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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개황
Republic of Rwanda

Rwanda

│ 르완다 국기 │
르완다의 국기는 2001년10월 25일에 제정
▒ 하늘색은 행복과 평화
▒ 노란색은 경제 발전
▒ 초록색은 번영의 희망
▒ 노란색 태양은 르완다 국민의 계몽을 의미

│ 르완다 문장 │
2001년에 새로 국기를 정하면서 변경되었으며
국장아래에는 노란띠에 "단결, 노동, 애국"이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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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일 반
국

명 : 르완다공화국(Repbulic of Rwanda)
벨기에로 부터 1962년 7월 1일에 독립
●

위

치 :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탄자니아ㆍ콩고민주공화국ㆍ우간다ㆍ부룬디와 접경, 내륙국)

면

적 : 26,338㎢(남한의 약 1/14)

기

후 : 적도 아래에 위치해 있으나 높은 해발로 인해 비교적 온화
연평균 온도: 20.5도, 연평균 최고 기온: 27도, 우기 평균 최저기온 14도
우기 : 3-5월(소우기), 9-12월(우기)
●

●

인

구 : 1,237만명(르완다 통계청, 2019년)

인구증가율 : 연 2.35%(르완다 통계청,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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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공 용 어 : 키냐르완다어(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와힐리어
종

교 : 개신교(49.5%), 카톨릭(43.7%), 이슬람(2%), 기타(0.9%), 무교(2.5%) 등 (CIA
Factbook, 2020)

민

족 : 후투(84%), 투치(15%)１）, 트와(1%)

수

도 : 키갈리(Kigali)
- 인구 : 131만 8천명
- 면적 : 730 ㎢

정치형태 : 대통령 중심제２）
의

회 : 양원제(상원 26명, 하원 80명, 임기 5년)
외교

대외정책 : 범아프리카주의,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중시
주요 국제기구 가입
유엔 : 1962.9월
아프리카연합(AU) : 1963.5월(OAU 창립 회원국)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 2007년(창립 회원국)

외교

●

●

●

외교

주요 경제 지표(IMF, 2019년)
GDP : 950만 달러
1인당 GDP : 818불
GDP 성장률 : 9.4%
●

●

●

외교

화폐단위 : 르완다프랑(RWF)
시

차 : GMT +2(한국보다 7시간 느림)

２） 現 대통령 : 폴 카가메(Paul Kagame), 3선(7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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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１） 1994년 제노사이드(후투족의 투치족 집단살해)를 종식시키고 집권한 현 정부는 종족에 따른 인구 조사 및 등록 미실시

약사
1. 독립 이전 014
2. 독립 이후 015

약사

1│독립 이전
15세기경

르완다 지역 왕정체제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

1895

독일령 동아프리카 제국(German East Africa)으로 편입

1923

독일 1차 대전 패전 이후 벨기에령으로 편입

1933

벨기에의 민족 구분 신분증 발급３）

1946

UN 신탁통치령으로 전환

３） 투치족에 대한 우대 정책 실시

14

르완다가 왕정하에 즉각 독립해야 한다는 투치계 정당(UNAR)과 카톨릭
계 지원하에 점진적 독립을 주장하는 후투계 정당(PARMEHUTU)간 대립
격화

1960

벨기에 당국 주관하에 르완다 지방 선거 실시
●

후투계 정당인 PARMEHUTU 압승, 당수인 그레고리 카이반다
(Gregoire Kayibanda)가 임시정부 총리로 임명

1962.7월

벨기에로부터 독립

2│독립 이후
1962.7월

1973

UN 감독하 국민선거 실시(르완다 왕정 폐지)
●

그레고리 카이반다(후투족) 대통령 겸 총리 취임

●

후투족의 투치족 박해로 투치족의 인근국 피난 지속４）

쥬베날 하비야리마나(Juvénal Habyarimana) 장군의 쿠데타로 그레고리
카이반다 정부 전복

1978

1당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채택

1979

우간다 망명 투치계 르완다인들이 반정부 단체인 RANU(Rwandese
Alliance for National Unity) 결성

４） 1980년대 말까지 약 48만 명의 투치계 르완다 난민들이 인근 부룬디, 우간다, 자이르(현 DR콩고), 탄자니아 등으
로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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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RPF, 반정부 무력투쟁 개시５）

1990-93

르완다내 지방에서 투치족 학살 발생

1993.12월

르완다 정부와 RPF간 권력분점 합의(Arusha 평화협정)

1994.4월

하비야리마나 대통령, 비행기 피격 사건으로 사망

1994.4-7월

르완다 제노사이드(후투족 강경파가 투치 및 온건 후투족 대량학살, 80여만명이 사망
한 것으로 추정)

1994.7월

RPF(사령관 : Paul Kagame 現 대통령) 진격 및 집권으로 국민통합 정부
구성
●

1996-97

상당수 후투족(약 175만 명)이 보복을 우려, 인근국으로 피난

르완다는 자이르(현 DR콩고) 모부투(Mobutu) 정권 전복을 지원(제1차
콩고전쟁)하고,

DR콩고 동부에서 르완다 정부의 전복을 위해 활동

중인 94년 학살주도 후투세력(Interhamwe) 공격
1998

제2차 콩고전쟁 발발６）

1999.7월

루사카(Lusaka) 정전협정 체결

2000.4월

비지뭉구 (Bizimungu) 과도정부 대통령 사임 및 당시 카가메
(Kagame)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

５） RPF는 당초 Fred Rwigema가 주도하였으나 Rwigema가 1990년 말 전장에서 사망한 이후, Paul Kagame가 지휘
６） DR콩고 내 투치세력 박대 등이 빌미가 되어 르완다, 우간다가 반정부군 편에, 짐바브웨, 앙골라, 차드, 수단, 나미
비아가 DR콩고 정부군을 지원하여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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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메 대통령 당선

2008.9월

총선에서 여당 RPF(르완다애국전선, 투치계) 승리

2010.8월

카가메 대통령 재선 성공

2013.9월

총선에서 여당 RPF 승리

2015년

헌법 개정안 통과로 대통령 임기가 7년 중임제에서 5년 중임제

약사

2003.8월

로 개정(단, 2017년 대선은 과도기로 지정되어 임기 7년)
2017.8월

카가메 대통령 3선 당선 및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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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헌법 020
2. 행정부 023
3. 입법부 026
4. 사법부 030
5. 정당 031

정치

1│헌 법
가. 연 혁

20

연도

내용

1961년 헌법

·공
 화국 정부 형태로 독립 선언 및 투치(Tutsi) 군주제 폐지를 위한 후투혁명(The
Hutu Revolution) 과정에서 1961년 국민투표로 제정

1962년 헌법

· 국가통합 및 복수정당제 도입을 명분으로 1962년 11월에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는 후투(Hutu)중심의 파르메후투(PARMEHUTU)가 정치세력으로 지배

1973년
군사쿠데타

· 후투(Hutu)출신의 주브날 하비야리마나(Juvenal Habyarimana)가 무혈 군사
쿠데타에 성공하여 대통령직 수행
- 1974년 르완다 정부군인 르완다방위군(Rwandan Armed Forces, FAR)과 함
께 자신의 정당인 국민개발혁명운동(National Revolutionary Movement for
Development, MRND) 창설
· 1962년 헌법이 1978년까지 적용 정지되었으며 입법기관이 해산

· 1962년 헌법을 대체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단일정당 인정
※ 제40조 : 국민개발혁명운동(MRND)만 활동 가능하며, 국민개발혁명운동의
대표만이 대통령으로 입후보 가능

1991년 헌법

· 르완다 내 자유민주적 개혁 요구가 증대하여 하비야리마나 대통령이 복수정당
제, 국무총리직(prime ministership) 신설, 대통령임기 제한(5년 중임제), 3권
분립을 규정하는 새로운 헌법에 서명
- 그러나 1990년에 발생한 내전 및 르완다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실제 적용에
는 어려움 발생

2003년 헌법

·국
 민투표를 거쳐 제정 (주요 내용 후술)

2015년 개헌

·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 (찬성률 98%)

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구 성
기존 르완다 공화국 헌법은 12편, 17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
●

2015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 중임제에서 5년 중임제로 변경

(2) 기본원칙
제노사이드 범죄 방지 및 처벌, 제노사이드 이념 등 제노사이드 관련 요소 근절
및 국가통합 증진
종족, 종교 또는 여타 기준에 의한 차별과 분리주의의 근절 및 국가 통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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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78년 헌법

르완다 개황 │ 정치

형평성 있는 권력 분립
법치국가, 다원적 민주정부, 르완다국민의 평등 및 의사결정기관 내 최소 30%
의 여성 비율 보장을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
정부의 사회복지 증진 추구 및 사회정의 보장을 위한 적절한 제도 수립
대화 및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지속

