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50일간 교전 끝에 휴전함. 2012년 유엔 총회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승격됨. 2015년 4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
입함.

아프리카 Africa

정치
2004년 아라파트 사망 이후 마무드 아바스가 선거를 통해
국가수반 직을 승계함. 2006년 총선에서 강경파 하마스가 압
승한 이후 내부 갈등이 지속됨. 2007년 6월 공동내각 해산을
계기로 자치정부는 서안지구, 하마스는 가자지구 각각 통제
함. 이스라엘은 2007년 하마스가 집권한 가자지구를 봉쇄함.
2009년 5월 살람 파야드 총리가 이끄는 새 팔레스타인 내각이
출범함. 2011년 4월 하마스와 자치정부가 과도 단일정부 구성
에 합의했으나 실질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음. 2017년 이후 아
바스 수반의 건강 악화설이 퍼짐.

외교
사실상 외교 기능은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와 PLO대
표부가 담당함.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PLO에 옵서버 자격을 부
여하고 아랍연맹 등 국제기구들도 PLO를 팔레스타인인의 유
일한 정통대표로 인정함. 아바스 수반은 2015년 8월 PLO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수반 직만 유지 중임.
현재 자치지구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영사관
이 주재함. 유럽의회도 1997년 4월 팔레스타인 정부와의 임시
무역협조협정 승인, 사실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국제적 지
위를 부여함. 자치정부는 2014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
리)에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됨.

면 적	3천30만㎢
인 구	12억5천600만 명(2017년)
주 민	북아프리카는 코카서스 인종(백색 인종)이 지배적이고 사
하라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의 수단계,
나일강 상류의 나일계,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 사이의 남북
반투계 인종 등으로 구분. 남부는 코이족, 산족(부시먼족),
호텐토트족이, 남아공에는 아프리카너(네덜란드계 백인)
등이 흑인과 공존.

언 어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탓에 영어와 프랑스어, 포르투갈
어, 독일어 등을 공용어로 채택한 나라가 다수. 이외에 스
와힐리어, 아프리칸스어 등 여러 토착 언어도 사용.

개관

군사
국방 기능 없음. 내부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함. 팔
레스타인민족행정국은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자치지구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 조직으로 팔레스타인민족보안군(PNSF)을
창설함. PNSF 규모는 5만6천 명(IISS 2010년). 경찰은 소화기와
최대 45대의 장갑차 보유만을 허용함.

경제 · 사회 · 문화
2000년 2차 인티파다(민중봉기) 이후 이스라엘의 봉쇄로 붕
괴 위기에 처했던 자치정부가 2004년 국제사회의 11억 달러 원
조로 이를 모면함. 2007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이후 장
기간 고립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음. 지역 경제 80%
가 국제사회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필품 대부분을 이집트
에서 밀반입으로 해결함.
2014년 7∼8월 50일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
로 팔레스타인인 2천 명 이상이 사망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8월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해
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봉쇄 해제’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
어 합의점을 못 찾음. 2015년 10월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
라엘군 충돌로 긴장이 고조됨. 10~11월 초순에만 이스라엘 총
격에 팔레스타인인 76명이 사망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
년 12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면서 이-팔
갈등은 다시 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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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현황

약사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으로 사하라사막 이북
지중해 연안의 아랍 7개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와 그 외
지역인 블랙 아프리카로 구성. 북아프리카와 블랙 아프리카는
인종뿐 아니라 기후, 문화 등이 서로 크게 다르며 북부의 사하
라, 리비아사막과 남부의 칼라하리사막 등 사막지대가 전체 면
적의 절반을 차지.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19세기
중엽부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며 1차 세계대
전 후 싹트기 시작한 민족주의운동이 2차 대전 후 급속히 확산
하면서 1951년 리비아를 필두로 2011년 남수단까지 분리 또는
독립함. 아프리카에는 중동권으로 분류되는 이집트를 제외하
면 현재 총 54개국이 존재.

최근 동향
<개 요> 아프리카는 저개발과 질병, 빈곤, 고질적 부패로 대
부분 국가가 개발도상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 20세기 초반
강대국의 식민지 확보경쟁에 희생됐으며 냉전시대에는 미국
과 소련의 개입으로 끊임없는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탈냉
전시대에는 강대국의 무관심 속에 내전이 장기화함.
한편에서는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 아프리카연

합(AU)이 공식 출범하는 등 경제개발과 민주화 시도가 지속되
고 개혁을 원하는 민중의 열망도 고조됨.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중봉기는 북아프리카를 넘어 중동까지 확산돼 수십
년 장기 독재자들이 도미노 퇴진하는 ‘아랍의 봄’이 열림. 2011
년 1월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하고 7월 193번
째 주권국으로 탄생함.
<정치 불안·분쟁 지속> 1·2차 대전 이후 여러 나라가 잇
따라 독립했으나 근대적 민주정치 경험 부재, 서구 열강에 의
한 일방적 국경 획정과 분열 정책 등으로 종족·종교 갈등이
심화. 이는 각국에서 내전으로 비화해 수십만 명이 학살되는
비극이 반복됨.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허약한 편임.
2011년 7월 독립한 남수단은 2013년 12월 중순 살바 키르
대통령이 마차르를 쿠데타 모의 혐의로 비난하며 양 세력
간 무력충돌이 발생. 이후 국제사회의 중재로 수차례 평화협
정을 맺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은 지
속됨.
2017년에도 남수단,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곳곳에
서 반정부 무장 세력과 유혈 충돌이 벌어져 큰 피해 발생.
2017년 케냐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두 차례 대선 실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 대표가 불복
해 별도로 취임식을 하는 등 진통을 겪음.
54개 국가 중 1990년대 이후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
에 성공한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 나머지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세력이나 정권 장악 후 장기 독재체제를 구축한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을 도화
선으로 아프리카 나머지 지역에서도 독재와 부정부패에 반대
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잇따름. 튀니지와 리비아에서 장기 독재
정권이 퇴진하고 제헌의회와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정치체제가 수립되기 시작함.
2017년 앙골라는 선거를 통해 39년 만에 대통령 교체, 라이
베리아도 73년 만에 첫 민주적 정권교체로 전 축구선수 조지
웨아가 당선되는 등 변화 움직임. 짐바브웨에선 37년간 장기
집권하던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이 사임하고 에머슨 음난가
그와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가열> 파키스탄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이슬람권에서 원리주의 무장단체의 테러가 가
열되는 양상임. 이들 무장단체는 그간 정부군 상대의 반군 형
태로 활동하면서 국지적 내전을 이어왔지만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벌이는 방향으로 전환했음.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는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아 아프리카 무장단체의 활동이
더욱 대담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대표적인 예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임. 보코하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방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으로, 서구식 교육을
부정하고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2014년 4월 여학
생 276명을 납치해 전 세계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음.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16년 말 보코하람
을 거의 소탕했다고 밝혔지만, 2017년에도 보코하람의 소행으

