달러), 인도네시아 (1,700만
달러),

일본 (600만 달러), 미국 (500만 달러), 포르투갈 (200만 달러) 등

다. 수입 품목 및 주요 수입 대상국
• 석유 제품, 자동차 및 기차 부품, 전자기기, 곡물, 직물 및 섬유 제품,
가구류, 철강 제품 등
• 주요 수입 대상국은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3억 4,200만 달러), 싱가포르
(2억 900만 달러), 중국 (1억 300만 달러), 홍콩 (6,100만 달러), 말레이시아 (4,300만
달러)

등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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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1. 석유·가스 자원
2. 금속 및 광물 자원
3. 토지 자원
4. 산림 자원
5. 수산 자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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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가스 자원

가. 티모르 해 개발 협상 경과
• 1989년 12월 11일 호주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티모르 해 석유 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티모르 갭 조약 (Timor Gap Treaty)’에 서명하고 1991년
2월 9일 조약이 발효되었으나, 이후 동티모르가 독립하며 효력 상실
• 동티모르 독립일인 2002년 5월 20일, 호주와 동티모르 총리가 ‘티모르
해 조약 (Timor Sea Treaty)’에 서명하고 2003년 4월 2일 조약 발효
- 티모르 해 조약은 공동 석유개발구역을 설정하고 개발수익을
동티모르 90%, 호주 10%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
- 티모르 갭 조약은 세 개의 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반면, 티모르 해 조약은 한 개의 공동석유개발구역을
설정하고 개발수익도 90:10으로 분배하는 등의 차이 존재
• 해양 경계에 대해 동티모르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호주는 가장 수심이
깊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양 경계를 획정할 경우,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전체가 동티모르 해역에 소속
•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개발을 위해 동티모르와 호주는 2003년 3월
6일 Sunrise International Unitization Agreement (Sunrise IUA), 2006년
1월 12월 Certain Maritime Arrangement in the Timor Sea (CMATS)를
각각 체결하였으며, 두 조약은 2007년 2월 23일 발효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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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석유개발구역(JPDA, Joint Petroleum Development Area)
에너지·자원

1) 위치

• 동티모르 수아이에서 남동쪽으로 220km, 호주 다윈에서 북서쪽으로
500km에 위치한 해상 지역

2) 공동석유개발구역 내 유전 및 가스전

• 바유운단 (Bayu-Undan) 유전 및 가스전
- 공동석유개발구역에서 현재 유일하게 생산 중인 유전으로, 동티모르
수아이에서 남서쪽으로 250km, 호주 다윈에서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의 80m 해저에 위치
- 매장량은 천연가스 4조ft3, 원유 및 LPG 5억bbl으로, 2020년까지
300억 달러 상당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스전은 202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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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생산을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하루 11만bbl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루 5억 ft3의 건성가스가 지하 송유관을
통해 호주 다윈 LNG 플랜트로 운송되어 2006년 1월부터 17년간
매년 약 300만t씩 일본 도쿄전력과 도쿄가스사에 전량 공급
- 2019년 10월까지는 미국의 코노코필립스사, 이후에는 호주 산토스
사가 운영
• 그레이터 선라이즈 (Greater Sunrise) 가스전
- 공동석유개발구역과 호주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가스전으로, 총
400억 달러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동티모르-호주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체결되었음에도 개발 모델에
서로 합의하지 못해 개발 답보 상태
• 그 외 Elang, Kakatua, Kakatua North, Kitan 등의 유전이 있었으나
수년간 시추 후 고갈

다.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 개발
1) 유전 개요

• 공동석유개발구역 북동쪽 외곽선에 걸쳐 있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은 20%가 공동석유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80%는 동티모르
독립 이전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합의한 경계선 기준, 호주 관할 해역에
위치
- 2006년 1월 동티모르와 호주가 체결한 CMATS (Treaty on Certain
Maritime Agreements in the Timor Sea)에

따라 개발수익을 50:50으로

배당하였으며, 개발사업자 지분은 운영자인 호주 우드사이드사
동티모르 개황

33.4%, 미국 쉘사 26.6%, 미국 코노코필립스사 30%, 일본의 오사카
가스 10%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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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량은 7.7조ft3의 가스와 3억bbl의 콘덴세이트로, 800만t의 LPG와
에너지·자원

1억 2,400만t의 LNG 생산이 가능하며, 가채 기간은 30년, 경제적 총
가치는 400억 달러 예상(총 개발이익 100억 달러 예상)
2) 개발 현황

•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 개발 당사자는 ▲우드사이드 공동 벤처
사업 파트너(우드사이드사 등 4개 업체) ▲동티모르 석유·천연자원부
▲호주 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시작되었으나, 사업성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 벤처사업 파트너 중 코노코필립스사와 쉘사가 동티모르 정부에
지분을 판매하고 이탈
•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의 가스관 매설 관련 이견으로 가스전 개발
사업 정체
- 동티모르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 창출 및 산업 기술 습득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자국 내에 LNG 플랜트를 건설하고 가스를
자국으로 운반해야 한다는 입장
- 호주는 동티모르 쪽 해역은 수심이 깊어 가스관 매설 비용이 많이
드나, 호주 쪽으로 가스관을 매설할 경우 기존 LNG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입장
- 이에 동티모르 정부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국가스
공사 등 우리나라 9개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해저 수심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후 가스전 개발 관련 진전은 없는 상황
3) 호주와의 해양경계선 획정 분쟁