(3) 주요특징
제노사이드 후속조치 및 국가통합을 위한 제도 규정
●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 및 처벌, 제노사이드 이념 등 관
련 요소의 근절 및 국가통합증진 추구

●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불인정

●

인종, 민족 등 차별에 근거하는 정치적 조직의 금지

●

국가통합화해위원회, 국가제노사이드방지위원회 등 제노사이드 관련사안의
해결 및 국가통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규정
●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의사결정기관 내 최소 30%의 여성 비율 보장１）

●

정당의 회원모집, 지도부 설립, 운영, 활동 관련 양성평등 의무 규정

●

성차별감독원 및 국가여성위원회 설치

１） 상원의원 총 26명 중 최소 30%, 하원의원 총 80명 중 최소 24명은 여성의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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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헌법 개정
르완다는 2015.12.17-18에 걸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 변경을 골
정치

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실시２）하였음(2015.12.24. 공표)
헌법 개정 주요 내용
●

대통령 임기 : 7년 중임에서 5년 중임으로 변경하되(제101조), 동 임기 적용 관련
7년의 과도기 규정(동 과도기에 현직 대통령 출마 가능)

●

상원의원 임기 : 8년 단임에서 5년 중임으로 변경(제81조)

●

대법원장 및 부원장 임기 : 8년 단임에서 5년 중임으로 변경(제156조)

2│행정부
가. 구 성
르완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내각(Cabinet)으로 이루어지며, 내각은 국무총리와 장
관, 국무장관(State Ministers, 부장관 격), 필요시 대통령이 정하는 여타 인사로 구성

나. 대통령
(1) 성 격
르완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의 수호자로, 국가통합, 국가의 계속성, 국
２） 개헌 국민투표 찬성률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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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독립 및 주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제협약을 존중
대통령은 직접, 비밀투표를 통한 보통선거에 의해 다수득표로 선출되며 선거의
최종결과는 대법원이 공포

(2) 권 한
르완다 대통령은 르완다 방위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으며, 휴
전 및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고,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 및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가능
대통령은 대법원과의 협의 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
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화폐를 발행 가능
대통령은 내각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고위 공직자 및 군무원을 임면 가능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있어 르완다를 대표하며, 대통령을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대사 및 특사를 외국에 파견 가능

(3) 권한 대행
대통령이 사망, 사퇴, 또는 직무수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상원의장이 그 권한
을 대행함. 상원의장이 궐위시 하원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상·하원의장이
모두 궐위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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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총리 및 부처별 장관 현황
대통령 및 총리

(2020.11월 현재)

이름
Paul Kagame

총리 (Prime Minister)

Edouard Ngirente

재정경제기획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MINECOFIN)

Uzziel Ndagijimana

농업축산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nimal Resources, MINAGRI)

Gérardine Mukeshimana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EDUC)

Valentine Uwamariya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OH)

Daniel Ngamije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MOD)

Albert Murasira

외교국제협력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Vincent Biruta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 MIGEPROF)

Jeannette Bayisenge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INIJUST)

Johnston Busingye

환경부 (Ministry for Environment, MoE)

Jeanne d'Arc Mujawamariya

ICT혁신부 (Ministry for ICT and Innovation, MITEC)

Paula Ingabire

인프라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MININFRA)

Claver Gatete

긴급관리부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arie-Solange Kayisire

지방행정정부부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MINALOC)

Anastase Shyaka

공공서비스노동부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MIFOTRA)

Fanfan Rwanyindo
Kayirangwa

통상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INICOM)

Soraya Hakuziyaremye

체육부 (Ministry of Sports)

Aurore Mimosa
Munyangaju

청년문화부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 MINIYOUC)

Rosemary Mbabazi

국내보안부 (Minister of Internal Security)

Patrick Nyamvumba

정치

대통령 (President of the Republic)

✽대통령실장 : Urujeni Bakuramutsa / 내각장관 : Ines Mpam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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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법부
가. 개 관
３）
1994-2003년간 임시국회가 있었으며, 2003년 헌법제정 이후에 정식 으로 구성

나. 상원(The Senate)
임기 : 5년(1회 연임가능)
최근선거일 : 2019년 9월 19일
최근 의회 구성일 : 2019년 9월 30일
① 의장단
●

상원의장 : 어거스틴 이야무레몌(Augustin Iyamuremye)

●

부 의 장 : 에스페란스 은니라사파리(Esperance Nyirasafari)

② 회기
●

정기회 : (연 3회, 2달간) 2월, 6월, 10월 개회

●

임시회 : 내각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의 요청 또는 의원 1/4 요청에 의해 개회

３） 르완다 의회는 상원이 하원보다 우위에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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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４）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전(前) 국가원수는 상원의장 에 요청하고 의장단의

정치

승인을 받아 상원의원직 수임 가능

(2) 책무 및 권한
(상원의 책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원칙'과 제56조(정치
적 결사체의 조직에 있어서 르완다 통합, 양성 평등을 반영하고 헌법 및 여타 법
률을 준수) 및 제57조(인종, 종족, 부족, 혈통, 지역, 성별, 종교 등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에 기반한 정치적 결사체의 금지)가 적용되는지를 감독
(법률에 대한 표결) ①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 ② 기본법 ③ 휴전, 평화, 국제 조
직 가입, 국내법 변경에 대한 국제협약 및 조약 또는 개인의 지위에 대한 국제협
약 및 조약을 승인하는 법률 ④ 국방 및 국가안보에 대한 법률에 대해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관료의

임명에 대한 승인) ① 대법원장, 대법원 부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 및

부원장 검찰총장 및 부검찰총장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구성원,
옴부즈만 및 부옴부즈만, 감사원장 및 감사원 부원장, 대사 및 국제기구 상주대
표, 주지사, 공공 기관장, 법인격을 가진 준국가기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승인
③ 법에서 정하는 여타 공공 관료의 임명에 대한 승인권

４） 상원의원 선출 방식
- 의원 12명은 행정 독립체에 속한 행정협의회가 선출
- 의원 8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은 국가 통합ㆍ역사적 소외 집단ㆍ여타 국익을 고려
- 의원 4명은 정치적 조직의 국가 협의체가 지명
- 의원 1명은 공립 대학 및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진과 연구진이 선출
- 의원 1명은 사립 대학 및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진과 연구진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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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원(The Chamber of Deputies)
임 기 : 5년

최근 의회 구성일 : 2019년 10월 17일

차기총선일 : 2023년 9월

의 장 단
●

하원의장 : 도나틸 무카발리사(Donatille Mukabalisa)

●

부 의 장 : 에다 무카바귀자(Edda Mukabagwiza)

회 기
●

정기회 : (연 3회, 2달간) 2.5, 6.5, 10.5 개회

●

임시회 : 내각 제청을 받은 대통령의 요구 또는 의원 1/4에 의한 요구로 개회

(1) 구 성
하원５）은 직접선거 53석+간접선거 27석, 총 80명의 의원으로 구성

５） 하원의원 선출 방식
- 53석은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통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 (5% 미만 득표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
-여타 27석은 여성(24석), 청소년(2석), 장애인(1석) 대표에게 할당

28

현 하원 구성
구분

여당 르완다애국전선(RPF)
및
6개 소수정당 연합

야당

의석
RPF

36

PDI

1

PDC

1

UPDR

1

PPC

1

PSP

0

PSR

0

득표율

정치

여당

정당

총 40석
74%

사회민주당(PSD)

5

9%

자유당(PL)

4

7%

사회당(PS Imberakuni)

2

5%

민주녹색당(DGPR)

2

5%

(2) 의원직 상실
임기 중 소속된 정당 또는 하원에서 사퇴하거나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정당, 하원에서 제명되거나 다른 정당에 가입하는 의원은 그 직을 상실
상기 이유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되었을 경우 선거 관련 기본법에 따라 대체

(3) 하원과 국가 재정
하원은

매 회계연도 국가 재정 법안과의 관련성을 고려, 국가 재정법을 채택함.

