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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개황
Republic of Kenya

Kenya

│ 케냐 국기 │
■검정은 ‘국민’ ■빨강은 ‘자유를 위한 투쟁’
■초록은 ‘풍요로운 자연환경’

흰색은 ‘평화’를 의미

케냐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정당
‘케냐아프리카민족동맹(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의 당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앙에 겹쳐 배치한 마사이족(族) 용사의 전통적인 방패와
2개의 흰색 창은 자유수호를 상징

│ 케냐 국장 │
●

두 마리 사자는 보호를 상징

●

동아프리카 전통 방패와 교차하는 창은 자유수호 및 단결을 의미

●

방패 중앙의 수탉은 국가의 성공을 의미

●

하단은 케냐산의 형상으로 케냐의 주요 농산물인 커피, 차, 사이잘, 파인애플,
옥수수, 제충국으로 장식

●

하람베(Harambee)는 스와힐리어로 국가정신인 모두 함께(All for One)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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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전경

개관

개관

1│개관
국

명 : 케냐공화국(Republic of Kenya)

인

구 : 4,756만 명(케냐 통계청 인구조사, 2019)

면

적 : 약 58만㎢(한반도의 약 2.7배)

지

형 : 평균 해발 약 762m

기

후 : 고원 지방 및 서부는 강우 풍부, 북부는 건조, 2-3월 기온 최고, 7-8월
기온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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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나이로비１)

수
●

면 적 : 696㎢(서울 면적의 약 1.1배)

●

인 구 : 약 430만 명(케냐 통계청 인구조사, 2019)

●

평균해발고도 : 약 1,661m

●

연평균 기온 : 10-25℃
나이로비 30년 월별 기온 평균값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저기온
(℃)

11.5

11.6

13.1

14

13.2

11

10.1

10.2

10.5

12.5

13.1

12.6

최고기온
(℃)

24.5

25.6

25.6

24.1

22.6

21.5

20.6

21.4

23.7

24.7

23.1

23.4

강수량
(mm)

64.1

56.5

92.8

219

176.6

35

17.5

23.5

28.3

55.3

154.2

101

외교

1월

출처 : 케냐 기상청, 2018

족 : Kikuyu(17%), Luhya(14%), Kalenjin(13%), Luo(10%), Kamba(9.8%),
Kenya Somali(5.8%), Kisii(5.6%), Mijikenda(5.2%), Meru(4.1%) 등

외교

부

약 45개 부족２)(케냐 통계청 인구조사, 2019)

종

교 : 기독교(카톨릭 포함 약 85%), 이슬람(약 10%), 기타 종교(약 5%)

시

간 : GMT+3(한국보다 6시간 느림)

외교

어 : 스와힐리어(국가어, 공용어), 영어(공용어)

외교

언

외교

１) ‘엔카레 나이로비(Enkare Nairobi, 마사이어로 시원한 물)’라는 작은 연못에서 지명 유래 
２) 5개 부족(Kikuyu, Luhya, Kalenjin, Luo, Kamba)이 케냐 인구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성이 케냐 사
회에서 부족 및 종족 간 갈등 및 국가 통합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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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의

회 : 양원제(하원 350석, 상원 68석)

주요 인사
●

대 통 령 :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

부 통 령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

외교장관 : 레이셸 오마모(Raychelle Omamo)

국 경 일 : 12월 12일(1963.12.12. 영국으로부터 독립)
국

가 : 케냐 국가는 1963년 독립과 함께 제정

●

곡명 : “모든 만물의 주여”(Ee Mungu Nguvu Yetu)

●

가사 내용(비공식 번역)
“모든 만물의 주여, 우리의 영토와 국가를 축복하사, 우리의 정의를 방어하소서.
우리는 평화와 자유로써 통일할 수 있나이까, 우리의 경계 안에서 충만히 발견케
하소서!”

화폐단위 : 케냐 실링(Kenyan Shilling, KES)３)
GDP : 955억 달러(세계은행, 2019)
1인당 GDP : 1,816 달러(세계은행, 2019)
경제성장률４) : 약 5.4%(케냐 중앙은행, 2019)

３) 환율 : 1US$ = 106.47Ksh(케냐 통계청, 2020)
４) 코
 로나19 여파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1분기 5.2%, △2분기 –5.5%, △3분기 –1.1% 기록(케냐 중앙은행, 202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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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 약 76억 달러(케냐 중앙은행, 2021.4월 기준)
교역 규모(IMF, 2020)
●

수출 : 64억 달러(커피, 화훼, 정유제품 등)

●

수입 : 159억 달러(원유, 공산품, 식품 등)

주요 자원 : 무연탄, 형석, 소금, 석회석 등
케냐 소재 주요 국제기구
●

세계 3대 UN 지역사무소５) 중 하나인 UNON(유엔나이로비사무소)에 UNEP(유엔환경계획)
및 UN-HABITAT(유엔인간주거계획) 본부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21개 소재
외교
외교
외교
외교
외교

５) 유엔 나이로비사무소는 제네바, 빈 사무소와 함께 유엔의 3대 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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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소재 독립기념비

약사
1. 식민시대 이전 016
2. 식민시대 016
3. 독립이후 017

약사

1│식민시대 이전
1593-1698

포르투갈의 몸바사항 점령(Fort Jesus 건설)

1890

영국·독일, 동아프리카 지역 분할 합의(영국은 케냐와 우간다, 독일은 탄자니아를
식민 지배)

1895.07.

영국, 동아프리카보호령(East Africa Protectorate)을 선포하고 케냐에
대한 주도권 차지

2│식민시대
1906

유럽인만으로 구성된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 구성, 법 제정을
시작으로 식민지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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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를 초대 의장으로 하여 케냐아프리카
약사

동맹(Kenya Africa Union, KAU) 발족
1946

조모 케냐타, KAU 의장 피선

1952-1956

마우마우단(Mau-Mau)１)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무장투쟁 전개,
영국 정부 계엄령 선포 및 케냐타 구금

1961.08.

조모 케냐타, 케냐아프리카민족동맹(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 당수로 선임

1963.12.

케냐,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

3│독립이후
1964.12.

케냐공화국 선포, 조모 케냐타 초대 대통령 취임(영연방 가입)

1966.04.

자라모기 오딩가(Jaramogi Odinga) 부통령, 조모 케냐타 대통령과
대립, 케냐인민동맹(Kenya People's Union) 결성

1978.08

조모 케냐타 대통령 사망, 칼렌진(Kalenjin)족 출신 다니엘 아랍

１) 마우마우단은 케냐 최대 종족인 키쿠유 소작농 중심의 무장독립투쟁단체로 1952년부터 독립운동 전개. 영국 식민통치
당국은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가담자들을 체포해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케냐인 1~2만명이 사망한 것
으로 추산. 2013년 영국 정부는 식민당국이 케냐인을 상대로 저지른 고문과 가혹행위를 인정하며, 5,228명의 피해자들
에 대한 배상금(1,990만 파운드, 약 364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케냐 독립투쟁 기념동상’을 설치하였으며, 케냐인들
은 영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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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Daniel arap Moi) 부통령이 대통령 및 KANU 당수로 취임
1979.11.

