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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개황
Republic of Madagascar

Madagascar

│ 마다가스카르 국기 │
마다가스카르 국기는 삼색으로 구성
□ 흰색은 청렴과 신의
■ 적색은 주권
■ 초록은 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상징

│ 마다가스카르 국장 │
중앙 흰색 원 안에는 마다가스카르 섬,
상단에는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인 여행자의 나무,
하단에는 벼로 가득한 들판 위의 특산물인 혹소(Zébu),
가장자리에는 상단에 마다가스카르 공화국(Repoblikan’i Madagasikara),
하단에는 벼 이삭과 국가이념이 새겨져 있음.

│ 마다가스카르 국가이념 │
Tanindrazana, Fahafahana, Fandrosoana
영어로 Motherland(조국), Freedom(자유), Progress(진보)
한국어로 조국, 자유,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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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룬다바의 바오밥 거리 (L’Avenue des Baobabs, Morond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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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일반사항
국 명 : 마다가스카르 공화국(Republic of Madagascar)
수 도 :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인구 300만)
인 구 : 2,696만명(2019년 세계은행)
●

인구 절반이 동부해안 및 중부 고원지대(수도 위치) 거주

●

인구성장률 2.46%, 평균연령 19.9세

면 적 : 587,041㎢(한반도의 약 2.7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
기 후 : (중부 고원지대) 아열대/온대, (북부) 열대, (남부) 사막성 기후/온대(우기 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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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민족구성 : 말레이계 메리나족(26%), 베티미사라카족(15%), 베틸레우족(12%), 투미
헤티족(7%) 등

언 어 : 말라가시어(토착어) 및 프랑스어(공용어)
종 교 : 토착신앙(52%), 기독교(41%), 이슬람교(7%)
독 립 : 1960.6.26.(프랑스로부터 독립)
한국과의 시차 : -6시간(GMT)

외교

2│정 치
외교

정부형태 : 민주공화국(이원집정부제, 다당제)
●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이 국가 수반직을 총리는 내각 수반직을 수행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프랑스식 직접선거제로 선출(1차 투표
외교

에서 과반이상 득표후보 없을시 최다득표 후보 2인간 결선 투표 실시)에 의해 선출

의 회 : 양원제(하원 151석, 상원 63석)
외교

주요인사
대통령 : 안드리 라주엘리나(Andry Rajoelina) (‘19.1.19 취임)

●

총 리 : 크리스티앙 은짜이(Christian Ntsay) (‘18.6월~ 현재)

●

외교장관 : 자코바 올리바 테힌드라자나리벨루(Djacoba Oliva Tehindrazanarivelo)
(‘20.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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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마다가스카르 개황 │ 개관

3│경제 사회
국내총생산(GDP) : $119억(2019년 EIU)
1인당 GDP : $458(2019년 EIU)
산업구조(2018년) : 1차 산업 23.7%, 2차 산업 16%, 3차 산업 60.3%
●

주요 산업은 바닐라(세계 제1생산국), 커피, 설탕 등 농업 및 크롬, 사파이어 등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광업

●

미국 AGOA１), 유럽연합 EPA２) 등의 면세혜택을 통한 섬유산업 발달

수출입 현황(2018년 WTO)
●

수출 : 31억 미불(바닐라, 니켈, 정향 등)

●

수입 : 39억 미불(자본재, 자동차, 석유, 쌀 등)

화폐단위 : MGA(Ariary) / US$1=3,915AR (2020.11월 중앙은행 환율기준)
평균예상수명 : 66.83세(2019년 WHO)
문자해독율 : 74.8%(남성 77.28%, 여성 72.38%) (2018년 UNESCO)
문맹률 : 전체 인구 중 499.2만, 37.83%(2015년 UNESCO)
빈곤인구(하루 US 2$ 이하 소득) : 70.7%(2019년)

１)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２) 경제 동반자 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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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외환보유고(2019) : 16.9억 미불
대외채무(2018) : 29억 미불(GDP 대비 29%)

외교
외교
외교
외교
외교
13

수도 안타나나리보 전경

약사

약사

1500

포트투갈인 디오고 디아스가 유럽에 최초로 소개１)

1540

소규모 부족국가가 난립하던 가운데 소규모 부족국가로 출발한
메리나 왕국 주도로 통일운동 개시

1787

메리나 왕국의 안드리아나암포이메리나 국왕이 마다가스카르 통일

1811

영국 침략, 타마타브 점령

1883

영국의 인도양 지역 내 식민지 확대 저지를 위해 프랑스 침략, 타
마타브 점령 및 제1차, 제2차 프랑스-마다가스카르 전쟁 발발

1896~1960 메리나 왕국 마지막 여왕 라나발로나 3세 폐위, 프랑스 침략 본격
화 및 식민지화, 프랑스령 말라가시 설치

１) 고대 철기시대인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후 500년 사이에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서 항해해 온 사람들이 거주, 9세기부
터는 아랍계 사람들도 내항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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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자치령 말라가시(Malagasy) 공화국 선언(제1공화국)
약사

1960.06.26 프랑스로부터 독립, 필리베르트 치라나나 초대 대통령 선출
1965

친 프랑스 노선을 취한 치라나나 대통령 재선

1972.05

친 프랑스 노선의 대통령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계기로 쿠
데타 발생, 라마난초아 군총사령관에게 전권 이양, 사회주의 정권 수립

1975.02

쿠데타 미수사건(1974년 말)으로 라치만드라바 장군에게 전권 재이양
되었으나 일주일 만에 군 내부 반대파에 의해 암살

1975.02

라치라카 해군중령을 중심으로 18인 최고군사혁명의회 구성, 라치
라카 중령이 의장으로 취임

1975.12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으로 국호 변경

1976.01

라치라카 대통령 취임, 사회주의헌법 공포(제2공화국)

1976~1991 라치라카 집권
1989.03

라치라카 3선 성공

1990

경제 악화 및 민주화 요구로 5월 쿠데타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반정부
시위 발생

1992

라치라카 대통령,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수용, 신헌법 제정, 마다가
스카르 공화국으로 국호 변경(제3공화국)

1993.02

대통령 선거 실시, 야권의 자피 후보 당선, 민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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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

자피 대통령 탄핵

1996.11

대통령 선거 실시, 라치라카 전 대통령 당선

1996-2001

라치라카 재집권,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

2001.12

대통령 선거 실시, 라발루마나나 안타나나리보 시장 당선

2006.12

대통령 선거 실시, 라발루마나나 대통령 재임 성공

2008

정권의 부정부패 심화 및 정치개혁 실패에 국민 불만 누적, 라주엘
리나 (당시 수도 안타나나리보 시장) 반정부집회 주도

2009.3

라발루마나나 대통령 사임, 라주엘리나 시장 과도정부 수립 및 수
반으로 취임

2010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및 신헌법 제정(제4공화국)

2013.12

대통령 선거 실시,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후보 당선(라발루마나나 전 대
통령, 라주엘리나 과도정부 수반 양쪽 모두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대선 불출마 선언)

2014-2018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 집권

2018.10

대통령 선거 실시, 1차 투표 결과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과 라주
엘리나 과도정부 수반 결선투표 진출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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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실시, 라주엘리나 전 과도정부 수반 최종 당선

약사

수도 안타나나리보 구시내에서 바라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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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정치 정세
2013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적 대통령 선거 및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
루어낸 마다가스카르는 그간 빈번했던 정세 불안을 극복하고 아프리카 역내 민
주주의 정착 모범국으로 변모 중
2019.5.27. 총선 및 2019.11.27. 지방선거 모두 문제없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었
으며, 2019.1월 신정부 취임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득
표함으로써 신정부 주도의 국정운영 및 경제 개발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
갈 수 있는 동력 확보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정권 교체와 신정부의 국가개혁을 위한 노
력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신용공여주체 및 각국/국제기구
차원의 기여 지속 확대

22

신용지원액이 라주엘리나 현 대통령 집권 이래 지속 확대 추세로, 이를 기반으
로 임기 내 압축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신정부의 경제 개발정책
도 탄력을 받고 추진 중

정치

가. 독립 후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1960.6.26.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마다가스카르는 필리베르트 치라나나(Tsiranana)
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말라가시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제1공화국(19601975) 수립

치라나나 대통령은 친 프랑스 노선을 택하며 1965년 재선되었으나 1972.5월 프
랑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적인 학생운동 및 쿠
데타가 발생하며 라마난초아(Gabriel Ramanantsoa) 군총사령관에게 전권을 이양
국민투표로 신임을 얻은 라마난초아 장군은 대통령에 취임해 프랑스권(圈) 이탈,
프랑스군 철수, 이스라엘과 단교,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군 공동기구(OCAM) 탈
퇴 등 내정과 외교 노선을 급전환하며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1974년 말 쿠
데타 미수사건으로 1975.2월 라치만드라바(Richard Ratsimandrava) 장군에게 전권
을 이양하였으나, 라치만드라바는 1주일 만에 군 내부의 반대파에 의해 암살
이후 라마난초아 정권 당시 외상을 맡아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라치라카(Didier
Ratsiraka)

해군중령이 1975.6월 최고혁명의회를 설립하고, 평의회 의장으로 취

임, 국명을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며 제2공화국을 수립(1975-1991)하
고, 1976.1월 대통령에 당선
라치라카는 1989.3월 재선에 성공하며 3선 대통령이 되었으나, 1991.6월 이
후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었고, 결국 민주화 요구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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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8.19. 국명을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으로 바꾸고 제3공화국(1991-2010)을 수
립하며 의원내각제로 수상이 내각의 수반을 맡고 임기 5년의 대통령은 상징적
인 국가의 대표로 남기로 하며 소요사태가 종료
1993.2월 야권의 자피(Albert Zafy)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화를 추진하였
으나 1996.5월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의회에 의해 탄핵, 같은 해 11월 치러진 대
통령 선거에서 라치라카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 50.7%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재
당선되었으며,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
2001.12.16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집계 부정 시비로 재검표 실시 결과 무소
속 마크 라발루마나나(Marc Ravalomanana) 당시 수도 안타나나리보 시장이 대통
령에 당선, 라치라카 전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거부하고 대치상태를 지속하다
2002.7.5 지지세력 부족으로 해외망명

나. 과도정부 및 제4공화국 수립
2002.5.6. 취임한 라발루마나나 대통령은 2006.12월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정치
개혁에 실패하고 정권의 부정부패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
되던 가운데, 2007.12월 안타나나리보 시장에 당선된 안드리 라주엘리나(Andry
Rajoelina)가

정부의 부패를 공격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2008년 말부터 반정

부 집회 주도함에 따라 정치적 위기에 직면
2009.2.7. 점점 격렬해지는 반정부 집회 참여자와 경찰의 충돌 간 발포로 28명
사망, 2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라발루마나나 대통령은 군부에 라주엘리나 안
타나나리보 시장을 국가반역죄로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2009.3.16. 군부가
라주엘리나 시장을 지원하기로 발표, 2009.3.17. 라발루마나나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고, 라주엘리나 안타나나리보 시장이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수반직에 취
임,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은 이후 라주엘리나의 체포 명령을 피해 국외 도피
24

UN, 아프리카연합(AU),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불어권국제기구(OIF)는
2009.8월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 라주엘리나 과도정부
수반, 라치라카 전 대통령, 자피 전 대통령 모두를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 빠른
시일내에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합의

2010.11.17.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2010.12월 제4공화국(2010-현재) 신헌
법을 채택, 과도정부 임시의회에 국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며 과도정부 수반직을 유지
UN, 아프리카연합(AU),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불어권국제기구(OIF) 등
은 라주엘리나 수반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옹립된 대통령이 아니란 이유로 과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
어 마다가스카르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
계속되는 경제 및 정세 불안과 함께 프랑스 조차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으
로 돌아서자, 결국 2013.10.25.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2013.12.20. 결선투표 및
총선을 실시,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과 라주엘리나 과도정부 수반은 양쪽 모
두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대선 불출마가 결정되며, 사실상 이들의 대리자들간의
싸움 양상이 벌어졌으나, 과도정부 시절 재무부장관을 역임하고 라주엘리나 수
반 흑 지지를 확보한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Hery Rajaonarimampianina) 후보가
53.5%를 득표하며 당선되어 합법적인 신정부가 출범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은 당선 직후 라주엘리나 과도정부 수반과 정치적
으로 결별하였으며, 이후 본인만의 지지기반을 형성, 2015.12.29. 상원 선거에서
본인 지지정당인 HVM이 압승(총 63석중 55석 차지)하는 등 정치적 동력을 확보
2014.1월 합법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아프리카연합(AU),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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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SADC), 불어권국제기구(OIF) 등에서 과도정부 수립 이후 박탈됐던 마다가스카
르의 회원국 자격이 회복되었으며, 2016.11에 불어권국제기구(OIF) 정상회의를
마다가스카르에서 개최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은 2015.5.26. 임기 중 본인의 연임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대선후보 출마 금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무능력하다는 점을 사유로 탄핵심판이 제청되었으
나, 2015.6.13. 마다가스카르 헌법재판소는 탄핵 논거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
로 탄핵을 기각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은 2018.6월 짜이(Christian Ntsay) 신임 총리 임명 및
선거관리용 중립내각을 출범시키고, 라코토바오(Rivo Rakotovao) 상원의장이 대통
령 권한대행직 취임 후 재선에 도전
디디에 라치라카, 마크 라발루마나나, 안드리 라주엘리나, 헤리 라자오나리맘
피아니나가 주요 후보로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펼쳐졌으나, 2018.11.7. 대
선 1차 투표에서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은 8.82%, 디디에 라치라카
전 대통령은 1% 득표로 낙선하였고 35.4% 득표한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과
39.2% 득표한 라주엘리나 전 과도정부 수반이 결선투표 진출
2 018.12.19.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라주엘리나 전 과도정부 수반이
55.66%(2,586,934표) 득표율로 당선, 결과 발표 직후 44.34%(2,060,847표) 득표로 낙
선한 라발루마나나 후보 진영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수차례 수도 안타나나리
보 도심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였으나, 2019.1.8. 헌법재판소의 결과 확정 발표
이후 결과에 승복
2018년 대선은 과거 과도정부 수립 당시의 양 당사자가 맞붙었던 선거임에도 치안
위기 상황이나 특이동향 없이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해당
선거를 통해 과거에 반복되었던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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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1월 신정부 집권 이후 동향
2019.1.19. 취임한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내각 인선을 통해 ▲ 기존 30개 부처를
23개로 통합ㆍ재편(2020년 기준)하였으며, ▲ 각 장관의 임기를 1년으로 공표하고
일을 보여 개혁·경제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신용공여
주체 및 각국/국제기구 차원의 기여ㆍ신용지원액이 집권 이래 지속 확대 추세
신정부는 ▲ 주민 전력·식수난 해결 집중 ▲ 해외투자 유치 ▲ 국제 위상 제고 등
라주엘리나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마다가스카르 부흥계획(IEM)에 기반한 5
개년 개발계획(PEM)을 수립하고 추진
2019.1월 신정부 취임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득표함으로
써 신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
반면 ▲ 상원 축소(2021년 이후 현 63→18명) ▲ 지자체장(주지사) 선출직→임명직 변경 ▲
야당 권한 축소 등 행정부 권한 강화 움직임 지속과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부족
으로 민주·법치주의 측면에서의 우려 목소리도 상존
2019.5월 국고절감을 표면적 이유로 대부분이 전 정부 집권당인 HVM당 소속으
로 구성된 상원의 규모를 차기 상원 간선시(2020.12월 예정)부터 대폭 축소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6일만에 이의 합헌성을 추인
2018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패배한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정
부의 견제 세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표명하였으나, 의원직 무보유자의
당대표 자격제한 법안(Brunel Law)이 현재 여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 후 상원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이며, 동 법안 통과시 현 야당대표인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
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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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하는 등 성과지향적 국정 운영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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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 제도
가. 제1공화국-제3공화국
마다가스카르는 독립 직후 제1공화국(1960-1975)과 제2공화국(1975-1992) 시기
에는 프랑스와 거의 유사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75년 취임한 라치라
카 대통령이 1989년 3선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에 성공하자 이에 반대하는 민주
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 결국 라치라카 대통령은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1992.8.19. 제3공화국(1991-2010)을 수립하며 수상이 내각의 수반을 맡고 임기 5
년의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수반 역할을 맡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소요사
태 종료
1992.8.19. 제정된 제3공화국(1991-2010)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공식 체제로 채택,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5년 임기(연임 가능)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되 수상이
내각의 수반직을 맡은 것으로 규정, 선출방식은 프랑스식 직접선거제를 채택하여
1차 투표 시 과반이상 득표 후보가 없으면 최다득표 후보 2인 간 결선투표 실시
의회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국민의회(하원)만 존재했던 의회는 2001.5월 상
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를 이루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하원인 국민의회는 127석,
상원은 100석으로 구성하고, 상하 양원 모두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모두 국민
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상원은 전체 의석의 2/3는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 1/3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규정