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와 무차별 총격, 여성 납치 등이 수차례
발생해 무수한 인명 피해가 이어짐.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샤
바브’는 서방이 IS 격퇴에 역량을 쏟고 있는 사이 소말리아 남
부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 미국이 소말리아에 대한 개입을 강
화하면서 알샤바브의 테러가 확대됐다는 분석도 있음.
2017년 10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곳곳에서 차량폭탄
공격을 일으켜 300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음. 소말리아 대통
령은 알샤바브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으며, 미군은 알샤바브
장악 지역을 공습함.
정정 불안과 테러, 기아 위기 속에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과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거쳐 가는 길목
인 리비아에서 노예로 거래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
도 함.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세네갈, 감비아 등
서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은 보통 200~500달러에 매매되고 두
세 달 일하다 노예시장에서 다시 매매됨. 가족을 협박해 몸값
을 요구하기도 함. 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 난민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함.
<신·구 열강의 구애와 중산층의 부상> 광물자원과 에너지
의 보고라는 점에서 ‘지구의 마지막 남은 미래 시장’으로 거론
됨. 이에 따라 미국·유럽과 브릭스(BRICS)로 대변되는 신흥
경제대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치열한 구애 경쟁 중.
중국은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통해 아
프리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2020년 이전까지
아프리카 각국에 60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수출신용 등을 제
공키로 약속함. 또 수에즈 운하 관문에 있는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 중이며, 세네갈과 가나, 가봉, 튀니지 등지에
도 항구와 공항, 다리 등 건설에 투자함.
중국과 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양측 협력포럼 장관급 회의가
시작된 2000년 100억 달러에서 2014년 2천200억 달러로 22배
급증. 세계은행보다 많은 차관을 아프리카에 이미 제공.
중국에 맞서 인도와 일본도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인프라 구
축에 협력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함. 인도는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 강화 모색. 일본은 아프
리카에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고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로 함. 해적소탕을 위해 지부티에 이미 구축한 군사기지를 확
대한다는 계획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2월 옛 식민지로
전쟁까지 치렀던 알제리를 방문, 관계 개선을 모색함. 프랑스
는 알제리에서 중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밀려 시장을 잠식
당하면서 위기의식이 확대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동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을
2018년 5.9%, 2019년 6.1%로 전망.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도 현
재 80만 명 수준인 케냐 중산층이 매년 10~12%씩 성장해
2030년 2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 등을 중심으로 신흥 중산
층인 ‘블랙 다이아몬드’가 급부상함. 도시화, 구매력 증가 등과
맞물려 중산층을 겨냥한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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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크고 작은 내전·분쟁과 전염병, 기근 등 인명을 위
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함. 2011년
에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 26만여
명이 사망함.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은
전체 인구 중 절반가량이 영양결핍 상태임.
권력 엘리트층에 만연한 부패와 족벌주의도 발전의 걸림돌
로 지목됨. 자원 배분의 불평등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여러 나라에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됨. 동성애자 박해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도 국제
사회의 우려 대상임.
<테러, 식량 위기에 난민 증가>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
면 남수단과 예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서 2천만 명 이상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음. 유니세프는 이들
4개국에서 어린이 14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생명을 위협
받고 있다고 분석.
난민을 돕기 위한 기금은 늘었지만, 급속도로 증가한 난민
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일부 난민에게는 제대로
음식이 제공되지 못함. 아프리카 난민의 식량부족 사태는 ‘아
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이라고 불리는 북동부 지역이 특
히 심각함.
2017년 초 아프리카 북동부 소말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 수백만 명이 굶
주림에 빠짐. 남수단은 수십만 명이 아사 위기로 기근을 선
포함.
‘국내난민감시센터’(IDMC)와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는
2017년 상반기 아프리카에서 270만 명이 폭력과 굶주림을
피해 피란했다는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표. 하루 평균 1만5천
여 명이 고향을 등지고 이동한다는 함. 유엔은 2016년 말까
지 아프리카에서 ‘국경’을 넘은 주민이 560만 명을 넘는다고
밝힘.

가나
Republic of Ghana

베냉
코트
디부아르

토고

가나

아크라 ★

면 적	23만8천533㎢
자 원	금, 목재, 다이아몬드, 고무, 보크사이트, 석유, 은, 석회석
인 구	2천749만9천924명(2017년 7월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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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아크라(Accra)
주 민	아칸족(47.5％), 몰다그바니족(16.6％), 에웨족(13.9％)
언 어	영어(공용어·70%), 아샨티어(16%), 에웨어(14%), 판티어
(11.6%) 등 토착어

종 교	기독교(71%), 이슬람교(18%), 토착종교(5%), 무교(5%)
원 수	[대통령]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2012
년 7월 당시 대통령 타계로 대통령직 승계, 2012년 12월 대
선서 승리해 2013년 1월 취임, 임기 4년) → 나나 아쿠포 아도
(Nana Akufo Addo, 2016년 12월 대선서 승리해 2017년 1
월 취임, 임기 4년)

의 회	단원제(275석, 임기 4년)
주요 정당	전국민주의회(NDC), 신애국당(NPP) 등 10여 개 정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천302억 달러(2017년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4천600달러(2017년)
통 화	가나 세디(GHC), 1미 달러=4.385GHC(2017년)

약사
15세기 포르투갈인에 의해 서방에 알려짐. 1850년 ‘황금해
안’ 일대가 영국 식민지로 편입됨. 20세기 들어 독립운동 전개
됨. 1949년 의회인민당을 결성한 은크루마가 1951년 총선에서
승리함. 1957년 3월 독립.

정치
1966년 2월 은크루마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각. 1972년 1월
아체 암퐁 대령 주도의 쿠데타 발생. 1978년 7월 아쿠포 장군
이 쿠데타로 아체 암퐁을 축출하고 집권했으나 공군 중위 제
리 롤링스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 장악. 1979년 7월 선
거에서 힐라 리만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롤링스가 1981년 12
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
1992년 4월 미국형 민주주의 지향을 내용으로 한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함. 1992년 11월 13년 만의 대선에서 롤링스가
당선됨. 2000년 12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제1야당인 신애국당
(NPP)의 존 아기에쿰 쿠푸오르 후보가 당선돼 19년간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함.
2008년 12월 대선에서 국민민주회의(NDC)의 아타 밀스가
승리해 2009년 1월 취임함. 그러나 아타 밀스 대통령이 2012
년 7월 급사하면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부통령이 국가원수
직 승계. 마하마는 2012년 12월 대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됨.
2016년 12월 대선에서 야당 신애국당(NPP) 후보인 나나 아
쿠포 아도가 과반인 53.8%를 득표해 44.4%를 얻은 집권당
NDC 후보인 마하마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대선
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야당인 NPP가 다수당 지위를 확
보함. 아도는 2017년 1월 가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

외교
독립 이래 비동맹외교 노선과 범아프리카주의를 견지해 왔
으나 집권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임. 은크루마 집권기에는 좌
경비동맹을, 아체 암퐁 집권기에는 중도비동맹을, 아쿠포 정권
은 친서방 노선을 채택함. 롤링스가 집권하면서 다시 좌경화로
선회.