이 국가재정법은 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세입과 지출, 연간 예산 제시 일자
를 결정
●

하원은 예산안 확정 전 재정 법안에 대해 상원의 의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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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법부
가. 구 성
사법권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하며, 입법부 및 행

정부와 분리되어 재정 및 행정상의 자율성이 특징
법원은

크게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구성되며, ▲ 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

원, 중등법원, 초등법원, ▲ 특별법원은 상사 법원과 군사법원으로 구성

나. 법관의 임명
대법관은 대통령이 내각 및 사법부 고위급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상
원이 이를 승인
여타 일반 법원６） 및 상사 법원의 법관은 사법부 고위급 이사회가 임명

６） 르완다의 가차차(Gacaca) 법원
- 가차차란 ‘풀’이란 뜻으로 르완다의 전통적인 재판방식이자 일종의 주민재판임.
- 가차차 법원은 제노사이드죄 관련 기소 사건 및 1990.10.1~1994.12. 31간 자행된 반인도범죄를 다루었으며,
2012.6월 활동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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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 당

연도

정치

가. 르완다의 정당제도 변화
제도

1951

독립이후 일시적으로 복수정당제 유지

1956

MDR/PARMEHUTU를 유일정당으로 인정, 일당체제 아래서 선거 실시

2003

현행 헌법 제정으로 복수 정당제 확립

나. 주요정당 연혁
(1) 르완다애국전선(RPF)
RPF는 1987년 우간다내 투치 난민에 의해 조직되어 르완다 후투 정부에 저항하
였으며, 1994년 7월 18일 제노사이드 종식
現 집권여당 대표 : 폴 카가메 現 대통령(2017년 12월 재당선)

(2) 사회민주당(PSD)
사회민주당은 르완다의 좌파성향 정당으로, 2003년 대선에서 폴 카가메를
지지했으며 2010 년 대선에서는 장 다마센 응타우쿠리랴요 (Jean Damascene
Ntawukuriryayo)가 출마하여 4.9%의 지지율 기록

現 당대표 : 빈센트 비루타(Vincent Biruta, 現 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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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당(PL)
1991년

설립되었으며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RPF가 이끄는 정부에 합류하였

으며, 2010년 대선에 Prosper Higiro가 출마하여 1.37%를 득표
現 당대표 : 도나틸 무카발리사(Donatille Mukabalisa)

(4) 민주녹색당(DPGR)
2009년 설립된 후 르완다 내 민주화, 녹색화 추진을 목표

2010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 등록을 허용 받지 못했으나, 2017.8월 대선에는 현

대표인 Frank Habineza가 출마하여 0.47%를 득표

(5) 기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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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외 이념민주당(PDI), 르완다사회당(PSR), 화합진보당(PPC) 등이 활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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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관계
1. 대외정책 036
2. 주요국과의 관계 042
3. 르완다의 국제기구·국제 협의체 가입·참여 현황 045

대외 관계

1│대외정책
르완다는 범아프리카주의를 지지하면서 주변국들과 우호·협력 증진을 추진 중
●

１）
2007년 4월 대호수국가경제공동체 (CEPGL: Communaute Economique des Pays de

Grands Lacs)재건에 합의
●

２）
2007년 7월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가입

특히, 2018년에는 카가메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범아
프리카주의 및 아프리카 독자 노선을 보다 강조
●

2018.3.21.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AU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

１） 대호수국가경제공동체는 르완다와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이 1976년에 결성하였으나, 1994년 제노사이드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에 재건됨. 에너지 및 농업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안보 및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르완다, 부룬디, 수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로 구성
２） 동아프리카공동체는 1967년 우간다와 케냐, 탄자니아가 결성한 지역 협력체로 1977년에 해체되었으나, 2000년 7
월에 재설립되어 현재 탄자니아 아루샤(Arusha)에 본부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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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무역 증진을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출범(2019.5월 발효)

르완다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면서,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성장 지속을 도모
●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하에 식민 종주국이었던 벨기에와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년 영연방(The Commonwealth)에 가입하는 등 영어권 국가와의 관계강화 도모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비극 위에 국제사회 기여 확대, 역내 평화 구축, 외

화 확보 등 차원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5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약 6천명을 파견(세계 3위 규모)
르완다는

또한 2020.7월 현재 DR콩고, 부룬디 등 주변국으로부터 피난해 온 난

민 15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등 주변국 난민 수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

외교부 주요간부

(20.11월)

직책

성명

비고

장관

Vincent Biruta

전 르완다 환경부장관, 2019.11월 취임)

국무장관

Nshuti Manasseh

전 공공노동서비스장관. 2020.4월 취임)

차관

Clementine Mukeka

USAID 르완 사무소 선임무역고문. 2020.5월 취임

Vincent Biruta(빈센트 비루타)

참고 : 외교부장관 약력
2019 - 외교부장관
2017 환경부장관
2014 천연자원부장관
2011 교육부장관
2003 상원의장
벨기에 Univesite libre de Bruxelles 계획관리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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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프랑스어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결정하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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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완다 및 주변국

가. 부룬디
르완다는 지리적으로 이웃국가인 부룬디와 종족 구성과 문화, 역사 등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
●

두 나라는 서로 독립되어 있었으나 1899년부터 독일, 1923년부터 벨기에의 식
민 지배경험

르완다는 부룬디 및 콩고민주공화국과 2007년 4월 대호수국가경제공동체
(CEPGL)

재건에 합의하고, 2007년 7월 부룬디와 함께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지역 차원의 협력 관계를 유지
３）
2015년 대선 관련 부룬디 정치적 위기 이후, 르-부 양국은 각각 상대방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반정부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 중
●

2019.11.16-17 부룬디군이 정체불명 무장단체와 마바이(Mabayi)지역에서 충돌
하여 부룬디군 사상자가 발생 → 부룬디측은 르완다측이 동 공격의 배후에 있

３） 2 015년 Pierre Nkurunziza 현 대통령이 3선 출마를 선언, 대통령에 당선되었고(출마 정당성 논란), 이로 인한 정
치적 소요·폭력 사태로 약 1,200명 사망, 40만 명의 이주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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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르완다측은 전면 부인 중
●

2020.6.27. 르완다-부룬디 국경 지역인 냐루구루(Nyaruguru)郡에서 신원 불명
무장단체 100명이 르완다군 기지 공격 후 부룬디 귀환 → 르완다 정부는 무장단
체가 부룬디군 물품·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룬디 정부는 부인

●

양국 갈등 관련 피에르 은쿠룬지자 (Pierre Nkurunziza) 前 부룬디 대통령은
2018.12월, 2020.2월 EAC에 르완다-부룬디 갈등에 대한 특별 정상회의 개최

양국 간 공식 무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 인사들의 상호
방문도 제한적인 상황４）
현재 르완다에는 약 7만 명의 부룬디 난민이 체류 중이며, 이들 중 다수는 소수
족 투치족으로 부룬디로 귀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관찰

나.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르완다와 접경한 DR콩고 동부 지역에서는 ▲ 후투계 반군 세력의 동 지역 내 활
동 ▲ 풍부한 천연 자원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갈등 발생 중
●

1996년 르완다는 우간다, 앙골라, 짐바브웨 등과 당시 자이르의 모부투(Mobutu)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을 지원하였고, 동 결과 모부투 정권이 전복되고 DR콩
고 수립(제1차 콩고 전쟁)

●

1998년 DR콩고軍 내 르완다인 추방 등 투치계 인사에 부당한 대우로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르완다는 우간다와 함께 DR콩고를 공격, 제2차 콩고전쟁이 발
발, 2003년 종전

４） • 2020.6월 Ndayishimiye 대통령 취임식, Nkurunziza 前 대통령 국장에 르완다 정부는 별도 대표단 불파견
- 다만, 부룬디 신정부 출범으로 향후 일부 관계 개선 모색 가능성 존재
• Kagame 대통령이 Ndayishimiye 대통령 당선 축하 및 관계 개선 기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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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요청하였으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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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양국은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회원국으로서 무역 확대５）
등 관계 증진을 도모 중
특히 2019.1월 Felix Tshisekidi DR콩고 대통령 취임 이후 동 대통령의 르완다 방
문(2019.3월), 카가메 대통령의 DR콩고 방문(2019.5월) 등 고위급 교류가 확대
●

Tshisekidi 대통령은 르-우 관계 개선을 위한 4자정상회담 중재자로도 참여

●

현재 DR콩고 정부는 동부지역에서 활동 중인 반군 단체 소탕 작전을 전개 중
이며, 反르완다 무장세력을 다수 사살·검거

다. 우간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한
때 정치적 동지 관계６）였으나 최근 양자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
●

르완다 정부는 우간다에서 르완다인들이 불법 구금·체포·고문·추방 등을 당하
고 있다고 하면서 르완다인의 우간다 여행 자제 권고를 발령

●

또한 르-우간 주요 국경 관문인 Gatuna를 통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을 중단시키
고, 동북쪽으로 60km 떨어진 Kagitumba/Mirama 세관으로 우회하도록 조치

●

아울러 양측은 상대방 정부가 각각 자국 정부에 대한 반군 단체 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고 주장