나. 제4공화국
제3공화국(1991-2010) 기간 의원내각제를 택했던 마다가스카르는 2009년 라주엘
리나 당시 안타나나리보 시장이 반정부시위를 주도하며 라발루마나나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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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수립, 수반으로 취임하며 제정한 제4공화국(2010-현재) 신헌
법을 통해 이원집정부제(의회의 경우 양원제 및 다당제 유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원 확대 및 상원 축소)
를 채택

총리가 내각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맡고, 국민이 선출한 하원(국민의회)과 상원이 입
법부를 맡으며, 행정부와 입법부 선거가 분리되고,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분점정부(여소야대) 하에서는 의
원내각제처럼 기능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는 원칙상 외교와 국방을 책
임지는 대통령과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입법부가 균형을 이루는 체제이
지만,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
며,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역시 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경우에 힘의 균형이 유
지되는 반면, 2019.1월 라주엘리나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2019.5.27. 총선 및
2019.11.27. 지방선거에서 모두 집권 여당이 과반이상을 득표함으로써 입법부
의 한 축인 하원 대부분을 장악, 사실상 대통령에 상당한 권력이 집중된 상황

3│지방 자치
가. 행정구역
마다가스카르의 행정구역은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재는 수도 포함 6개 주
(Province)

및 22개 지역(Région)으로 구성되며, 헌법을 통해 각 지역(Région)별 지자체

의 자치권을 권장하고 있고, 지역(Région) 내에 소규모 코뮌(Commune)이 여러 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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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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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9.1 월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존 22 개 지역 중 VatovavyFitovinany(16) 지역을 각각 Vatovavy와 Fitovinany 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23개
행정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2019.9.25. 국무회의를 통해 23개 행정지
역 운영안을 결정하고, 2020년 개정 예정인 국가재정법을 통해 2020-2021 예산
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발표

지역(Région)
Diana

1

, Sava

2

주(Province)

인구(2014)

Antsiranana
(Diégo-Suarez)

1,726,399

1
2

Itasy 3 ,
Analamanga 4 ,
Vakinankaratra 5 ,
Bongolava 6

Antananarivo
(Tananarive)

6,514,260

Sofia 7 , Boeny 8 ,
Betsiboka 9 ,
Melaky 10

Mahajanga
(Majunga)

2,701,129

7

10

9

Toamasina
(Tamatave)

12
3

3,423,287

5
14

19

Amoron'i Mania 14 ,
Haute Matsiatra 15 ,
Vatovavy-Fitovinany 16 ,
Atsimo-Atsinanana 17 ,
Ihorombe 18

Fianarantsoa

Menabe 19 ,
Atsimo-Andrefana 20 ,
Androy 21 , Anôsy 22

Toliara
(Tuléar)

11

4

6

Alaotra-Mangoro 11 ,
Atsinanana 12 ,
Analanjirofo 13

13

8

16
15

4,664,815
18
17

20

3,404,473

21

22

나. 지자체장 제도
각 22개 지역(Région)의 지자체장(Chef de Région)은 헌법상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
하게 되어있으나, 23개 행정지역 운영안을 결정하고, 2020년 개정 예정인 국가
재정법을 통해 2020-2021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발표

30

주재국 헌법 제154조는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정부 대표가 관할하는 기
관에 의하여 지방행정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선출직이었던 지자체
장을 임명직인 주지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과
‘지방분권 및 기관에 대한 법률’ 2014-202호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사이의
정치

해석 차이로 논란 야기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2019.9.25. 국무회의를 통해 11개 지역의 주지사 임명을
강행, 이후 나머지 지역의 주지사도 순차적으로 임명 중

4│국 회
가. 현 황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
국회의원(임기 5년) 현황
●

하원 151석(직선제)

●

상원 63석(간선제, 선출 42석/대통령 임명 21석)

국회의 권한 : 법률의 제·개정,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예산 심의 및 의결, 내
각 신임,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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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원(Assemblée nationale)
정원 : 151석
▒집권당(IRD) 84석 ▒제1야당(TIM) 16석 ▒무소속 46석 ▒기타 5석

151
출처 : 위키페디아(https://fr.wikipedia.org/wiki/Assembl%C3%A9e_nationale_(Madagascar))

임기 : 5년(최근 선거 2019.5.27.)
선거방식 : 직선제
●

87명은 중선거구에서 다수제로 선출

●

64명은 단기비이양식 투표제로 선출

하원의장 : 크리스틴 라자나마하소아(Christine Razanamahasoa)
●

집권당(IRD) 소속, 현 라주엘리나 대통령의 과도정부 수반(2009-2013) 재임 중 법
무부장관 역임

●

IRD 소속 대표 의원으로 대통령 및 행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역할
을 통해, 임기내 가시적인 국가 경제 부흥(émergence nationale)을 입법부 차원에
서 이끌겠다는 포부

지역별 부의장 : 집권당(IRD) 소속의원이 6석 전석 확보
●

Antananarivo 지역 : Honore Rasolonjatovo

●

Fianarantsoa 지역 : Brunel Razafitsiandra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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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siranana 지역 : Jocelyne Rahelihanta

●

Mahajanga 지역 : Lalao Rahantanirina

●

Toamasina 지역 : Bavy Angelica Michelle

●

Toliara 지역 : Jean Jacques Rabenirina
정치

역할
●

법률안 발의 및 심의, 행정부 감시·통제의 최우선적 기관

●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의 경제, 사회, 국토 분야 결정에 대한
심의 역할

산하 상임위원회
●

국방위, 국토개발위, 재무위, 외교위, 법사위 등 32개 상임위 존재

최근 동향
●

2019.5.27. 총선 실시, 2019.1 신정부 취임 직후 치러진 선거인 만큼 집권 여당
(IRD)이 과반 이상을 득표함으로써 신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추진동력 확보

●

2019.7.16. 첫 공식회기를 개최하여 하원의장 및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직 선거
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다수가 집권당 연합(IRD)에서 선출

다. 상원(Sénat)
정원 : 63석(2020.12월 이후 신규 구성 상원은 18명으로 축소 예정)
●

현 상원은 전 정부 집권당(HVM) 소속의원이 다수를 차지, 현 행정부와 정치적
기조에서 차이로 집권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행정부를 지원하
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 지속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
게 발생

임기 : 5년(최근 선거 2015.12.29., 2020.12월 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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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식 : 간선제
●

전체 63석 중 2/3인 42석은 하원에서 각 지역(22개 지역을 재편하는 6개 행정구역별 7석씩 할
당)별 선출

●

나머지 1/3인 21석은 대통령이 임명

상원의장 : Rivo Rakotovao(전 정권 집권당(HVM) 소속)
●

2018년 대선 정국하 대통령권한대행직을 맡아 중립적으로 민주·평화적 선거
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라주엘리나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 권한
강화 및 국정 추진동력 장악을 위한 상원 권한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남은
임기동안 상원을 ‘중립적인 행정부 감시·감독기구이자 국민을 위한 입법기구’
로서 각인시키겠다는 의지 표명

역할
●

지방분권화 및 지방 권역 대표에 있어 최고위·최우선적 기관

●

여타 법률 발의, 행정부 통제 및 경제·사회·국토 분야 결정 자문역

산하 상임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 법무행정노동위, 지방 및 인프라개발위, 사회문화통신위, 국
방안보위, 내무국토개발 및 지방분권화위, 외교위 등 7개

최근 동향 : 상원 규모·기능 축소 움직임
●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상원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주장하였으나,
취임 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기관인 상원의 철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9.5월 총선 계기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추진

●

2019.4월 상원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발의시도가 최소 사전 공시기간을 준수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무효화되자, 2019.5.22. 국고절감을 표면
적 이유로 대부분이 전 정부 집권당인 HVM당 소속으로 구성된 상원의 규모를
차기 상원 간선시(2020.12월 예정)부터 대폭 축소(63석→18석)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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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9.5.28. 헌법재판소가 합헌성을 추인
●

이에 따라 2021년 초(2020.12월 상원 선거 이후) 신규 구성될 상원부터는 12명의 하원
간선직 및 6명의 대통령 임명직 등 18명으로 상원이 축소 예정, 집권여당(IRD)
이 하원의 다수석(151석 중 84석)을 차지한 가운데, 상원에서 가할 수 있는 입법부
정치

차원의 견제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 훼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

라. 하원 내 한-마 의원친선협회
대표적 친한 의원인 MOHAMAD Ahmad 하원 광업·전략물자위원장 주도로
2019.11.8.자로 주재국 하원내 13명을 회원으로 하는 한-마 의원친선협회가 결
성, 하원내 공식등록 완료
하원 외교위원장, 재무위원장 포함하는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
의원 성명

지역구

비고

Fénérive-Est

광업·전략물자위원장

Ambalavao

외교위원장

Manjakandriana

재무위원장

1

MOHAMAD Ahmad (협회장)

2

RAZAFIMAHATRATRA Daniel Jean Christian

3

ANDRIAMIASASOA Doda Nirimboavonjy

4

RATSIMANANDRIONA Aïda Hardy

Taolagnaro

5

NICOLAS Stephan Alphonse

Mahajanga

6

MAMIZARA Yasmirah Loeticia

Besalampy

7

RAKOTOARISOA Nirina Fenohery Johnny

8

TSITARA Roger Ousman

Toliara II

9

RIVOTIANA Richard Jean Bosco

Lalangina

10

RANDRIAMANAMPISOA Alfred

Antsirabe II

11

RAJOELINA A. Seth

Fianarantsoa II

12

ANDRIANO Giscard

Manakara

13

JOHASY Eleonore

Ambohidratrimo

Vangaindrano

前 문화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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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 당
가. 현 황
마다가스카르 헌법은 공식적으로 다당제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하고 있어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며, 선거 시 신규 정당 설립이 매우 활발한 편이지만, 정당의 역사
가 그리 길지 않고, 정책 노선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전직 대통령 등의 인물 중
심 정당이 대부분으로, 중소정당 간의 연정보다는 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등장하
는 거대 연합정당이나 진영에서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잔여석을 군소
정당이 차지하는 구조
라발로마나나 대통령 집권시기(2001-2009)에는 라발로마나나 지지세력인 TIM당
이 전체 하원 160석 중 108석을 차지하였으며, 라주엘리나 과도정부 수반 시기
(2009-2013)

시기에는 TGV/MAPAR당이 확고한 지지세력으로 등장, 라자오나리

맘피아니나 대통령 집권시기(2013-2018)에는 HVM, 이후 현 라주엘리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IRD가 하원 151석 중 84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 획득

나. 주요 정당
IRD(안드리 라주엘리나와 함께, (말라가시어)Isika Rehetra Miaraka amin’i Andry Rajoelina, (프랑스어)
Nous tous, ensemble avec Andry Rajoelina)

: 라주엘리나 대통령 지지세력이었던 TGV/MAPAR당이 2019.5월 총선 직전 여
당지지 군소정당까지 모두 규
합하여 형성한 여당 지지세력
으로, 2019.5월 총선에서 전체
하원 151석 중 84석을 차지하
며 절대 과반 의석 획득
36

△ IRD 정당 마크

TGV/MAPAR : 당수 라주엘리나 현 대통령
TGV : Tanora malaGasy Vonona(Prepared Young Malagasy)

TIM(I Love Madagascar, (말라가시어)Tiako I Madagasikara)
: 당수인 라발루마나나 전 대통령(2001-2009) 지지세
력인 TIM 당은 제1야당으로 활동 중이나 2019.5
월 총선에서 전체 하원 151석 중 단 16석 획득
HVM(New Forces for Madagascar,
(말라가시어)Hery Vaovao ho an'i Madagasikara)

△ TIM 정당 마크

: 당수인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전 대통령(20132018)

지지세력인 HVM당은 라자오나리맘피아

니나 전 대통령이 2018.10월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함에 따라 재집권에 실패하였으며, 2019.5
월 총선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함에 따라 현
재 상원에서만 명맥을 유지
△ HVM 정당 마크

6│사법 및 법률제도
사법 및 법률제도는 프랑스식 제도를 전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헌법재판소(Haute Cour Constitutionnelle), 대법원(Cour Supréme), 감사원(Cour
des Comptes)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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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AR : Miaraka amin'i Andry RAJOELINA(With the President Andry RAJOE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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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Haute Cour Constitutionnelle, HCC) :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3심제도 구
축, 의회의 내부 규정, 법률, 법률안, 국제적 의무 등의 헌법합치 여부를 판단하
며, 대통령 선거와 총선과 관련된 분쟁에서 판결권 보유
대법원 : 지방법원 등 하급 법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파기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최고의 법원으로 행정당국의 권한남용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이며, 선거인 명부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분쟁의 최종심 담당 법원
감사원 : 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재정법의 집행에 있어
대통령, 정부, 의회를 보조하며, 위반자에 대해 벌금 등 제재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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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카라판시카 국립공원(Le Parc National d'Ankarafantsika )

39

이살루 국립공원 (Le Parc National Isalo)

외교
1. 외교정책 기조 042
2. 주요국과의 관계 045
3. 프랑스령 인도양 군도 반환 문제 048
4. 재외공관 및 상주외교공관 050

외교

1│외교정책 기조
가. 외교정책 변천사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전통적으로 프랑스 및 유럽
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
라 아프리카연합(AU),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인도양위원회(COI)등 다자기
구 가입을 통한 지역차원의 대외관계 설정을 통해 국가 경제개발 재원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최근에는 ASEAN 및 ASEAN+3(한·중·일) 등 신흥경제국과의 외교
협력관계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
독립 직후에는 친 프랑스 노선을 택했던 필리베르트 치라나나 대통령의 영향으
로 프랑스와의 우호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나, 1972.5월 프랑스의 이익을 대변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적인 학생 시위 및 쿠데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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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이후 군부정권이 들어서며 사회주의 노선 채택
1972년 이후 수립된 냉전기 라치라카 정권은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 북한을 포
함한 공산주의권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집중하였고(1972.7월 한국과 단교 이후 1993.5월
관계 정상화),

1993년 냉전 종식, 민주화 운동 및 헌법개정, 대통령 선거 등을 계기로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도입, 특히 라발루마나나 대통령 집권기(20012009)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유럽 편중 현상을 극복하려는 대외

정책 전개

임으로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아프리카연합(AU) 및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회원국이었으나 라
주엘리나 수반의 집권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지 조치 등 제재)

된 가운데 등을 돌리지 않은 프랑스 및 중국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집중
2014.1월 취임한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 집권기(2014-2018)에는 기존 대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중국(일대일로 구상 편입)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인도양 지역 도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2014년 합법적인 신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2009년 쿠데타 발생 후 원조를 중단
하였던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 또한 원조를 재개하였고, 아프리카연합(AU) 및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서도 박탈됐던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고 정권교체
및 헌정질서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제재가 해제되어, 2014년 이후 국제
기구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한 원조금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
2019.1월 취임한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과거 과도정부 시절에도 유지되었던 프
랑스 등과의 전통적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원만한 대외관계 설정을 통해 국가
경제개발 재원 다변화 꾀하고, ASEAN 및 ASEAN+3(한·중·일) 등 신흥경제국과의
외교 협력관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19.8월에는 일본 도쿄아프리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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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라주엘리나 과도정부 수반은 국제사회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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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국제회의(TICAD)에도 주요 부처 장관 및 경제사절단과 함께 참석

나. 마다가스카르 부흥 계획(IEM) 대외정책 방향
2019.1월 취임한 라주엘리나 대통령의 핵심 국가개발전략인 마다가스카르 부흥
계획(IEM)은 그 자체로 다국적 전문가들을 패널로 둔 싱크탱크 개념이며, 마다가
스카르가 전 세계를 잇는 중심점이 되겠다는 포부를 포함
(대외정책 기조) 마다가스카르의 외교가 1960년대 식민 독립 초기 프랑스와의
양자관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고, 냉전시대에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소련연방, 중국,
쿠바, 리비아 등)와의