코피 아난이 1997년 1월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함. 2003년 서
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의장국.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
로 한국과 1977년 11월, 북한과 1964년 12월 수교함. 코트디부아
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과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평화유지
군을 파견함.
2009년 7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함. 아타 밀스
대통령은 2010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공식 방문함.
이듬해 중국 저우톈웅(周铁农) 전국인민대표 부위원장이 답
방함.
2012년 10월에는 미국 투자펀드회사의 요청으로 아르헨티
나 군함을 억류하면서 아르헨티나와 갈등을 빚음.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는 아르헨티나의 제소를 받아들여 군함을 즉각
석방하라고 판결. 중국인들의 불법 채금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중국과 한때 외교 마찰을 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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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코코아, 망간, 보크
사이트, 목재 등이 주 수출품임.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과 금
및 코코아 가격 상승에 힘입어 경제가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
세를 보임. 2016년 수출액 106억 달러, 수입액 114억 달러를 기
록함.
2010년 12월 생산을 시작한 ‘주빌리 유전’은 일일 원유 생산
량 10만5천 배럴, 매장량은 7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세디화 가치가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자 2014년 8
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재정지원 요청을 결정하고, 2015년 4
월 IMF와 구제 금융 협상을 타결함.
신문은 가나 타임스와 데일리 그래픽, 가나 크로니클 등. 방
송은 국영 GBC TV와 라디오. 뉴스통신은 가나통신(GNA).

가봉

종 교	기독교 86%, 이슬람교, 토착 종교
원 수	[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온딤바(Ali Ben Bongo Ondimba,
2016년 9월 두 번째 7년 임기 시작)

의 회	양원제(상원 102석, 하원 120석)
주요 정당 가봉민주당(PDG·여당), 가봉인민당(UPG), 전국벌목인
운동(RNB) 등 다수 군소정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6
 7억5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만9천300달러(2017년)
통 화	중앙아프리카 세파프랑(CFA, ISO 코드 XAF), 1미 달러
=605.3XAF(2017년)

약사
1470년 포르투갈인 이주, 1839년 프랑스인 정착, 1888년 프
랑스 식민지에 편입. 2차 대전 후 프랑스공동체 내 자치공화국
을 형성했다가 1960년 8월 17일 독립함.

정치
1961년 레옹 음바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함. 봉고 부통령이
1967년 11월 음바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 장기집권
함. 1990년 정치개혁 조치로 명목적 다당제 도입. 1997년 4월
18일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기
위해 헌법 개정. 2005년 12월 대선에서 봉고 대통령 7선에 성
공함.
2009년 6월 봉고 대통령이 사망한 뒤 같은 해 8월 실시
된 대선 직후 개표부정 의혹이 불거졌으나, 헌법재판소가 봉
고 대통령의 아들인 알리 벤 봉고 당선을 확정함. 재선을 노린
봉고 대통령은 2016년 8월 치러진 대선에서 49.8%를 득표해
48.23%를 얻은 중국계 이민자 출신 장 핑 후보를 6천여 표 차
로 이겨 당선됨. 하지만 부정선거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
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함. 같은 해 9월 봉고 대통령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함.

The Gabonese Republic
카메룬
적도 기니
★ 리브르빌

가봉

외교
1960년 유엔에 가입. 1962년 10월 한국과 수교, 1974년 1월
북한과 수교했으나 1978년 북한대사관을 폐쇄함. 199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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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면 적	26만7천㎢
자 원	석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목재, 망간, 철광석, 우라늄
인 구	177만2천255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리브르빌(Libreville)
주 민	팡족(41만 명으로 최대), 에쉬라족, 아두마족, 아칸데족 등 40
여 종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북부 팡어, 남부는 기타 반투계 종족어

아프리카 4위의 산유국. 국토의 80% 이상이 임야. 석유, 우
라늄, 망간,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함.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
영한 국가 중 하나지만 빈부격차가 심함.
1970년대부터는 원유수출이 주 수입원 역할을 하면서 석유
산업이 GDP의 50%를 차지함. 원유매장량 감소로 열대우림을
위주로 한 생태관광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함. 2013년에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시노펙) 자회사에 내줬던 유전 개발권을 회
수함.
2007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대기성 차관을 받음. 강제노
동과 성매매 등 목적으로 납치된 주변국 어린이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신문은 유일 일간지인 국영 뤼니옹, TV 및 라
디오방송은 국영 R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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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Republic of The Gambia

세네갈

★
반줄

감비아

국가를 선언.
감비아를 23년째 통치해 온 자메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패해 재집권에 실패하고 야권 후보 아다마 바로우가 대통령에
당선됨. 자메는 대선 패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사회
의 비난을 자초함. 자메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임기 연장 등을
시도했으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군사개입 위협
에 적도 기니로 망명함. 감비아 정부는 자메가 5천만 달러 이
상의 국고를 횡령했다고 발표.

세네갈

외교
기니 비사우

면 적	1만1천300㎢
자 원	백금, 지르콘, 야자유, 수산물
인 구	205만1천363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반줄(Banjul)
주 민	만딘카족(33.8％), 후라족(22.1％), 와로후족(12.2％), 졸라
족(10.9%)

언 어	영어(공용어), 만딘카어, 와로후어
종 교	이슬람교(95.7％), 기독교(4.2％)
원 수	[대통령] 야흐야 자메(Yahya Jammeh, 1994년 쿠데타로
실권 장악, 1996년 이후 4선, 임기 5년) → 아다마 바로우
(Adama Barrow, 2016년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 2017년 1
월 취임)

의 회	단원제(53석)
주요 정당	애국단합건설동맹(APRC), 국가화해당(NRP), 연합민주
당(UDP)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5억8천2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천700달러(2017년)
통 화	달라시(GMD), 1미 달러=49.74 GMD(2017년)

비동맹·중립 노선 표방.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으로서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내전 등 서아프리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 세네갈에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양국 관계가 밀접함. 1982년 2월 세네갈과
세네감비아연방공화국 창설했다가 1989년 탈퇴. 1994년 쿠데
타 이후 미국 등 서방과 관계가 악화함.
1965년 4월 한국과 수교, 1973년 3월 북한과 수교. 1991년 세
네갈과 한국 양국 간 상호 우호조약 체결. 2013년 영연방에서
의 탈퇴를 선언. 2015년 6월 유럽연합(EU) 대리대사에게 이유
없이 추방을 명령해 EU도 감비아 대사를 소환하는 등 대응함.
1995년 수교한 대만과 2013년 11월 단교. 대만과 수교하면서 단
교했던 중국과 2016년 3월 외교 관계를 복원함.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리카 최소국 가운데 하나로 부존자원 부족. 농업을 제
외한 경제적 기반이 없어 외국의 원조와 농업, 관광에 의존. 국
민의 80%가 농·축산업에 종사. 수도는 반줄이지만 세레쿤다
광역도시권이 경제의 중심임.
군사정권 등장 이후 각국의 원조가 중단되고 관광산업도 감
소해 곤경에 봉착.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인권탄압 정책을 맹렬
히 비판함. 2003년 7월 노예무역 중심지였던 제임스섬 주변지
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영국인들이 즐겨 찾았던 휴양
지로 유명함. 신문은 민영 일간지 옵서버. 방송은 국영 감비아
TV와 라디오감비아.

약사
1783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다 1963년 내정자치권 획득함.
1965년 2월 18일 독립. 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세네갈과 1982년
세네감비아 연방을 구성했다 1989년 탈퇴.