모이 대통령, 단독 입후보로 대통령 당선(12.12. 취임)

1982.06.

KANU를 유일한 합법정당으로 하는 헌법개정안 통과

1983 및 1988

모이 대통령 재선(무투표 당선) 및 3선(무투표 당선)

1992.12.

다당제 아래 최초의 총선 실시, 모이 대통령 4선 당선 및 KANU
의회다수당 재집권

2002.12.

므와이 키바키(Mwai Kibaki)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아들인 KANU
소속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를 누르고 당선

2007.12.

키바키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나, 부정선거 시비로 전국적인 소요
사태 발생(약 1,100여명 사망, 35만 명의 피난민 발생)

2008.02.

코피 아난(Kofi Annan) 前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여야간 대연정
(Grand Coalition) 구성에 원칙적 합의

2008.04.

국민통합당 (Party

of National Unity)-오렌지민주화운동 (Orange

Democratic Movement, ODM) 간 대연정 출범

2010.08.

신헌법 국민투표, 신헌법 공포 및 제2공화국 출범

2013.03.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당선

2017.08.

대선 실시, 케냐타 대통령 재선, ODM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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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대법원, 대선 무효화 및 재선거 결정

2017.10.

대선 재선거 실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11.20.)으로 케냐타

약사

2017.09.

대통령 재선 확정
2017.11.

케냐타 대통령 취임

2018.03.

케냐타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ODM 대표 간 정치적
화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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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의회 건물들

정치
1. 헌법 022
2. 정치제도 022

정치

1│헌법
2010년 신헌법 제정(1963년 독립 이후 47년 만에 개헌)
2021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추진

2│정치 제도
가. 행정부
대통령 : 우후루 케냐타(2013년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 2017년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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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5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국가원수 겸 군통수권자로 국회해산권 보유

●

비밀 직접투표로 선출１)(대통령 입후보자는 당의 추천 필요)

●

임기 : 대통령과 동일(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 대행

정치

부통령 : 윌리엄 루토(케냐타 대통령과 함께 2013년 부통령 당선 및 2017년 재선)

내각 : 대통령, 부통령, 검찰총장(법무장관 역할 수행), 장관(Cabinet Secretaries, 의원겸직 불허)
으로 구성
●

헌법상 최소 14개, 최대 22개의 부처 설립이 가능하며, 현재 21개 부처 장관 및
1명의 내각장관으로 구성

●

대통령이 내각 임면권 보유(의회 승인 필요)

나. 주정부
조직 : 47개 주２)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주의회
(County Assembly), 공공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Board)로 구성

주지사 : 임기 5년, 2회 이상 주지사직 수임 불가
주정부 기능 : 케냐 헌법은 주정부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고

１)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47개 주(county)의 절반 이상에서 최
소 25%의 득표 필요
２) (47개주) Baringo, Bomet, Bungoma, Busia, Elgeyo-Marakwet, Embu, Garissa, Homa Bay, Isiolo, Kajiado,
Kakamega, Kericho, Kiambu, Kilifi, Kirinyaga, Kisii, Kisumu, Kitui, Kwale, Laikipia, Lamu, Machakos,
Makueni, Mandera, Marsabit, Meru, Migori, Mombasa, Murang'a, Nairobi City, Nakuru, Nandi, Narok,
Nyamira, Nyandarua, Nyeri, Samburu, Siaya, Taita Taveta, Tana River, Tharaka-Nithi, Trans Nzoia, Turkana,
Uasin Gishu, Vihiga, Wajir, West Po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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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주정부는 민주적 원칙과 별도의 권한에 기초, ▲주정부를
규율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재원 보유,
▲집행위원회 및 주의회는 2/3 이상 동일한 성별 구성 불가

케냐의 47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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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회
(1) 상원３)
정원 : 68명(당연직 의원인 의장 및 47개 주별로 직선제로 선출한 47명 외, 정당이 지명한 여성의원(비례대표)
정치

16명, 청년대표 2명, 장애인대표 2명으로 구성)

임기 : 5년
상원의장 : 케네스 루사카(Kenneth Lusaka, 2017.8.31. 선출, Jubilee Party 소속)
주요 권한
●

선출 지역(주) 이익 대변, 주 관련 법안 검토, 토론 및 승인을 통해 의회 입법 절차

●

주 예산안 편성 및 배분 감독

●

정부 기관 감독 및 대통령·부통령 탄핵 절차에서 최종 투표권 행사

(2) 하원
정원 : 350명(당연직 의원인 의장 및 지역구별로 직선제로 선출된 290명 외, 정당별로 지명한 여성대표(비례대표)
47명, 청년 및 장애인대표 12명으로 구성)

임기 : 5년
하원의장 : 저스틴 무투리(Justin Muturi, 2013.3.28. 선출, Jubilee Party 소속)
주요 권한
●

선거구민 이익 대변, 우려 사항 심의 및 해결

３) 상원은 1963년 독립헌법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1966년 폐지되었다가 2010년 신헌법에 의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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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제정

●

국가예산안 심의 및 감독

●

정부, 국가 기관 감독 및 탄핵 발의

●

전쟁 선언 및 국가비상사태 승인

라. 사법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외 치안법원, 무슬림 법원, 군사법원, 지방법원 등
으로 구성
●

대법원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및 부대법원장
포함 7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 승인을 거치며, 임기는 6년

마. 주요 정당
Jubilee Party(여당연합)
●

국민연합당(The National Alliance Party)
- 당수 : 케냐타 대통령

●

통합공화당(United Republican Party)
- 당수 : 루토 부통령

●

주빌리연합당(Jubilee Alliance Party), 케냐연합당(Alliance Party of Kenya), 대국민당
(Grand National Union) 등 총 11개 정당으로 구성

National Super Alliance(야당연합)
●

오렌지민주화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
- 당수 : 오딩가 前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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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ni National Congress
- 당수 : 무살리아 무다바디(Musalia Mudavadi) 前부통령

●

WDM(Wiper Democratic Movement)-Kenya
- 당수 : 칼론조 무시오카(Kalonzo Musyoka) 前부통령

●

정치

FORD(Forum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Kenya
- 당수 : 모세스 웨탕굴라(Moses Wetangula) 前외교장관

바. 정당별 의석분포(2020.12월 기준)

정당명

의석수
상원

하원

1

Jubilee Party

34

172

2

Orange Democratic Movement

20

73

3

Wiper Democratic Movement-Kenya

3

23

4

Amani National Congress

3

14

5

FORD-K

1

13

6

Kenya African National Union

3

10

7

기타정당

2

29

8

무소속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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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센트럴 파크의 냐요 기념비

정무
1. 정치일반 030
2. 주요정세 031

정무

1│정치일반
독립 이후 안정된 정치체제 유지
●

이데올로기, 분리주의 등 갈등요소에도 불구하고, 여타 주변국과 달리 쿠데타,
내전을 겪지 않고 정치적 안정 지속１)

부족 간 경쟁과 갈등, 되풀이되는 선거폭력
●

1991년 이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가속화되었으나 제한된 민주주의 경험으로
인해 정치에서 부족이 가장 중요한 단일요소로 부상하며 국가권력을 둘러싼
경쟁 심화