관계가 중요해졌으며, 냉전 종식 후 자유경제시대에 들어서면

서 기존에는 거리를 뒀었던 한국이나 이스라엘 등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
였으나, 이제 프랑스를 넘어서 미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아프리카연합(AU), 인도양위원회(COI), 남부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등 지역 협의체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고, 잠재력을
기반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
(목표 및 방향 설정) ‘국제 경제 권력관계 변환에 대비한 외교관계 재정립’을 통
해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주요 신흥국 반열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서 제시
구체적으로, 기존에 마다가스카르에 부여되던 대외원조 등 기금은 더욱 공고히
하되, ▲ 경제/무역 강화, ▲ 경제성장 경험 공유, ▲ 경제특구 형태의 대형 사업
및 인프라/관광분야 투자계약 체결 등 경제신흥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새로운 원
칙을 기반으로 신흥국 은행 및 금융 기관을 통한 대체 재원마련 기회를 개척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
이에 따라, ▲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경제/금융/무역 분야에서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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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관계를 구축하고 신흥발전국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중시될 것으
로 전망되며, ▲ 마다가스카르와 역사적 연계성을 가진 국가들과의 외교 환경
유지와 더불어 ASEAN 및 BRICS 신흥국과의 외교관계 재정립을 통한 신규 양
자 합의 프레임 구축 ▲ ASEAN+3(한·중·일)의 해외진출 및 ‘실크로드’ 정책 실현 과
정에서 실질적 경제 효과 수혜를 거쳐, ▲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브릭스신개발은행(NDB) 등의 금융 기구에도 접근함으로써 마다가스카르

부흥계획(IEM)을 실현하고,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지역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
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구체 계획으로 제시
외교

2│주요국과의 관계
가. 프랑스
마다가스카르는 1896년-1960년 프랑스 식민지배 영향으로 토착어인 말라가시
어가 로마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게 되었고 프랑스어도 마다가스카르에서 공용어
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프랑코포니에도 가입
1960년대 식민 독립 초기부터 1972년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대외관계 중심
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기 전까지 마다가스카르의 외교관계는 프랑스와의 양
자관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고, 그 이후로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긴밀
한 관계 유지
1972년-1993년 마다가스카르의 사회주의 정권 시절 소원했던 프랑스와의 관계
는 1996년 라치라카 대통령이 민주화를 수용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적극 도입에
따라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었으며, 2001년-2008년 친미성향의 라발루마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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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집권하며 프랑스에 편중된 외교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2006년 남아
공이 주도하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 가입하고 영어를 제3공용어로 채
택하려는 시도(2009년 쿠데타로 결국 실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라발루마나나 대
통령 시절 자유주의 정책에 힘입어 많은 프랑스 기업이 이 시기에 마다가스카르
에 진출
2009년 친 프랑스 성향의 라주엘리나 당시 안타나나리보 시장이 쿠데타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수반직을 맡음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 불인정 및 민주적 선거
실시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는 가운데에서도 2009년-2013년 과도
정부 시절간 프랑스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6.11월에는 불어권국제기
구(OIF) 정상회의를 마다가스카르에서 개최
2017년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선 직후, 마다가스카르와 프랑스 외
교부는 양국이 지금까지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
였으며, 같은해 프랑스 개발협력청(AFD)은 마다가스카르 발전을 위해 7730만 유
로를 지원
양국 교역량은 2018년 기준 10.3억 유로이며 마다가스카르 전체 수출의 22%가
對프랑스 수출로, 제1위 수출 파트너 국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현재 마다가스
카르에 약 24,000명의 프랑스 교민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

나. 미 국
1972년 마다가스카르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 대사관은 폐쇄되었
으나, 1980년 관계가 회복되었고, 냉전 종식과 함께 1989년 1,500만 미불 수준
이던 원조기금이 1993년 4,000만 미불 수준으로 확대되며 양국의 관계도 빠르
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2001년-2008년 친미 성향의 라발루마나나 대통령 집권

46

시절에는 미국과의 우호적 외교관계가 형성되며 2006년에는 미국의 對마다가
스카르 원조액이 1.1억 미불을 돌파
2009년 친 프랑스 성향의 라주엘리나 당시 안타나나리보 시장이 쿠데타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수반직을 맡음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 불인정 및 민주적 선거
실시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다수의 원조를 중
단,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ies Act) 적용대상에서도
제외

의 원조가 재개되었고, 아프리카성장기회법 대상국에도 포함되었으며, 미국 역시
원조를 재개하고 관계를 점차 회복하여, 2017년에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
해 마다가스카르 개발협력사업에 8,300만 미불, 긴급지원사업에 1,900만 미불을
각각 지원

다. 중 국
중국과는 1972년 마다가스카르에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수교(대한민국과는 같
은 해 7월 단교),

이후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

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도 1995년 무역 경제 기술협력 협약 체결, 2005년 경
제협력 공동 위원회 발족 및 상호 투자보호 협약 체결 등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 유지
2016년 중국 측 대표단 참석하에 경제협력 공동 위원회 제1회 회의가 마다가스
카르 외교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공
동협약 체결, 2019년에는 쑨춘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부총리가 마다가스
카를 방문, 라주엘리나 대통령과 짜이 총리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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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어 2015년 이후 마다가스카르의 제1 수입국 자
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 교역량은 2018년 기준 9.77억 미불로 마다가스카르
전체 교역량의 14.1%를 차지
중국은 1986년 마다가스카르-중국 합작 건설회사인 SMATP를 시작으로 다수
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꾸준히 늘려왔
으며, 2018년에는 5,560만 미불에 달하는 직접투자 시행
중국은 197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무라망가 지역의 RN2 국도, Ivato 컨퍼런스
센터, Anosiala 대학병원(CHU) 등 다수의 인프라 건설을 마다가스카르에 지원하
였으며, 2019년 라주엘리나 대통령 취임 및 신정부 수립 이후에도 RN2 고속도
로와 타마타브 항구 연결도로 확장, RN5A 국도재건 등 다수의 사업을 지원

3│프랑스령 인도양 군도 반환 문제
가. 역사적 배경
프랑스령 인도양 군도(Scattered Islands)는 마다가스카르 연안에 흩어져있는 4개
(Glorieuses, Europa, Bassas da India 및 Juan de Nova)의 프랑스령 섬들을 지칭

해당 군도들은 식민지 시대(18-19세기)에 발견되어 마다가스카르를 식민통치한 프
랑스령 영토로 편입, 관리되었으며, 1960년 독립 당시 반환절차 없이 프랑스령
으로 존속
●

식민독립국들의 별도 반환 요구가 없던 상황 하에서 프랑스로서는 ▲ 인도양
아프리카의 향후 거점지이자 ▲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있고 ▲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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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가능지역으로도 고려중이던 해당 도서들을 반환할 용의 전무
1972년 이후 마다가스카르는 동 군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였으며, 1979년
UN 총회에 이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 ▲ 프랑스 정부가 지체없이 마다가스카르
영토로부터 자의적으로 분리된 해당 도서들의 반환(reintegration)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유하고, ▲ 마다가스카르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요지의 결의 A/34/91을 채택

개의 섬 중 Europa, Bassas da India 및 Juan de Nova 연안에 석유와 천연가스
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프랑스가 향후 10년 이상 소비가능한 양의 유전 존재 보도) 본격적으
로 분쟁이 심화되었고, 프랑스 정부는 2005년 해당지역을 레위니옹 부속 프랑스
행정구로 공식 편입, 2007년 레위니옹과 같은 프랑스 영토로 공식 선포

나. 주재국 신행정부 입각 이후 진행상황
2019.1월 취임한 라주엘리나 주재국 대통령은 최근 모리셔스가 영국과 진행중
인 차고스 섬 반환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마다가스카르 역시 프랑스령 인도양
군도 반환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2019.5.29. 프랑스를 방문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령을 면담하고, 인도양 군도 반환문제를 국가 정체성 문제와 연결시켜 반환 문
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2020.6.26. 마다가스카르 독립 60주
년 기념일 이전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
●

당시 마다가스카르 현지 언론은 마다가스카르측이 동 사안을 UN 및 국제사법
재판소(ICJ)에 가져가는 대신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조건으로 마크롱 대
통령이 공동위원회 설립 및 논의에 찬성한 것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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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Marcel Escure 프랑스 외교부 인도양지역 협력대사 및 프랑스 협
상 대표단은 마다가스카르를 방문, 짜이 마다가스카르 총리가 이끄는 대표단과
공동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같은 날 저녁 아래와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2019.5.29. 양국 대통령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19.11.18. 인도양 군도 지역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개설, 평화적 협상을
통해 동 문제를 논의
양국은 서로간 영토주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마다가스카르는 미
종결된 식민지 문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동 지역의 반환을 주장하였고, 프랑
스는 국제법에 의거한 동 지역에 대한 프랑스 주권의 적법성을 설명
양국 대표단은 향후 동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호적이고 건설적 논의
가 진행되었음을 자축하는 한편, 다음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고 긍정적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
이후 2020.3월 개최 예정이던 공동위원회 회의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취소

4│재외공관 및 상주외교공관
가. 재외공관 운영
마다가스카르는 23개의 재외공관(16개 대사관, 3개 영사관, 뉴욕/제네바 유엔 및 유네스코, AU 대표
부 포함, 총 16개국)을

해외에 설치하고 있으며, 2019년 신정부 들어 5년 임기 내에 신

흥국 반열에 오른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외교정책 및 국제회의 참석 등 외교활동
전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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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알제리의 알제(대사관)

●

가봉의 리브르빌(총영사관)

●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대사관)

●

모리셔스의 포트루이스(대사관)

●

세네갈의 다카르(대사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대사관), 케이프타운(총영사관)

●

(프랑스령) 레위니옹의 생드니(총영사관)
외교

아메리카
●

캐나다의 오타와(대사관)

●

미국의 워싱턴 D.C.(대사관)

아시아
●

중국의 베이징(대사관)

●

인도의 뉴델리(대사관)

●

일본의 도쿄(대사관)

유럽
●

벨기에의 브뤼셀(대사관)

●

프랑스의 파리(대사관), 마르세유(총영사관), 생드니(총영사관)

●

독일의 베를린(대사관)

●

이탈리아의 로마(대사관)

●

러시아의 모스크바(대사관)

●

스위스의 제네바(대사관)

●

영국의 런던(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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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리비아의 트리폴리(대사관)

●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대사관)

대표부
●

EU 마다가스카르 정부 대표부 : 브뤼셀

●

UN 마다가스카르 정부 대표부 : 뉴욕, 제네바

●

UNESCO 마다가스카르 정부 대표부 : 파리

아프리카연합 마다가스카르 정부 대표부 : 아디스아바바

나. 마다가스카르 내 상주공관
마다가스카르에는 24개의 각국 대사관 및 1개 영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상당
수 대사관은 인근국(모리셔스, 코모로)을 겸임하는 거점 공관 역할 중 (우리 대사관은 인근 모리
셔스 및 코모로를 관할)

대사관 외에도 EU 대표단을 비롯해 미국 USAID, 일본 JICA, 독일 GIZ, 프랑스
AFD 등 해외 원조기관과 UNICEF, UNESCO 등 다수의 국제기구 사무소가 설
치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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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라베 트리트리바 호수 (Lac Tritriva, Antsir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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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1│개 요
총병력(2017년 추정) : 13,500명
●

군 신분으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프랑스식 헌병경찰(gendarmerie) 별도 존재

편제(2017년 추정)
●

육군(Armée de terre/Tafika an-tanety) : 12,500명

●

해병(Marine de guerre/Tafika andranomasina) : 500명

●

공군(Armée de l'air/Tafika anabakabaka) : 500명

●

헌병경찰(Gendarmerie/Zandarmaria Nasionaly) : 8,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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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방 조직
마다가스카르 군대는 국방 외에도 치안유지, 재난(싸이클론, 홍수 등 자연재해)시 대민지
원 등의 임무를 수행
마다가스카르 군은 크게 육군, 해군, 공군 및 헌병경찰로 구성되며, 각 군에는 참
모본부 및 참모총장(Chef d'État-Major)이 있고, 이 중 육군과 헌병이 국방력의 주요
조직으로, 특히 헌병이 치안 및 평화유지 임무를 담당
프랑스는 식민지 시절 프랑스군에 편입해 활용할 목적으로 마다가스카르 군 병
가스카르 군이 동원, 약 2,36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19,000명의 마다가스카르 군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집계
1958년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령 자치지역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국가의 공식
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승인되었고, 2개 연대 및 1개 헌병단으로 구성된 5,000명
이 근대 최초의 마다가스카르 공식 국군으로 인정
마다가스카르 군역사상 1960년 프랑스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에는 다른 국
가와의 전쟁이나 섬나라 특성상 국경에서의 충돌 혹은 분쟁이 없었으나, 1972
년 치라나나의 군부 독재정권 수립(이후 라치라카의 사회주의 정부 수립으로 이어짐), 1989년 라
치라카의 장기집권에 반대하여 발생한 시위단에 대한 강경 진압 명령에 중립적
입장 견지, 2009년 라주엘리나 대통령의 쿠데타에 협력하는 등 국내적인 정치적
격변에 자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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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훈련 및 육성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군으로 41,355명의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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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화유지 활동 참가
마다가스카르 군대는 유사시 유엔 등의 평화 유지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임
무로 설정하고 있으나, 식민지 시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
랑스군으로 동원된 후 독립 이후에는 다른 국가와의 전쟁 등에 참가한 기록 무
다만,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전 대통령 시절(2013-2018),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서 활동 중인 유엔평화유지군(MINUSCA)에 140명의 군경 병력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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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개 요
가. 마다가스카르 경제
마다가스카르는 1968년까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으나, 반복적
인 정치 불안 및 부패로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미비 ▲ 국제지원 중단 등
1970년대 이후 장기 경제 퇴조가 지속되고 실질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
는 등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침에 따라 민영
화 추진,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지정 등 구조개혁을 추진, 1990년대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
2002년 이후에는 IMF 및 세계은행의 자문을 받아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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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행, 경제성장률 제고 및 FDI 확대

등 일정 성과 창출
특히 2009년 과도정부 수립 이후 정권의 정당성 불인정으로 인한 ▲ 국제사회 원
조 축소 ▲ 정세불안으로 인한 경제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실질경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201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이루어 내며 국제
사회의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이후 3-5% 대의 성장세를 회복, 2018년 이후부터
는 5%대의 성장률 유지
2015

2016

2017

2018

GDP(억USD)

107

97

100

106

112

1인당 GDP(USD)

453

402

401

412

424

경제 성장률(%)

3.3

3.1

4.2

4.3

5.2

수출(USD백만)

2,188

2,048

2,160

2,329

2,479

수입(USD백만)

2,739

2,375

2,427

2,783

3,135

소비자물가상승률(%)

6.1

7.4

6.7

7.8

6.8

출처 : IMF 통계, EIU Country Report

산업부문별 GDP 구성 : 1차 산업 23.7%, 2차 산업 16%, 3차 산업 60.3%
주요 수출입품
수출 (총액 2,798.9 백만불)

수입 (총액 3,664.1 백만불)

바닐라

680.2

광물 연료, 광유류

540.8

섬유

527.1

차량

290.9

니켈

362.1

곡물

251.0

정향

219.1

전자기계 및 장비

190.1

코발트

168.4

기계 및 공학설비

190.1

기타

842.0

기타

2066.0

출처 : 2017 UNCTAD 자료 기준)(단위 USD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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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역상대국
●

2017년 기준 ▲ 주요 수출국은 프랑스(21.78%), 미국(18.73%), 독일(7.27%), 중국
(6.0%), 네덜란드(4.79%), 일본(3.4%) 등

●

▲ 주요

수입국은 중국(20.73%), UAE(7.61%), 인도(7.49%), 프랑스(6.30%), 남아공

(5.21%) 등

나. 높은 잠재력
최근 마다가스카르는 녹색성장, 친환경에너지 및 전기차 개발 등에 힘입어, 티
타늄(세계 7위), 코발트(세계 9위), 니켈(세계 12위) 등 각종 광물자원과 인근 해역의 유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와 더불어 자원 투
자 유망국으로 부상
대표적인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Ambatovy 니켈광산 개발, Taolagnaro 티
타늄철광석 개발, Kraoma 국영광업공사의 보크사이트 채굴 재개, Toliara 티타
늄철광석 개발 사업 등 추진
서남해를 위주로 140여개의 광구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 영국 Madagascar Oil
사의 Tsimiroro 광구(17억 배럴의 생산가능 매장량 보유) 유전 개발 사업, Bemolanga 개발
사업 등이 진행
니켈·코발트·크롬 등 광물자원 및 ▲ 태양광 ▲ 수력 ▲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잠
재력이 풍부하며, ▲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 최대 규모인 암바톨람피(Ambatolampy)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5%를 신재생에너지
로 생산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중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광활한 열대 해안, 지리적 독립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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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생물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관
광산업의 GDP 기여도가 15.9% 수준에 불과하며, 미개발 상태의 큰 잠재력 보유
노동임금 경쟁력 및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로 풍부한 어족자원을 활용한 농수
산가공업이나 섬유·의류 등 경공업 분야 성장 가능성 다대
아프리카 평균대비 높은 광대역 연결도 및 인터넷 속도 등에 기반 콜센터, 인터
넷 기반 아웃소싱업 등 인력집약형 IT 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도 강점
단, 1차 산업(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함에도 고용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1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기상조건, 농작물 수
급 및 국제가격 등 외부 요인의 변동에 취약
●