정치
1981년 7월 좌익계 야당세력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 세
네갈의 무력개입으로 무산됨. 1992년 4월 대선에서 다우다 자
와라 대통령이 6선에 성공함. 자와라 대통령은 1994년 7월 군
부에 의해 쫓겨난 뒤 영국으로 망명함. 무혈쿠데타에 성공한
야야 자메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23년간 집권함.
자메는 1996년 9월 대선 승리 후 1997년 1월 의회선거를 통
해 민간통치로 형식적인 이양을 완료. 자메 대통령은 2011년
11월 4선 성공했지만 인권침해와 언론탑압 등으로 비난받음.
2014년 12월엔 자메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르는 사이 무장세력
이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정부군에 진압됨. 2015년 12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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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The Republic of Guinea
기니
비사우

기니
코나크리
★
시에라 리온

라이베리아

면적

24만5천857㎢

자 원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철광석, 금, 우라늄
인 구	1천241만3천867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코나크리(Conakry)
주 민	풀라니족(33.9％), 말린케족(31.1％), 수수족(19.1％)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종 교	이슬람교(86.7％), 기독교(8.9％)
원 수	[대통령] 알파 콩데(Alpha Conde, 2010년 12월 취임, 2015
년 10월 재선, 임기 5년)

의 회	단원제(114석)
주요 정당 기니인민단합당(RPG), 기니민주세력연합(UFDG), 공화
국군연합(UFR)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64억5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천 달러(2017년)
통 화	기니프랑(GNF), 1미 달러=9,230GNF(2017년)

약사
1890년 세네갈에서 분리돼 프랑스 식민지에 편입됨(프랑
스령 기니), 1958년 9월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독립함. 1984
년 국명을 기니인민혁명공화국에서 기니공화국으로 변경함.
독립 이래 집권해 왔던 아메드 투레 대통령이 1984년 3월 사
망, 4월 란사나 콩테 대령이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뒤 헌법
정비.

경제 · 사회 · 문화
2013년 12월 발생한 에볼라의 진원지이자 최대 피해국.
2013년 12월 게케두에서 처음 에볼라가 발생해 인근 국가로
확대됨. 2015년 12월 28일 현재까지 기니에서만 3천804명 감
염, 2천536명이 사망함. 2015년 12월 에볼라 종식을 공식 선
언함.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 커피, 파인애플을 주로 재배함.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금, 철광석 등이 풍부하며 보크사이
트는 전 세계 매장량의 50%를 차지함.
2000년대 들어 인접국인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내
전을 피해 월경한 난민이 대거 유입됨. 강제노동과 성적착취
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임.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2012년 10월 기니의 부채 약 3억6천만 달러를 탕
감키로 함. 신문은 라누벨트리뷴 등. 방송은 국영 RTG TV와
라디오.

기니비사우
The Republic of Guinea-Bissau
세네갈

비사우
★

기니비사우

정치
1991년 12월 대통령직선제, 민정이양, 복수정당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확정됨. 2008년 12월
24년간 통치해 온 란사다 콩테 대통령이 병사한 직후 무사
카마라 대위가 쿠데타로 집권, 2년간의 임시국가 수반을 자
처함. 2008년 9월 카마라가 암살 시도로 부상당한 채 해외로
도피함.
2010년 1월 군부와 정치권이 6개월 내 대선 실시에 합의하
고 야당지도자인 장마리 도레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를
구성함. 2010년 11월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알파 콩데가 민주선
거에 의한 첫 대통령에 당선됨.
이 과정에서 두 후보 지지세력 간 종족 분쟁 성격의 유혈사
태가 이어져 수차례 투표가 연기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혼란이 빚어짐. 2011년 대통령 관저가 무장괴한들에게 군사 쿠
데타 시도로 의심되는 습격을 당함. 2015년 10월 알파 콩데 대
통령 재선에 성공.

외교
급진적 민족주의 노선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구미 선진
국과 경제협력 중시 노선으로 전환함. 옛 종주국인 프랑스와
1965년 단교했다가 1975년 복교. 2003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한국과 1978년 1월, 북한과 1958년 10월 수교. 우리와는 한
동안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으나 2006년 대사급 외교관계
를 회복함. 북한과 긴밀한 관계임. 2016년 7월 이스라엘과 단교
49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함.

기니

면 적	3만6천125㎢
자 원	인, 철광석, 화강암, 석유(미개발), 수산물, 목재
인 구	179만2천338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비사우(Bissau)
주 민	풀라족(28.5％), 발란테족(22.5％), 만딩가족(만딩고족,
14.7％), 만작족(만자코족, 8.3％),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어), 크리올어(90.4%)
종 교	이슬람교(45.1％), 기독교(22.1％)
원 수 [대통령] 호세 마리오 바즈(Josse Mario Vaz, 2014년 6월
취임)

의 회	단원제(102석)
주요 정당	기니·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당(PAIGC), 사회개혁당
(PRS), 독립개발공화당(PRI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0억7천100만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800달러(2017년)
통 화	서아프리카 세파프랑(CFA, ISO 코드 XOF), 1미 달러
=605.3XOF(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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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879년 포르투갈 식민지에 편입. 1956년 9월 반포르투갈 해
방조직인 기니-카보베르데독립아프리카당(PAIGC)이 결성되면
서 무장독립투쟁이 가열됨.
1960년대 초 독립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독립정부를 구
성함. 1974년 9월 독립. 1980년 주앙 베르나르두 ‘니뇨’비에이
라가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에 취임함. 1980~1990년대에 쿠데
타 시도가 여러 차례 계속됨.

나미비아
The Republic of Namibia
앙골라

나미비아
★
빈트후크

정치
대통령중심제. PAIGC는 1990년 9월 대통령제 도입을 결정
함. 의회도 1991년 5월 복수정당법을 채택함. 1994년 치러진
첫 선거에서 비에이라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1999년 축출됨.
2000년 1월 대선에서 야당인 PRS의 쿰바 얄라 당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르고 당선, 독립 이후 최초 수평적 권력이동에
성공함.
2003년 9월 군부 쿠데타 발생, 얄라 대통령이 하야함. 같은
달 기업가 출신 엔리케 로사가 과도정부 대통령에 취임. 비에
이라가 2005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지만 2009년 3월 암살됨.
같은 해 6~7월 치러진 긴급선거에서 PAIGC 소속 말람 바카이
사나가 대통령에 당선됨.
2012년 1월 사나 대통령이 지병으로 숨져 대선이 실시됨. 결
선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4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
이후 아프리카연합(AU)이 회원 자격을 중지하는 등 국제사
회의 견제를 받음. 군부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중
재 그룹과 마누엘 나마조를 1년 임기의 과도수반으로 지명하
는 데 합의하고 민간에 권력이양을 약속함.
2014년 5월 치러진 대통선 선거에선 기니-카보베르데독립
아프리카당(PAIGC) 소속으로 재무장관 출신인 호세 마리오 바
즈가 당선됨.