●

1992년, 1997년, 2002년 매 선거 마다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에
는 부정선거 의혹 외 광범위한 실정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대규모

１) 1982년 KANU를 유일한 합법정당으로 하는 일당제 공식 선언 등 권위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1991년 다당제 민
주주의를 채택하고, 2002년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등 점차 민주주의 회복

30

유혈사태로 확산２)
●

2010년 신헌법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정치문화를 도입하여 선거에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으나, 2017년 대선에서도 케냐타 대통령과 오딩가
야당연합 대표 간 선거무효화 결정 및 재선거 실시 등 논란과 갈등 발생

●

한편, 2018.3월 케냐타 대통령과 오딩가 대표가 전격적인 정치적 화해와 협력
을 발표함으로써 국내 정세 안정화 및 국가통합을 위한 노력 경주

전반적인 제도의 부재와 만연한 부정부패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기관의 부재, 권력의 집중, 책임성의 결여로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있으며, 높은 부패수준은 케냐의 장기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

2│주요정세
2010.8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채택,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고, 2013.3월
케냐타 대통령과 루토 부통령 당선
●

신헌법은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최초로 케냐 국민들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 권력집중 완화, 지방분권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사법부 개혁,
인권보호 강화 등 규정

２) 2007년 대선 당시 야당은 키바키 정부가 부족주의를 고착화하고 키쿠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국가를 통치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정치연합을 구축하였으나, 키바키 대통령이 오딩가 후보를 누르고 재선되었으며, 부정선거 시비로
전국적인 소요사태 발생 (약 1,100여명 사망, 35만명의 피난민 발생)
- 동 대선 폭력사태 주모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공판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되어 케냐타 대통령 등이
기소되었으나, 2014.12월 케냐타 대통령에 대한 ICC의 공소는 철회되었고, 2016.4월 루토 부통령에 대한 공소도 기각.
다만, 향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다른 형태로 기소되거나, 기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기소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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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케냐타 대통령 2기 임기 시작
●

2017년 대통령 선거(8.8.) → 대법원의 선거무효화 결정(9.1.) → 재선거 실시 및
케냐타 대통령 재선 확정(10.26.)

●

2017.11월 오딩가 야당연합 대표는 상기 대선 및 재선거를 ‘총체적인 부정선거’
라고 지칭, 일방적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공중파
에 방송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한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함

2018.3월 케냐타 대통령과 야당연합 오딩가 대표는 전격적인 정치적 화해와
협력을 발표하고 독립 이후부터 케냐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부족 간 갈등, 승자독식
정치체제 및 권력집중, 부패 등) 해결을 위한 ‘Building Bridges Initiative(Joint Communiqué of
Building Bridges to a New Kenyan Nation, 일명 BBI)’ 출범
●

2020.10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BBI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여 동 보고서
권고안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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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이로비 시의회 전경

외교
1. 외교정책 기조 036
2. 외교현안 037

외교

1│외교정책 기조
가. 친서방 비동맹 중립노선 추구
케냐는 독립 이래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였으나,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중시
●

키바키 정권 이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하며 중국, 일본 및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모색

나. 아프리카 중시 외교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아프리카 공동
입장을 대변하는 등 아프리카 중시 외교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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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개혁 등 주요 국제이슈에서 아프리카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아프리카 공동입장(‘Ezulwini Consensus’)을 지지해왔으며, 2021-2022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아프리카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
제에도 적극적 역할 수행 추진 전망

●

역내 각종 분쟁(남수단, 르완다-우간다)을 중재함으로써 정치적 입지 강화를 목표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구

●

한편, 케냐는 소말리아의 안정이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소말리
아 국가재건 및 정세 안정화를 위해 적극 개입하였으나, 소말리아와 국경분쟁,
종족 간 갈등 등 크고 작은 충돌을 겪어옴

동아프리카공동체(EAC)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을 도모해왔으며, 아프리카자유

●

▲2010년 관세 철폐, ▲2024년 단일화폐 출범 추진,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
체(SADC)-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동아프리카공동체(EAC) 3자간 FTA
추진 등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해 적극 노력

●

2021.1.1. AfCFTA 협정에 따른 교역이 공식 개시되었으며, 2021.5월 기준 아프
리카연합(AU) 회원국 55개국 중 54개국(에리트레아 제외)이 서명, 37개국 비준 완료
* 당초 2020.7.1.부터 교역 공식 개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연기

2│외교현안
가. 소말리아 안정을 위한 적극적 개입
소말리아의 정세불안은 케냐 연안의 해상물류 유통에 악영향을 미치며, 케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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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대(AfCFTA)를 주창하며 최초 비준서 기탁국이 되는 등 결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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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치안불안을 야기하여 대외투자 유치, 관광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정세안정을 위해 군경(약 3,700명)을
파병(2011.10월)하는 등 적극 개입１)

한편, 2019.2월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해양경계획정이 미정인 해역에 속한 석유
및 가스 해상광구를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회부한 것에 대해 케냐 정
부는 강경하게 대응
●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케냐 측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소말리아 측이 맞선 가운데, 2020.6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3월로 연기한 데 이어 케냐
는 공개변론 불참 선언

2020.12월 소말리아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케냐와의 단교를 선언하였으나,
2021.5월 외교관계 복원 발표
●

양국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카타르의 중재역할 언급

●

한편, 외교관계 재개 발표 직후 케냐 민간항공청이 케냐-소말리아 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관계 회복에는 진전이 더딘 상황

케냐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공격(2013-2021.2월 기준)
• 2013.9.21.	나이로비 소재 웨스트게이트(Westgate) 쇼핑몰에서 4명의 알
샤밥 대원들이 민간인 67명 살해
• 2014.6.15.	라무 음페케토니(Mpeketoni) 마을에 50여명 이상 무장대원들
이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40여명 이상 사망

１) 케냐 동부 소말리아와의 접경지역인 가리사(Garissa), 나이로비 키베라(Kibera)·이슬리(Eastleigh) 지역 등에 수십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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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6.17.		음페케토니 마을에 공격을 재실시하였으며 무장대원들은 당시
주민들 중 비무슬림 15명 살해
• 2015.4.2.		

가리사 지역 대학을 공격하여 기독교인 학생 147명 살해

• 2019.1.15.		나이로비 소재 호텔 및 사무실 복합공간을 공격하여 21명 사망,
부상자 다수 발생
• 2020.1.5.		