주요 농산물은 쌀, 커피, 바닐라 등이며 새우, 참치 등 수산업도 주요 수출산업
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관개시설 부족, 도로·항만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농·수
산 제품의 저장 및 유통에 한계
전기 및 식수 공급도 제한적이며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광물자원 개발,
관광산업,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 성장 저해

다.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확장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ies Act) 적용대상인

개도국으로서, GSP 적용상품에 대해 할당

(quota) 제약 없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접근 가능하며, 2016년 대미 수출액이 전

년대비 12.8% 증가
●

2009년 소요 사태로 인해 AGOA 지위가 중지되었으나 2015.1월에 회복

●

또한,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통
해 2012년 이래 유럽지역 무관세 수출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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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 유럽지역 의류 수출 1위국), 2017년 대유럽 의류 수출액이 전년대비 17.1% 증가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2014년 말 「2015∼19 국가개발계획(PND)」을 통해 세수 확
충을 최우선과제로 수립 후 면세대상 범위 대폭 축소,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조
세행정 개혁 시행 중
●

마다가스카르는 과세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높아 세수기반이 협소
하며, 특히 과도정부 시기(2009∼2013)에 불법적 탈세 만연

●

IMF는 2020년 마다가스카르의 조세 수입이 2015년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추정

2│부존 자원
가. 광물 자원
마다가스카르는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폐지하고 국제통화기금
의 정책을 따라 민영화와 자유화정책을 취하면서 세계은행과 미국 등 자금공여
국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지질정보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한
편, 세계적인 광업회사들이 마다가스카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법적 및
재정적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광업투자진흥협회(ASPIM)를 설립하고 광물
자원 개발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
마다가스카르의 부존 광물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크롬철광, 흑연, 운모, 중사
광, 소금 및 준보석류 등 매우 다양하며, 특히 크롬광석은 국영기업인 Société
Anonyme Kraomita Malagasy를 통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주요 수출광물이 되
고 있고, 흑연, 운모 및 소량의 베릴륨, 금, 희토류광물 및 산업용광물(시멘트, 장석, 장
식용 석재, 보석류, 석영 및 소금) 등도 주요 수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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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 및 전기차 수요 증대 및 전자제품, 연료전지 생산시 소
요로 인해 전세계적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흑연, 니켈, 구리, 리튬, 바나듐 등
의 매장량이 상당하고 매장 위치 및 품위상 상업적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1위 사파이어 생산국이며, 에메랄드, 루비 등 2016년 기준
미화 120억 달러 규모의 보석용 원석류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주류 보석용 원석
공급국내 고부가가치성/고품질 원석량 고갈 및 BRICS 등 신흥경제국 국내시장
수요 증대, 안전한 투자수단으로서의 보석류 수요 증대 등 감안시 잠재력 다대
마다가스카르는 연간 약 25톤 가량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금광·금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금의 생산 및 수출 촉진을 위해 ‘Gold Agency’ 및
‘Gold Counter’를 설치
●

2016년 한 해 동안 미화 6,200만 달러 상당의 금을 대외 수출

경제

나. 석 유
마다가스카르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영국 Madagascar Oil사(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100% 출자)에 따르면
Tsimiroro 지역 광구에만 17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
마다가스카르의 서남해를 위주로 140 여개의 광구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
Madagascar Oil사의 Tsimiroro 광구(17억 배럴의 생산가능 매장량 보유) 유전 개발 사업,
Bemolanga 개발 사업 등이 진행
Madagascar Oil Ltd.는 2010년부터 Tsimiroro 프로젝트를 통해 내륙에서 중유
(heavy petroleum)를

생산해오고 있으며, Tsimiroro 매장지는 약 965 million 배럴

의 원유를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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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회사 토탈(Total)은 마다가스카르에서 2013년 오일 샌드 추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베무랑가(Bemolanga)
에는 러시아, 캐나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의 오일 샌
드가 매장
●

흔히 타르 샌드, 비투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오일 샌드는 석유가 점토와
모래에 달라붙어 있는 유전을 의미하며, 액체상태인 일반 원유를 펌프로 퍼올
리는 것과 달리 오일 샌드는 기름이 모래층에 섞여 있어 복잡한 추출 과정이
필요하고 생산비가 많이 들며 일반 원유보다 70~110퍼센트 더 많은 온실가스
를 배출하고, 연료로 연소될 때에도 14~20퍼센트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
는 것은 물론, 1배럴의 타르를 얻기 위해 5~10배럴의 물이 필요해 정제ㆍ추출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존 원유보다 2.7배 많은 매장량 때문에 원유자원 고갈시 향후 석유를
대체할 자원으로 유망한 투자대상

베몰랑가 지하 300m까지 다양한 깊이에 두께 50~200m 두께로 분포돼 있는 암
보로안도 지층은 오일 샌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캐나다 자원개발기업인
D&M사의 ‘2006년 9월 베몰랑가 평가서’에 따르면 총 매장량은 166억 배럴, 가
채량은 98억 배럴에 달하며, 배럴당 70달러로 계산시 총 매장량은 1000조원 이
상, 가채 매장량은 610조원 수준으로, 한국의 일일 사용량 220만배럴을 기준으
로 총 매장량은 20년 사용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
베몰랑가 남부에 바짝 붙은 치미로로 광구에는 오일 샌드와 중질유가 함께 매장
되어 있으며, 캐나다 자원개발기업인 노르웨스트사의 2007년 평가에 따르면 추
정 매장량이 12억 배럴로, ‘중질유가 뚝뚝 떨어지는’ 모래 기둥을 볼 수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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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연가스
美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동부 연안에 약 100조 큐빅피트 규
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중국이 설립한 Madagascar Southern Petroleum Company(MSPC)는 2005년
부터 마다가스카르 내 천연가스 부존지역을 탐사하여, 2011년 마다가스카르 남
서부를 중심으로 다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확인
MSPC사는 2016년부터 마다가스카르 남서부 Mahaboboka Sakaraha 지역에
서 천연가스 시추사업을 진행, 1개 공에서만 2,900m 깊이에 200억㎥의 천연가
스를 발견하여 동 지역에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확인 후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개발사업 추진
해양조사 결과 상당량의 원유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마다가스카르 서안 모잠비
양 군도의 반환 문제가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

라. 석 탄
태국의 Asia Thai Mining Co. Ltd. 사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Toliara 주변의 Sakoa
탄광에서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Straits Resources Ltd.
역시 Sakoa 탄광의 탐사 작업을 진행중
낙후된 경제 하에서 석탄은 그동안 마다가스카르의 주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
되어 왔으며, 전력생산을 위해 매년 6,000톤 이상의 석탄이 채굴되고 있고, 이 과
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산림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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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채널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프랑스령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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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탄광이 다수 존재하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국가개발이 정체되면서 ▲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자원 부존량 및 부존
지역 확인 미비 ▲ 탐사 ▲ 채굴 ▲ 운반 등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
개발

마. 원자력
마다가스카르는 2018년 에너지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검토하며 마
다가스카르에 매장된 상당량의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
급한 바 있으나, 국토 내 전기접근율이 15%에 불과하고 불안정한 전력망으로
인하여 정전 및 전력차단이 빈번해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시설 운영이 어려운 점
을 고려할 때, 당장의 도입에는 한계 존재
●

Antsirabe, Betafo Faratsiho, Vinaninkarena, Soavinandriana Itasy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3│산업 동향
농수축산업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23.7%를 차지하나 경제활동인구의 80%
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등 전형적인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 정향
(cloves)과 바닐라의 세계 1위 수출국이자 ▲ 리치(lychee) 및 일랑일랑(ylang ylang) 에

센셜 오일(방향유)의 세계 2위 수출국이고, ▲ 코코아 및 대하(새우) 품질이 우수(프랑스
Label Rouge 인증 획득)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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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침에 따라 민영화 추진,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지정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현재 국가 전체 수출의 20% 가량이

섬유/의류 부문에서 발생

가. 농 업
(현황) 마다가스카르는 매 끼 쌀을 주식으로 하며 전 인구의 83%가 농림목축업
에 종사하는 농업 중심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인해 낙후된 전통농사
기술에만 의존하여 농업생산성이 매우 저조
●

1헥타르(ha)당 쌀 생산량 2.6톤, 옥수수 생산량 1톤, 콩 생산량 0.9t 수준으로 국
제 평균 농업생산량을 50% 이상 하회

●

농업부문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이나, 수출량은 생산의
0.87%에 불과하며, 식량을 지속 수입 중

상 농업 및 농수산식품가공업(agribusiness) 분야를 최우선순위의 하나로 삼고,
2023년까지 ▲ 쌀 자급체제 달성 및 10만 헥타르(ha) 농경지 확충을 통한 역내 식
량수출 기지로의 전환 ▲ 경제부흥특구(섬유, 농수산품가공업에 방점) 통한 산업화 추진 ▲
농업분야 종자 개선 및 농산품 가공권역(ZTA) 육성 ▲ 기계화 재배 기술 도입 ▲ 축
산업 현대화 등 구체 전략을 제시하며, 인근 농업 선진국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 중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8.8.7. 및 2018.11.16. 300톤의 개량종 볍씨
를 도입해 지방 권역에 배포하고, 토생종과의 결합 연구를 통해 생산량 증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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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행정부는▲ 2019-23년 5개년 경제부흥계획(Plan Emergence Madagasc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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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 수
(현황) 마다가스카르는 도서국임에도 불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 남부지역
등지에서의 사막화 및 만성적 식수 부족, ▲ 최근 수도권 음용수 부족 및 수질저
하 등 식수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
●

남부지역(le Grand Sud)은 식수·전기 등 중앙정부 차원의 기초 인프라시설 보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도권은 1993년 식수원 집수시설 건설, 2004년
식수보급망 건설 이후 재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최근 배관 노후화 및 오염·
부식 등 수질저하 현상 누적되어, 현재 수도권내 14개 자치단위 주민들에 대한
식수 공급능력이 일일 20만 입방미터 저하(단기 식수 필요량인 일일 30만 ㎥ 및 △장기 필요량
인 일일 65.5만 ㎥ 대비 크게 부족한 수준)

(수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도 주변에 컨테이너식 음용수용 수처리시설을
공급/지원할 주체를 물색하는 동시에, 「2019-23년 5개년 경제부흥계획(Plan
Emergence Madagascar)」상

언급된 ▲ 2023년까지 전국민에의 전기·상수도 공급, ▲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재난 대응·복원 역량 강화 등 구체 대응책을 입안 중

다. 전기·에너지
(현황) 전국 평균 전기접근율이 15%에 불과(도시 지역 평균 : 54%, 지방 평균 : 6%)하며, 정
부차원에서 5년내 전기생산량 2배 증대를 최우선 공약 사업으로 삼아,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 증산을 통해 전기접근율을 70%로 끌어올
린다는 골자의 「신 에너지 정책(nouvelle politique de l’energie)」을 수립·시행 중
●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매스/ 발전 비중 85%로 제고) 및
복합(화력 및 수력·신재생에너지원 결합/발전 비중 15%로 감축) 발전을 통해 총 7.9GWh의 전력을
추가 생산한다는 계획 수립

●

수력발전의 경우 국토 전면적 기준으로 총 7,800MW 용량의 잠재 후보지들이
이미 확인되었으나, 이들 중 2%만 현재 개발된 실정이며, 노후 수력발전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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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합발전소로의 전환 공사 수요 증가 추세
(잠재력 및 수요) ▲ 연간 일조량: 2,800시간, 연간 일사량: 2,000 KHW/m²/year
등 태양광 발전 입지조건 및 ▲ 국토 최북단/최남단 지역 8~12m/s 풍력발전 입
지조건 감안시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풍력발전단지 개발 가능
●

수력발전소 : 1.300 MW, 미화 19억 6천만 달러 규모

●

농어촌 에너지 전기화 프로그램(독립형) : 110MW, 미화 3억 6백만 달러 규모

●

상호연계형 전력망 개발 : 총연장 795km, 미화 2억 4,300억 달러 규모

●

송전선 : 2023년까지의 신규 댐·수력발전소 건설 완공도 감안시, 수도-타마타브(동부
축), 수도-피아나란추(중남부축) 송전선 건설 사업(미화 3억 9,300만 달러 규모)이 필요

라. 도 로
(현황) 국내 도로 총연장이 48,000km에 불과(이 중 7,200km만이 포장도로이며, 그 중 32%만
평균 도로포장율이 15%에 불과하며, 국토의 51%가 전

혀 도로망에 연결되지 않은 낙오지로 구분되는 등 도로 인프라 부족이 경제부진
의 큰 원인으로 작용
●

한편 광대한 국토면적과 항만·항공·운하 미발전으로 말미암아 도로가 물류·수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인적자원 이동의 90%, 물품 수송의 95%에 달하는 수준

(개발 수요) 신행정부는 ▲ 수도-타마타브(제1의항구도시)를 잇는 동부 경제개발축 도로
보강을 포함하여, ▲ 수도 동부 국도연결부 현대화(EU가 5백만유로 지원 예정) ▲ 주요 국도
확장 및 교량 등 재건(RN6, 13, 7, 9, 2A 등/ 중국이 RN1, 8, 34 등 건설 기착수) ▲ 주요 지방 연결
간선도로(RN35, 44, 22bis 등) 포장 사업을 위해 민간 투자자를 적극 물색 중이며, 매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2023년까지 매년 500km의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
●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및 인도계 기업 소수가 철도 복원 및 철도교통망 재건
분야 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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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호한 관리상태 유지 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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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다가스카르 부흥 계획(IEM)
가. 배 경
2014년 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프랑스에 정착했던 라주엘리나 전 과도정부
수반은 2018년 대선을 앞두고 2018.1월 파리에서 마다가스카르 부흥 계획(IEM :
Initiative pour l’Emergence de Madagascar)을

발표, ‘마다가스카르는 이전 정권들이 취

했던 즉흥적인 정책들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이후 2018년 대선 기간, 집권 5년 이내에 압축성장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낙후
를 만회하고 주요 쌀 수출국으로 재도약하는 마다가스카르 부흥 계획(IEM)을 대
선 핵심 공약으로 걸고, 정치적 불안 등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퇴임 후 4년 동안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와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
하였다고 발표
2019.1월 취임한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이후 해당 공약을 구체화한 5개년 발전
계획(2019-23 PEM, Plan Emergence de Madagascar) 13대 핵심 국정과제를 2019.5월
발표, 이후 각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

13대 핵심 국정과제는 ▲ 대내 치안 및 안보 ▲ 전력·식수 공급 확대 ▲ 부패척결
▲ 교육·문화 질적 제고 ▲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고급 일자리 창출 ▲ 산업화,

수입대체 및 투자 장려 ▲ 양성평등 및 청년층 역량강화▲ 식량자립 달성 ▲ 부
존자원 관리 및 활용(관광) ▲ 도시·주거 현대화 ▲ 지방 분권 및 자립 강화 ▲ 스포
츠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국가정체성 강화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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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 용
마다가스카르 부흥 계획(IEM)은 공정한 대규모 광물자원개발을 통해, 타마타브
및 마하장가 지역을 각각 마다가스카르의 마이애미 및 코트다쥐르로 변모시키
는 등 국가적 독립성, 자율성 증대와 더불어 신형 국제 재정협력 체계 구축을 통
해 마다가스카르 경제 전체 부흥을 목표로 설정
지속적으로 국제 원조의 도움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자본으로부터의 자립도를
높이고, 특히 널리 인정받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에너지 기간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장년층 주택임대 확대, 건강보험 등 취약계층보호정책을
마련하고 내국민 고용을 보호하는 등 큰 틀에서 다양한 계획과 방향을 제시
대외정책에 있어 ‘아프리카 지역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국으로서의 국가위상 제
고’ 기치를 내걸고 기존 대외원조, 기금 수혜의 확대 외에 한국 등 신흥경제국과
의 경제/무역 강화, 경제성장 경험 공유, 경제특구 형태의 대형 사업 및 인프라·
경제