2019.8.21 앙골라(루안다)에서 앙골라 및 DR콩고 대통령 중재 하에 4자 정상회담
(Quadripartite Summit)이

개최되어, 르-우간 긴장 행위 자제, 국경재개방 등을 주요

５） DR콩고는 르완다에 대한 1위 수입국·2위 수출국(2019.3분기 기준)이며, ‘19.4월 키갈리-킨샤사 직항 노선 개통
６） Kagame 대통령은 1970년대 후투족의 투치족 탄압을 피해 우간다로 이주하였고, Museveni 대통령의 당시 반군
활동에 가담하여 정권 획득에 일조
- 이후, Museveni 대통령 후견 아래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RPF 활동을 하다 제노사이드 당시 우간다에서 르완
다로 진격하여 수도 키갈리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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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하는 ‘루안다 MOU'에 서명
●

2020.2.21 르-우 접경지대에서 개최된 제4차 4자정상회담에서 ▲ 수감자 교환
지속, ▲ ‘우’ 정부의 자국 내 反르완다정부 활동 여부 조사·확인(1달 기한) 등에 합
의(공동성명 발표)

●

동 정상회담에서 르-우 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하면서도, 우간다측이 동 회담 결과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관
계 개선의 관건이라는 입장
●

회담 이후 우간다 내 감금된 르완다인 귀환 등 일부 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르-우 언론간 신경전 및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反르완다 행보도 지속 중

라.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제노사이드를 전후해 르완다의 후투·투치 간 갈등 중재 노력을 경주함
●

제노사이드 발생 직전 1993년 8월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중재로 당시 후투계였던 르완다 정부와 주로 투치

계였던 RPF간 Arusha 평화협정을 체결
●

제노사이드 종식 직후인 1994년 7월 탄자니아는 르완다정부에 보복 중지, 난
민의 자발적 송환 및 난민 정착 지원을 요청

●

1995년 1월 대호수지역정상회담에서 탄자니아는 르완다정부의 평화 정착 정
책을 지지하고 난민송환을 위한 안전 수송에 협조할 것임을 표명

●

1996년 1월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가
탄자니아 아루샤에 설치

1998년 7월 당시 비지뭉구(Bizimungu) 르완다 대통령의 탄자니아 방문으로 양국
간 경제, 통상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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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내륙운송능력 제고, 상임위원회 설치, 민간기업 협력 등 토대 마련

2018년 1월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탄자니아 다
르에스살람-Isaka-르완다 키갈리를 잇는 표준궤 철도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기
로 하였으나, 2020.7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무

2│주요국과의 관계
가. 미 국
미국은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양자 차원에서는
對르완다 ODA 최대 공여국이며, ▲ 기초 보건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 경제적
기회 확대 ▲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증진 ▲ 시민사회 및 정부와의 민주적 관여 ▲
전기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르완다 안보 분야 전문화 ▲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목표로 르완다를 지원
●

구체적으로 에이즈구호(PEPFAR: 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미래
식량계획(Feed the Future), 말라리아 퇴치 사업, 아프리카 평화유지 신속 대응 파
트너십 등 프로그램 운영 중

2008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아프리카 5개국 순방 시 르완다를 방문하였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투자협정을 체결
르완다 정부는 2020.5월 미국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방문·군사 훈련· 인도적 활동 및 기타 활동을 목적으로 르완
다 영토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미군 장병·계약자에게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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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국
르완다는 제노사이드 이후 점진적으로 영국 및 주변 영어권 국가(우간다, 탄자니아, 케
냐 등)들과의 관계 증진을 추진
●

제노사이드 종식 직후 영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하고, 2008년 학교 영어 교육
실시 결정
2009년 舊 영국 식민지가 아닌 국가로는 두 번째로 영연방(Commonwealth)에 가입

●

2020.6월 제26차 영연방 정상회의(CHOGM)를 키갈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
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결정

영국은 ▲ 빈곤 감소 ▲ 거버넌스 구축 ▲ 대호수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 ▲ 재
무 관리, 책임성, 투명성 강화 노력 ▲ 원조 효과성 제고 ▲ 르완다와 동아프리카
공동체 회원국 간 무역 증진 등을 지원중

다. 일 본
일본은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와 인도지원,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해 옴
●

1994.9-12월간 르완다 난민 지원을 목적으로 400여명의 자위대 파견

●

2005년 일본국제협력단(JICA) 르완다 사무소 개설

●

2010년 주르완다 일본 대사관 개설

현재 일본은 ▲ 농업, ▲ 교육, ▲ 물, ▲ 기간시설 등 분야에서 르완다 지원
일본의 대르완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이며(르완다는 일본에 커피, 공예품 등 수출) 2019
년 기준 일본 기업 24개가 르완다 내에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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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 국
1981년 이래 중국은 도로 및 다리건설 등 르완다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해 왔
으며, 현재 르완다 내 ▲ ICT ▲ 건설 ▲ 교육 등 분야에서 투자 및 개발협력 진행
2017.3월 Kagame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 및 양자 정상회담, 2018.1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르완다 방문 및 대통령 접견, 2018.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르
완다 국빈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히 전개
●

양국은 동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전략적 협력을 격상하고 ▲ 산업화 ▲ 농업 현
대화 ▲ 인프라 건설 ▲ 관광 ▲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７）

마. 프랑스
르완다는 제노사이드 이전 프랑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제노사이
드 당시 프랑스의 후투계 지원 문제로 관계 악화
2006년 르완다는 프랑스 사법부가 제노사이드를 촉발시킨 하비야리마나 전 대
통령 항공기 격추사건에 대한 현 르완다 정권 연루설을 제기한 데 대해 프랑스
와의 단교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양국 대통령간 협의를 통해 2009년에 외교관계
정상화
2010년 2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르완다 방문에 이어 2011년 9월·2018
년 5월 카가메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2020.5월 프랑스 내 은거 중이던 르완다

７） 한편 Kagame 대통령은 2009.11월 영국 언론인 Guardian지에 대한 ‘왜 아프리카는 중국인을 환영하는가(Why
Africa welcomes the Chinese)' 제하의 기고문에서 아프리카에는 시혜적 원조보다는 기술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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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수배자인 펠리시엔 카부가(Felicien Kabuga)를 체포하는 등 양국 간 관
계 개선８）

3│르완다의 국제기구·국제 협의체 가입·참여 현황(20.11월)
대외관계

기구명 [총 47개]
ACP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국가)

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AU (아프리카 연합)

IOM (국제이주기구)

CEPGL (대호수국가경제공동체)

IPU (국제의원연맹)

COMESA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ISO (국제표준화기구)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ITSO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EADB (동아프리카 개발은행)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ITUC (국제노동조합연맹)

G77 (개발도상국 77그룹)

MIGA (국제투자보증기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

MINUSMA (말리 유엔평화유지군)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NAM (비동맹운동)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OIF (불어권기구)

ICRM (기록관리자기구)

OPCW (화학무기금지기구)

IDA (국제개발협회)

PCA (상설중재재판소)

８） 7.4(토)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르완다 독립기념일 축하 서한을 통해 ▲르완다-프랑스가 양자 개발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 ▲키갈리 내 불어권 문화센터 개설 등을 노력하고 있으며, ▲르완다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양자·다자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등 관계 개선 노력 지속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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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UN (국제연합)

IFC (국제금융공사)

UNAMID (국제이주기구)

IFRCS (국제적십자사연맹)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ILO (국제노동기구)

UNESCO (유네스코)

IMF (국제통화기금)

UNIDO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HCR (유엔난민기구)

UNISFA (아비에이유엔임시보안군)

UNMISS (유엔남수단임무단)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UPU (만국우편연합)

WMO (세계기상기구)

WCO (세계관세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WHO (세계보건기구)

UNWTO (세계관광기구)
자료출처 : CIA 팩트북 www.cia.gov/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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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제도 050
2. 르완다방위군 051
3. 르완다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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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제도
헌법상 대통령이 군(르완다방위군: Rwanda Defense Force)의 통수권자
국방부는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르완다의 이익과 영토, 주요 자원, 국민, 공
통의 가치 보호를 임무로 규정
●

국내외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통합적이며
신속 전개가 가능한 군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

르완다방위군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르완다국민은
르완다방위군에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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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르완다방위군(Rwanda Defense Force)
르완다방위군(RDF)은 크게 육군(Land Forces)과 공군(Air Forces), 예비군(Reserve Force)
으로 구성되어 있음
육군은 과거 르완다애국전선(RPF)에서 발전해 왔으며, RPF 작전수행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며, 육군은 독립적으로 또는 공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조직
공군은 1996년부터 작전수행을 시작한 비교적 신설조직으로, 르완다의 영공을 방
의전 등과 같은 특수영역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
예비군은 필요시 군에 소환되어 복무하는 비상설 인력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르완다 국민으로 구성

3│르완다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르완다는 5개의 PKO 임무단(UNAMID, UNMISS, MINUSCA, MINIJUSTH, UNISFA)에 병사·
경찰·군사 감시관 6,312명을 파견한바, 이는 세계 3위 규모(2020.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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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며 르완다 육군을 긴밀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재난대책, 소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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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Murasira(알베르 무라시라)