라무 소재 미군기지(Camp Simba) 공격으로 3명 사망

나. 미국 및 영국과 보다 강화된 우호협력 관계 유지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 체결 추진 중이며,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과도 2020.12월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서명, 2021.3월
양국 의회 동의절차 완료
●

케냐타 대통령은 2018.8월, 2020.2월 방미하여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투자 및 무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편, 2021.1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 필요
●

2021.4월 블링컨(Anthony Blinken)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화상순방을 실시하여
케냐와 FTA,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안보, 난민문제 등 논의

케냐타 대통령 집권 이래 미국과의 관계
• 케냐타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ICC 기소 등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들
과 관계가 다소 껄끄러웠으나, 지속적인 방미를 통해 우호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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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종료 대비 돌파구 마련을 위해, 202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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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8월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50개국 정상들을 초청, 회담을 개최
하였으며 당시 ICC에 기소된 상태였던 케냐타 대통령 역시 초청２)
• 2015.7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케냐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최정
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며 동 방문 계기 양국은 국방, 사법, 정책 등 제반 분야에
서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케냐에 대테러자금 등 재정지원 약속３)

다. 비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주력
기존 서방 파트너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의 협력 강화에도 주력
●

(중국) ▲케냐타 대통령, 2018.8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및 11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하여 개발 및 경제협력,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 논의, ▲
표준궤철로, 나이로비-몸바사간 고속도로 등을 비롯한 주요 인프라 건설에
중국기업 참여

●

(일본) 나이로비 도심 주요 도로(Ngong Road),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특별경제구역
(SEZ) 등 지원

●

(러시아) 케냐타 대통령은 당선 후 2013.8월 비아프리카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의 대케냐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２) 케냐는 동 회담에서 합의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효력 연장을 통해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세 수출이 가능
해졌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Power Africa Initiative’에 케냐가 포함되어 전력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재정지원을 받게 됨.
３) 케냐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미국의 제2위 원조 지원 대상국(2012-2016.4월간 총 약 35.5억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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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사법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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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 경제 특징 044
2. 경제 동향 045
3. 산업별 동향 048
4. 수출입 동향 051

경제

1│경제 특징
케냐는 ▲동아프리카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친서방 노선 및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정세와 개방적 시장경제체제, ▲천혜의 기후와 자연조건 등으로
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평가
국내적으로는 2008년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출범시켜 중진국
진입목표를 위한 노력 경주１)
●

제3차 중기 계획기간 중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산업분야로서 농축수산업,
제조업, 관광업, 무역업, 금융서비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석유 및
천연자원, 블루이코노미 등 총 8개 선정

●

‘Vision 2030’ 틀 안에서 케냐가 당면한 주요과제인 Big 4 추진 중２)

１) 제1차 중기계획(Medium Term Plan, 2008-12), 제2차 중기계획(2013-17)에 이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아프리카
아젠다 2063 이행,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3차 중기계획(2018-23)을 추진 중
２) 국정과제 Big 4 : ①제조업 성장(GDP 15% 달성) ②식량안보 ③보편적 의료 ④안정된 주거(50만호 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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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30’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 콘자 기술도시(Konza Technopolis) 개발 프로젝트 ]
• 나이로비 남동쪽 60km에 위치한 콘자(Konza)에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걸쳐
‘아프리카 실리콘밸리’ 미디어시티를 조성하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적 도시 개발
사업으로 호텔, 아파트, 공원, 비즈니스 빌딩 건설 등 총 70억불 규모
• 우리 정부는 대외협력발전기금(EDCF)을 통해 케냐 과학기술교육원(KAIST)
설립을 지원중
[ 라무항-남수단-에티오피아 수송회랑(LAPSSET) 프로젝트 ]
* 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 총 247억불 규모로 △라무항 개발(53억불), △철도 건설(81억불), △고속도로
건설(11억불), △공항 건설(6억불), △송유관 건설(37억불) 등 포함

경제

기업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 강화에 주력
●

세계은행이 실시한 ‘2020 기업환경평가’에서 56위(2017년 92위, 2018년 80위, 2019년
61위 기록)를 기록하며 투자환경 개선 중

●

한편, 제도의 불투명성, 취약한 제조업 기반, 낮은 수준의 기술력, 취약한 인프라
(불안정한 전력 상황, 낮은 전기 보급률, 도로 시설) 등이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

2│경제 동향
(GDP) 케냐 정부가 공식발표한 2019년 GDP는 965억 달러이며, 케냐의 1인당
GDP(PPP)는 1,836 달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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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국(세계은행 기준 1인당 GDP 1,036 달러 이상)에 진입했다고 자체 평가(IMF, 세계은행 등의
발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

(경제성장) 2021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세계은행은 6.9%, IMF는 6.8%,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6.2% 수준으로 각각 전망
(무역) 2019년도 수출액은 56억 달러, 수입액은 1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역수지
적자 감소(케냐 중앙은행, 2020)
●

2018년 수출액은 60.05억 달러, 수입액은 173억 달러

(물가상승률) 2017년 11%대의 상승세가 나타난 바 있으나, 2018년부터 꾸준히
4-6%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및 교통비 등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
으로 제기
최근 물가상승률 동향
기간

’20.7.

’20.8.

’20.9.

물가상승률

6.01

5.87

5.79

(단위: %)

’20.10. ’20.11. ’20.12.
5.67

5.53

5.41

’21.1.

’21.2.

’21.3.

’21.4.

5.69

5.78

5.9

5.8

출처 : 케냐 통계청, 2021.5월

(환율) 케냐실링화 환율은 2020.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0.12월
에는 달러당 111.52 실링까지 하락
●

실링화 가치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달러 사재기 증가,
▲2020.7월 국제항공편 재개 이후 수입 증가, ▲주요 수입원인 관광객 감소 및

핵심 수출 상품의 수출 감소, ▲높은 실업률 등을 원인으로 제기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17년 74억 달러→’19년
억 달러),

91

’19.5월 100억 1,200만 달러(수입대금 6.4개월분)로 최대치 기록 후 ’20.12월 79

억 5,400만 달러(수입대금 4.89개월분)로 하락하고 ’21.4월 76억 6,400만 미불(수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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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개월분)을 기록
●

파리클럽 및 중국으로부터의 부채 유예에도 불구, 2021년 하반기 중 다수의
외채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있어, 이후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

(부채) 2009년 8,760억 실링(80억 2,000만 달러 상당) 대비, 2019년 3.4조 실링(311억
2,800만 달러 상당)으로

약 4배 증가, 수출 대비 누적 대외부채는 49%에서 146%로

３)(세계은행, 2020)

증가 기록
●

'19.11월 국가부채 한도의 증액을 허용하는 공공재무관리법 개정이 승인되어
기존 6조 실링(586억 달러 상당) 상한선에서 9조 실링(872억 달러 상당)까지 증액 허용

●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5.12월 50.2% → ’19.12월 61.7% → ’20.8월 69.2%를
기록했으며, 2022년 69.9%, 2024년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대외부채는 다자(39%), 양자(30%), 상업차관(3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부채는
전체 부채의 50.1%를 차지하고 있어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미달
러화(69%), 유로화(18.1%), 중국 위안화(5.5%), 일본 엔화(4.5%), 영국 파운드화(2.6%) 등
으로 구성

발표, 향후 2년간 총 84억 4,200만 달러 상당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

▲(경제성장률) 2022년까지 GDP 성장률 5.9% 달성, ▲(재정적자) 2019/20

년 회계연도 기준 GDP의 8.3%에서 2022/23년까지 5.3%로 감소, ▲(저축률)
2019/20년 회계연도 기준 GDP의 7.6%에서 2022/23년 12.3%로 증가, ▲(투자)
2019/20년 회계연도 기준 GDP의 13.1%에서 17.1%로 증가 목표
●

또한, 기존 부채구조를 재조정하고, 국세청의 조세징수 능력 강화, 면세혜택
제한, 채권발행, 18억 1,700만 달러 상당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 계획 제시