관광 투자계약 체결 등을 중시하며, 적극적인 순방, 외자유치 외교를 실시 중
마다가스카르 부흥 계획(IEM) 및 마다가스카르 부흥 정책(PEM)은 단기간의 경제
성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통적 우호관계국과의 관계 및 국제 지원, 신용기
금 수혜를 유지ㆍ공고화 하는 가운데, 신흥경제국 및 역내경제 선도국(남아공, 모리셔
스 등),

역내 경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신용기관(양허성 차관)

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자주적 발전 모델을 추구
다만, ▲ 비공식 경제의 비중을 높이고 통관검수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세 개혁 ▲
공무원 수 감축 ▲ 국가투자기금 창설 ▲ 금 재원화 등을 통해 국책사업 재정을 마
련하겠다는 계획 하에, 적극적인 공공부문 투자로 인해 IMF는 2020년 마다가스
카르의 국가 재정이 7.7억 MGA(미화 21억불 상당)으로 2018년 6억 MGA 대비 28% 늘
어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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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역 관계
가. 총 교역 규모(2018, WTO)
수출 : 31억 미불
수입 : 39억 미불

나. 주요 교역대상국(2017)
주요수출입상대
수출

수입

1위

프랑스 21.78%

중국 20.73%

2위

미국 18.73%

UAE 7.61%

3위

독일 7.27%

인도 7.49%

4위

중국 6.0%

프랑스 6.3%

5위

네덜란드 4.79%

남아공 5.21%

다. 주요 수출입 품목
수출 : 바닐라, 니켈, 정향 등
수입품 : 자본재, 자동차, 석유, 쌀 등

76

6│공공 경제원조 수혜 및 외채 현황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해외 원조 및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사이트
AMP-Madagascar(www.amp-madagascar.gov.mg)를 통해 전체 공공 경제원조 수
혜 현황을 공개
수혜총액 : 58.08억 미불(2009-2019년 합계)
다자 원조 총액 : 37.98억 미불(2009-2019년 합계)
●

World Bank : 12.87억 미불

●

European Union : 6.17억 미불

●

African Development Bank : 3.83억 미불

양자 원조 총액 : 17.08억 미불(2009-2019년 합계)
미국 : 6.14억 미불

●

프랑스 : 4.41억 미불

●

독일 : 1.97억 미불

●

노르웨이 : 1억 미불

●

일본 : 1.1억 미불

●

한국 : 0.49억 미불

경제

●

외채 현황 : 29억 미불(2018년 기준)
GDP 기준 총 외채비율 : 29%(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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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요 경제지표
국내총생산(GDP) : $119억(2019년 EIU)
실질 GDP 성장률 : 5%
1인당 GDP : $458(2019년 EIU)
소비자물가상승율 : 0.4%
화폐단위: MGA(Ariary)
MGA(Ariary) / US$1=3,915AR(2020.11월 중앙은행 환율기준)
외환보유액 : 16.9억 미불 (2019년)
산업구조(2018년, GDP 기여분)
●

1차산업 : 23.7%

●

2차산업 : 16%

●

3차산업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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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타브의 바자베 시장 (Bazar Be, Tamat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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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레아르 (Tulé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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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환경
가. 자 연
아프리카 대륙 동남쪽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 국가 마다가스카르는 면적
587,041㎢(한반도의 2.7배)에 달하는 세계 제4위의 큰 섬으로, 아프리카 대륙과 분리
되어 90%의 생물이 고유종으로 구성되는 등 독특한 생태계와 자연환경 형성
1920년대 독일학자 베게너(Alfred L. Wegene)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에 따르면 2억8천
만 년 전 지구 중심의 맨틀(Mantle) 내부에서 생기는 열의 대류로 인해 대륙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이동하여 약 1억 7천만 년 전에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
었고, 그 이후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마다가스카르섬과 아라비아반도 등이 한 덩
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근거로 호주와 마다가스카르의
암석 등 지질이 유사하고 바오밥 나무 등의 희귀종 원시 동식물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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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원숭이를 비롯한 특이한 생물들의 서식지로 유명한데, 전 세계 생명종의
5%가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특히 전 세계에 8종밖에 존재하지 않
는 바오밥 나무 가운데 6종이 마다가스카르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나머지 2종은
아프리카 본토와 호주에 분포),

이 외에도 실러캔스, 지금은 서식지 파괴로 멸종한 코끼리

새(에피오르니스, 유사시대 이후로 가장 거대했던 새) 등이 서식했던 사실도 입증
전체 영토는 세로로 길쭉한 섬이며, 48kmg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전개되
는 동해안의 좁은 해안평야, 화성암으로 된 높이 650~1,400km의 중앙 고원지
대, 북부의 차라타나나 산지, 중부 대비 해발고도가 낮은 남부, 모잠비크해협을
향하여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형성되는 서해안의 넓은 평야로 구분

나. 기 후
섬의 크기가 큰 만큼, 기후도 다양해서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가 모두 나
타나며, 지역별로 기후의 차이가 상당해 섬의 남서부 지역은 사막 기후 및 온대
스텝 기후, 중부 고원지대는 아열대 및 온대기후, 북부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를
시현

이며, 동해안 일대가 가장 많아 연간 약 3,500mm에 이르고, 남부의 경우 매년
적은 강우량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우기(12월-3월)에는 주기적으로 사이클
론이 찾아와 상당한 피해 발생
바다로 둘러쌓인 도서 국가 특성상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 가능지는 5.03%, 농
경지는 1.02%에 불과하며, 기타 지형이 93.95%를 차지(2005년 기준)하고, 낮은 전
기보급율과 빈곤 심화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벌목으로 산림 황폐, 과도한
경작 등으로 인한 토양 침식, 사막화, 지표수 오염, 섬 고유 생물 종의 감소 등 환
경 문제가 심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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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강우량도 지역별 격차가 심해 북서부 2,100㎜, 서부 940㎜, 남서부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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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섬이 열대기후에 속해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인도양 남서부의 열대
성 저기압으로 인해 폭우와 홍수가 잦으며, 크게 건기(4월~10월)와 우기(11월~3월)로
나뉘고, 6월이 가장 비가 오지 않는 달로 1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며 1~2월이
가장 무덥기 때문에, 9월~10월 혹은 동절기(7~8월) 직전인 4월~6월이 여행하기
적합
수도가 있는 중부 고원지대(약 1,400m)의 1월 평균기온은 23.5℃, 7월 평균기온은
12.3℃ 정도이며, 여름철 30℃를 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상쾌해 별도의 냉방
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며, 동부 해안 지역은 연간 평균 강수량 3,500mm로 비
가 많이 내려 늘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반면, 남부 지역은 연 강수량 800mm 이
하의 사막성 기후이고 북부와 해안지역의 경우 여름철 최고 40℃까지 상승
아프리카라고 하면 무더운 날씨만 계속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계절에 따
른 기후 변화가 커 겨울인 6월~8월에는 찬바람이 불고 아침·저녁으로 5℃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걸칠 수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2│민 족
가. 인 종
마다가스카르 섬은 아프리카 대륙과 분리된 섬나라로 독특한 별개의 문화를 형
성하고 있으며, 인종 역시 대부분이 5, 6세기에 걸쳐 인도양을 건너온 것으로 추
정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후손으로, 겉으로 보기에도 아프리카 본토의 흑인계
와 차별되는 동남아시아 인의 외형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현재 다양한 계열의 인종이 살고 있는데, 흑인계, 몽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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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계 등 혼혈민족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크게 나눈다면 해안지대는 흑
인계, 내륙고원에는 몽골계, 그 밖의 아랍인 거주지역에는 백인계 인종이 거주
민족 구성은 약 18개 종족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족(메리나족, 베칠레오족)과 말레이인도네시아-아프리카 혼혈족(베츠미사라키족, 치미헤티족, 안타이사카족, 사칼라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모두 마다가스카르인(人)으로 통칭하며, 이 외에도 인도파키스
탄계 Karana, 중국계인 Sinoa, 유럽 Vazaha 등 이민족들도 정착해 다양한 기원
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중
지역적으로 동해안 일대에는 백인계에 속하는 베츠미사라카(Betsimisaraka)족, 아
랍계의 안테모로족, 흑인계인 타날라(Tanala)족(숲 속의 사람이라는 뜻)과 안타이사카
(Antaisaka)족,

안타노시(Antanosy)족이, 내륙 고원지대에는 순수한 인도네시아 계

열이라고 하는 메리나(Merina)족이, 중남부에는 베칠레오(Betsileo)족, 건조 사막성
지역인 남부에는 아프리카계인 바라(Bara)족, 마하팔라이(Mahafalay)족과 안타드로
이(Antadroy)족이, 서쪽의 해안평야에서는 사칼라족, 시하나카(Sihanaka)족과 서부
해안 지역의 어민들인 베주(Veju)족이, 북부에는 키가 큰 치미헤티(Tsimihety)족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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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 어
전체 인구 중 25%를 차지하며 상당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종족인 메리나족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며, 해안
에 거주하는 다른 부족들은 메리나족에 비하면 본토의 아프리카인과 혼혈민족
이나, 이들 역시도 인도네시아계 언어인 말라가시어 사용
마다가스카르의 주 언어인 말라가시어는 아프리카 남부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반
투어족과는 다른 동남아시아 쪽의 오스트로네시안어족의 말라가시어군에 속하는
방언(Austronesian 또는 Malayo-Polynesian)이며, 각각의 부족별로 각각 조금씩 다른 그 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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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방언을 사용하고 일부 지역의 언어에서는 반투어와 아랍어가 많이 혼용
하지만, 프랑스 식민통치를 거쳐 현재는 말라가시어와 함께 공용어로 프랑스어
가 널리 통용되며 프랑코포니에도 가입되어 있고, 현지어인 말라가시어도 예전
에는 아랍 문자를 개량한 문자를 사용했지만, 프랑스의 지배 이후 현재는 로마
자를 사용

3│사 회 (2018, UNICEF)
가. 일 반
마다가스카르는 1968년까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으나, 반복적
인 정치 불안 및 부패로 70년대 이후 장기 경제 퇴조가 지속되고 실질경제성장
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빈곤인구(하루 US 2$ 이하 소득) 비율이 70.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수도 안타나나리보가 속해 있는 수도권 지역(Analamanga)과 항구가 발달한 북부
와 동부 대비, 남부 지역(Atsimo Andrefana, Atsimo Atsinanana, Androy, Anosy)의 경우 매
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
가구별 소득 수준 1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 상위 20%, 5분위는 하위 20%에 속하
며, 낙후된 인프라와 미비한 교통망으로 국가 전체 GDP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에서 발생하며, 도농간(도시 30%, 농촌 11%), 소득 수준 간(1분위 42%, 5분위 7%), 지역간
(Bongolava 5%, Diana 30%) 소득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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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 20%, 2분위 35%, 3분위 41%, 4분위 45%, 5분위 49%

지역 간 소득 격차로 인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부 지역의 경우 아동 노동
이 빈번히 발생하고, 조혼율이 특히 높으며(Atsimo Atsinanana 59%, Atsimo Andrefana
58%), 반면 수도권의 조혼율은 비교적 낮은 편(Analamanga 18%)

전체 아동 노동(만 5세-17세)１) 비율 : 47%
●

나이별 : 5-11세 41%, 12-14세 56%, 15-17세 54%

●

성별(남 44%, 여 50%), 도농별(도시 32%, 농촌 51%), 소득수준별(1분위 21%, 5분위 57%) 격차
존재

●

노동종류별 :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32%(남 36%, 여 28%), 경제활동 30%

(남

33%, 여 26), 집안일 10%(남 8%, 여 13%)
●

주별 : 최고 Haute Matsiatra(65%), Androy(62%), 최저 Diana(28%), Sava(28%)

조혼(Child Marriage, 혼인신고 되지 않은 사실혼 포함)
●

20-49세 여성 중 만 18세 미만에 결혼한 비율(조혼율) : 37%(20-49세 남성 12%)

●

20-24세 여성 조혼율은 40%(그 중 15세 미만 결혼 : 13%)로 젊은 세대의 조혼율이 오
히려 높아진 상황

●

조혼율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편

사회· 문화

나. 교 육
출생신고율(59개월 이하) : 전국 79%
●

수도권 지역(Analamanga)이 가장 높은 97% 기록

●

남부 Atsimo Andrefana 지역이 가장 낮은 40% 기록

１) 아동 노동의 정의
- 5-11세 : 매주 1시간 이상의 경제 활동, 28시간 이상의 가사 노동,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 12-14세 : 매주 14시간 이상의 경제 활동, 28시간 이상의 가사 노동,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 15-17세 : 매주 43시간 이상의 경제 활동 또는 보상 없는 가사 노동,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87

마다가스카르 개황 │ 사회·문화

취학률(취학 연령 아동, 청소년 중 취학자 비율)
●

초등학교 76%(소득수준 1분위 97%, 5분위 53% / 도시 88%, 농촌 73%)

●

중학교 27%(소득수준 1분위 67%, 5분위 4% / 도시 48%, 농촌 21%)

●

고등학교 13%(소득수준 1분위 42%, 5분위 1% / 도시 26%, 농촌 9%)

●

수도권(Analamanga)의 취학률이 가장 높으며(초등학교 95%, 중학교 48%, 고등학교 32%),
남부의 취학률은 낮음(초등 최저 : Atsimo Andrefana 49%, 중등 최저 : Androy 8%, 고등 최저 :
Melaky 2%)

졸업율(각 기관별 졸업 예정 나이보다 3-5세 많은 나이의 아동, 청소년 중 졸업자 비율)
●

초등학교 56%(소득수준 1분위 89%, 5분위 18% / 도시 74%, 농촌 50%)

●

중학교 26%(소득수준 1분위 67%, 5분위 3% / 도시 49%, 농촌 19%)

●

고등학교 15%(소득수준 1분위 44%, 5분위 1% / 도시 31%, 농촌 10%)

●

수도권(Analamanga)의 졸업율이 가장 높으며(초등학교 82%, 중학교 48%, 고등학교 31%), 남
부의 졸업률은 낮음(초등 최저 : Atsimo Andrefana 26%, 중등 최저 : Androy 10%, 고등 최저 :
Melaky 3%)

다. 보 건
만2세-17세 대상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 13%
●

시각 : 2-4세 0.5%, 5-17세 0.7%

●

청각 : 2-4세 0.2%, 5-17세 0.6%

●

이동능력(mobility) : 2-4세 0.5%, 5-17세 1.2%

●

학습능력 : 2-4세 4.4%, 5-17세 2.9%

●

우울증 : 5-17세 3.1%

살충제 모기장 보유 가구 비율 및 5세 미만 아동 중 동 모기장에서 자는 비율 : 각
78%, 62%

88

출산율
●

여성 1명당 출산 인원 : 4.6명(최저 Analamanga 3.4명, 최고 Androy 8.1명)

●

청소년(15세-19세) 출산율 : 15.1%(15세-19세 여성 1,000명 대상 조사, 지난 3년간 출산 영아수, 최
저 Analamanga 87명, 최고 Androy 245명)

●

현재 20-24세 여성 중 18세 이전에 출산한 비율 : 36%

모유수유 및 영유아 식습관
●

6개월간 모유수유만 하는 비율 : 51%

●

만1세까지 모유수유를 하는 비율 : 91%

●

6-23개월 유아 중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식사를 하는 비율 : 21%

모자보건(15-49세 여성 중 지난2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대상 조사)
●

임신 중 검진 비율 : 1회 이상 : 87%(도시 93%, 농촌 86%), 4회 이상 : 51%(도시 66%, 농
촌 47%)

●

임신 중 혈압, 소변, 피 3가지 검사를 모두 한 비율 : 22%

●

출산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 : 46%(도시 72%, 농촌 40%)

●

보건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비율 : 39%(도시 58%, 농촌 34%) (수도권 지역(Analamanga)
이 가장 높은 68%, 남부 Atsimo Atsinanana 지역이 가장 낮은 15%
출산후 이틀 이내에 검진을 받는 비율 : 산모 72%, 신생아 78%

●

제왕절개 출산 비율 : 2%

사회· 문화

●

영유아 사망률(만5세 미만)
●

만 5세 미만 영유아 1,000명당 생후 1개월 내 사망자 21명, 생후 5년 이내 사망
자 59명

영양실조(만5세 미만)
●

만성적 영양실조(스턴팅) 비율 : 42%

●

영양의 부족뿐 아니라 불균형이 주된 원인인 만성적 영양실조는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가구에서도 만연(소득 상위 1분위의 36%)
89