참고 : 국방부장관 약력

2018 - 르완다 국방부장관
2012 군사연금은행(ZCSS) CEO
2007 일반참모장(행정인적자원관리 담당)
2005 수단AU평화유지군(AMIS)
1999 국방부 계획국장
1988 르완다군 입대
1986 르완다국립대학 수학과 학사
1988 르완다국립대학 수학과 석사 졸업
2004 가나 공공행정연구소 준석사
2011 중국 PLA 국립국방대학 군사전략학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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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현황 056
2. 르완다의 경제개발 전략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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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 현황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를 거치면서 경제·사회·지적(知的) 기반이 대부분 파괴되

었으나, 현 카가메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국내정치가 안정되었고, 대외원조와 국가개
발전략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면서 2008-2012년간 평균 8.3%(세계은행) 경제성장
2013년 르완다의 DR콩고 동부 지역 개입 등을 이유로 서방국들이 원조를 중단한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4.6%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이후 다시 회복세
●

(2015) 8.9% → (2016) 6.0% → (2017) 6.1% → (2018) 8.6% → (2019) 9.4%

당초

세계은행은(Global Economic Prospects) 2020년-22년 실질경제 성장률을 각각

20년 8.1%, 21년 8.0%, 22년 8.0%로 예측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경제 여파로
2020년 경제 성장률은 3.5%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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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성 및 효과적인 리더십을
기초로 최근 수년간 고속 성장을 달성했으며, 2020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
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38위(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꼽는 등 경제 분야에서 양호한 평가
●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2017년 여행·관광 경쟁력 보고서에서 르완다를 세계에
서 가장 안전한 국가 9위로 평가

반면, ▲ 내륙국가로서 높은 물류 비용, ▲ 자원 부족(천연자원 별무), ▲ 면적 대비 많은
인구, ▲ 국가 재정의 과도한 대외의존도１）, ▲ 재정적자 지속２）, ▲ 취약한 인적자원
３）

등이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현 경제 구조에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차, 커피를 제외하고는 자급자족형
농업에 그치고 있으며,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등 일부 농산품 및 광물 등에 한정
수출 대상국도 EU, 스위스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한정되어 있음

르완다 정부는 상기 대응을 위해 ▲ 국적 항공사(르완다항공) 적극 육성, 신공항 건설
등 물류 개선, ▲ 세재 개선, ▲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한 3차 산업(관광, MICE, 금융 등)
육성을 적극 추진 중
●

또한, 대외원조 의존도 완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개혁·제도 혁신 등을 통해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 노력 경주 중

１） 2019/2020년 회계년도 기준 국가 재정의 약 17%를 해외 차입, 약 13%를 대외원조로 충당
２） 2019년 기준 경상수지 적자는 약 12억불 수준(GDP의 약 8%)
３） 초등·중등교육 12년 기준, 실제 취학 연수가 7년을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정
４）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우호적인 사업·투자 환경 구축 노력 등으로 인해 2005년 7.96백만 달러에서
2018년 3.01억 달러(세계은행, BoP)로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수
준(GDP의 3%)이며, 누적 투자액도 2015년 기준 15억 달러에 불과함.
-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전기·ICT·금융·제조업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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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의 주요 경제 지표
·(경제 규모) GDP 약 95억 900만 달러/ 1인당 GDP는 818달러(2019, 세계은행)
·(국내총생산내 산업별 기여) 농업 24%, 제조업 18%, 서비스업 49%(2019)
·(상품 교역) 수출 12.2억불, 수입 20,9억불(2019)(출처: IMF, 르완다국립통계연구소)

2│르완다의 경제개발 전략
르완다는 빈곤 퇴치, 경제성장 및 국가 개발을 위해 ▲

Vision 2020 ▲ Vision 2050

과 같은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

가. Vision 2020
Vision

2020은 국가통합 및 종합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

득 1,240달러인 중소득국으로 전환 목표
르완다 VISION 2020 목표 및 핵심 부문
목표
국가 통합 및 종합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신장하여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240달러인 중소득국으로 전환
핵심 부문(Pillars)
1. 굿 거버넌스 및 능력 있는 국가
2. 인적 자원 발전 및 지식 기반 경제
3. 민간부문 주도 경제
4. 사회기반시설 발전
5. 생산성 있는 시장 중심의 농업
6. 지역 및 국제 경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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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분야(Cross-cutting Issues)
1. 성평등
2. 환경
3. 과학, 기술, ICT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전략 II(EDPRS II): Vision 2020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실행계
획으로, 동 전략은 중기 전략적 목표와 4개의 주제별 부문(Thematic Areas), 8개의 기
초 부문(Foundational Issues), 7개의 범분야(Cross-cutting Issues)로 구성
르완다 EDPRS II 주요 목표 및 부문
목표
경제성장률 11.5%와 빈곤율 30%이하를
달성하여 중소득국 위치 확보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주제별 부문(Thematic Areas)
1.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체제 전환
2. 농촌 개발
3. 생산성 증대 및 청년고용 창출
4.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기초 부문(Foundational Issues)

1. 역량개발
2. 환경 및 기후변화
3. 가족 및 성평등
4. 지역통합
5. HIV/에이즈 및 NCDs
6. 재난 관리
7. 장애 및 사회통합

경제

1. 거시 경제 안정
2. 인구
3. 식량안보 및 영양실조
4. 유아개발 및 기초교육
5. 보건의 질적, 수요, 접근성
6. 법, 통합, 화합, 안보, 안정
7. 정부재정관리의 효과성
8. 분권화

범분야(Cross-cutting Issues)

분야별 전략계획(SSP, Sector Strategic Plan) : EDPRS５） II 달성을 위한 15개 중점 분야
의 중기 전략목표와 우선순위 세부 분야 제시
지역별 개발계획(DDP, District Development Plan) : EDPRS II 달성을 위한 30개 지방 정
부의 중기 전략목표와 우선순위 분야 제시

나. Vision 2050
르완다는 Vision 2020 이후의 중장기 계획으로 Vision 2050를 통해 2035년까지 중
５） EDPRS II 15개 중점 분야 : 교육, 농업, 보건, 교통, 식수 및 위생, 에너지, 민간분야개발 및 청년, 사회보장, ICT,
정의·화해·법 및 질서, 환경, 도시 및 농촌 정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PFM(Public Finance Management),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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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소득국 달성 및 2050년까지 고소득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매년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현재 성장률의 두 배)을 달성한다는 과제 수립６）
르완다 VISION 2050 목표 및 핵심 부문
목표
르완다 전국민의 높은 생활수준 보장
(2035년까지 중상위소득국 달성 및 2050년까지 고소득국 달성)
핵심 부문(Pillars)
1. 삶의 질 향상
2. 현대적 사회기반시설 및 생계 형태
3. 변영을 위한 변화
4. 르완다의 자결권, 투명한 거버넌스, 화합,
성평등, 안정 등 Vision 2050의 핵심 가치
5. 국제 협력 및 국제적 지위 향상

범분야(Cross-cutting Issues)
1. 성평등
2. 환경
3. 과학, 기술, ICT

NST1(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1 : 르완다 정부의 기존 ‘7개년 국가개발계획’
과 ‘중장기 경제개발 및 빈곤퇴치 전략(EDPRS III)’을 통합·대체하는 문서로 주재국의
장기개발전략인 Vision 2020의 잔여(2018-2020) 3년과 Vision 2050(2021-2024)의 최
초 4년을 이끌어갈 이행 지침으로서 제시되었으며, EDPRS II의 중기 평가에서 도
출된 보완점 및 개선점 포함
●

르완다의 수출 증대, 투자 증대를 위한 저축 장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및
국내 투자 유치, 민관협력 확대, 도시 개발 및 도시화 확대, 친환경 및 현대식
농업기술 보편화, 기초 생활수준이 보장된 농촌 계획 등

６） 2035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12%를 통해 1인당 GDP 4,036달러 도달, ▲이후 2050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9% 상회
를 통해 1인당 GDP 12,476달러 도달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빈곤 완전 퇴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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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NST1 주요 목표 및 부문
목표
Vision 2050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 완성 및변화(transformation) 촉진을 위한
플랫폼 제공
핵심 부문(Pillars)
1. 경제적 변화
2. 사회적 변화
3. 거버넌스 변화

사회적 변화 우선 분야

1.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2. 도시화 가속화 (2024년까지 17.3% → 35%)
3.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 확립
4. 산업화 촉진 및 연간 수출 17% 달성
5. 투자 증대를 위한 저축 고무
6. 농축산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
7. 천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거버넌스 변화 우선 분야
1. 통합의 문화 및 가치 강조
2. 국민과 재산의 안전과 안보 확립
3. 국제협력 증대
4. 정의, 법, 질서의 강화
5. 공공기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
6. 국민의 개발 참여 증대