•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해양경계선 획정에 대하여 CMATS 협상 당시
호주 정부 요원의 첩보 행위로 조약이 호주에 유리하게 체결되었고,
CMATS가 해양 인접국 간 영구해양경계선 협상 의무를 명시한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 규정과도 충돌한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CMATS
무효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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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CMATS에 명시된 ‘영구경계선 획정 50년간 유예’ 조항을
언급하며 해양경계 획정을 회피하면서, 국제재판소 강제조정 관할권
철회로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호주에 해양경계선 획정을 강제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
• 2016년 4월 동티모르는 상설중재재판소에 호주에 대한 강제조정을
요청하였고, 2016년 9월 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
하여 국제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없다는 호주 측 주장을 기각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당사국 간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할 경우,
일방 당사국이 분쟁 해결 기구의 강제 중재 및 사법적 해결 배제권을
행사하면 다른 당사국은 조정 절차 개시 가능
•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티모르-호주의 영구해양경계선,
EEZ와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74 및 83조 해석 및
적용’ 제하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동티모르와
호주는 영구해양경계획정 협정에 서명
- 2017년 4월 동티모르와 호주의 합의에 따라 CMATS 폐기
- 영구해양경계획정 협정은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에 대한 동티모르와
호주의 소유권을 7:3으로 규정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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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 및 광물 자원

• 금·은·구리 등이 북쪽 해안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유효기간 1년의 일반 광물 조사 허가 29건과
유효기간 3년의 광물 탐사 허가 13건이 부여된 적이 있으나, 광물의
기술적·상업적 조사는 미실시
- 현재 마나투토 (Manatuto)에서 대리석, 바우카우 (Baucau)와 라우템
(Lautem)에서

석회석, 베마세(Vemasse)에서 금·망간, 딜리 및 일부

지방 하천에서 건설용 모래 및 자갈을 채취 중
• 동티모르 석유·천연자원부는 금속 및 광물자원의 정확한 매장지역 및
매장량 조사를 위해 2008년부터 지질지도 작성 사업을 추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 6월 수아이(Suai) 지역 지질도 완성

3. 토지 자원

가. 토지 특성
• 동티모르의 국토는 산악 지역, 남부 해안선 쪽의 다습 저지대, 북부
해안선 쪽의 건조 저지대, 해안 지대, 도시 지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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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토의 절반이 40도 경사지일 만큼 국토 대부분이 경사가 가파르며,
토질은 주로 석회석과 변성해양토로 이루어져 있어 작물 생산에
불리한 환경
• 경사가 가파르고 토질이 연약하여 침식이 자주 발생하며, 특히 북부
지역은 짧은 우기에 강우량이 집중되고 장기간 건기가 지속되어
침식 가중
- 벌목과 방목도 침식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며, 침식 작용으로
토지가 척박해지고 인공 및 자연적 수로, 저수 시설 등 파괴 초래
- 우기 때 국내 곳곳에 급작스런 홍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건기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늘어나는 경향

나. 토지 사용
• 농지는 전 국토의 28%에 해당하고 면적은 약 41만ha이며, 약 6분의
1이 현금화 가능한 작물 생산
- 동티모르 농림수산부는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60만여ha가
경작 및 가축 사용지로 적합하고, 그 가운데 23만ha는 관개 경작
가능지로 추정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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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 자원

• 주된 목재목으로 가장 비싼 백단목 (sandalwood)이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부터 수백 년간 채벌되었으며, 밀랍 (beeswax)·티크 (teak) 등도 주요
산림 자원
- 천연 수종으로 가장 값진 목재는 수렌 (suren, 학명 Toona Sureni)과
백단목이며, 티크는 약 100년 이상 식재되어 온 수종
- 현재 수렌과 백단목은 많이 줄었으나, 백단목은 향후 식재 시 20~40년
후 주요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과잉 벌채로 인해 삼림이 크게 훼손되어 초원화 진행 중

5. 수산 자원

• 동티모르는 서티모르와 맞닿은 육지 국경을 제외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약 735km이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약 7만 5,000km2
• 전체 농가의 48%가 어업에도 종사 (2019년 동티모르 농가인구 총조사)
• 수역 : 4개 지역
- 연안 수역 : 15m 이상의 대형 선박 어업
- 근해 수역 : 해안선에서 1~12km 내에서 기동화된 선박이 조업하며,
어획물은 현지 시장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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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수역 : 소형 선박이 조업하며, 어획물은 소규모 거래 또는
가족 소비
- 대체어업 : 대륙붕 및 해변 이용
• 주요 어종은 참치·새치·돔·가다랑어·삼치 등의 어류 및 심해 갑각류
•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대응 방안 모색 중