(경제협정 체결 동향)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발효(2019.5.)
및 영국과의 경제파트너 협정(EPA) 서명(2020.12.) 및 양국 의회 동의절차 완료
３)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수입 손실로 인해 케냐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부채 수준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대외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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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전략) 케냐는 2020.11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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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코자 노력
●

다만, 케냐가 속해있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가 하나의 경제권임을 표방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양자무역협정 체결이 EAC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관망
필요

3│산업별 동향
가. 농업
케냐의 최대 수익산업이자 고용산업으로 총 고용 인구의 약 60%, 총 GDP의 약
27.8%, 외화수입의 65%를 차지
●

농업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화수익원은 차, 원예, 커피, 사탕수수, 옥수수 등

●

2018-19년의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세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0년부터 동아프리카 사막메뚜기의 창궐로 식량 공급 안정성이 저해
케냐 총 수출액 및 주요 농산품 수출 규모

(단위: 백만불)

연도

2016

2017

2018

2019

총수출

5,792

6,165

5,803

6,174

차

1,376

1,422

1,216

1,069

원예

982

1,000

886

956

커피

221

225

191

227
출처 : 케냐 통계청,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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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업
관광산업은 커피, 차(茶) 수출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외화수입원으로, 케냐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럽·중국·미국 등으로 매년 관광유치단을 파견, 적극적인
홍보 노력 전개 중
2019년 기준 약 205만명의 외국인이 케냐를 방문하였으며, 2020.10월 기준 코
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항공편 운항 중단(약 4개월간) 등이 악재로 작용, 방문 외국인
수가 약 3만 명으로 급감,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케냐 관광청, 2020)

다. 인프라 산업
케냐 정부는 ‘비전 2030’에서 경제회복의 핵심이 인프라 개선에 있음을 천명하고
국내 주요 도로 보수개선 및 재건에 집중 투자
경제

주요 인프라 건설 계획
●

(전력) 2020년부터 향후 7년간 동남부 타나 리버(Tana River) 지역에 7년간 50억
달러 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며, 동 발전소는 초기에는 1,000MW 전력
을 생산, 2035년까지 4,000MW 규모로 확대 예정４)

●

(교통) 라무항 개발(53억 달러), 철도 건설(81억 달러), 고속도로 건설(11억 달러), 공항 건설
(6억 달러),

송유관 건설(37억 달러) 등을 포함하는 총 247억 달러 규모의 라무항-

남수단-에티오피아 수송회랑(LAPSSET) 프로젝트 추진중
- 다만, 표준궤철로가 2017.6-2020.5월간 약 216억 8천만 실링(1억 9,948만 달러 상
당)의

손실을 기록하여, 건설사에 대한 상환 이행이 불투명한바, 외국 자본을

이용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

４) 2022년까지 모든 국민/사업장에 대한 전력 보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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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2020.8월 케냐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약정을 체결하고
동자금을 활용, 나이로비 외곽순환도로용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
전용차로 신설 및 나이로비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지원
●

(신도시) 나이로비 남동쪽 60km에 위치한 콘자(Konza)시에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걸쳐 ‘아프리카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의 콘자 기술도시 개발 프로젝트
를 추진 중
- 첨단기술을 도입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적 도시 개발 사업으로 호텔, 아파트,
공원, 비즈니스 빌딩 건설 등 총 70억 달러 규모
- 우리 정부는 EDCF를 통해 케냐 과학기술교육원(KAIST) 설립을 지원중이며
2021년 준공 예정

라. 제조업
케냐 정부는 Big 4 Agenda 중 하나로 제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조업의 회복 및 성장세를 기대
●

제조업 비중은 2019년 GDP의 7.5%로 전년대비 3.2% 성장하였으나, 10여년
간 전체 GDP의 10% 미만을 유지

●

케냐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자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자국 내 생산을 통해 역수출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 역부족５)

●

연간 케냐 자동차 시장에서 중고차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달하는 상황
(연간 8만 6천대 이상, 80%는 일본에서 수입)이므로,

중고차량 수입을 점차적으로 제한하여

케냐 내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모색

５) 케냐, 2020년 제조업경쟁력(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CIP) 지수에서 152개국 중 115위 차지, 이는 아프리
카 대륙 내 경쟁국인 이집트(64위), 남아공(52위)에 비해 뒤처지나, 동아프리카 지역 내 탄자니아(123위), 우간다(128위),
르완다(142위)에 비해서는 다소 앞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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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케냐의 주요 산업으로 관광 및 연계산업(숙박업 등), 도소매업, 교통,
통신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육박

바. 모바일 금융
높은 인터넷 보급률로 인해 전체 인구 4,700만명 중 2,700만명이 케냐 최대
통신사인 사파리콤의 모바일 송금 플랫폼인 엠페사(Mpesa)를 사용중이며, 일일
약 3,000만건의 거래가 발생

4│수출입 동향
경제

가. 주요 수출입 품목
주요 수출품목은 차(茶), 절화, 커피, 석유정제품, 티타늄 등
●

차는 케냐 최대 수출품목이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8년 13억 6,000만 달러
수출에서 2019년 약 11억 300만 달러로 18.9% 하락세가 나타남

●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자동차, 밀 등

나. 주요 교역 상대국
주요 수출국
●

우간다, 탄자니아 등의 동아프리카 국가와 영국, 네덜란드 등 EU 국가, 파키스탄,
UAE 등 중동 국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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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EU 수출의존도가 전통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의류수출의 증가로 대미수
출액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

주요 수입국
●

중국, 인도, 사우디, UAE, 일본, 남아공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

●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국이며 제조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소비재 및
산업용 기계류, 석유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중국이 전체 수입의
20.8%로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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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래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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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삼부루 부족 여인들

사회·문화
1. 부족·종교분포·언어 056
2. 교육 057
3. 사회·보건 057
4. 문화 058
5. 여성 059
6. 자연 및 문화유산 059
7. 언론 060

사회·문화

1│부족•종교분포•언어
케냐는 45개 부족이 존재하며, 지방 부족들은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방식으로
생활
●

Kikuyu(17%), Luhya(14%), Kalenjin(13%), Luo(10%), Kamba(9.8%), Kenya
Somali(5.8%), Kisii(5.6%), Mijikenda(5.2%), Meru(4.1%) 등 약 45개 부족

종교분포 : 기독교(카톨릭 포함 약 85%), 이슬람(약 10%), 기타 종교(약 5%)
케냐인들은 부족의 고유 언어(Kikuyu, Oluluhyia, Dholuo, Kamba, Kalenjin, Somali 등)를
모어(mother tongue)로 생각하며, 공용어인 스와힐리어 및 영어도 함께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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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
성인 문해율(literacy rate) (UNESCO, 2018) : 81.5%
취학률(2019) : 초등학교 99.6%, 중학교 71.2%, 고등교육 기관(2018) 11.7%
학제 : 2(유치원)-6(초등학교)-6(중·고등학교)-3(대학교)
교육예산(2020/21) : 46억 6,858만 달러 상당(전체 예산의 약 14% 배정)
고등교육 기관수(케냐교육부, 2018)
공립 대학교 (Public Univ.)