잠비아

보츠와나

면 적	82만4천292㎢
자 원	구리, 우라늄, 다이아몬드, 금, 납, 리튬, 카드뮴
인 구	248만4천780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빈트후크(Windhoek)
주 민 오밤보족(50％), 카방고족(9％), 헤레로족(7％), 다마라족(7％)
언 어	영어(공용어), 오시밤보어 48.9%, 나마/다마라 11.3%, 아프
리칸스어 10.4%

종 교	기독교(80~90％, 루터교 50% 이상), 토속 신앙(10~20%)
원 수	[대통령] 하게 게인고브(Hage Geingob, 2015년 3월 취임,
임기 5년)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남서아프리카인민당(SWAPO), 민주진보결집당(RDP),
나미비아민주투른할레동맹(DTA)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70억2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만1천500달러(2017년)
통 화	나미비아달러(NAD), 1미 달러=13.67NAD(2017년)

외교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 1991년 5월 대만
과 수교하면서 중국과는 단교했으나 1998년 남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등과 함께 외교관계를 중국으로 전환함. 2003년 10
월 중국과 통상협력협정을 체결함. 한국과 1983년 12월, 북한과
1974년 3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10대 최빈국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극빈층.
1986년 11월 경제자유화정책을 채택함. 1998년 내전과 2003년
쿠데타 영향으로 GDP가 급감하는 등 경제가 악화함. 2005년
무렵부터 국제 마약상들이 기니비사우 근해 도서를 유럽행 남
미산 코카인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함.
마약 유통이 전체 국민총생산의 10배를 상회, 국제사회로부
터 ‘마약국가화(化)’우려가 제기됨. 정정 불안의 근본 원인도 군
부의 과도한 영향력과 마약밀매로 꼽힘.
신문은 정부 기관지 노핀차 등. 방송은 국영 RTGB TV와 라
디오나시우날, 포르투갈 공영 RTP-아프리카. 뉴스통신은 기니
비사우뉴스통신(ANG).

548

l

각국현황

약사
1884년 독일보호령에 편입됨. 1920년 국제연맹에 의해 독일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임통치를 받음.
1966년 마르크스주의 정당 SWAPO가 독립전쟁을 일으킴. 1967
년 유엔 결의에 따라 위임통치가 종식됨. 1968년 유엔 총회에
의해 국명을 남서아프리카에서 나미비아로 변경. 남아공은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다가 1988년 앙골라, 쿠바
와 함께 나미비아 독립을 인정키로 합의하고 서남아프리카평
화협정을 체결함. 1990년 3월 완전독립을 선포함.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거래 관계를 중단했
으나 외교 관계는 유지.

정치
1994년 12월 대선에서 샘 누조마가 76.3%의 지지로 당선됨.
1999년 12월에는 누조마가 3선에 성공함. 2004년 12월 선거에
서 압승,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히피케푸니에 포함바가 2009년
12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 함께 실시된 총선에서 SWAPO
가 75.3% 득표로 의석 3분의 2를 확보함.

2014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선 여당 소속으로 현직 총리인
하게 게인고브가 87%의 지지율로 압승함.

외교
비동맹·중립 노선. 독립투쟁 과정을 지원해 준 리비아, 쿠
바 등과 가까운 관계임. 2005년 포함바 대통령이 남아공 및
중국 등을 방문해 정상외교를 벌임. 남북한과 1990년 3월 21
일 수교했으나 전통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임. 2005년 북
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문에 이어
2008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문, 친선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 코뮈니케를 결의함.

경제 · 사회 · 문화
광업·목축업·관광이 경제의 중심. 다이아몬드 주산지이자
세계 4대 우라늄 생산국으로, 지하자원이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함. 최대 교역상대는 남아공.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국으로 역내 협력관계 강화에 적극적임. 잦은 가뭄으로 고
질적 식량부족을 겪음. 신문은 나미비언, 뉴에라(기관지) 등. 방
송은 국영 NBC TV와 라디오. 뉴스통신은 남파(Nampa).

나이지리아

15세기 영국과 스페인의 노예 무역시장. 1914년 영국 식민지
에 편입됨. 1960년 10월 공화국으로 독립. 1967년 동부를 기반
으로 하는 군부세력이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을 선언
하자 북·서부가 비아프라를 공격, 나이지리아 내전 발발. 30
개월간 내전에서 100~300만 명이 사망.

정치
내전 후 군부 통치가 지속되며 쿠데타가 되풀이됨. 1983년
12월 무함마두 부하리 소장이, 1985년 6월 참모총장 이브라힘
바반기다 소장이 각각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함. 1989년 개헌으
로 정당 활동이 허용됨.
1999년 2월 대선에서 중도좌파인 인민민주당(PDP)의 올루
세군 오바산조 후보가 당선돼 15년 만에 민정 이양이 실현됨.
2003년 4월 대선에서 오바산조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2007년
4월 선거에서 우마루 무사 야라두아가 대통령에 당선됨. 2010
년 5월 와병 중이던 야라두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대통
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굿럭 조너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2011년 4월 대선에서 조너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 2015년 4
월 대선에서 야당 소속의 전 군부 통치자 무함마두 부하리가
당선됨.

외교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니제르

베냉

약사

나이지리아
★
아부자

카메룬

면 적	92만3천768㎢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주석, 석탄
인 구	1억9천63만2천261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아부자(Abuja)
주 민	하우사족·풀라니족(29％), 요루바족(21％), 이보족(18％), 이
자우족(10%)

언 어	영어(공용어), 하우사어, 요루바어 등 부족어
종 교	이슬람교(50％), 기독교(40％)
원 수	[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2015년 5
월 취임, 임기 4년)

의 회	양원제(상원 109석, 하원 360석)
주요 정당	인민민주당(PDP), 범진보의회당(APC)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조1천180억달러(2017년7월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5
 천900달러(2017년)
통 화	나이라(NGN), 1미 달러=323.5NGN(2017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 비동맹 중립 노선
을 견지하면서 친서방 노선도 지향.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현 아프리카연합) 창설 멤버로 아프리카 중심의 외교를 표방
함.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맹국. 오바산조 대통령이 라이
베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 ECOWAS 차원의 파병을 주도함.
2003년 8월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대통령 망명을 허용함.
2006년 8월 바카시반도를 카메룬에 이양. 남북한 동시 수교국.
한국과 1980년 2월, 북한과 1976년 5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산유국이면서도 경제정책 실
패. 부패와 유전지대에 대한 무장단체 테러로 불안정함.
미국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
하람이 수년간 동북부를 중심으로 교회와 정부기관 등에 테러
행각을 벌여 2009년 이래 2015년 11월까지 약 2만 명이 사망하
고 230만 명이 피란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 4월에는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고, 11월에는 고등학교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학
생 48명을 숨지게 함. 2015년에는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함. 2017년 11월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최소 50명이 사망함. 극단주의 무장단
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됨.
이슬람교도가 많은 북부와 기독교도가 다수인 남부 간 이른
바 중간 지대(Middle Belt)에서는 종교분쟁이 빈번히 발생. 2017
년 11월 북동부 아다마와주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농경 부족이
이슬람교도 부족을 공격, 주민 60여 명이 사망함.
반군 단체인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이 남부 유전지대
를 중심으로 활동. 2006년 6월 대우건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
원 등 한국인 5명이 무장단체에 피랍되는 등 석유시설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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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테러가 빈발함. 2012년 12월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현
대중공업 소속 한국인 근로자 4명이 무장괴한에 납치됐다가
나흘 만에 풀려남.
2003년 9월 위성발사 성공으로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위성
보유국이 됨. 2005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브릭스(BRICS)와
함께 21세기 경제를 이끌 ‘넥스트 11(N-11)’ 국가로 선정함. 신문
은 정부 기관지인 뉴나이지리언, 민영 유력지 가디언 등. 방송
은 국영 NTA(TV)와 FRCN(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국영 NAN.