동티모르 개황

74

자연지리·사회문화

1. 자연지리
2. 인구
3. 민족과 언어
4. 종교와 문화
5. 교육
6. 보건
7. 언론

T

i

m

o

r

-

l

e

s

t

e

1. 자연지리

가. 지형 및 지질
• 동서 길이는 256km, 최대 폭 92km이며, 지형은 섬 중앙부에 위치한
라멜라우 산 (2,963m)을 정점으로 라멜라우 산맥이 동서로 길게 형성
- 북부 지역은 경사가 급하며 강수량이 적으나, 남부 지역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며 강수량이 많아 농업에 유리
• 토질은 퇴적층이 거의 없으며, 전체적으로 척박
• 동티모르 연안 해심은 깊은 편이며, 티모르 섬 남쪽에 위치한 티모르
해는 최고 깊이가 2,500~3,000m

나. 기후
• 호주로부터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뚜렷하게 구분
- 건기는 6~10월, 우기는 12~4월
- 지형과 고저에 따른 강수량 및 기온의 편차가 크며, 북부·중부·남부
지역으로 구분 가능
•북부 기후대 : 북부 해안에 연한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24도 이상,
연간 강수량은 1,500mm 이하이며 건기가 다른 지역
보다 긴 5개월 정도
•중부 기후대 : 북부와 남부 사이에 위치하는 해발 600m 이상의
동티모르 개황

산악지대로, 연평균 기온이 24℃ 미만이며 강수량이
많고 건기는 4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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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기후대 : 남부 해안에서 중부 내륙 지방 사이의 해발 600m
이내 지역으로 호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강수량이 많고, 연평균기온은 24℃ 이상이며
건기는 3개월에 불과
• 연평균 습도 : 70~80%
자연지리·사회문화

2. 인 구 (2018 Timor-leste in Figure 기준)

가. 인구 현황
• 인구는 약 126만 명 (IMF의 2019년 추정치는 129만 명)
• 0 ~29세까지가 전 인구의 약 67%를 차지하며, 중위 연령은 19.2세

나. 인구 관련 지표
• 인구증가율 : 1.6%
• 중위 연령 : 19.2세
• 노령화지수 : 13.9
• 예상 수명 : 65.7세
• 성비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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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과 언어

• 민족
- 테툼족이 약 40%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말레이족 및 파푸안족 계통과
기타 32개 종족
- 16세기 초에 티모르 섬에 상륙한 포르투갈인을 비롯하여 티모르
섬과 마카오를 왕래하던 중국 상인들도 동티모르에 정착
• 언어
- 전국적으로 테툼 (Tetum)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과거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포르투갈어와 인도네시아어도 일부 사용
- 가롤리(Galoli)어, 맘바이(Mambai)어, 토코데데(Tokodede)어, 부낙 (Bunak)
어, 케막 (Kemak)어, 마카사에(Makasae)어, 다가다 (Dagada)어 등 지역
별로 사용되는 언어도 많아 현지인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실재

4. 종교와 문화

가. 종교(2018 Timor-leste in Figure 기준)
동티모르 개황

• 포르투갈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전 인구의 약 98%가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는 인도네시아 점령기 때 동티모르 독립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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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97.79%, 개신교 1.01%, 이슬람 0.44%, 불교 0.05%, 힌두교
0.06%, 토속신앙 등 기타 종교 0.65%
• 천주교와 함께 무속신앙과 정령신앙 등 토속신앙이 공존하고 있으며,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토속신앙이 뿌리 깊은 실정
• 인도네시아의 남부 술라웨시에서 남하한 부기스 무슬림과의 종교
자연지리·사회문화

분쟁이 발생한 바 있으나, 종교 간 갈등은 미미한 수준
•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티모르(인도네시아)와는 종교 구성의 차이는
있으나 민족이나 문화적으로 큰 차이 별무
- 서티모르의 종교 구성은 대략 천주교 70%, 개신교 20%, 이슬람 10%

나. 문화
• 포르투갈 식민 지배 영향으로 포르투갈 문화적 요소가 남아 있어
축구를 좋아하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편
• 인도네시아 지배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사
들이 동티모르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필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유입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인도네시아 영향권 하에
위치
• 천주교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일부일처이나, 지역에 따라
일부다처인 가정이 1%에서 11%까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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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 육

가. 교육 일반
• 학제는 기초교육 9년(초등 6년, 전기 중등 3년), 후기 중등교육 3년, 대학
4년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과 유사
- 동티모르 정부는 ‘인적자본 개발기금 (Human Capital Development Fund)’
을 설립하여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기초교육
9년 과정에 대해 무상교육 시작
- 후기 중등교육은 일반학교와 기술학교로 구성되는데 기술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진급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일반학교는 여학생의 비율이,
기술학교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음
• 테툼어는 동사 시제가 불완전하고 3,000여 단어로 구성된 단순한
체계의 언어라서 고등교육에 부적합하여,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교사
약 150여 명을 파견받아 포르투갈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 인구
중 포르투갈어 구사자는 15% 정도에 불과

나. 학교 현황 (2018 Timor-leste in Figure 기준)
(단위 : 명, 개)

구분

남학생

여학생

총 학생 수

학교 수

기초교육

154,069

148,378

302,447

1,282

일반학교

23,710

28,404

52,114

102

기술학교

8,195

5,925

14,120

53

동티모르 개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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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4개 대학교 (모두 딜리 소재)
- (국립) 동티모르 국립대 (UNTL, 학생 수 1만여 명)
- (사립) 딜리대학교 (UNDIL, 2001년 신설, 학생 수 2천여 명), 평화대학 (UNPAZ,
학생 수 7천여 명),