경제

1. 빈곤 퇴치
2. 영양실조 근절
3. 양질의 보건을 통한 인구배당효과 증대
4.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구배당효과 증대
5. 현대적인 생활환경 조성

경제적 변화 우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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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현황 064
2. 공여국 활동 065
3. 르완다 정부-공여국간 협의체 067
4. 우리나라의 對 르완다 개발협력 현황 067

개발 협력

1│개발 현황
르완다는 현재 최빈개도국(LDC)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2000-2015년간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중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를 제외한 모든 목표１）를
달성함
아울러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조효과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

득하는 등, 개발 재원 투입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9-2018년간 총 108억 2,805만 달러의 ODA 수원

１）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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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여국 활동
현재

주요 공여국들의 對르완다 ODA는 중장기 국가개발전략과의 일치(alignment),

주요 공여국간 조화(harmonization)의 틀 속에서 르완다 정부와 공여국간 각종 협의
등을 통해 진행
르완다

정부는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지양하고자 공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분장

(Division of Labour, DoL)을 수립하여 관리중
●

DoL은 르완다 개발파트너조정그룹(Development Partners Coordination Group, DPCG)에
서 르완다 정부-공여국 간 협의를 통해 채택되며 공여기관의 비교우위에 따라
EDPRS II 산하 1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중점 지원하도록 권장

●

우리나라는 對르완다 국별 협력정략에 의거하여 ▲ 교육, ▲ 농업(농촌개발), ▲
ICT분야 담당
벨기에 : 보건, 에너지, 분권화 및 거버넌스

●

독일 : 교육,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분권화 및 거버넌스

●

네덜란드 :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정의·화해·법·질서, 분권화 및 거버넌스

●

영국 : 교육, 사회보장, 금융

●

미국 : 교육, 보건,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

아프리카개발은행 : 교통, 에너지,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

유럽연합 : 농업, 에너지, 분권화 및 거버넌스

●

세계은행 : 농업, 에너지, 도시 및 농촌 정착

●

스위스 : 농업, 보건,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

글로벌 펀드 : 보건

●

일본 : 농업,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

한국 : 교육, 농업, ICT

●

UNDP : 정의·화해·법·질서, 환경, 분권화 및 거버넌스

●

UNICEF : 교육, 보건, 사회보장

●

WFP : 교육, 농업, 사회보장

개발협력
군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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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 및 국제기구 지원
●

(미국) 2020.7월 5개년 르완다개발지원(6.44억 달러 규모) 협정 체결２）

●

(프랑스) 2020.7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관련 양허성 차관(4천만 유로 규모)
결정３）

●

(IMF) ▲ 2020.4월 르완다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차관(약 1.09억달러 규모) 승
인, ▲ 2020.6월 2차 신속차관(1.1억 달러 규모) 승인

●

(세계은행) 교육 품질 등 교육 관련 사업４）(2억 달러, 2018-2024)

●

(AfDB) ▲ 2018.10월 르완다 내 전력 공급 안프라 구축 관련 차관을 체결(2.69억
달러 규모), ▲

2018.12월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위생사업에 1.15억 유로 규모 차관

추가 지원(2017.11월, 1.21억 달러 규모 차관 지원), ▲ 2020.1월 Ruzizi IV 수력발전소 건
설사업에 800만 유로 지원(유럽연합-아프리카투자플랫폼(EU-AIP) 기금) 승인
●

(EU) ▲ 2020.2월 르완다고등교육기관에 EU의 Erasmus+ 기금을 지원하는 협
정(9억 르완다프랑 규모, 2020-2023) 체결, ▲ 2019.11월 르완다 내 리비아 난민 수용을
위한 긴급이송메커니즘(ETM)에 1,030만 유로 지원

●

(중국) 2020.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장비 지원５）

●

(영국) 르완다 동부 마하마(Mahama) 난민캠프의 식량안보 개선을 목적으로
WFP를 통해 약 3백만유로(37억 르완다프랑)을 지원

２）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보건(2,240만 달러), ▲교육(280만 달러), ▲민간 분야(2,110만 달러), ▲르완다국가혁신전
략 3개 부문(경제, 사회, 거버넌스) 등에 사용 예정
３） 코로나19 진단 장비 및 시설 강화, ▲취약 계층 대상 현금 및 일자리 지원, ▲임산부 영양 식품 지원, ▲190만 명
이상에게 건강보험 지급 등에 사용 예정
４） 교사 역량 강화, ▲학생 수 과밀화 및 등교시간 감소,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적 역량강화, ▲교실 증축 외
에도 간이화장실(14,680개) 건설 등으로 전체 필요 인프라의 50%에 기여할 예정
５） 르완다 보건부에 ▲N95 의료용 마스크 1만 2천개, ▲수술용 마스크 11만개, ▲일회용 방호복 7천 벌, ▲체온계 500
개, ▲의료용 고글 5천개, ▲의료용 신발 1만 개 등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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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르완다 정부-공여국간 협의체
주재국/국제기구와의 협의체
●

DPR(Development Partners Retreat) 연 1회, ▲ DPCG(Development Partners Coordination
Group) 분기 1회(공관 차석 참석) 등

원조정책 평가
●

르완다 정부는 원조정책 목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여기관의 對르완
다 개발협력 효과성을 평가하는 DPAF(Donor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제
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

4│우리나라의 對 르완다 개발협력 현황
개발협력
군사 분야

가. 對르완다 ODA 개관
2010년 중점협력국６）(24개국)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

제2기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７）는 농촌개발, 교육, ICT

６） 24개 중점협력국 중 아프리카는 7개국(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７） 르완다 개발협력의 법적 기반
- 2010.2월 한-르완다 해외봉사단 협정 체결
- 2013.9월 한-르완다 개발협력기본협정 체결
- 2014.11월 한-르완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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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20
국가개발전략
(2000-2020)

EDPRS Ⅱ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전략 Ⅱ
(2013-2018)

한국의 지원목표

교육
중
점
분
야
별
지
원
방
향

지역개발
(농촌개발)

통신
(ICT)

국가 통합 및 종합 성장 기반, 국가경쟁력을 신장하여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240달러인 중소득국으로 전환
인적자원개발 및
지식가반의 경제

생산성 있는
시장 중심의 농업

경제성장률 11.5%와 빈곤율 30% 이하를 달성하여
중소득국 위치 확보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생산성 증대 및
청년고용 창출

농촌개발

•교사 역략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직업기술교육 훈련 및 초
중등 현직 및 예비교사 양성
•교육 정책 및 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부
합하는 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식량증대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공동체 자립역량 강화
•고급기술인력 역량강화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 ICT 활
용성 확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프로그램 내 ICT 활용
성 확대
•거버넌스 역량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그램 내 ICT
활용성 확대

양자 공여국 증에는 약 5-6위８）, ▲ 국제기구

포함시 약 13-14위 수준
2017/18년 회계년도 기준 약 19.3백만불 공여

８） 양자 차원에서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다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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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교육)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농촌개발) 농민소득 증대
•(ICT)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ICT 활용 확대

르완다 내 우리의 ODA 기여 순위는 ▲

●

굿 거버넌스 및
능력 있는 국가

(단위: 백만불)

연도

20002010
2009

지원액

6.44

8.1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53

8.02

13.55 17.03 22.54 19.79 17.06 26.09 145.19

* (출처) OECD Statistics : Aid(ODA) disbursement to countries and regions

나. 주요 사업 현황
(KOICA) 1991-2019년간 총 약 1.3억불 지원

연도

'91-'08

'09

'10

'11

'12

'13

지원액

405

236

610

487

635

1,100

연도

'14

'15

'16

'17

'18

‘19

지원액

1,545

1,869

1,387

1,383

1,655

1,575

９）
2020년에는 ▲ 국별협력사업 6건(신규 3건 , 계속 3건), ▲ 국제기구 협력사업 3건(WFP

등), ▲

민관협력사업 6건, ▲ WFK 봉사단 파견(40여 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시 귀국 중) 등
개발협력
군사 분야

진행
(EDCF) ▲ 르완다大 인프라 구축사업(약 51백만불, 15년 거치, 40년 상환, 이자율 0.01%)을 진
행하고 있으며, ▲ 현재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중
(여타 부처·기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세계화재
단 등이 르완다 내 ODA 사업 진행 중
(NGO·사회적기업) 여러 NGO 및 사회적기업들이 당지에서 활동하면서, ▲ 자체 사
업, ▲ KOICA 협력사업(시민사회 협력), ▲ KOICA 지원 국제기구 사업 등에 참여 중