남수단
Republic of South Sudan
리비아

차드

수단

남수단
★
주바

면 적	64만4천329㎢
자 원	금, 다이아몬드, 석유, 철광석, 크롬
인 구	1천302만6천129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주바(Juba)
주 민	딘카족(35.8%), 누에르족(15.6%), 실루크족, 아잔데족 등
언 어	영어(공용어), 아랍어(공용어), 부족어
종 교	기독교, 정령주의
원 수	[대통령]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Salva Kiir Mayardit, 2011년 7
월 9일 초대 대통령, 임기 4년, 임기 2018년 7월까지 3년 연장)

의 회	양원제(상원 50석, 하원 332석)
주요 정당	수단인민해방운동(SPLM), 민주변화를 위한 수단인민해
방운동(SPLM-DC)

국내총생산(GDP.구매력 기준) 1
 97억5천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구매력기준) 1
 천500달러(2017년)
통 화	남수단파운드(SSP), 1미 달러=0.906SSP(2017년)

약사
1870년대 이집트가 현재의 남수단 지역을 ‘에쿼토리아주
(州)’로 명명하고 식민지 개척을 시도함. 1899년 구(舊) 수단
전체가 앵글로-이집트 수단이라는 명칭으로 영국과 이집트
의 공동 식민지에 편입됨. 1956년 구 수단 독립. 기독교와 토
착 신앙을 믿는 남부와 아랍 이슬람계가 주류인 북부 간 두
차례 장기 내전을 치름. 남북은 국제사회 중재로 2005년 1월
포괄적 평화협정에 조인함. 2011년 7월 남수단으로 분리 독립.
그러나 석유 수입 분배와 국경 문제 등으로 수단과의 갈등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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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수단 독립 후 남부 지역은 아랍계 집권층에 반발해 반군
을 결성. 1955~1972년과 1983~2005년 두 차례 내전으로 250
만 명이 희생됨. 2005년 1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남부가 자
치권 확보함. 2차 내전 중 설립된 남부 반군 수단인민해방군
(SPLA)의 지도자 존 가랑이 수단 부통령 겸 자치정부 대통령
으로 추대됐으나 그해 7월 사고사함.
SPLA를 계승한 정당 SPLM은 당 2인자인 딘카족 출신의
살바 키르를 후임으로 결정. 2010년 4월 대선에서 키르가 당
선됨. 2011년 1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9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해 7월 193번째 주권국가 남수단이 탄
생함.
2013년 12월 누에르족 출신인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반군이 정부군과 교전을 벌여 내전으로 비화. 반군은
유전지대인 종글레이주 주도 보르 등을 장악함. 안보리는 남수
단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을 증원함.
정부와 반군은 2014년 5월 동부 아프리카 회의체인 정부
간개발기구(IGAD)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교전이 재발
함. 이후 수차례 휴전의 합의와 파기가 반복됨. 키르 대통령은
2015년 예정됐던 대선 일정을 연기하고 임기를 2018년 7월까
지로 연장함.
2015년 8월 양측의 휴전 합의로 내전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
었다가 2016년 7월 수도 주바에서 키르 대통령 경호대와 복귀
한 마차르 추종세력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270명이 사망
함. 마차르는 수단 수도 카르툼으로 도주함.

외교
2003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와 다르푸르 지역 반군 내전으로 20만 명이
사망. 국제사회는 수단 정권에 의한 ‘인종청소’를 규탄하며 평
화유지군을 파병. 외교 정책은 서방, 아프리카, 아랍 간의 관계
균형을 도모한다는 기조임. 영연방 가입을 추진함. 독립 이후
석유생산 시설 대부분은 남수단이, 송유관과 정유소는 수단이
차지하면서 이권다툼이 벌어짐.
2012년 4월 유전지대 관할권 놓고 대립이 격화해 수단과 한
달 이상 교전.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양측은 8월 송유관 사용
료 분쟁을 타결하고 이후 비무장지대 설치 및 무역확대에 합
의함. 남북한 동시 수교국. 남한과 2011년 7월, 북한과 11월 외
교관계 수립. 한국은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한빛부대
파견, 2013년 3월부터 현지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5년 3월 정부와 반군의
평화협정 도출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를 압박하기 위해 각 정
파를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협상에 실패.
2016년 8월 안보리는 남수단의 안정을 위해 4천 명의 군 병
력을 수도 주바에 추가 배치하는 등 현지의 유엔 평화유지 활
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경제 · 사회 · 문화
오랜 내전으로 국토 대부분이 저개발 상태로 인프라가 열
악하고 빈곤이 만연함. 과거 남수단 지역 경제는 오랫동안 농
업 위주였지만, 최근엔 석유에 크게 의존함. 옛 수단 석유 수입

의 75%는 남수단 지역에서 생산됨. 남북 양측은 분리 후에도
국경선을 확정 짓지 못했으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아비에이
지역이 최대 분쟁 대상으로 남음.
2005년 합의에 따라 수단의 석유 수입 중 50%가 남수단으
로 이전됐으나 남수단 독립으로 계약이 만료됨. 수단과의 송유
관 협상 지연으로 2012년 1월부터 석유 수출이 중단돼 경제난
이 가중됨. 분리 독립 후 남수단파운드를 발행함. 2015년 7월
콜레라가 창궐해 최소 29명 사망하고 수천 명이 감염됨. 11월
에는 화물기가 추락해 36명이 사망함.
2013년 12월부터 이어진 내전으로 수만 명이 숨지고 150만
명이 인접 국가로 피함. 남수단 안에서도 210만 명이 주거지를
떠나 피란함.
가축과 초지를 둘러싸고 부족 간 분쟁이 이어짐. 2012년 누
에르 부족이 무를레 부족을 공격, 3천여 명이 숨짐. 2017년 11월
에는 무를레 부족이 딩카 부족을 공격, 50여 명이 사망함.
신문은 민영 주바 포스트 등. 방송은 관영 남수단TV와 남수
단라디오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짐바브웨
보츠와나
★
프리토리아

나미비아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면 적	121만9천90㎢
자 원	금, 다이아몬드, 크롬, 니켈, 바나듐, 안티몬, 석탄
인 구	5천484만1천552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프리토리아(Pretoria)
주 민	아프리카계 흑인(80.2％), 백인(8.4％), 혼혈(8.8％), 인도 및
아시아계(2.5％)

언 어	줄루어 22.7%, 코사어 16%, 아프리카어 13.5%, 영어

약사
1488년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희망봉 발견함.
1652년 네덜란드 무역상들이 현재의 케이프타운에 향료 무역
의 기착지를 설치함. 1806년 영국인들이 희망봉을 장악, 기존
네덜란드계 이주민과 아프리카너(보어인)는 북쪽으로 이동함.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이 아프리카너와 2차례에 걸친 보
어전쟁에서 승리, 1910년 남아프리카연방(영국 자치령)이 발족
됨. 1948년 집권당 국민당이 흑백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
이트를 수립함. 1961년 10월 소수 백인이 다수 흑인을 통치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발족하고 영연방 지위를 채택함.