딜리기술대 (DIT)

자연지리·사회문화

6. 보건 (2018 Timor-leste in Figure 기준)

• 의료기관 현황
공공
병원
(hospital)

보건센터
(health center)

보건소
(health post)

SISCa*

6

69

292

451

민간

합계

30

848

* SISCa는 지역 단위로 기초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역건강서비스센터

• 의료 인력 현황
구분

의사

간호사

조산사

합계

병원

280

768

148

1,196

보건센터

647

482

682

1,811

합계

927

1,250

830

3,007

• 공공 의료서비스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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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표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6)
- 신생아 사망률 (1,000명당) : 19명
- 유아 사망률 (1,000명당) : 30명
- 5세 이하 사망률 (1,000명당) : 41명
- 산모 사망률 (10만 명당) : 195명
- 식수 접근률 : 79%
- 상수도의 식수 이용률 : 36% (도시는 47%, 농촌은 32%)

7. 언 론

가. 신문
• STL (Suara Timor Lorosae) (일간, 테툼어·포르투갈어·인도네시아어)
• Timor Post (일간, 테툼어·포르투갈어·인도네시아어)
• Diario (일간, 테툼어·포르투갈어·인도네시아어)
• Kroat (일간, 테툼어·포르투갈어·인도네시아어)
• Dili Weekly (주간, 테툼·영어)
• Timor Sun (주간, 영어, 광고지 성격)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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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
• TV : 국영 TVTL이 주간에는 포르투갈 방송을 받아 방송하고 저녁
시간대에 테툼어로 현지 뉴스 위주로 방송 중이며, 민영
방송국으로는 GMN TV, STTL 등 2곳 운영 중
• Radio : 국영 RTL과 지방별로 16개의 비영리 방송국, 기독방송국 1개,
자연지리·사회문화

외국 라디오 5개 방송국 등이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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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사

가. 동티모르 독립 회복 지원
• 김대중 대통령,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동티모르 지원 촉구
• 우리나라는 PKO (상록수부대) 파병,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제공,
선거관리 참여* 등을 통해 동티모르 독립 회복에 기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손봉숙 박사가 유엔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
동티모르의 1999년 8월 독립투표(감독위원) 및 2001년 제헌의회 선출을 위한 총선
(선거관리위원장) 지원

나. 외교 관계 수립 및 공관 설치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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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 20.

동티모르 독립 회복과 동시에 외교 관계 수립

• 2001. 6.25.

주동티모르대표부 개설

• 2002. 8. 8.

대사관으로 승격

• 2009. 2.24.

주한동티모르대사관 개설

2. 역대 대사

가. 역대 주동티모르 대사
• 2001. 6.~2002. 7.

   최병구 대표

• 2002. 8.~2003. 7.    초대 임병효 대사
• 2003. 8.~2006. 2.    제2대 유진규 대사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6. 3.~2007. 8.    제3대 문호준 대사
• 2007. 9.~2009. 8.    제4대 김수일 대사
• 2009. 9.~2012. 9.    제5대 서경석 대사
• 2012. 9.~2014. 3.

   제6대 오향균 대사

• 2014. 4.~2017.12.

   제7대 김기남 대사

• 2018. 1.~2020.11.

   제8대 이친범 대사

• 2020.11.~

   제9대 김정호 대사

나. 역대 주한 동티모르 대사
• 2009. 9.~2013. 8.

초대 João Viegas Carrascãlo 대사

• 2013. 8.~2015. 2.

제2대 Hernani F. Coelho 대사

• 2016. 3.~

제3대 Adalgisa Maria Soares Ximenes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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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 및 양해각서 체결 현황

• 양자 간 체결 현황
- 2000. 2. 1.

동티모르 주둔 유엔부대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간의 양해각서 발효

- 2005.10.29.

대한민국 정부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서명

- 2008. 5.13.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동티모르 직업고용노동청
간의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 2008.10.14.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동티모르 천연자원부 간의
전략적 석유·가스 분야 양해각서 체결

- 2008.10.14.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동티모르 천연자원부 간의
가스 도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8.10.14.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동티모르 천연자원부 간의
미탐사 육·해상 광구 공동조사 및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 다자간 체결 현황
- 2018. 4.27.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조약 발효 (2017.7.10.
동티모르 비준)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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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 교류

• 한-동티모르 인적교류 현황 (2019년 기준)
- 한국 → 동티모르 : 1,455명 (동티모르 이민국)
- 동티모르 → 한국 : 1,285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동티모르 주요 인사 한국 방문
- 2000. 5.

- 2001. 4.
- 2001.11.
- 2001.12.

Xanana Gusmão CNRT 총재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1. 1.

Carlos Belo 주교 (전남대 5·18연구소 초청)

Taur Matan Ruak 동티모르민족해방군(Falintil) 사령관

Xanana Gusmão CNRT 전 총재 (광주인권상 수상)
Mari Alkatiri 프레틸린 사무총장
(아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

- 2002. 5.
- 2002.11.
- 2002.11.
- 2003. 2.