사립 대학교 (Private Univ.)

직업 훈련 학교

37

37

191

사회· 문화

3│사회•보건
평균 연령(CIA, 2021년 잠정) : 20세(남 19.9세, 여 20.1세)
●

연령별 분포 : 0~14세 38.71%, 15~24세 20.45%, 25~54세 33.75%, 55~64세
4.01%, 65세 이상 3.07%

기대 수명(CIA, 2021년 잠정) : 69.32세(남 67.65세, 여 70.03세)
1인당 평균 출산율(CIA, 2021년 잠정) : 3.36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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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병 : ▲수인성 질환(장티푸스, 세균성 감염 등), ▲호흡기 질환, ▲말라리아, ▲AIDS /
HIV(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3.2% 감염, 감염자 수 150만명 추정) 등
유엔개발계획(UNDP)이 2020년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１)
순위에서 케냐는 189개국 중 143위 기록

4│문화
(특성) 케냐 국민은 노래, 춤, 음악에서 재능이 뛰어나며, 비주얼이 화려하고 남녀
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한 공연을 선호
●

루오(Luo)족의 전통무용 및 음악을 일컫는 오항글라(Ohangla) 및 루야(Luhya)족의
이수쿠티(Isukuti)는 부족 및 연령을 초월하여 확산되었으며, 빠른 템포로 결혼식
을 비롯한 주요행사에 사용

●

1950년대 후반 케냐 서부 빅토리아 호수(Lake Victoria) 지역에서 발생한 벵가
(Benga)

리듬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에릭 와이나이나(Eric Wainaina) 및 수잔나

오위요(Suzanna Owiyo)가 최고 가수로 꼽히며, 레 와니카(Les Wanyika, 1978년 결성)
부터 사우티 솔(Sauti Sol, 2005년 결성)과 같은 아프로팝(Afro-pop) 밴드도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 중
●

열악한 전력 사정 등으로 TV 시청 인구가 적은 편이며, 방송매체보다는 신문 등
지면을 활용한 매체의 영향력이 큰 편, SNS 등 온라인 매체 사용도 증가 추세

(음식 문화) 주식은 옥수수이며,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개어 우리의 떡처럼 끓여
만든 우갈리(Ugali)가 가장 흔한 음식중 하나
●

빅토리아 호수 등 해안지방은 생선을 섭취하며, 영국 식민지 시기 이주해 온

１) HDI : 각국의 평균수명, 문맹률, 1인당 GDP 등을 평가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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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주민들에 의해 전수된 커리, 사모사 등 인도 음식도 인기
●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염소고기 또는 양고기를 먹으며, 구운 고기라는 뜻의
냐마초마(Nyama Choma)를 먹는 것이 유명

5│여성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경제성장,
식량 안보 등 개발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물로 작용
●

케냐 여성들은 과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교육·토지
취득·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옴

2010년 채택된 신헌법은 양성평등을 포함,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배제하고
경제성장 등에 있어 여성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

사회· 문화

6│자연 및 문화유산
(기후 및 자연유산) 북부 및 동부 해안 평원지역은 반사막 및 사막성의 사바나 초원
기후, 동부 해안지역은 고온다습한 열대해양성 기후
●

만년설로 뒤덮인 케냐산(Mount Kenya), 사파리로 유명한 마사이 마라(Masai Mara)
등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다수 보유

(문화유산) 몸바사의 포트 지저스(Fort Jesus, 예수성채) 등 총 7곳이 UNESCO 세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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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등재２)

7│언론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 고위 정치인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검열 등
정부의 언론통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실정
(주요 신문, 잡지) Daily Nation(영어), The Standard(영어), The Star(영어) 등
(방송) KBC(국영), Citizen, KTN, NTV, K24 등 약 15개 방송사
(통신사) Kenya News Agency

２) Lake Turkana National Parks(1997), Mount Kenya National Park(1997, 2013), Lamu Old Town(2001), Sacred
Mijikenda Kaya Forests(2008), Fort Jesus(2011), Kenya Lake System in the Great Rift Valley(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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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전통 나무조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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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케냐 국기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개관 064
2. 외교 관계 065
3. 최근 양국간 주요협정 체결 현황 067
4. 주요인사 교류 067
5. 경제 관계 069
6. 사회·문화 교류 073
7. 우리 재외국민 현황 075

우리나라와의 관계

1│개관
한-케냐 양국은 1964.2.7. 수교 이래 꾸준히 우호협력관계를 유지·강화
●

대사관 개설 : 주케냐대사관(1964.2월) / 주한케냐대사관(2007.7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대북규탄성명
발표(2010.5월/2010.11월), 북한 3차 핵실험 비난성명 발표(2013.2월) 등 주요 계기마다
우리나라를 지지
케냐타 대통령은 키바키 前대통령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승계하여 서구
등 전통적인 협력국 이외에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모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경험 전수 등의 협력에 특히 관심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원으로 서방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
하면서도, 동시에 실질 경제협력 증진 등을 위해 외교지평을 아시아 등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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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교 관계
가.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개설(안광호 총영사)

1964.02.07.

외교관계 수립,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1966.11.14.

임윤영 초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1.04.20.

백인환 대사(제2대) 신임장 제정

1974.05.23.

연하구 대사(제3대) 신임장 제정

1977.08.10.

정도순 대사(제4대) 신임장 제정

1981.02.20.

강석재 대사(제5대) 신임장 제정

1985.07.10.

최동진 대사(제6대) 신임장 제정

1988.06.17.

이동익 대사(제7대) 신임장 제정

1991.05.16.

라원찬 대사(제8대) 신임장 제정

1993.12.01.

권순대 대사(제9대) 신임장 제정

1996.10.08.

박명준 대사(제10대) 신임장 제정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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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4.

권종락 대사(제11대) 신임장 제정

2002.09.23.

이석조 대사(제12대) 신임장 제정

2005.12.16.

염기섭 대사(제13대) 신임장 제정

2008.07.09.

이한곤 대사(제14대) 신임장 제정

2011.05.18.

김찬우 대사(제15대) 신임장 제정

2014.05.29.

최동규 대사(제16대) 신임장 제정

2015.10.15.

권영대 대사(제17대) 신임장 제정

2018.12.07.

최영한 대사(제18대) 신임장 제정

나. 주한 케냐 대사관
2007.07.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2010.03.31.

은고비 키타우(Ngovi Kitau) 주한 케냐 대사 신임장 제정

2015.2.12.

모하메드 압디 겔로(Mohamed Abdi Gello) 주한 케냐 대사 신임장 제정

2021.2.17.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 케냐 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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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양국간 주요협정 체결 현황
무역·경제기술협정(1978.3.31. 발효)
문화협정(1980.11.21. 발효)
항공협정(1981.1.13. 발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2005.4.15. 발효)
무상원조기본협정(2014.11.18.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2017.4.3. 발효)
투자보장협정(2017.5.3. 발효)

4│주요인사 교류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케냐 방문
1982.08.

전두환 대통령

1991.01.

박준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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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김원기 국회의장

2011.06.

한승수 前국무총리

2012.07.

김황식 국무총리

2013.01.

김성환 외교장관

2013.07.