마다가스카르 개황 │ 사회·문화

●

내륙 고원지대２)의 만성적 영양실조 비율이 해안지역(Atsimo Atsinanana 20%,
Melaky 26%)보다 높은 편

●

급성 영양실조 비율 : 6%

예방접종(12-23개월 유아 중)
●

기본접종(BGC, Polio 3, DTC3, 홍역)을 마친 비율 41%, 모든 필수 접종을 마친 비율
33%, 모든 필수 접종을 12개월 전에 마친 비율 17%

식수위생 및 식수 서비스３)
●

기본 서비스 41%, 제한적 서비스 2%,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36%, 서비스 없
음 21%

●

기본 서비스 내 격차 : 지역별(Analamanga 74%, Atsimo Andrefana 11%) 소득 수준별(1
분위 85%, 5분위 12%)

화장실４)
●

기본 화장실 6%, 제한적 화장실 10%, 개선되지 않은 화장실 44%, 야외배변
40%

●

기본 화장실 격차 : 지역별(Analamanga 18%, Atsimo Atsinanana 1%), 소득수준별(1분위
25%, 5분위 0%)

●

야외 배변 격차 : 도농별(도시 22%, 농촌 45%), 지역별(Analamanga 5%, Ihorombe 85%),
소득수준별(1분위 4%, 5분위 82%)

２) 높은 순서대로 Vakinankaratra 60%, Amoron’I Mania 55%, Haute Matsiatra 54%, Bongolava 52%, Analamanga
48%
３) 기본서비스 :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관리 하에 있는 수도, 우물 등)을 30분 이내에 구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 서비스 :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으나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 관리되지 않는 우물 등
서비스 없음 : 강, 호수 등에서 직접 물을 구하는 경우
４) 기본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 개선된 재래식 화장실을 한 가구가 쓰는 경우
제한적 화장실 : 위 화장실을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경우
개선되지 않은 화장실 : 재래식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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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서비스５)
●

기본 서비스 23%, 제한적 서비스 44%, 서비스 없음 32%

●

기본 위생서비스 격차 : 지역별(Diana 53%, Atsimo Atsinanana 4%), 소득수준별(1분위
51%, 5분위 3%)

다. 기타 통계
언론, 인터넷(15-49세 남녀 대상 지난 1주일 동안 언론을 접한 비율)
●

신문 : 남 9%, 여 8%

●

라디오 : 남 49%, 여 41%

●

텔레비전 : 남 23%, 여 23%

IT 장비 보유 또는 인터넷 사용 가구 비율 : 전국(지역별 최고, 최저)
라디오 49%(Analamanga 70%, Androy 15%)

●

TV 20%(Analamanga 54%, Androy 2%)

●

유선전화기 1%(Analamanga 5%, Anosy 0.1%)

●

무선전화기 52%(Analamanga 76%, Atsimo Atsinanana 24%)

●

컴퓨터 5%(Analamanga 18%, Androy 0.6%)

●

인터넷 13%(Analamanga 33%, Androy 3%)

사회· 문화

●

５) 기본 서비스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수도, 물통 등), 물과 비누가 있는 경우
제한적 서비스 : 시설은 있으나 물 또는 비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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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 화
가. 아프리카와 구분되는 독자적 문화
마다가스카르의 최초 거주인은 인도네시아인이었던 만큼, 마다가스카르의 문화
는 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건축양식이나 인도네시아
의 것과 비슷한 라피아 섬유 등에서 그 영향을 확인 가능
동남아시아의 영향으로 쌀을 주식으로 삼으며, 섬 전역에 걸쳐 경작으로 쌀, 토
란, 땅콩, 마뇩, 옥수수 등 잡곡을 생산하고, 목축으로는 주로 소를 사육하는데,
특히 특산품인 혹소(Zébu)를 많은 부족들이 방목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우유를
값진 것으로 인식하여 소를 매우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와 다르게 쌀을 주식으로 삼고 한국인처럼 쌀밥은 꼭 먹어
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말라가시어로 쌀밥은 vary이며 ‘먹다’라는 단어를 직역
하면 ‘쌀을 먹다’라는 뜻이 된다고 하며, (한국어로 ‘밥을 먹다’는 표현과 상통) 쌀이 모자라면
물을 많이 넣어 죽처럼 먹기도 한고, ‘라논암팡오(ranon'ampango)’라고 하는 숭늉
도 존재할 뿐 아니라, 밥과 함께 반찬을 먹기 때문에 보안조보리나 로마자나 등
반찬 개념이 존재하고, 여타 아프리카와 달리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등 아시아
식 식문화 보유
집은 사각형 구조로 짓는데, 벽은 진흙 토담 또는 나뭇가지, 대나무, 갈대 등으로
쌓으며, 지붕은 일반적으로 매우 가파르게 올리고, 동부 해안지대 일부와 도시
지역의 경우 집을 고층으로 지어 다른 지역의 주거형태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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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제도
가족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사
는 핵가족 단위이며 다른 하나는 몇 대의 가족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 단위로, 보
통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고 아들이 결혼하면 아내 또는 아내들을 부모 집에 데
리고 와서 함께 거주
대가족이 많으며 결혼 전까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연로자를 존중하고 결
혼을 결정할 때는 양가의 가족이 모여 상견례를 하며 사후에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믿어 무덤에 음식과 술을 놓는 등 한국과 유사한 풍습도 존재
대다수 부족은 부계씨족이 뭉쳐 마을을 형성하며 한 마을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우두머리로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그리스도교 지역과 도시에서는 전
통적인 이러한 수장제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안타드로이(Antadroy)족은 한 가
문의 재산을 자녀(아들과 딸)에게 공히 상속하는 부계와 모계의 쌍계적 요소가 존재
하기도 하지만, 일부 부족들의 경우 아직도 철저한 계급제도가 존속되고 있어
왕족이나 귀족이 존재하기도 하며, 다른 계층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

사회· 문화

다. 문화적 특징 및 유의사항
마다가스카르 사람들(“말라가시인” 이라고 함)은 아프리카인면서도 아시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바, 본토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정표현을 자제하고,
대화할 때도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로 이야기함. 아울러, 말라가시인들은 쌀이 주
식이고, 식사후 입가심으로 숭늉을 마시고,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문화도 존재
마다가스카르에는 ‘파디(Fady)’라고 하는 금기가 있는데, 가족별, 마을별, 지역별
로 다양한 파디가 존재하며, 특정 부족이나 외국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93

마다가스카르 개황 │ 사회·문화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나 장어요리를 금기시하기도 하며,
맨발로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며 이 파디를 지키지 않으면 병을 얻는다
고 믿거나 실제로 벌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현지인 마을에
초대받았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존중 필요

5│현지 풍습
가. 인사문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르는 사이라도 눈이 마주치거나, 옆을 지나가거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주쳤을 때도 인사를 하는데, 프랑스어로 ‘봉쥬(Bonjour)’, 말
라가시어로 ‘마나우나(Manao ahoana. 안타나나리보 및 수도권)’, 혹은 ‘쌀라마(Salama, 전 지역)’
라고 웃으며 인사
프랑스의 영향으로 비주(bisou)도 하는데 얼굴을 교차해 볼을 맞대며 양 볼에 번
갈아가며 두어 번 쪽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악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비
주’가 적응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인사
대부분의 경우 프랑스어를 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현지어인 말라가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욱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반응하며,

앞서 말한 인사말이나 감사하다(Misaotra, 미사우차), 매우 감사하다(Misaotra betraka, 미
사우차 베차카), 안녕히 계세요(Veloma, 벨루마) 등의 현지 표현을 사용하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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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길고 어려운 이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성과 이름은 매우 길고 어려우며, 여러 단어를 조합해
작명
영국 가디언지는 직전 대통령인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전 대통령 이
름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지도자 이름으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정식 성
명은 ‘헤리 마샬 라쿠투아리마나나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Hery Martial
Rakotoarimanana Rajaonarimampianina’로 기록

다. 장례풍습
마다가스카르에는 ‘파마디하나(Famadihana)’라는 특별한 장례풍습이 있는데, ‘죽
은 자의 귀환’이라는 뜻으로 6월에서 9월 가족들이 무덤에 모여 고인에게 안부
를 묻고 선물이나 음식 등을 가져다 놓고 축제를 즐기며, 고인을 감고 있는 ‘람브
(Lamba)’라는 천을 새 것으로 갈아주는 전통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며, 동부 베치미사가카 전통부터 서부 메나베지역 사카라바 전통까지 지역별,
부족별 다양한 방식으로 ‘파마디하나’ 전통을 유지

라. 무라무라(Moramora) : 느림과 여유의 미학
말라가시어 ‘무라무라’는 ‘천천히’라는 뜻으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대체적
으로 성급하지 않고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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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가 있지만 약속을 잡을 때는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좋고, 물건을 주문할
때도 필요한 때보다 앞서 주문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운전 시 신호등이 거의 없
고 표지판이 없는 곳도 많지만 운전자들이 대부분 미리 양보해주고 기다리는 것
이 일반적
관공서는 보통 8:00~16:00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12:00~14:00, 슈퍼마켓이
나 상점들도 대부분 18:00~19:00 경에 문을 닫고, 토요일은 오전만 영업하는 곳
이 많고, 레스토랑은 점심(12:00~14:00)과 저녁시간(19:00~21:00) 외에는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으니 미리 알아보고 예약한 후에 이용 필요

6│관 광
프랑스어로 ‘큰 섬(la Grande île)’ 혹은 ‘붉은 섬(l’île rouge)’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다
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해안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인도양의 섬나라로 넓은 국토에 걸쳐 독
특하고 다양한 자연경관, 광활하게 펼쳐진 열대 해안, 지리적 독립성으로 인한
특이 생물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

가. 비 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현재는 입국시 공항에서만
도착비자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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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투공항 도착비자６)
●

신청 장소 : 이바투(Ivato) 공항 입국장 오른쪽 VISA 카운터

●

신청서류 : 비자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면 공백 2면 이상), 왕복 항공권, 마다
가스카르 내 주소(호텔)

●

비자 수수료
▲

1-30일 비자 : 37USD 혹은 35유로 혹은 115,000 아리아리 ▲ 31-60일 비

자 : 45USD 혹은 40유로 혹은 135,000 아리아리 ▲ 61-90일 비자 : 55USD 혹
은 50유로 혹은 175,000 아리아리
●

2018.9월 기준이며 비자 정책 및 수수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
전에 주한 마다가스카르 명예영사관, 재외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주일마다가스카르대
사관에서 한국 겸임),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등 비자발급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나. 입국카드(Carte de débarquement)
다른 나라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르행 항공기 안에서도 탑승객
들에게 미리 입국카드를 나눠주는데, 일반적인 한 장짜리 카드가 아닌 여권과
거의 같은 크기의 얇은 종이 소책자로, 광고물인줄 잘못 알고 버리고 내렸다가
면의 입국자 정보 및 건강상태를 모두 기입해 제출 필요

６) 90일 이하 단기 관광(Tourism)·상용(Business) 비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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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방접종 및 병원/약국
마다가스카르는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 국가가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 폴리오,
A형 및 B형 간염, 파상풍,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광견병, 콜레라 등의 예방접종
을 권하고 있으며, 안타나나리보 등 고원지대에서는 말라리아의 위험이 적지만,
타마타브(토아마시나)나 해안 지역을 갈 경우 말라리아를 대비해 모기퇴치제, 말라
리아 약을 구비하는 것이 안전
●

단, 황열병 전염 위험국에서 입국할 경우 황열병 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
필요

라. 안전정보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자제(황색경보)이며, 현지 정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및 체류 시 외교부의 ‘국별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신변안전에 유의
필요
마다가스카르는 우기인 11월에서 4월 중 일부지역에서 매년 페스트가 발병하는
데, 2017년의 경우 예년보다 더 이른 8월부터 페스트가 발병했고, 수도 안타나
나리보와 동부 항구도시 토아마시나를 중심으로 페스트가 확산되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어, 11월~4월 페스트 발병시기에 마다가스카르 방문시 페스트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연락
필요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타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편이나, 소규모
의 강도·절도·주택침입,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빈번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특히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소매치기와 절도가 많으므로 신변 안전에 각별
히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시장 등 혼잡한 곳에서의 가방 도난, 식당에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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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택시 운전사들의 바가지요금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니 유의할 필요
사이클론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
하고 있고, 배수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아 우기(11월~3월)에 많은 지역이 침수되며
지방의 경우 특히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이 많아 2020년 1-3월 집중호우로 수도
도심에서도 큰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북동부 지역에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

마. 기타 유의사항
일몰 후에 혼자 이동하는 외국인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밤에는 가급
적 불필요한 이동은 줄이고, 택시를 탈 때 가능한 여러 명이 타는 것이 안전
개인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문을 열고 들어와 위협을 하거나 가방을 도난하거나 열
린 창문으로 핸드폰을 낚아채는 사례도 있으니 차량에 탑승하면 항상 창문을 올
리고 잠금장치를 거는 것을 습관화할 것을 권장
12시간 경비 근무 수당, 청소부의 8시간 근무 수당이 한화 2천원 미만일 만큼
서 도움을 받았을 경우 100~200아리, 호텔이나 공항에서 짐을 들어줬을 경우
500~1,000아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을 경우 1,000~2,000아리(단, 고급 식당의 경우 서
비스 차지가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팁을 줄 필요 없음),

기사와 함께 차량을 하루 동

안 렌트했을 때 식사비나 귀가 택시비 명목으로 5,000아리 정도의 팁을 준비할
필요(1,000아리=한화 약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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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현지 생활
가. 교 통
국토 면적이 넓지만 도로 상황이 열악하고 유지보수가 안 되어 깊게 패여 있는
도로가 많으며 특히 우기(11월~3월)에는 도로가 더 약해져 여기저기 난 구멍을 피
해가야 함.
안타나나리보에서 타마타브까지의 RN3, 툴레아까지 연결되는 RN7, 마하장가
까지의 RN4처럼 수도에서 주요 도시로 연결되는 국도는 그나마 포장이 되어 있
지만 지방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고 칭기 국립공원과 같은 유명 관광지라 하더
라도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야 도착할 수 있으며, 우기(12월-3월)에 비가 많이 오
면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곳도 다수 존재
안타나나리보의 경우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하고 특히 금요일과 일요일 저녁
교외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거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 다니며, 차도는 보행자, 소가 끄는
수레, 노상 주차, 노점상으로 매우 붐비고 항상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걸
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
택시(Taxi)
프랑스어 발음으로 ‘탁시’라고 부르는데, 20~30년 넘은 중고차가 대부분으로 기
본요금은 5,000아리(한화 약 2,000원)로 현지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며, 외국인에게
는 1만 아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니 탑승 전 목적지를 말하고 미리 가격을 정해
놓는 것이 좋고, 이바투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요금은 약 10만 아리이며 기사와
협의해 하루 혹은 반나절 택시를 빌리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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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시베(Taxi-be)
말라가시어로 ‘큰 택시’라는 의미의 탁시베는 20인승 미니버스로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옆문이 아닌 뒷문으로 탑승하고, 내릴 때 뒷문에 서서 문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운임을 지불. 기본요금은 400아리이고 거리에 따라 운임이 더해
지는데 짧은 거리의 경우 200아리만 내고 내리기도 하며, 안타나나리보 시내에
서 공항까지 요금은 700~1,000아리(한화 400원 미만)
탁시 브루스(Taxi-brousse)
‘brousse’는 프랑스어로 열대지방의 관목숲이나 오지를 뜻하는데, 탁시베와 외
관은 동일하지만 시외로 가는 편을 ‘탁시 브루스’라 부르며, Cotisse 라는 운송
회사에서 타마타브(Tamatave), 마장가(Majunga), 피아나란추아(Fianarantsoa), 무룬다
바(Morondava) 등 주요 도시로 일반 탁시 브루스에 비해 깨끗하고 가끔 와이파이
도 되는 고급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은 주로 Cotisse 버스를 이용
뿌스뿌스(Pousse-pousse)
영어로 Push-push인 ‘뿌스뿌스’는 언덕이 많은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데, 사람이 끌거나 자전거로 끄는 인력거/인력거자전거를 의미하며,
지방으로 갈수록 탁시베보다 뿌스뿌스가 많고, 뿌스뿌스도 없는 곳에는 소가 끄
사회· 문화

는 수레가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
렌터카
보통 현지인 운전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루 비용은 15~20만 MGA 정도로, 장
거리 이동 시 일반적으로 추가 요금 필요