Xanana Gusmão 대통령 (월드컵 개막식)

Xanana Gusmão 대통령 (세계자원봉사대회(IAVE))

Jose Ramos-Horta 외교장관 (제2회 민주주의공동체회의)
Jose Ramos-Horta 외교장관
(통일교 World Summit 참석 및 김대중 대통령과 오찬)

- 2003. 8.

Taur Matan Ruak 방위군 (F-FDTL) 사령관

- 2004. 1.

Jose Ramos-Horta 외교장관 (대구·경북 지역 단체 초청)

- 2004. 6.
- 2004.10.
- 2005. 6.
- 2005. 8.
- 2005. 9.

Xanana Gusmão 대통령 (순천평화축제)

Jose Ramos-Horta 외교장관 (세계박물관대회)

Xanana Gusmão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행사)
Xanana Gusmão 대통령 (경기도 평화축전)

Jose Ramos-Horta 외교장관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협회 안동세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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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 2009. 8.

Francisco Guterres Lú-Olo 국회의장

Fernando Lasama de Araujo 전 국회의장, José Luis
Guterres 전 외교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

- 2009.10.

Jose Ramos-Horta 대통령
(이화여대 강연 및 정운찬 총리 면담)

- 2011. 3.

Kirsty Sword Gusmão 총리 부인
(POSCO 청암재단 해외봉사상 수상)

- 2013. 2.

Xanana Gusmão 총리

(세계일보 초청 세미나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13. 5.

José Luis Guterres 전 외교장관 (제주포럼)

- 2015. 3.

Hernani Coelho 외교장관 (비공식 방한)

- 2015. 8.

Jose Ramos-Horta 전 대통령 (KBS 포럼)

- 2016. 5.

Xanana Gusmão 기획전략투자부 장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 2016. 6.

Hernani Coelho 외교장관
(제6차 R2P 국별 담당관 네트워크회의 공동주최)

- 2016.10.

Dionisio Babo 행정부 장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 2016.10.

Idilio Ximenes 노동청장, Carlos Belo 주교
(추석맞이 동티모르 근로자 위로 방문)

- 2017. 4.

Hernani Coelho 외교장관 (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세미나)

- 2017.11.

Jose Ramos-Horta 국가안보보좌관 (제주 4·3 평화포럼)

- 2017.11.

Dionisio Babo 전 행정부 장관
(평화구축과 분쟁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

- 2018. 6.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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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Ramos-Horta 국가안보보좌관 (제주포럼)

• 우리 주요 인사 동티모르 방문
이홍구 독립경축특사 방문

- 2002. 7.

강문규 새마을중앙회장

- 2003. 4.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상록수부대 위문)

- 2003. 5.

김석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독립기념관 기증식 참석)

- 2003. 7.

허운나 국회의원 (한·동티모르 친선협회 사절단)

- 2003.10.

김윤석 특전사령관 (상록수부대 철수)

- 2007. 5.

전윤철 대통령 특사 (Jose Ramos-Horta 대통령 취임식)

- 2008. 2.

김병준 대통령정책자문위원장

- 2008.10.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9. 2.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 2010. 6.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2010. 9.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 2013. 1.

박상은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수교 10주년 기념)

- 2017. 2.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2.5.

(수교 15주년 기념 및 한·동티모르 외교차관 회담)

- 2019. 8.

손봉숙 전 동티모르 유엔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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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협력

가. 교역
• 우리나라와 동티모르의 연간 교역은 2019년 기준 343만 달러로, 2015년
이래 계속 감소 추세
- 우리나라는 동티모르의 제10위 수출국이자 제17위 수입국
-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의 제193위 수출국이자 제186위 수입국
• 우리나라의 대 동티모르 주요 수출품은 건설광산기계, 기호식품, 석유
제품 등
• 우리나라의 대 동티모르 주요 수입품은 원유, LNG 등
• 한·동티모르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증감률)

8,971
(73.4)

7,544
(-15.9)

5,551
(-26.4)

2,938
(-47.1)

3,054
(4.0)

수입
(증감률)

526
(-99.4)

687
(30.7)

1,031
(49.9)

362
(-64.9)

380
(5.0)

수지

8,445

6,857

4,520

2,576

2,674

총 교역액

9,497

8,231

6,582

3,300

3,434

출처 : 한국무역협회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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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 2010년 포스코 플랜텍이 우리 기업 최초로 600만 달러 상당의 교량
보수 사업 수주 성공 후에 KSC건설·대명건설 등 중소기업이 소규모
댐, 도로, 관공서 공사 수주
• 동티모르의 열악한 투자 환경 및 협소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대부분
동티모르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 또는 KOICA 프로젝트 등에
입찰하는 형태로 진출
• 대 동티모르 투자액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 2005~2019년 누계 4,181만 달러, 55건(건설,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

다. 동티모르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참여
•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코리아 컨소시엄(한국가스공사, GS
칼텍스, 지앤지, 삼성물산, STX 등)이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가스를