９） ① 직업교육훈련(TVET) 품질 강화 사업(800만불), ②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개선 사업(192만불), ③ 농업생산성
및 시장접근성 강화 사업(1,0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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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생적 해결방안
르완다 정부는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후 국가 정체성과 국민통합성 재건을

위해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시대적 수요와 맥락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 중
●

이를 자생적 해결방안(home-grown solutions)으로 명칭하며, 현재도 다양한 자생
적 해결방안들이 진행되면서 국민화합·사회통합 도모

●

Ingando(연대 캠프) : 제노사이드 관련 범죄자, 前 후투 반군, 지식인 및 공무원,
대학 입학생 등 제노사이드 관련자와 사회통합 관련 종사자
들이 모여 1~6개월간 합숙하며 통합·화해에 대해 교육·토론

●

Umuganda(지역사회 활동) :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주민들이 모여 지역사회
를 위한 공동 작업 실행(청소 등)

●

Ubudehe(빈곤층 대상 사회복지) : 가족 소득을 중심으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사회
복지 및 금융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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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wiherero(국가 지도자 연찬회) : 매년 초 대통령 주관으로 각 분야 지도자들이 모
여 주요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 상황 논의

●

Abunzi(중재위원회) : 르완다 전통 분쟁 해결 시스템에 기초한 것으로 법원에 정식
재판 요청 전 지방 수준의 분쟁·형사·민사 사건(300만 르완다프랑
미만)에 대한 중재 담당

●

Girinka : 빈곤 가구당 소 한 마리 갖기(One Cow per Poor Family) 프로그램으로 빈

●

Imihigo

곤 가정의 자립 지원
１）(성과계약제 시스템)

: ▲ 시민 중심의 개발 활동 및 프로그램 이행 가속화, ▲
행정의 책임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실적 계약 제도

●

목표 미달성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이 되며, 최고 실적 달성 공무원은 표창

●

Itorero(시민교육) : 청년 대상 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 및 애국심·근면·
성실 등의 가치를 교육

●

Agaciro Development Fund(개발기금) : 르완다 재정 자립 증진을 위한 발전 기금

2│언 어

2008년 영어 교육 보편화 이래 영어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

１） 매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연간 수행할 업무들에 대해 서명하고 차기 Imihigo 서명식에서 기서명한 내용의 달성
여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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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냐르완다(Kinyarwanda)어가 국어이며 영어와 불어, 스와힐리어도 공용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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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키냐르완다어 ]
• 아침 인사: Mwaramutse (믕와라무체)
• 오후 및 저녁 인사: Mwiriwe (믕위리웨)
• 안녕하세요: Muraho (무라호)
• 작별인사 (오후): Mwirirwe (믕위리르궤)
• 작별인사 (저녁): Muramuke (무라무케)
• 작별인사 (시간대 불문): Murabeho (무라베호)
• 좋은 하루 되세요: Umunsi Mwiza (우문시 믕위자)
• 좋은 밤 되세요: Ijoro Ryiza (이조로 르귀자)
• 어떻게 지내시나요?: Amakura (아마쿠루?)
• 잘 지냅니다: Ni meza (니 메자)
• 감사합니다: Murakoze (무라코제)
• 매우 감사합니다: Murakoze cyane (무라코제 치아네)
• 예: Yego (예고)
• 아니오: Oya (오야)
• 좋습니다: Sawa(사우아)
• 이름이 무엇입니까??: Witwa nde? (위트과 은데?)
• 제 이름은 __: Nitwa __ (니트과 __)
• 문제 없습니다: Nta kibazo (은하 키바조)
• 천만에요: Murakaza neza (무라카자 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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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 론
가. 신 문
영자 일간지 The New Times와 르완다어 버전인 Izuba Rirashe(떠오르는 태양)가 대표

적이며, 이 외에 르완다어/영어/불어 일간지인 IGIHE(시대)가 대중적인 신문

나. TV
현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국영방송사 Rwandan Broadcasting Agency(RBA)에

서 운영하는 Rwanda TV 외, TV10, TV1, BTN TV Rwanda 등
그 외 DSTV, Star Times 등의 위성방송이 존재

다. 라디오
국영방송사

Rwandan Broadcasting Agency(RBA)에서 운영하는 Radio Rwanda

International, Deutche Welle, Voice of America 등 외국 라디오 방송도 존재

4│종 교
전체 인구의 약 50.2%가 개신교(Protestant), 44.3%가 천주교(Roman Catholic)이며, 무

슬림은 2%에 불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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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적인 라디오 방송이며, 이 외 여러 민간 라디오 채널을 비롯하여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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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토착신앙 의식에도 참여

르완다의 토착신앙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크게 남쪽지방과 북쪽지방으로 나뉘

며, 남쪽지방의 토착신앙은 량곰베(Lyangombe), 북쪽지방은 냐빈기(Nyabingi)라고 불림

5│문 화
가. 음악
북 합주 : 르완다의 전통 음악으로서 7~9개의 북을 사용함. 가장 작은 북은 소프라
노의 역할, 다른 북들은 크기 순으로 테너, 알토, 바리톤,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 등의 역할
현악기 : ‘이낭가(Inanga)’라고 불리는데 8개의 줄로 연주하는 현악기로, 보통 노래
나 춤의 배경음악으로
쓰이지만, 북 합주의
상대역으로도 사용
△ 이낭가(Inanga)

나. 춤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인토레(Intore)’ 춤으로, 보통 창, 활, 방패 등을 이용
한 안무로 구성
‘이키님바(Ikinimba)’라는 르완다의 영웅들과 다양한 신화를 소개하는 뮤지컬 형식
의 춤 공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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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예
르완다는 수공예가 발달한 나라로 르완
다의 바구니 세공은 독특한 문양과 정교
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도자기,
전통 목각술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

△ 인토레(Intore)

라. 문학
르완다의 문학은 대부분 구전동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왕실문학과 대중문학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장르 보유
키냐르완다(Kinyarwanda)로 쓰인 문학보다 불어로 쓰인 문학이 더 많은 편

마. 식문화
가정식 : 보통 아보카도, 이비토키(ibitoki;
열대산 요리용 바나나),

망고, 파파야 등

(casava; 뿌리 부분을 사용)

사회·문화

의 과일과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을 이용한
△ 멜랑제(Melange)

음식들이 다수
외식 : ‘멜랑제’(melange; 뷔페식으로 감자, 볶음
밥, 삶은 콩, 면 등이 다양하게 나옴),

‘브로

쉣’(brochette; 염소, 닭, 소, 생선 등을 이용
한 꼬치요리) 등 종류가 다양
△ 브로쉣(Brochette)

77

르완다 개황 │ 사회·문화

6│우무간다(UMUGANDA)
가. 연혁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우부레톼(Uburetwa)’라고 불리는 작은 노동동원 단위에서 5
일에 한번씩 2일 동안 주로 마을회관 청소나 밭 관리, 또는 야간경비 등 지역사회
를 위한 공동의 노동을 하는 문화가 존재
식민지 시절에는 이러한 전통을 공공근로와 연계하여 노동력을 저렴하게 사용
하는데 활용하였으며, 1974년 하비야리마나 대통령은 이를 활용하여 우무간다
(Umuganda)를 창안
●

우무간다는 식민시대에 억눌렸던 르완다의 전통을 부활시켜 국가를 재건한다는
취지하에 ‘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집중’이 핵심가치였으며, 주로 학교, 도로, 하수
시설, 보건소,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와 같이 경제발전을 위해 인력을 투입함

●

또한 그간의 수직적인 명령관계에서 벗어나 농민, 관리자, 지식인 모두가 같은
곳에서 함께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결속시키려는 목적

나. 현황
매주 진행되던 우무간다가 거듭되면서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카가메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각 지방대표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거나 토론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시
현재 전국규모의 우무간다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되며,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섹터(sector: 면)에 모여 공공근로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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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우무간다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
참 시 벌금을 부과

7│주요 국가 행사
가. 고릴라 이름 짓기(Kwita Izina)
고릴라 이름짓기 행사는 매년 9월 화산국립공원(Volcanoes National Park) Kinigi
Office에서 열리며, 르완다 관광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릴라와 관련된 행
사로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적 행사로 홍보중

나. 제노사이드 추모일(Memorial Day)
매년 4월 7일은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주간(4.7-13)의 첫 날로 전국 곳
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모행사 개최

안 정부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오전 근무만을 하며, 교육기관들은 일주
일간 임시 휴교

다. 전승기념일(Liberation Day)
매년 7월 4일은 현재의 정부군이 승전을 거두고 제노사이드를 종식시키고 승리
를 선포한 날로 각지에서 축제 등 행사가 개최되며, 키갈리의 아마호로 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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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이후 6일간 대규모 평화행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리는데, 이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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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horo Stadium)에서는 군사 퍼레이드 실시

라. 국가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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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명칭

1월 1일-2일

신년 연휴

2월 1일

영웅의 날(Hero's Day)

가변

성(聖) 금요일(Good Friday)

가변

부활절(Easter Monday)

4월 7일

제노사이드 추모기념일

5월 1일

노동절

7월 1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전승기념일

8월 첫주 금요일

우무간다의 날

8월 15일

성모승천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26일

복싱데이(Boxing Day)

가변

Eid ul Adha(라마단 마지막 날)

가변

희생절(Eid El Haj)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084
2. 고위급 인사교류 085
3. 양자협정 086
4. 경제적 관계 086
5. 인적교류 087

우리나라와의 관계

1│외교관계
１）

일자

내용

1963.03.21

수교

1972

주르완다대사관 개설

1975

주르완다대사관 폐쇄

1975.05.31-1987.9.10

외교 관계 정지

1987

주르완다대사관 재개설

1990

정세 불안정으로 주르완다대사관 폐쇄(주탄자니아 대사관 겸임)

2009.03.30.