강창희 국회의장

2016.05.

박근혜 대통령

2018.07.

이낙연 국무총리

나. 방한
1990.09.

모이(Moi) 대통령

2010.11.

무시오카(Musyoka) 부통령

2012.11.

오딩가(Odinga) 총리

2014.03.

무투리(Muturi) 하원의장

2015.09.

에투로(Ethuro) 상원의장

2015.10.

오딩가 前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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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로티치(Rotich) 재무부장관(KOAFEC 참석)

2018.05.

로티치 재무부장관(AfDB 및 KOAFEC 참석)

2018.10.

주마(Juma) 외교장관

5│경제 관계
가. 교역 현황
2020년 기준 우리나라-케냐 간 교역규모는 총 2억 5,700만 달러
●

2020년도 우리나라의 대케냐수출은 2억 2,000만 달러, 수입은 3,700만 달러 기록

최근 3년간(2018-2020) 대케냐 무역수지 흑자액은 약 4억 8,000만 달러１)
●

우리측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아연, 정밀화학원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커피, 동, 광물 등
한-케냐 무역 통계

(단위 : 백만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262.9

258.0

344.5

256.5

162.3

204.9

240

151

220

수입

27.8

29.1

28.1

28.3

104.4

40.1

50

44

37

교역

290.7

287.1

372.6

284.8

266.7

245

290

195

257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21

１) 대케냐 무역흑자 : 1.9억 달러(2018)→1.07억 달러(2019)→1.83억 달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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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케냐간 교역추이) 케냐 측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케냐 측은 우리나라
와의 무역불균형 시정에 관심이 있으며, 농산물 수출 활로 모색에도 관심 다대
●

2012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의 대케냐 수출은 16% 가량 감소(2.62억 달러→2.2억
달러)하였으며, 수입은 33% 가량 증가(2,780만 달러→3,700만 달러)

나. 우리나라의 대케냐 투자 동향
1980-2020년간 우리나라의 대케냐 투자는 총 90건, 1,045만 달러 규모
우리나라의 대케냐 투자 관련 통계

(단위: 건, 개, 천불)

년도별

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투자금액

전체(1980~2020)

90

31

22,854

10,452

1980~2010

26

16

11,314

4,372

2011

6

3

1,361

1,173

2012

12

1

1,824

322

2013

14

2

3,621

2,157

2014

10

4

2,133

962

2015

5

1

1,340

640

2016

9

2

709

528

2017

6

1

478

245

2018

-

-

-

-

2019

2

1

75

53

2020

-

-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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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기업 진출 현황
2021.1월 기준 케냐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지상사 7개사(포스코대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물산, 한국종합기술２)) 등 17여개

현지 인력 고용 측면에서 SANA(가발제조, 15,000여명 고용) 등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도 가전, 휴대폰 등 시장에서 브랜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

라. 한-케냐 경제공동위 개최현황
일시/장소

수석대표

제1차

1997.4.17. 나이로비

(한) 외무부 아중동국장
(케) 외교부 차관보

제2차

2014.7.7. 나이로비

(한) 외교부 차관보
(케) 외교부 차관

제3차

2015.11.24.서울

(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케) 외교부 차관보

제4차

2017.4.3. 나이로비

(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케) 외교부 차관보

제5차

2019.5.3. 서울

(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케) 외교부 차관보

※ 설립 근거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78.3.31.발효)

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한국은 케
냐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 중

２) 진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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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케냐 국가발전전략 ‘Vision 2030’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 ▲보건, ▲식수
공급 및 위생, ▲농림수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총 지원실적(1987-2019) : 총 1억 6,191만 달러 지원
●

전체 수원국 중 29위(무상원조 23위, 유상원조 32위)
(단위 : 백만불)

연도 '87-'0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원액 55.25

3.44

9.96

9.64

5.96

4.08

5.92

9.24

11.52 22.45 24.45 161.91

무상

15.83

3.24

6.12

5.80

4.71

4.00

5.11

9.24

11.52 22.45 20.76 108.79

유상

39.42

0.20

3.84

3.83

1.25

0.08

0.82

-

-

'18

-

'19

3.68

계

53.12

총 지출기준(자료 : OECD.Stat)

KOICA 지원 실적 및 계획
●

1991-2019년간 지원 실적 : 총 6,640만 달러 지원
(단위 : 만불)

연도 '91-'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지원액 1,501

284

515

460

332

328

365

633

724

699

799

6,640

※ 2009년부터 빈곤퇴치기여금 지원사업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

EDCF 승인 현황
●

2021.6월말 대케냐 EDCF지원 현황 : 3억 6,480만 달러 승인
완료일

승인액
(백만달러)

사업단계

-

-

14.4

종결

기술훈련소 확장개선사업

2010

2014

10.7

사업완료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2018

2023

94.7

시공사 선정

사업명

‘92

기술훈련소 설립사업

‘07
‘16

교육

소 계 (3건)

72

사업기간
착수일

분야 연도

119.8

교통

‘04

도로보수용 장비 개체사업

2005

2006

25

사업완료

‘18

간선버스 5번 전용도로 건설사업

2021

2024

59

LA 체결

‘18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 (2차)

2021

2027

61

LA 체결

2021

2027

100

LA 체결

‘19

245

소 계 (4건)
합 계 (7건)

364.8

6│사회•문화 교류
가.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케냐인들은 전반적으로 60년대 초 케냐와 비슷한 경제규모였던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 정치·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
●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인식하여 왔으나
한국문화에 대한 케냐 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2013 년 케냐 최고 명문대학교인 나이로비대학교에 한국학과가 개설되고,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 추세３)
●

KK-Frontiers(한국 유학 경험자, 나이로비대학교 한국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
된 친한단체), 코이카 연수생 모임, 자생적으로 발생한 한류 동호회 등을 중심
으로 한국문화 확산

●

케냐 주요 언론(KTN 방송, Business Daily지 등)이 우리나라 관련 소개 기사를 보도하

３) 현재 나이로비대 한국학과 내 국제교류재단(KF) 객원교수 1명 파견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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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립 케냐타대학교에 세종학당을 설치, 한류 확산에 기여함에 따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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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 조성에 기여
●

한국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배급 협약을 지속 체결 중

케냐 거주 재외국민중 상당수가 자선·봉사 단체에서 활동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기대

나. 양국간 최근 문화•교육 협력동향４)
2013~2020년에 걸쳐 영화제, 국악행사, 한식행사, 한국영화제, 친한 외국인 행사
등 정례 실시
2018년도에는 대사배 태권도 대회, 한국영화제, 재외 예술인 참여 사진전 및
나이로비 국제 문화축제 계기 매력 한국 알리기 행사 등을 실시
2019년도에는 한복패션쇼, 한국영화제, K-Pop 경연대회,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초청 공연, 나이로비 국제 문화축제 계기 매력 한국 알리기 행사 등을 실시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한국주간 온라인 문화행사를 개최, 웹페
이지 상에서 온라인 영화제, 공연, 전시회, 한식, K-Pop, 태권도, 한국어 교육 및
관광 체험을 통해 케냐 국민들에게 한국을 홍보하였으며, 추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보다 많은 케냐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４) 양국은 문화협정(1980) 체결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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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 재외국민 현황
케냐 내 전체 우리 재외국민(2020년 기준 1,210여명 추정) 중 90%가 나이로비 및 제2의
도시인 몸바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주로
선교사로 활동 중
케냐는 영주권 제도가 있으나 취득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 노동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이민국의 부패와
처리지연으로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
●