동티모르로 공급하여 LNG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동티모르 정부와 해저 지형을 공동으로 조사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동티모르-호주의 공동석유개발구역에도
Petronas Carigali (50%, 말레이시아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30%), 삼성
물산(10%), LG (10%) 등이 참여하여 탐사 및 탐사정 시추
•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동티모르 정부 (지분 16.67%)와 코리아
컨소시엄(지분 83.33%)이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으로부터 동티모르
육상까지 해저 심해 파이프라인 건설 기술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해저
수심 조사
- 호주-동티모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으로 현재 GS 가스전 개발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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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협력

• 2001년부터 2019년까지 KOICA 무상원조 총 7,210만 달러 지원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1-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지원액

28.9

8.1

11

11.6

6.3

6.2

11.1

83.2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분야

교육

보건

지원액

19.5

21.1

공공행정 농림수산
8.7

9.8

기술환경
에너지

긴급구호

기타

계

5.1

0.4

18.6

83.2

• 사업별 현황
사업 유형

사업 내용(사업 기간/지원 규모)
독립기념관 건립 지원 (2001-2003/113.85만 달러)
딜리 등 6개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사업(구급 체계 구축 지원 사업)
(2006-2008/86.54만 달러)

프로젝트
(21건)
동티모르 개황

국립병원 의료서비스 현대화 및 관리능력 배양
(2007-2008/60.79만 달러)
동티모르 우편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2008-2009/185.88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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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사업 내용(사업 기간/지원 규모)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 (2010-2012/545.16만 달러)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공급사업
(2010-2012/561.83만 달러)
동티모르 결핵진단 및 관리역량 강화사업
(2013-2016/210만 달러 지원)
동티모르 인쇄기술자 양성사업(2012-2014/28.81만 달러 지원)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사업
(2013-2016/800만 달러 지원)
동티모르 수산업 교육훈련센터 지원사업
(2014-2017/600만 달러 지원)
우리나라와의 관계

UNESCO 수학과학 교재 개발 및 교사역량 강화사업
(2014-2018/200만 달러)
WFP 모자보건영양 개선사업 (2015-2018/360만 달러)
프로젝트
(21건)

아이나로 모성보건서비스 개선사업(2015-2020/490만 달러)
WHO 소외열대질환 통합관리 프로그램(2016-2021/650만 달러)
UNDP 거버넌스 강화 지원사업(2017-2020/200만 달러)
지역사회 기반 결핵진단 및 관리역량 강화사업
(2017-2020/200만 달러)
Mercy Corps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 복원력 강화사업
(2019-2024/600만 달러)
FAO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녹색일자리 지원사업
(2019-2021/300만 달러)
동티모르 아동청소년 스포츠역량 강화사업
(2020-2024/650만 달러)
젠더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사업(2020-2024/650만 달러)
한-동티모르-인도네시아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사업
(2020-2023/73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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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사업 내용(사업 기간/지원 규모)

시민사회 협력

25건, 약 38억 달러

소규모 무상원조

8건, 약 30만 달러

긴급구호

5건, 약 86만 달러

개발 컨설팅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도 작성사업 (2010-2012/181.84만 달러)

• 2020년 지원 사업
사업 규모
번호

구분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전체

1

아이나로 모성보건서비스
개선사업

2

WHO 소외열대질환 통합관리
2016-2021 650만 달러
프로그램

3

UNDP 거버넌스 강화 지원
사업

2017-2020 200만 달러

4

지역사회 기반 결핵진단 및
관리역량 강화사업

2019-2024 600만 달러 1,100백만 원

Mercy Corps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 복원력 강화사업

2019-2021 300만 달러

6

FAO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녹색일자리 지원사업

2019-2024 200만 달러 1,245백만 원

7

동티모르 아동청소년 스포츠
역량강화사업
2020-2024 650만 달러
(2020-2024/650만 달러)

8

젠더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2020-2023 730만 달러 2,090백만 원*

9

한-동티모르-인니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사업

2020-2024 300만 달러 780백만 원*

5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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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프로
젝트

2015-2020 490만 달러

-

946백만 원

-

556백만 원

사업 규모
번호

구분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전체

지구촌나눔운동 로스팔로스
청소년 배움센터 활성화를
통한 교육지원사업

10

11

시민
사회협력
더프라미스 리끼사 주(州)  
사업
가리아나마을 통합적 식수
개발 지원사업
용접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직업기회 확대사업

12

2018-2020 374백만 원

79백만 원

2019-2021 390백만 원

152백만 원

2019-2023 200만 달러

490백만 원

2020-2025 300만 달러

500백만 원

14

(KOICA-UNDP 공동연수)
2030 지속가능 개발 어젠다
2020-2022
달성을 위한 취약국 역량강화
프로그램

-

24백만 원

15

ASEAN 출입국 관리행정
역량강화

2020-2022

-

34백만 원

16

동티모르 국립경찰 범죄수사
2020-2022
역량 강화

-

73백만 원

17

동티모르 전자정부 시스템
활용 역량 강화

2020-2022

-

73백만 원

18

해양정책개발 및 항만행정
역량 강화

2019-2021

-

19백만 원

19

금융협동조합 운영 역량 강화 2018-2020

-

19백만 원

20

농업협동조합 역량 강화

2019-2021

-

17백만 원

21

농업협동조합과 농가소득 증대 2020-2022

-

24백만 원

22

수산동물 질병관리 및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2018-2020

-

19백만 원

23

병원관리 역량 강화(아시아)