주한 르완다대사관 개설

2011.05.11

주르완다한국대사관 재개설

１） 현 대사
- 우리나라 : 채진원 대사
- 르완다 : Dalila Yasmin Amra Sued (19.11월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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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위급 인사교류
양국은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Kagame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3차
례 한국을 방문２）한

가. 한국인사 르완다 방문
2011.10월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2013. 01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2014. 01월

박병석 국회부의장

2016.11월

정해웅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

2017.05월

이주영, 이채익, 어기구, 송희경 의원 방문(2017 Transform Africa Summit
참석)

2018.04월

이미경 KOICA 이사장

2019.06월

백숙희 KOICA 이사

나. 르완다 인사 한국 방문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

2011.11월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2013.10월

루이스 무시키와보(Louise Mushikiwabo) 외교장관(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09월

샘 루게게R(Sam Rugege) 대법원장(세계헌법재판회의)

2014.10월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 방한(ITU 전권회의)

2015.05월

실라스 롸카밤바(Silas Lwakabamba) 교육부장관(2015 세계교육포럼)

한국과의 관계

2008.05월

２） 2008년, 2011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2014년(ITU 전권회의) 등 3차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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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월

Gatare RDB CEO(아시아지도자회의)

2015.11월

Nsengimana 청소년·ICT부장관(글로벌 ICT포럼)

2016.10월

우지엘 은다지지마나(Uzziel Ndagijimana) 재정경제기획부 국무장관(제5
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2018.05월

에두아르 은지렌네(Edouard Ngirente) 국무총리(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2019.09월

파울라 잉가비레 ICT혁신부장관

3│양자협정
명칭

서명일

발효일

한-르완다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2005.10.26

2006.7.7

한-르완다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2005.10.26

2010.2.9

한-르완다 투자 보호 협정

2009.5.29

2013.2.16

한-르완다 개발협력 기본협정

2013.2.12

2013.8.7

한-르완다 2014 무상원조 기본약정

2014.7.9

2014.7.9

한-르완다 EDCF 차관협정

2014.11.14

2014.11.14

한-르완다 2017 무상원조 기본약정

2017.12.7

2017.12.7

4│경제적 관계
2019년 한-르완다 교역액은 약 15백만불(수출 : 약 12.5백만불, 수입 : 약 2.6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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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10,763

3,352

13,191

19,493

17,180

20,070

71,801

10,650

12,504

증감 ▽29.8% ▽68.9% ▲293.5% ▲47.8% ▽11.8% ▲16.8% ▲257.7% ▽85.2

▲17.4%

수입

641

1,470

1,911

증감 ▲451.9% ▽23.1% ▲31.3% ▲130.1% ▽49.6%

▲96%

▲6.4% ▲25.1%

▲8.8%

수지

18,599

69,890

9,903

10,122

493

2,859

648

1,2544

1,490

18,003

750

16,430

2,391

8,259

2,601

KT는 ▲ 2007-11년간 르완다 전국 광케이블망 및 수도 와이브로 구축 사업을 진
행, ▲ 2013.6월 르완다 정부와 4G/LTE 초고속 무선 브로드밴드망 구축을 위한 약
３）
1.4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
●

현지 합작 법인으로 KTRN(KT Rwanda Networks, 4G/LTE 도매 사업) 및 AOS(전자조달 시스
템 도입, 공공분야 CCTV 도입, 국민연금공단 업무 전산화 등 정부 ICT 프로젝트 수행) 설립

5│인적교류
유학생(20년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국 체류 르완다 유학생은 147명, 르완다 내 한국 유학생은 4명
한국과의 관계

체류자수
●

한국 체류 르완다인 약 250명

●

르완다 체류 한국인약 280명(봉사단, NGO, 사업, 선교 등)

３） 2018.5월 4G/LTE 전국망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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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주요 연혁
●

1972년 수교

●

1975년 주르완다 북한대사관 설치

●

１）
1992년 주르완다 북한대사관 철수, 현재 주우간다북한대사관에서 겸임

현재 르완다와 북한간 교류 협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

１） 주중국르완다대사관이 북한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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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인사 인적사항
대통령
성

명

폴 카가메(Paul Kagame)

현

직

대통령

(2000.4월 취임)

생년월일

만 62세(1957년생)

출생지

르완다

학

력

• 영국 Open University 경영학사

경

• 1960~1990 우간다 체류(난민 생활)·동 기간 중 중·고등학교 졸업
• 1979
Idi Amin 당시 우간다대통령에 대항하는 반군세력 가담
• 1980
Museveni(현 우간다 대통령)주도의 우간다 정부 대항
군 가담
• 1986~1990 우간다 정부 고위군사정보장교, 군사정보장 역임
르완다 귀향, 반정부군 르완다 애국군(RPA) 사령관
• 1990
력
후투 정권 축출, 르완다 부통령 겸 국방장관
• 1994
• 1998~현재 르완다 애국전선(RPF, 현 여당) 총재
르완다 과도정부 대통령
• 2000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
• 2003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 재선
• 2010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 3선(임기 7년)
• 2017

기

• 재임 중 방한 3회
※ 2008.5월 공식방한, 2011.11월 부산세계원조총회 참석
(양자회담 개최), 2014.10월 ITU 전권회의 참석(양자회담 개최)
타
• (2018년) AU 의장(2018.1.1-12.31, 1년)
• (현) 스마트 아프리카 이사회 의장
• (현) ITU 브로드밴드 위원회 공동의장

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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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Jeannette Kagame와 자녀 4명(3남 1녀)

상원의원

(2019.10월 취임)

성

명

어거스틴 이야무레몌(Augustin Iyamuremye)

현

직

상원의장

생년월일

만 73세(1946년생)

출생지

르완다

학

•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수의학
• University of Liege 수의학 석·박사

경

기

력

력

타

• 1990~1992

Gitarama 주지사

• 1992~1994

중앙정보국장

• 1994~1998

농축산장관

• 1997~1999

정보장관

• 1999~2000

외교장관

• 2001~2003

과도국회의원

• 2003~2011

상원의원

• 2003~2011

아프리카 의회 의원

• 2012~2015

국가보훈처 처장(Chancellor)

• 2015~2019

르완다장로고문포럼(REAF) 회장

• 2019.10~

르완다 상원의장

• 현 PSD 소속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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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2013.10월 취임)

성

명

도나틸 무카발리사(Donatille Mukabalisa)

현

직

하원의장

생년월일

만 58세(1960년생)

출생지

르완다

학

• ULK(현 키갈리 독립대학) 법학 전공

력

• 1981.10~2006.12 주르완다 UNDP 사무소 근무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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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7~2003

르완다 과도의회 의원
(경제통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2003.10~2008.8

르완다 하원의원
(정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2008.8~2011

컨설턴트

• 2011~2013

르완다 상원의원

• 2013.10~현재

르완다 하원의장

• 2016.8~ 현재

자유당(PL) 대표

력

타

총리

(2017. 8월 취임)

성

명

에두아르드 은지렌네(Edouard Ngirente)

현

직

총리

생년월일

만 45세(1973년생)

출생지

르완다 북부 지역 Gakenke
• University of Rwanda 경제학 학사

학

력

• Universitaires Saint-Louis (벨기에) 재무위기관리학 석사
•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벨기에) 농업경제학 석사
•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벨기에) 농업경제학 박사

경

기

력

타

• 2009~2011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 경제 고문 임명

• 2011~2016

세계은행(WB) 상임이사 경제고문 임명

• 2016~2017

세계은행(WB) 상임이사 선임 경제 고문 임명

• 2017.8~현재

르완다 총리 임명

2018.5월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계기 방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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