영주권 신청 자격(취득 조건)은 ① 노동비자를 7년 이상 받아온 자로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일 현재까지 케냐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자 또는 ② 케냐인과
결혼하여 3년 이상 된 자일 것

출입국 관련 정보

입국 비자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입국사증 필요
• 기존에는 입국 시 3개월 체류가 가능한 관광 비자를 공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5.9.1.자로 케냐 방문비자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정착 기간을 거쳐, 2021.1.1. 부터는 모든 입국 비자를
온라인 시스템(www.evisa.go.ke)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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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1세 이상의 여행자는
증명서 필수), 말라리아(케냐 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시) 예방접종을
권하며, 그 외 설사, AIDS, 광견병, 수막구균성 수막염, 에볼라바이러스
출혈열 등을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발표
세관신고
• 전자제품(특히 촬영용 카메라 등)에 대한 검문·검색이 상당히 엄격하며,
다량의 의약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 필수
코로나19 관련 추가 요건(유동적)
• 일정기간 내 발급받은 영문 음성확인서(Trusted Travel 사이트
africacdc.org/trusted-travel 에 업로드 등 추가 절차 필요) 제시,
입국 시 자가격리 여부, 통행금지 시간 등은 지속 변동되므로 사전에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필히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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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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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
1. 외교 관계 080
2. 주요 인사 교류 081

북한과의 관계

1│외교 관계
1975.5. 뉴욕에서 북한-케냐 간 수교합의 공동성명 발표
●

단, 수교합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외교 관계는 전무

●

케냐는 북한의 상주공관 개설을 불허하고 북한 공식대표단의 접수도 거부

2008.9. 북한-케냐 외교 관계 수립
●

2008.9.26 뉴욕에서 웨탕굴라(Wetangula) 외교장관이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
과 외교 관계 수립 커뮤니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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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인사 교류
가. 케냐 방문
2005

림경만 무역상

2009

박현재 주우간다 대사

2015.02.

신홍철 외무성 부상

2015.12.

명경철 주우간다 대사

2016.05.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2019.09.

정동학 주우간다 대사

나. 북한 방문
1968

집권당 KANU 친선문화 대표단 방북

1991.10.

Kenya National Assurance사 임원(E.G. Bunyashi), 보험채권문제
협의차 방북
상기 보험회사 임원 재방북

북한과의 관계

1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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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마사이 마라 국립 보호구역
민주콩고의 마스코트 오카피(Okapi)

부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084
2. 케냐 정부 각료 명단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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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인사 인적사항
대통령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우후루 케냐타 (Uhuru Kenyatta)
1961.10.26. / 키쿠유(Kikuyu)족 출신
미국 Amherst College 경제학·정치학 학사
[ 2002.12 ] KANU 대선후보(Kibaki 대통령 당선)
[ 2003.01.-2013.01. ] 국회의원(지역구 Gatundu South)
[ 2008.01.-2008.04. ] 지방자치부 장관

경

력

[ 2008.04.-2009.01. ] 무역통상부 장관
[ 2008.04.-2013.04. ] 부총리
[ 2009.01.-2012.01. ] 재무부 장관
[ 2013.03. ] 대통령 당선(4.9. 취임)
[ 2017.10. ] 대통령 재선(11.26. 취임)
• 케냐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의 아들

특이사항

※ Uhuru는 스와힐리어로 자유(freedom)를 의미

• 2007년 대선 이후 선거결과를 놓고 발생한 유혈사태를 배후·
주도한 혐의로 ICC에 기소(2014.12. ICC 공소 철회)

가족관계

방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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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마가렛 완지루 가쿠오(Margaret Wanjiru Gakuo, 1989년 결혼)
2남 1녀(자바(Jaba), 조모(Jomo), 은지나(Ngina))
없음

부통령
성

명

윌리엄 루토 (William Ruto)

생년월일

1966.12.21. / 칼렌진(Kalenjin)족 출신

학

나이로비대 식물생태학(Plant Ecology) 박사

력

[ 1992-2007 ] KANU 합류
[ 1997-2013 ] 국회의원(지역구 Eldoret North)
[ 2002.8.-2002.12. ] 내무부 장관
경

력

[ 2005-2007 ] KANU 사무총장
[ 2008-2010 ] 농림부 장관
[ 2010-2011 ] 고등교육부 장관
[ 2013 ] 부통령 당선(4.9. 취임)
[ 2017 ] 부통령 재선(11.28. 연임)

• 2007 년 대선 이후 선거결과를 놓고 발생한 유혈사태를
특이사항

배후ㆍ주도한 혐의로 ICC에 기소(2016.4월 ICC 공소기각)
• 케냐 농업기계화 사업 관련, 우리 측과 협력 희망

가족관계

방한기록

부인 레이첼 체벳(Rachel Chebet, 1991년 결혼)
2남 4녀
없음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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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레이셸 오마모 (Raychelle Omamo)
1962.7.6. / 루오(Luo)족 출신
영국 켄트대 법학사
케냐법학전문대(Kenya School of Law)

[ 2003-2009 ] 주프랑스 대사(스페인, 포르투갈, 교황청, 세르비아,
경

력

유네스코 겸임)
[ 2013-2020 ] 국방부 장관
[ 2020-현재 ] 외교부 장관

특이사항

가족관계

방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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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고등법원 변호사로 근무, 2002년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부친 윌리엄 오동고 오마모(William Odongo Omamo),
농업부 장관(1984-1987) 및 국회의원 등 역임
없음

2│케냐 정부 각료 명단
[			
내각명단 ]

※2021.4월 기준

직책

성별

성명

체육문화유산부 장관

여

Amina Mohamed

지방분권 및 건조및반건조지역(ASALS)부 장관

남

Eugene Wamalwa

교통인프라주택도시개발및공공사업부 장관

남

James Macharia

정보통신기술, 혁신, 청년부 장관

남

Joe Mucheru

수자원위생관개부 장관

여

Sicily Kanini Kariuki

내무 및 중앙정부조율부 장관

남

Fred Matiang'i

국방부 장관

여

Monica Juma

동아프리카공동체부 장관

남

Adan Mohamed

토지계획부 장관

여

Farida Karoney

석유광물부 장관

남

John Munyes

에너지부 장관

남

Charles Keter

농업축산수산및관개부 장관

남

Peter Munya

관광및야생생물부 장관

남

Najib Balala

공공서비스 및 양성평등부 장관

여

Margaret Kobia

재정기획부 장관

남

Ukur Yatani

외교부 장관

여

Raychelle Omamo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남

Simon Chelugui

보건부 장관

남

Mutahi Kagwe

환경산림부 장관

남

Keriako Tobiko

교육부 장관

남

George Magoha

산업무역기업개발부 장관

여

Betty Maina

내각 장관

남

Raphael Tuju

검찰총장

남

Paul Kihara Kariuki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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