2020

-

34백만 원

글로벌
연수*

우리나라와의 관계

혁신적
개발사업 아따우로섬 에너지 불평등
13
해소를 위한 청정에너지
접근성 향상사업

2020년

* 배정 예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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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 협력

• 2008년 5월 13일 우리나라 노동부와 동티모르 직업훈련고용부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 2009년부터 근로자 송출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약 3,900여 명의
동티모르 인력이 국내에 송출되어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 종사
- 고용허가제 실시로 동티모르는 실업률 완화, 외화 획득, 산업 기술
습득 효과
• 우리나라 내 동티모르인 고용허가제 도입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9-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도입 인원

1,632

439

528

337

352

561

3,849

출처 : 고용노동부

]

8. 재외국민 현황

• 2020년 8월 기준, 동티모르 내 우리 국민은 약 100명
동티모르 개황

• 삼희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KSC 건설, 대명건설 등 중소기업 진출
• 소규모 건설업, 여행업, 소매업 등에도 30~40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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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록수부대 파병

• 파병 규모
- 각 진당 6개월 간격으로 교대
- 1진～7진
8진

진당 약 430명
    240여 명

• 파병 경과
유엔 안보리 다국적군 창설 승인 (결의 1264호),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99. 9.15.

유엔사무총장 및 호주 외교장관 공식 파병 요청
- 1999. 9.28.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999. 9.29.

상록수부대 창설

- 1999.10.22.

제1진 본대 로스팔로스 (Lospalos)에서 작전 개시

- 1999.10.~2001.12. 로스팔로스 지역에서 작전 전개
- 2002. 1～2003.10. 오에쿠시 지역에서 작전 전개
- 2003. 4.

제8진부터 대대급에서 중대급으로 규모 축소

- 2003.10.

철수

• 상록수부대는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면서 기본임무인 국경선 통제,
치안 확보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순회 진료, 구호품 전달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현지 주민의 복구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티모르
PKO 참여 부대 중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평가
• 2003년 3월 6일 오에쿠시 소재 에까뜨 강 도하 중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4명이 순직, 1명이 실종되어 오에쿠시 공원에 추모비 건립

99

Ⅸ
북한과의 관계

1. 외교 관계 수립
2. 주요 인사 교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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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 관계 수립

• 2002년 11월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을 통하여 노트 교환 형식으로
수교 합의
- 공관은 개설하지 않고 주호주 북한대사관이 겸임하다 2008년 2월
이후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이 겸임
• 주북한 동티모르대사관은 주중국 동티모르대사관에서 겸임

2. 주요 인사 교류

• 2002. 5.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독립 경축 특사 자격으로
동티모르 방문

동티모르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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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

주호주 북한대사가 신임장 제정차 동티모르 방문

• 2013. 2.

이정률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신임장 제정차 방문

부록

1. 주요 인사 약력
2. 제8차 내각 각료 명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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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인사 약력

가. 대통령

성 명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Francisco Guterres)
※ 애칭은 ‘루-올로(Lú-Olo)’

생년월일
학 력

1954년 9월 7일 동티모르 Ossu 출생
•국립동티모르대학 법학 학사
•국립동티모르대학 명예박사
•1974
•1978

경 력

동티모르 개황

방한 경력

2006. 3.         국회의장 재임 시 방한

구사 언어

테툼어, 포르투갈어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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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87
•1997
•1998
•2001
•2001
•2002
•2006
•2017~현재

 립운동조직 ASDT(FRETILIN 전신) 가입
독
FRETILIN(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 동부 담당
정치위원
FRETILIN 정치위원
FRETILIN 대표위원회(CDF) 부위원장
FRETILIN 대표위원회 위원장
동티모르저항위원회(CNRT) 정무비서관
FRETILIN 당 총재 취임
제헌의회 의장
제1~2차 내각 국회의장
FRETILIN 당 총재
대통령

종교 : 가톨릭

나. 총리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경 력

구사 언어

※ 본명은 ‘호세 마리아 드 바스콘셀로스
(Jose Maria de Vasconcelos)’

1956년 10월 10일 동티모르 Baucau 출생
1968년 초등학교 졸업
•1975
•1981
•1992
•1998
•2002
•2002
•2012
•2017~현재
•2018

FALINTIL(동티모르민족해방군) 가입
FALINTIL 참모차장보
FALINTIL 참모총장
FALINTIL 사령관
FALINTIL 총사령관
동티모르군(F-FDTL) 사령관
제3대 동티모르 대통령
민중자유당(PLP) 대표
제8차 내각 총리 취임

•2001. 4.
•2003. 8.