나. 화폐 및 환전
마다가스카르의 화폐 단위는 아리아리(Ariary)로, 100, 200, 500, 1,000, 2,000,
5,000, 10,000 아리 등 7 종의 지폐가 있고 동전은 거의 통용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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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월 기준으로 환율은 1EUR=약 4670 아리, 1USD=3915아리, 한화 1,000
원=3,300아리로 계산시 3으로 나누면 한화로 대략 가늠 가능(공식 환율은 https://
www.banky-foibe.mg/ 참조)

대부분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형 슈퍼마켓, 호텔
등에서는 Master Card보다는 VISA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더 많고, 현금 결
제 시 큰 단위의 지폐를 냈을 때 거스름돈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크므로 작은 단
위의 지폐를 어느 정도 준비해서 다니는 것이 적절
프랑과 아리아리 : 2005년 말라가시 프랑(FMG : Franc Malagasy)에서 아리아리로
화폐가 바뀌었지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구화폐인 FMG 단위로 가격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1아리아리= 5프랑). 특히 지방의 경우 시장이나 거리에서 물건을
살 때 프랑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니 화폐 단위 확인 필요

다. 통 신
공항이나 시내에서 쉽게 충전식 SIM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텔마(Telma), 오랑
쥬(Orange), 에어텔(Airtel) 3개의 통신사가 가장 유명하고,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는 오랑쥬의 통화품질이 가장 좋지만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텔마와 에어텔이 통
화 연결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인터넷은 가정에 ADSL이나 광랜을 설치하거나 3G/4G 모뎀박스나 노트북용
USB모뎀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경우 무선 인터넷을 제
공하는 곳도 많으며, 휴대폰 3G 데이터를 사용한 인터넷도 가능하지만 속도가
빠르지는 많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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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1│기본 관계
외교관계 수립일 : 1962.6.25.
●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며 1972.7월 관계 단절

●

냉전 종식, 민주화 및 자유시장 경제도입 후 1993.5.19. 관계 정상화

공관설치 현황
●

우리나라 공관 : 상주(2017.5.4. 개설) (임상우 대사, ‘18.1.12. 부임, 손용호 대사, ‘20.11.21. 부임)

●

상대국 공관 : 상주대사 없음(주일대사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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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협정체결 현황
1972.03 무역 협정
2008.10 한-마다가스카르 EDCF 차관 협정(툴리아르주 36번국도 개보수 사업)
2017.07 한-마다가스카르 EDCF 차관 협정(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

3│주요 인사교류 현황
[ 우리나라 인사 방문 ]
노영찬 특사

1995.01

체센장관 등 각료급 사절단

1996.09

노영찬 특사

2001.11

신효헌 특사

2002.10

권인혁 특사

2016.11

최양희 특사(제16차 불어권 정상회의 개최 기념)

2019.01

장근호 정부대표(대통령취임식 참석)

2019.11

이주영 국회부의장(스카우트연맹 친선방문)

한국과의 관계

1993.03

[ 마다가스카르인사 방한 ]
1994.03

Razaﬁmahaleo 산업진흥관광장관

1994.05

Andriamanjato 체신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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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

Ranjivason 공공행정장관

2006.11

Marcel Ranjeva 외교장관

2013.11

Randria Feno 광물장관

2015.05

Paul Rabary 교육장관

2016.07

Beatrice Atallah 외교장관, Francois Rakotoarimanana 재무장관

2016.09

Raﬁdimanana Narson 국토개발부장관, Onitiana 사회여성부장관,
Rakotomamonjy 하원의장, Andrianarivo 하원부의장

2017.09

Rakotomamonjy 하원의장

2018.02

Rakotomamonjy 하원의장

2018.05

Andriambololona 재무장관

2018.09

Randrianarisoa 산업부장관

4│정무 관계
가. 외교 관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는 1962년 최초 수립되었으나, 1972년 마다가스카르가 사
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북한과 수교하면서, 1972.7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후
냉전 종식과 함께 마다가스카르가 민주화 및 자유시장 경제도입 후 1993.5.19.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정세 불
안으로 추진 중단되었던 주마다가스카르 신규 공관 개설을 재추진하여 2016.7.5.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을 개관하였으며, 2018.1.12. 상주대사 체제로 격상
2018.4월 양국 외교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 지방 문화공연행사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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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양국 외교부 공동으로 수교 25주년 기념 국경일 행사를 개최
2019.9월 마다가스카르 제1의 항구도시인 타마타브에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이 기항, 한-마다가스카르 역사상 최초로 우리 해군 함정이 방문
하여 마다가스카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해군사령관, 육군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가 참석하여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

나. 선거 지원
우리 정부는 2013년에 이어 2018-19 주재국 대선 및 총선 시 국제선거 지원단
(SACEM, Soutien au Cycle Electoral de Madagascar)의

일원으로서 2018.10월 10만불을

공여(원격지 및 낙후지 투표소 개표집계를 위한 스캔가능 스마트폰 조달 용도),

2013년과 2018년 대통령

선거 지원
▲

대선 1차 투표시 우리 중앙선관위 대선 참관단(5인) 파견 ▲ 대선 결선 투표,

2019.5월 총선, 2019.11월 지방선거시 공관 차원의 국제참관단 활동 수행

다. 문화 교류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2018.9월 ‘매력한국 알리기’ 문화행
사를 기획, 수도 안타나나리보 및 바
오밥 서식지로 유명한 무룬다바에서
K-Pop 댄스팀 이 공연을 실시
한-마다가스카르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행사 (18.09.02.)

이후 매년 국경일 계기 ‘매력한국 알리기’ 문화행사를 개최, 2019.10월에는 모리
셔스-마다가스카르-코모로로 이어지는 ‘제1회 인도양 아프리카 한국문화축제’
109

마다가스카르 개황 │한국과의 관계

를 최초 기획하여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과 사물놀이 및 전통연희극단 The 광대
팀의 공연을 개최 3개국에서 공연
‘매력한국 알리기’ 행사 일환으로 2017년 이후 매년 한국영화제도 동시 개최하
고 있으며, 2019.5월에는 ‘민주평화 통일 영화제’를 추가로 개최, 수도지역 국립
대학인 안타나나리보 대학 대강당에서 ‘국제시장’을 상영한 바 있으며, 2019.9
월 개최된 제3회 마다가스카르 한국 영화제에서는 ‘리틀 포레스트’, ‘덕구’, ‘터
널’ 등의 한국 영화가 Cinepax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상영
2019.5월 ‘민주평화 통일 영화제’와 함께 ‘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부제 : 한국의 경제발전과 마다가스카르)’를

안타나나리보 대학 대강당에서 개최, 한국에서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한 한국의 저명한 정치학계 교수진과 마다가스카르 국립대
학 안타나나리보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주요 교수 간 학술 토론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고 마다가스카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
편,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
2017.6 월 대사관은 한식쉐프 2 인
을 초청해 한국음식 설명 및 시식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8.6월에
는 현지 한식당과 연계하여 쌀을 활
용한 한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쿠킹
클래스를 개최, 2019.10월에는 현
지 유명 요리사와 요식업계 종사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
를 개최하여 김치, 비빔밥 등 대표
적인 한식 레시피를 소개하였으며,
Dream‘in TV에서 특별 방송으로 쿠
킹 클래스 실황 촬영 및 방영하는 등
현지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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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시연 및 시식 행사 개최 (19.10.01.)

2018년 이후 매년 3월 마다가스카르 내 최대 규모 연례 아시아 문화 박람회인
‘아시아 엔조이 엑스포’에 한국 홍보관 부스를 운영, 2019년에는 개막식 파트너
국 자격으로 한식 리셉션 행사 진행 및 김장 시연, 한복 체험, 한국차 시음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문화 홍보
대사관 개관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발간 ‘Corée dans le monde’불역
판을 소책자로 현지 인쇄해 다수 지
방 방문시 교과서 배포 사업으로 진
행해 오다가, 2019.10월 현지 수요
에 맞게 좀 더 쉽고 양국문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래동화.문화 교과서
발간을 추진하여 2019.12월 교육부
와 함께 양국 전래동화 각 10편, 독
도ㆍ동해, 경제발전약사 등 우리나
라에 대한 정보, 마다가스카르 교육
부 집필 자료 등을 현지어(말라가시어)로
수록한 전래동화 교과서를 발간하여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에서 개최된 교과서 기증식 (19.12.23.)

전국 각지의 학교에 배포
2019.4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
원으로 안타나나리보대학 중앙도서
한국과의 관계

관내 한국 문화.어학 정보센터로서
‘코리아코너(Tahala Koreana)’ 개관 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왔으며, 강좌의 인기에 힘
입어 신규 세종학당 신청, 2020.6월
개설이 확정되어 세종학당 개설

코리아 코너 개관식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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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월 한국문화 애호 청년층 위주로 대사관 서포터즈 활동을 펼칠 ‘친구 드
라꼬레(Tsingu de la Corée)’ 발족,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현지
에 한국문화와 한국의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알리는 활동 진행

라. 스포츠 교류
태권도 등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라주엘리나 대
통령과 신정부 요청으로 2019.6.26. 마다가스카르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행사 간
마다가스카르 군부대의 태권도 시범 실시, 전국에 TV 생중계되며 한국 전통 스
포츠인 태권도를 널리 홍보
2020.7월 ‘제1회 한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마다가스카르의
태권도 유단자들이 참가하고 인터넷으로 행사내용이 중계되며 일반 대중에게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마. 한류 현황
K-Pop과 한국 드라마 인기를 주축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특히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K-Pop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으
며 공중파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경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접하는 중
BTS의 전 세계적 성공 이후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한국 드
라마(20~30대)와 K-Pop(10대 후반–20대 초중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생적으로
조직된 K-Pop 아이돌 팬클럽 및 K-Pop 댄스 동호회 등이 활발히 활동
주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채널 Dream’in 채널의 아시아 문화 전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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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교(Aegyo)’를 통해 한식 레시피와 문화를 소개하고 K-Pop 뮤직비디오를 방영,
Dream’in 방송국 내에 K-Pop 그룹 및 한류스타의 사진과 티셔츠, 드라마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도 운영 중
Dream’in TV(Aegyo Show)와 Kolo TV(K-pop Super Show)는 매년 아시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보통 2~3일간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K-Pop, 드라마와 같은 한
국 문화와 망가, 재패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를 함께 다루며, 바둑, 캘리그래피,
한국어 기초 강의, 아시아음식(김밥, 김치, 파전, 초밥), 노래방 등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
되고, K-Pop 아이돌의 패션을 따라하거나 일본 만화 코스프레를 한 많은 젊은이
들이 행사장을 방문
Dream’in TV나 Kolo TV에서는 매년 K-Pop 경연대회를 주최하며, 소규모 동호
회에서 K-Pop 안무와 노래를 카피해 대회에 출전하거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페
이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고 여러 동호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개최되고, K-pop 팬들끼리 유행하는 플래시몹을 촬영
KBS와 외교부가 매년 공동 주최하는 K-Pop 월드 페스티벌 지역예선도 이 기간
에 진행되며, 2017년과 2019년 우승팀이 한국 창원에서 개최되는 본선에 진출하
며 그 인기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2019년 Aegyo Show 참가자는 6,000명
이상으로 집계되며 100개 이상의 동호회가 K-Pop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
2019.5월에는 KBS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경연대회인 ‘퀴
으며, 행사 전체가 Dream’in TV를 통해 녹화 중계되고 우승자 방한이 큰 관심을 모
으면서 한국 문화는 물론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젊은 층이 크게 증가
2019.12월 Dream’in TV에서 최초로 한류 전문 방송 Hallyu가 첫방영을 시작,
한식 레시피 소개, K-pop 등의 K-Culture를 주 콘텐츠로 매주 방영되며 한류 인
기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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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온 코리아’가 최초로 개최, 관람객 포함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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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 관계
가.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대 마다가스카르 무역형태는 공산품 수출 및 1차 산품 수입이 기본 구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마다가스카르 교역규모는 1억 4,652만 미불로 수출
은 경유, 자동차,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2,999만 미불, 수입은 니켈, 섬유류 등
을 중심으로 11,653만 미불을 기록
(단위 : 천불)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26,256

24,386

31,415

61,850

28,350

29,990

수입

123,132

85,585

71,540

78,230

87,370

116,530

계

149,388

109,971

102,955

140,100

115,720

146,520
출처: 한국무역협회

나. 우리 상품 진출 현황
자동차 : 현대, 기아 등 국산 자동차가 현지인 경영 대리점에 의해 위탁판매 중
휴대폰 및 가전제품 : LG, 삼성 등의 휴대폰과 가전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
며, 현지인들이 선호

다.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 : 암바토비 프로젝트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중 최대 규모 사업
(총사업비 약 87억불)이며, 지분율은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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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미토모社(지분율 47.7%) 및 캐나다 쉐릿社(지분율 12% 및 운영권)와 합작투자

●

한국컨소시엄은 2012-2027년간 암바토비 니켈 브리켓 생산량의 50%(연간 최대
3만톤(국내 수요의 25% 상당))에 대한 구매권(Off-take) 확보

2007년 착공, 2011.3.30. 플랜트 준공, 2012.9월 최초 생산, 2014년 상업 생산 달
성, 2015.9월 암바토비 니켈 브리켓의 런던금속거래소(LME) 브랜드 등록 완료 →
2019년 영업이익 발생
2017년 생산량은 니켈 21,084톤 및 코발트 3,089톤 수준(설계용량 대비 78%)
2020.10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물공사의 재무상태 및 향후전망을 고려하여
암마토비 니켈 광산 지분매각을 추진중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개요
[개황]
• 위 치 : 마다가스카르 중동부 지역
• 광 산 : 모라망가(수도 동부 약 120km)
• 플랜트 : 토아마시나(국내 제1의 항구도시)
• 사업자 : 한국컨소시엄 27.5%, 쉐릿(캐) 12%,
한국과의 관계

스미토모(일) 47.7%,
암바토비 홀딩스 12.8%
• 한국측 : 공사 22.5%, 포스코대우 4%, STX
1%
• 사업단계 : 생산단계(공사참여 2006년)
• 총사업비 : $8,732백만
- 은행단 PF차입(24%) : $2,10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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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납입(76%) : $6,632백만

[ 개발 계획 ]
• 매장량/가행기간 : 원광 190백만톤(Ni@0.85%) / 29년
• 노천채광 : 연간 광석 6,300천톤
• 광석운반 : 슬러리 파이프라인(광산 → 제련소, 약 220km)
• 제련공정 : PAL(Pressure Acid Leaching) 및 정련
• 생산규모 : 니켈 6만톤/년, 코발트 5.6천톤/년(금속기준, 설계치)
• 부대시설 : 발전소(135MW), 황산공장(5,500톤/일), 산소공장(328톤/일)
• 건설기간 : 2007. 3분기 ~ 2011. 4분기
• 인력현황 : 총 3,680명(‘18.8월말 기준)

[ 암바토비 사업 추진 경과 ]
• 1960년대 암바토비 광체 발견
• 2005.02 Dynatec(현 Sherritt, 캐나다) 사업 지분 100% 인수
• 2006.09 40년간 탐광권(Exploitation) 취득
• 2006.10 합작계약체결(쉐릿, 스미토모, 한국컨소시엄, SNC-Lavalin)
• 2007.02 LGIM１) LGIM(Lois Sur Les Grands Investissements) : 마다가스카르
대규모 광업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2.10.8일 제정 승인
• 2011.12 플랜트 건설완료
• 2012.09 운영권 허가 및 니켈 공식 생산 개시
• 2014.01 상업생산 달성(제련공정 광석처리량 설계대비 70% 도달)
• 2015.09 재무완공 달성 및 암바토비 니켈브리켓 LME(런던금속거래소) 등록
• 2019.03 ’18년 실적 발표 : 니켈 브리켓 생산 33,185톤,
코발트 생산 2,852톤(2016년 이후 최대량), 영업수익 6.49백만불

１) LGIM(Lois Sur Les Grands Investissements) : 마다가스카르 대규모 광업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2.10.8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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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협력 현황
가. 對 마다가스카르 협력방향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 다수의 KOICA 무상원조 사업 실시(후술 참고) ▲ 연수생
36명 국내 초청사업 실시(광물자원탐사, 과학수사, 초등교사 양성, 새마을 지도자 양성, 항공보안, 범죄예
방전략수립, 농촌개발 등 분야) ▲

NGO 봉사단원 등 17명 파견(태권도, 영양, 취학전 교육 등 분야) 등

개발 분야 양자 협력을 시행
●

1987-2018년간 마다가스카르 양자 지원 실적 : 총 5,002만불 지원

●

전체 수원국 중 53위(무상원조는 71위, 유상원조는 35위)
(단위 : 백만불)