정치
1983년 11월 유색인종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개헌안이 국민투
표를 통과함. 1989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 국민당의 F.W.
데 클레르크 당수가 대통령에 취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이끌며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투쟁을 편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
라는 27년간 투옥됨. 백인 정권은 국내외의 압력에 1990년 2월
만델라를 석방하고 ANC 등 흑인 정당을 합법화함.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1991년 6월 토지법, 집단지역법과 인구등록법 등 3대
악법을 폐지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종결을 선언함.
1994년 4월 사상 최초의 다인종 민주선거에서 만델라의
ANC가 승리, 342년간 계속된 백인 통치를 끝냄. 만델라는 같
은 해 5월 개원한 의회에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피선됨. 1996년 제헌의회에서 신헌법 채택.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흑백 평화공존 도모함.
1999년 타보 음베키가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에 선출됨.
2004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제이콥 주마 ANC 총재와의 갈등
과정에서 밀려나 2008년 9월 사임함. 주마 ANC 총재는 측근
인 칼레마 모틀란테를 후임 대통령으로 내세웠다가 2009년 4
월 총선에서 승리한 후 같은 해 5월 대통령으로 선출됨. ANC
는 2014년 총선에서 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고, 주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재선에 성공.
주마 대통령은 2014년 사저 개·보수에 국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수영장, 가축우리, 원형경기장, 방문객센터 등 보안
설비와는 무관한 시설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킴. 2016년 4월 남
아공 의회가 주마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62%
로 부결됨.
각종 추문과 전횡 논란이 이어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
자 의회가 불신임 투표함. ANC는 2017년 12월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당 대표로 선출함. 주마는 2008년 2월 취임 9년
만에 전격 사퇴, 라마포사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됨.

9.6% 등 11개 공용어

종 교	개신교 36.6%, 가톨릭 7.1%
원 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2018년 2월 당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임기 5년)
의 회	양원제(상원 90석, 하원 400석)
주요 정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민주동맹(DA), 인민동맹
(COPE), 경제자유투사(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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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573억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만3천400달러(2017년)
랜드(ZAR),
1미
달러=13.67ZAR(2017년)
통 화	

외교
1994년 6월 23일 인종차별 정책 폐지와 함께 유엔 회원국
지위를 회복함. 1989년 6기의 핵폭탄을 제조했으나 1993년 9
월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함. 2001년 8월 더반에서 유엔
인종차별회의 개최. 2004년 11월 음베키 대통령이 아프리카연
합(AU)을 대표해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 간 충돌을 중재하는
등 역내 갈등에 주요 중재자 역할을 함.
2006년 6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문. 2010년 중국과 관계
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림. 2011년 4월 신흥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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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클럽인 브릭스(BRICS) 그룹에 공식 합류. 남북한 동시 수교
국. 한국과 1992년 12월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는 1998년 8월
더반에서 개최된 제12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사급 외
교관계 수립. 2013년 12월 열린 만델라 추모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세계 100여 개국
수반과 정상급 인사가 조문.

경제 · 사회 · 문화
1867년 다이아몬드, 1886년 금을 발견한 이래 광업 의존도
높음. 금·은 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1위,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 우라늄, 망간, 크롬 매장량 세계 1위. 선진 금융시스
템, 사법제도, 교통망 등 우수한 인프라 확보.
1994년 민주화한 이래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커짐. 금융위기
가 휩쓴 2009년을 제외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원자재 가격상승
에 힘입어 2004년부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랜드화는 미국
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에 따른 여파 등으로 하락세임. 아파르
트헤이트의 부작용으로 여전히 빈부격차 심각.
2012년 8월 세계 3위 백금생산업체인 론민 소유의 마리카나
광산에서 경찰이 파업 근로자들에 발포, 34명이 숨지는 유혈참
사 발생. 이후 광산 파업이 수차례 지속됨. 성인의 약 18%(2009
년 기준)가 HIV에 감염됐을 정도로 에이즈 확산이 심각함.
2010년 개최한 월드컵 유치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에
거액의 뇌물이 오간 사실이 2015년 미국의 수사 과정에서 드
러나며 파문이 확산됨.
2015년 4월에는 외국인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7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집을 잃음.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남아공을
떠나고 인접국과 외교 갈등을 빚음.
2016년 1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랜드화 가치가 사
상 최저로 떨어짐. 2014년 5%였던 기준금리는 6차례 인상을
거쳐 2016년 3월 7%가 됨. 2월 음푸말랑가 주에 있는 금 광산
이 붕괴해 3명 실종되고 70여 명이 구출됨.
신문은 최고 역사의 더 스타 등. 방송은 국영 SABC TV와 라
디오 등. 뉴스통신은 SAPA는 2015년 3월 경영난으로 설립 76
년 만에 폐업.

니제르
The Republic of Niger
알제리

말리

니제르

니아메
★
베냉

나이지리아

면 적	126만7천㎢
자 원	우라늄, 석탄, 철광석, 주석, 인광석, 금, 몰리브덴
인 구	1천924만5천334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니아메(Niamey)
주 민	하우사족(55.4％), 제르마족(21％), 투아레그족(9.3%)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하우사어, 제르마어
종 교	이슬람교(80%)
원 수	[대통령] 마하마두 이수푸(Mahamadou Issoufou, 2011년 4
월 취임, 임기 5년, 2016년 3월 재선 성공)

의 회	단원제(113석)
주요 정당	니제르민주사회주의당(PNDS), 사회발전국민운동
(MNS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16억2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200달러(2017년)
통 화	서아프리카 CFA(세파프랑, XOF), 1미 달러=605.3XOF(2017년)

약사
1890년 프랑스 침공으로 1904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편
입됨. 1960년 8월 독립.

정치
독립 후 1991년 알리 사이부 장군 집권기까지 군부의 일
당 독재 지속. 1992년 12월 신헌법안이 국민 투표에서 통과됨.
1993년 2~3월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 지도
자 우스마네가 당선됨.
1996년 1월 이브라힘 바레 마이나사라 중령이 쿠데타로 집
권했으나 1999년 4월 다우다 말람 완케 소령 세력에 의해 살해
됨. 같은 해 대선에서 마마두 탄자 중령이 당선됨. 2004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탄자 대통령은 2009년 의회를 해산한 뒤 8월 3
선 개헌 국민투표를 강행, 세 번째 연임에 성공. 이로 인해 서
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로부터 회원자격을 정지당하고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음.
2010년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탄자 대통령을 축출하
고 헌정중단을 선언. 2011년 4월 PNDS 소속 마하마두 이수푸
가 대통령에 취임해 민정이 재개됨. 이수푸 대통령은 2016년
2~3월 치러진 대선에서 임기 5년의 재선에 성공.

외교
비동맹 중립 노선. 서방, 이슬람권과 두루 우호적 관계임.
1992년 6월 대만과의 수교로 중국과는 7월 단교. 1996년 6월
대만 고립화를 위해 접근한 중국과 복교, 대만은 이에 대한 보
복으로 8월 단교. 2002년 4월 팔레스타인공격에 대한 항의 표
시로 이스라엘과 단교.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
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함. 한국과 1961년 7월, 북한과 1974년 9
월 수교. 베냉과 국경선 분쟁.

경제 · 사회 · 문화
국토의 80%가 사하라 사막에 포함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
외국원조가 정부예산의 50%에 달함. 수출의 80%는 우라늄을
위주로 한 광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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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역조직인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QIM)’의 주요 활동무대로 유럽 관광객을 겨냥한 납치사
건이 빈발함.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이주민이 대거 입국해
식량 사정이 악화함. 2013년 대규모 홍수로 23만 명의 이재민
발생.
2015년 2월 국경을 맞댄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
코하람의 첫 공격으로 분쟁에 연루됨. 5월 서아프리카 최초로
난민의 밀입국 알선을 금지하는 법 제정.
2016년 6월 보코하람이 남동부 보소를 공격해 니제르 군인
30명과 나이지리아 병사 2명을 살해함. 2016년 9월에는 정체
불명의 무장단체가 서부의 한 난민캠프를 공격해 보안요원과
경찰 등 22명 사망.
일간신문은 국영 르 사헬이 유일. 방송은 국영 르 사헬 TV
와 라디오.