FALINTIL 사령관 재임 시 방한
동티모르군 사령관 재임시 방한

부 록

방한 경력

타우르 마탄 루악
(Taur Matan Ruak)

테툼어, 포르투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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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NRT 총재

성 명

샤나나 구스마웅
(Jose Alexandre Kay Rala Xanana Gusmão)
※ 보통은 Xanana Gusmão로 불림

생년월일

1946년 6월 20일 동티모르 Manatuto 출생

학 력

•딜리 소재 고등학교에서 수학
•다레 소재 파티마의 성모 신학교에서 수학
•1974
•1974
•1981

경 력

방한 경력

구사 언어
동티모르 개황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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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8
•1999
•2002
•2007
•2012
•2015
•2018

〈동티모르의 소리〉 신문사 기자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 정보국 부국장
FALINTIL(동티모르민족해방군) 사령관
산에서 17년간 게릴라 활동
인도네시아군에 체포, 정치범 감옥에 수감
동티모르저항협의회(CNRT) 의장 선임
가택연금 및 석방
초대 대통령
제4차 내각 총리
제5차 내각 총리
제6차 내각 기획전략투자부 장관
제8차 내각 총리자문장관(2020년 사임)

•2001
CNRT 의장 재임 시 방한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참석
경기도 세계평화축전 참석
•2005
•2013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01, 2002, 2004, 2005 비공식 방한
테툼어, 포르투갈어, 영어
동티모르의 독립 영웅으로 추앙

라. 외교장관

성 명

아달지자 알베르티나 사비에르
레이스 마그노
(Adajiza Albertina Xavier Reis Magno)

생년월일

1975년 1월 7일 동티모르 Baguia 출생

학 력

•Atma Bhakti     경제학스쿨(인도네시아) 경제학사
•2013
          Victoria 대학(뉴질랜드) 공공관리 석사

경 력

•2001~2002
•2002~2005
•2005~2007
•2007
•2016~2017
•2017~2018
•2020. 7.~

특기사항

구사 언어

   제헌의회 최연소 의원
   제1대 국회 국회의원
   외교부 차관
   외교부 장관대리
   싱가포르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차관
   외교부 장관

•제헌의회 최연소(당시 25세) 의원 및 최연소 외교차관
•여성인권 시민단체(HAK foundation, FOKUPERS 등) 적극
활동 경력
•2000년 이래 FRETILIN 당원으로 활동
테툼어, 포르투갈어, 영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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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총리
Prime-Minister
부총리
Deputy Prime-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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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Taur Matan Ruak
Armanda Berta dos Santos
Jose Maria dos Reis

각료회의 의장 장관
Minister of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Fidelis Manuel Leite Magalhaes

경제조정 장관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Joaquim Amaral

국회 및 사회소통 장관
Minister of Parliamentary Affairs and Social
Communication

Francisco Martins da Costa
Pereira Jeronimo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Fernando Hanjam

외교부 장관
Minister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Adaljiza Albertina Xavier Reis
Magno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Manuel Carceres da Costa

행정부 장관
Minister of State Administration

Miguel Pereira de Carvalho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Odete Maria Freitas Belo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Armindo Maia

직 위

성 명

Longuinhos dos Santos

사회연대부 장관
Minister of Social Solidarity and Inclusion

Armanda Berta dos Santos

보훈부 장관
Minister for the Affairs of National Liberation
Combatants

Julio Sarmento da Costa
(Meta-Mali)

국토계획부 장관
Minister of Planning and Territory

Jose Maria dos Reis

공공사업부 장관
Minister of Public Works

Salvador Soares dos Reis Pires

교통통신부 장관
Minister of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

Jose Agostinho da Silva

관광‧무역‧산업부 장관
Minister of Tourism, Trade and Industry

Jose Lucas do Carmo da Silva

농림수산부 장관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edro dos Reis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Defense

Filomeno da Paixao de Jesus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Interior

Taur Matan Ruak

석유천연자원부 장관
Minister of Petroleum and Minerals

Victor da Conseicao Soares

재무부 차관
Vice Minister of Finance

Sara Lobo Brites

외교부 차관
Vice Minister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Juliao da Silva

법무부 차관
Vice Minister of Justice

Jose Edmundo Caetano

부 록

고등교육‧과학‧문화부 장관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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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행정부 차관
Vice Minister of State Administration

Lino de Jesus Torrezao

보건부 차관
Vice Minister of Health

Bonifacio Maucoli dos Reis

교육‧청소년‧체육부 차관
Vice Minister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Antonio Guterres

사회연대부 차관
Vice Minister of Social Solidarity

Signi Chandrawati Verdial

공공사업부 차관
Vice Minister of Public Works

Nicolau Lino Freitas Belo

주민‧문화관광 차관
Vice Minister of Community and Cultural
Tourism

Incacia da Conceicao Teixeira

통상산업부 차관
Vic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Domingos Lopes Antunes

농림수산부 차관
Vic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bilio Xavier de Araujo

내무부 차관
Vice Minister of the Interior

Antonio Armindo

고용노동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larico do Rosario

협동조합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Cooperatives

Elizario Ferreira

환경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Demetrio do Amaral de Carvalho

통신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mmunications

Mericio Juvinal dos Reis
‘Akara’

국토재산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the Land and

Mario Ximenes

직 위

성 명

청소년‧체육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the Youth and Sport

Abrao Saldanha

예술‧문화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the Art and Culture

Teofilo Caldas

국가보훈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the Affairs of National
Liberation Combatants

Gil da Costa Monteiro
‘Oan Soru’

수산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the Fisheries

Elidio de Araujo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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