연도 '87-'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원액 1.75

0.56

0.51

7.61

4.01

0.52

0.50

0.45

9.37 19.56 5.17 50.02

무상

1.75

0.56

0.51

0.74

1.11

0.43

0.50

0.45

1.07

2.63

2.13

11.89

유상

-

-

-

6.86

2.90

0.10

-

-

8.30

16.93

3.04

38.14

계

총지출기준 (자료: OECD.Stat)

2016.7월 대사관 개관 이후 KOICA 차원의 개발협력 활동이 강화되며 다양한 무
상원조 지원사업 확대
KOICA-UNICEF 교육·보건 지원을 통한 소녀들의 삶 향상 및 포용적 성장사업
(Better Life for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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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상원조(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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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7-2021년

●

사 업 액 : 615.2만불

●

주요내용 : 여성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내 보건교육
및 위생환경 개선, 소녀친호적 보건서비스 강호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이 진행되며 학교 밖 소녀들을 위해서는 보건교육 및 환
경개선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교육 등을 진행

KOICA-UNICEF 마다가스카르 지역사회 기반 식수위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Accelerating WASH development through community based approach in Madagascar)
●

사업기간 : 2019-2021년

●

사 업 액 : 300만불

●

주요내용 : 동남부 아치모 아치나나나 및 바토바비 피토비나니 지역에 주민 주
도형 통합위생사업(community-led total sanitation) 접근법을 통한 물관
리, 위생시설 설치, 위생활동 교육 및 위생보건 인력 양성 등

KOICA-WFP 남부지역 만성영양실조 개선 사업(Prevention of Stunting in Itampolo and
Fotadrevo, Southern Madagascar)
●

사업기간 : 2020-2024년

●

사 업 액 : 650만불

●

주요내용 : 24개월 미만 아동 및 산모에 대한 영양보충식 공급과 학교 영양급
식을 통해 만성영양실조 예방, 학교농장과 공동체 농장을 통해 아
동 영양식의 지역생산 및 공급을 활성화하여 아동 만성영양실조 문
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에 기여

KOICA-UNESCO 세계문화유산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the Rainforests of
Atsinanana World Heritage property, Madagasc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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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2022년

●

사 업 액 : 600만불

●

주요내용 : 화전농업, 불법개간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아차나나나 열대우림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 마다가스카르 국립공원 관리역
량강화, ▲ 조림활동,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인근
지역 주민의 소득 다양화 및 교육 등

KOICA-WHO 사하라이남 4개국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The Expanded Special
Project for Elimination of Neglected Tropical Diseases (ESPEN) : Accelerating Elimination of PCNTDs on 4 High Burden, High Vulnerability Countries)
●

사업기간 : 2019-2022년

●

사 업 액 : 500만불(아프리카 4개국 대상)

●

주요내용 :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세균, 모기 등의 해충 등으로 발생하는 소
외열대질환(뎅기열 등) 퇴치를 통해 기본적인 위생 보장 및 보건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다. 무상원조(기타 기관)
대한민국 교육부-UNESCO BEAR II 사업
●

사업기간 : 2017-2021년

●

사업액 : 1,000만불(아프리카 5개국 대상)

●

주요내용 :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육센터 연계운영을 통한 교육 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소득 증대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
회적 인식변화, 가구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화진흥원 개발도상국 정보이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마
다가스카르 국립 폴리테크닉 대학 내 정보접근센터 개소(20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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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섬유.의복.장신구) 산업을 교육분야로 선정, 민간기업 등과 직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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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스카우트연맹 사랑의 그린PC 기증(2017.11월)
2016 불어권 정상회의 의전차량 기증(2016.11월)
외교부 소규모 무상원조 태풍피해복구(2015년)(10만불)
외교부 소규모 무상원조 기후변화역량강화사업(2017.1월)(10만불)
싸이클론 피해복구를 위한 인도지원금 지원 (2017.3월)(5만불)
흑사병(페스트) 발병피해 긴급 인도지원금 지원(2017.11월)(20만불)
마다가스카르 농촌 현대화를 위한 농기구 기증사업(2018.3월)

라. 유상원조
2008년 EDCF 마다가스카르 툴리아르주 36번국도 개보수 사업 유상원조(1,400만불)
2017.7월 EDCF 마다가스카르 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 유상원조(3,000만불)

마. 기 타
연수생 초청
●

정부초청장학생(GKS), KOICA 석사학위연수, KOICA 공무원 단기연수과정, 한
국국제교류재단(KF) 분야별 유력인사 초정사업 등을 통해 매년 20명 규모를 한
국으로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지식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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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관개설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약 80~100명 가량의 한국 연수자들을

대상으로 ‘귀국연수생동창회(Namana de la Corée, 한국의 벗)’를 2019.12월 발족, 정
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연수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 발전사와 문화 및 적용 사
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친한인사 인적교류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마련
봉사단 파견
●

2019.9월-2020.1월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중기봉사단원 13인이 마다가스카
르에 최초로 파견,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아키안자, 암빠나또바나, 아이나피티
아 바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 꿈의 학교와 국립 안타나나리보 대학 내 ‘코리아
코너’에서 한국어, 태권도, 음악, 미술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북부 디에고 수아
레즈 지역의 시립 청소년 회관에서도 체육과 IT, 한국문화수업을 진행

바. 코로나19 관련 방역 협력
2019.3.20. 마다가스카르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우리 대사관 주도
로 세 차례에 걸쳐 정부ㆍ민간자금을 활용한 한국산 진단키트 및 방역장비ㆍ물
자 지원
(1차) 4.20. 코이카 지원으로 진단키트 5천회분, 채취키트 1만5천회분, 핵산추출
장비 및 진단시약, PCR 기계 1대 등 총 20만불 규모 물품을 국립 안타나나리보
대학 부설병원에 지원

한 실험실 기본장비 일체 및 핵산추출장비 추가본, 의료진용 방호복 등 지원
(3차) 6.2. 코이카 및 다수 국내 NGO 및 민간기업 지원으로 진단키트 15,600회
분, 실험실 구축장비, 방호복, 마스크, 의료서적 등 지원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우리의 민관지원을 기반으로 마다가스카르 최초 국립 감
염병 연구소 개관(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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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5.4. NGO 굿네이버스 지원으로 별도 전염병 연구 및 진단센터 건립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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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민 현황
기업 진출 현황 : 총 14개사 진출(2020.7월 기준)
구분

연번

업체명

분야

진출 년도

1

한국광물자원공사(Ambatovy)

니켈·코발트

2006

2

한전 KPS(Ambatoby)

플랜트 전력 운영

2006

3

SH Global Mada

의류제조·수출

2016

4

I Mar Mada

의류제조·수출

2013

5

호산나

건설자재 (샷시)

2017

6

칼라 뱅크

건설자재(페인트)

2018

7

Mevatia auto

자동차정비업

1998

8

KMM

자동차부품 판매

2001

9

아리랑

한식당

2000

10

서울 호텔

한식당 및 숙박업

2009

11

Club Madagascar

한식당

2013

12

사랑방

한식당

2017

13

Kim’s Star

한식당

2018

14

윤식당

한식당

2019

15

코리안푸드

한식당

2019

16

본죽

한식당

2020

광업

봉제업

건설

자동차

요식업

교민 현황 : 약 240명 거주(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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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의 마스코트 오카피(Okapi)

북한과의 관계
1. 마다가스카르의 기본정책 126
2. 북한과의 관계 127
3. 협정체결 현황 127

북한과의 관계

1│마다가스카르의 기본정책
마다가스카르는 1972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북한 등 사회주의 국
가들과 수교 및 외교 관계를 확대(1972년 한국과는 단교)하였으며, 북한은 마다가스
카르의 1988년 서울 올림픽 불참을 조건으로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궁(Palais
d'Iavoloha) 등의 건설을 지원

1976.6월과 1978.9월 라치라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바 있고, 북한도 1974년
4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제공한 이래, 1978년에는 미그17전투기 4대 등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1981.11월 이후 군사 및 미곡생산 기술 협력 요원 300명을 파견
현재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마다가스카르는 원칙적으로 비동맹 중립 외
교 노선 및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을 위해 실리외교 차
원에서 우리나라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강화 중

126

2│북한과의 관계
관계수립일: 1972.11.16.
공관설치 현황
●

북한 : 1976.8월 북한의 상주공관이 설치되었으나 2002.2월 폐쇄, 이후 남아프
리카공화국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

●

마다가스카르 : 주 일본 대사관 겸임

3│협정체결 현황
1976.6월 문화협조 협정 / 무역 협정
1984.5월 체신협조 협정

북한과의 관계

127

마다가스카르의 리머(lémur) 원숭이
민주콩고의 마스코트 오카피(Okapi)

부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30
2. 마다가스카르 정부 각료 명단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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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인사 인적사항
대통령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Andry Nirina Rajoelina
1974.5.30. / 안치라베市 출신
[1994]

공연기획·광고업 종사

[2007]

TGV(준비된 청년 말라가시)당
창당

[2007-2009] 안타나 나리보市 시장
[2009-2014] 마다가스카르 과도정부수반
[2019.1.19-현재]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 사업가로서 거둔 성공을 배경으로 2007년 말 정당 창립 및 수도 안
타나나리보市 시장직에 야당후보로서 출마·당선
• 2009-2014년 과도정부수반 재임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국가
특이사항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정책적 반면교사로 작용)
• 2019.1월 취임 이후 ▲ 압축 경제성장 ▲ 마다가스카르 위상 제고
등 정부주도의 전면적 국가개발 정책 추진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
정적으로 평가 중
• 현재 아프리카 지역 최연소 대통령

종

교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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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교
부인 Mialy Rajoelina 및 자녀 3명(2남 1녀)

총리
성

명

크리스티앙 짜이
Christian NTSA

생년월일

1961.3.27. / Diego-Suarez市 출신

학

[1986] 프랑스 파리/마르세이유
은행재정경제연구소
(CEFEB) 경영학 박사 예비과정 수료
[1985] 안타나나리보 대학 사회과학 학사

력

[1985-1992 ] 프랑스 해군 마르세유 기지 건설자문관
[1986-1992 ] 마다가스카르 북부 소재 해양 건설기업 근무
[1993-1997] 마다가스카르 석유공사(SOLIMA) 사장

경

력

[1999-2007 ]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기업 전문가 및 UNDP,
세계은행, EU 등 국제기구 자문역
[2002-2003] 마다가스카르 노동부 장관
[2008-2018 ] 국제노동기구(ILO) 인도양 지역 대표
[2018.6-현재] 마다가스카르 총리

• 非정치인 출신 노동분야 국제행정가로 2018.6월 중도내각 구
특이사항

성시 발탁된 후, 2019.1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리직에 재지
명(친 Rajoelina 성향)

구사언어

프랑스어, 영어, 말라가시어

가족관계

기혼, 자녀 2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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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성

명

생년월일

자코바 올리바 테힌드라자나리벨루
Djacoba Oliva Tehindrazanarivelo
1970년 生

[1993] 안타나나리보 대학교 법학석사
학

력

[1995] 스위스 제네바 국제고등교육원 국제법 석사
[2000] 네덜란드 Le Haye 국제법 연구소 연구과정
[2003] 스위스 제네바 국제고등교육원 국제법 박사

[2009]

경

력

프랑스 리옹 카톨릭 대학 인권연구소 초청교수

[2007-2015] 스위스 제네바 보스톤 대학 부교수
[2019-현재] 프랑스령 인도양 군도 합동위원회 법률자문

• 저명한 학자이자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특히 AU, UN 등 국제기
구 및 인권, 국제분쟁해결 관련 논문ㆍ서적 다수 출판
• 2019년부터 주재국 내 이슈화 되고 있는 프랑스령 인도양 군도
특이사항

반환을 위해 ‘19.11월 총리 주도하에 설립된 합동위원회의 마다
가스카르 측 법률자문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로, 동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라주엘리나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
로 평가

구사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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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말라가시어, 영어

상원의장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히부 라코토바우
Rivo Rakotovao
1960.5.25 / 안타나나리보市 출신
[1986]

안타나나리보대학 경제학 석사
취득

[1986-2014]

농가공품 제조기업
(SINPA/ SILAC) 대표

[2002-2014]

상업, 농축산, 환경부 자문역

[2014-2015]

인프라·국토개발 담당 국무장관

[2016-2017]

대통령실 농축산분야 담당 장관급

[2017.10-현재] 마다가스카르 상원의장

• 직전 행정부( 2014-18) 집권당이자 현 상원 절대다수당인
HVM(Hery Vaovao ho an’i Madagasikara) 당의 창당 멤버로
서 2014-2018.7월까지 당대표 역임
• 2018.9~12월간 대통령 직무대행 역임

특이사항

(Hery Rajaonarimampianina 당시 대통령 대선재출마 사유),
대선 정국하에서 중립적으로 민주·평화적 선거를 이끌었다는
평가
• 마다가스카르 국가 의전서열 3위 인사
• 2019.1 라주엘리나 대통령 취임 후 행정권한 강화 및 국정 추진
동력 장악을 위한 상원 권한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남은 임
기동안 상원을 ‘중립적인 행정부 감시·감독기구이자 국민을 위
한 입법기구’로서 각인시키겠다는 의지 보유

가족관계

부인 및 자녀 3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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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크리스틴 라자마하수
Christine Razanamahasoa
1952년生
[2009-2013]

법무부장관

[2013-현재]

하원의원

[2014.2-5월]

하원의장

[2018.6-2019.1] 국토개발부 장관
[2019.7.2-현재] 마다가스카르 하원의장

• 판사, 변호사 출신으로 Rajoelina 2009년 당시 과도정부수반
(현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으로 분류
•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및 여성 하원의장(2회)
• Ambatofinandrahana 지역구 2선 의원이며, 2019년 재선에 성
공한 뒤 만장일치(재적 151명, 투표 147명, 찬성 147명)로 하원
의장에 재당선, 국가주도 개발 지지 등 친행정부적인 행보 중
특이사항

• 2019.5.27 총선에서 151석 중 84석을 획득, 다수당 지위를 굳
힌 집권여당(IRD)의 대표의원으로서 라주엘리나 대통령 및 행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역할을 통해, 임기내 가시적
인 국가 경제 부흥을 입법부 차원에서 이끌겠다는 포부
• 국토개발부 장관 재직시 다양한 국제자금공여 주체와의 국토
개발 사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 공유
및 협력에 큰 관심

구사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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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 3명

2│마다가스카르 정부 각료 명단
[장관 명단] 						

※2020.7월 기준

• 외교부 장관 : Mr. Djacoba Oliva Tehindrazanarivelo
• 국방부 장관 : General. Léon Jean Richard Rakotonirina
• 경제·재정부 장관 : Mr. Richard Randriamandrato
• 광물·전략자원부 장관 : Mr. Fidiniavo Ravokatra
• 에너지.탄화수소부 장관 : Christian Ramarolahy
• 법무부 장관 : Mr. Johnny Richard Andriamahefarivo
• 내무·지방자치부 장관 : Mr. Tianarivelo Razafimahefa
• 공공안전부 장관 : Mr. Fanomezantsoa Rodellys Randrianarison
• 국토정비·토목사업부 장관 : Mr. Hajo Herivelona Andrianainarivelo
신도시·주택담당 국토부 차관 : Mr. Michaelangelo Zasy
• 교육·기술교육부 장관 : Mrs. Marie Michelle Sahondrarimalala
• 보건부 장관 : Mr. Hanitrala Jean Louis Rakotovao
• 농축수산부 장관 : Mr. Fanomezantsoa Lucien Ranarivelo
• 교통·관광·기후부 장관 : Mr. Joel Randriamandranto
• 고용·노동부 장관 : Ms. Gisèle Ramampy
•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 Mrs. Elia Béatrice Assoumacou
• 산업통상·전승공예부 장관 : Ms. Lantosoa Rakotomalala
• 환경·지속가능개발부 장관 : Ms. Baomiavotse Vahinala Raharinirina
• 우정통신·디지털개발부 장관 : Mr. Andriamanohisoa Ramaherijaona
• 인구·여성·사회보장부 장관 : Mrs. Bavy Angelica
• 청소년·체육부 장관 : Mr. Tinoka Roberto Michael Raharoarilala
• 홍보·문화부 장관 : Ms. Lalatiana Rakotondrazafy-Andriatongarivo
• 국방부 헌병담당 국무장관 : General. Richard Ravalomanana
• 물·위생부 장관 : Ms. Voahary Rakotovelomanantsoa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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