라이베리아
Republic of Liberia
기니

시에라 리온

코트 디부아르
몬로비아
★

라이베리아

면 적	11만1천369㎢
자 원	철광석, 다이아몬드, 금, 목재, 천연고무, 커피, 코코아
인 구	468만9천21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몬로비아(Monrovia)
주 민	크펠레족(20.3％), 바사족(13.4%), 그레보족(10%) 등
언 어	영어(공용어), 부족어
종 교	기독교(85.6％), 이슬람교(12.2%)
원 수	[대통령] 조지 웨아(George Weah, 2017년 12월 당선, 임기
6년)

의 회	양원제(상원 30석, 하원 73석)
주요 정당	통합당(UP), 민주변화회의(CDC), 국민애국당(NPP)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9억600만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9
 00달러(2017년)
통 화	라이베리아달러(LRD), 1미 달러=19.4LRD(2017년)

약사
1822년부터 미국식민지협회 노력으로 서아프리카에 정착한
미국 해방 노예들이 1847년 미국식 헌법을 제정, 아프리카 최
초로 흑인공화국을 선포함. 윌리엄 툽먼 대통령이 1944~1971
년 재임.

정치
1980년 새뮤얼 도가 쿠데타로 집권. 1989년 12월 찰스 테일
러가 이끄는 라이베리아민족애국전선(NPFL)이 도 대통령 퇴
진을 요구하며 내전을 일으킴. 도 대통령이 내전 중 피살됨. 정
부군과 라이베리아민주통일해방전선(ULIMO), NPFL 등 3개 내
전 주체가 1993년 7월 제네바에서 포괄적 평화협정에 합의함.
9월 유엔 안보리가 라이베리아감시단(UNOMIL)을 파견함.
1997년 7월 대선에서 테일러가 당선됨. 2000년 내전이 다시
격화됨. 2003년 8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테일러는 남아공으
로 망명함.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에 테일러가 전범 혐
의로 기소됨. 임시정부 2년을 거쳐 2005년 11월 대선에서 재무
장관 출신 엘런 존슨 설리프가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
에 당선됨.
2006년 2월 1979~2003년 자행된 인권탄압 실태 조사를 위
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발족됨. 설리프 대통령은 2011년 노
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고 재선에 성공함. 유엔 평화유지군
(UNMIL)이 주둔하고 있으나 정국 불안이 지속됨. 테일러는
SCSL에서 징역 50년형이 확정돼 영국 감옥에 수감.
축구스타로 유럽에서 활동한 조지 웨아가 2017년 12월 대선
에서 젊은이와 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되며 1944년 이
후 73년 만에 첫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룸.

외교
건국 이래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 2003년 10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 복원. 같은 해 11월 중국은 라이베리
아에 평화유지군 파견. 테일러 집권기 서방과 관계가 악화했으
나, 설리프 대통령 이후 회복됨. 2006년 6월 유엔 안보리, 라이
베리아로의 무기 수출 제재조치를 완화함. 2009년 8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문. 남북한 동시 수교국. 한국과 1964년,
북한과 1973년 12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2013년 12월 기니에서 시작된 에볼라의 최대 피해국임. 세계
보건기구(WHO)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라이베리아에서 1
만6천75명 감염, 4천809명 사망을 확인함. 2015년 2월 에볼라
사태로 휴교한 지 6개월 만에 수업 재개, 국경 개방, 야간 통행
금지령 해제. 5월 9일 WHO가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식을 선언
했지만, 50일 만인 6월 말 에볼라 사망자 발생. 9월에 두 번째
종식 선언. 11월 감염 환자 또 발생해 사망. WHO는 다시 2016
년 1월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으나 4월에 에볼라 감염 사망자 1
명 발생.
라이베리아의 주산물은 철광석(매장량 8억t)과 천연고무, 목
재. 1·2차 내전으로 각각 15만 명과 20만 명이 사망하고 100
만 명이 난민 생활. 유엔의 다이아몬드 수출 규제가 경제에 타
격을 줌. 내전의 영향과 정부의 무능으로 사회경제구조가 취약
함. 해외 원조 의존도가 높음.
2006년 6월 유엔이 목재 수출 제재조치를 완화함. 2007년 4
월 유엔이 다이아몬드 금수 조치를 해제함. 2011년 이후 석유
수출 급증 전망. 2012년 10월 서아프리카전력공동체(WAPP)와
4억 달러 규모의 전력 공급 협정을 체결함. 2015년 11월, 11년
만에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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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라이베리아에
대해 13년간 시행한 무기금수를 해제함으로써 2006년 목재 금
수 해제, 이듬해 다이아몬드 금수 해제에 이어 국제사회 제재
에서 완전히 벗어남.
신문은 인콰이어러 등. 방송은 민영 DC TV와 국영 ELBC 라
디오 등. 뉴스통신은 LNA.

레소토
Kingdom of Lesotho
남아프리카공화국
★
마세루

승계함. 1998년 5월 총선결과에 대한 야당 불복으로 내전 발
발, 남아공 등 주변 4개국이 무력 개입해 내전을 종식시킴.
2002년 5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레소토민주회의당(LCD)이
승리함. 2009년 4월 파칼리타 모시실리 총리 암살 및 쿠데타
시도가 실패함.
모시실리 총리는 이후 LCD를 탈당하고 민주회의당(DC)을
창당함. DC는 2012년 5월 선거에서 과반 확보와 연정 구성에
실패함. 제1야당 지도자인 토머스 타바네를 총리로 하는 야권
연립정부로 첫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정치적 혼란이
계속됨.
2014년 8월 경찰의 지지를 받는 타바네 총리와 군부를 장
악하고 있는 모테초아 메칭 부총리간의 권력투쟁이 원인이 된
쿠데타 시도가 불발로 끝남. 2015년 2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가운데 야당이 연정을 구성해 집
권에 성공함. 이로써 파칼리타 모시실리 전 총리가 복귀함.

레소토

외교
남아프리카관세동맹 가맹국. 남아공과 1986년 3월 불가침
을 비공식으로 합의하고 1992년 5월 수교함. 남아공에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져 2010년 5월 정식 청원도 제기됨. 1966년
12월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원조문제 등으로 1983년 6월 단
교, 1986년 2월 외교관계 복원. 북한과 1980년 7월 수교했으나
1986년 11월 외교관계 단절.

남아프리카공화국

면 적	3만355㎢
자 원	양모, 다이아몬드, 석재
인 구	195만3천70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마세루(Maseru)
주 민	소토족(90%)
언 어	세소토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줄루어
종 교	기독교(80％), 토속 종교(20%)
원 수 [국왕] 레치 3세(King Letsie Ⅲ, 1996년 2월 복위) [정부수반]  

경제 · 사회 · 문화
자원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남아공에 의존. 1995년 7월 경
제개혁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1천100만 달러를 지원
함. 1999년 빈곤인구 비율 49%. 2014년 실업률 28.1%. 성인의
23.39%(2014년)가 HIV 보균자. 방송은 국영 레소토 TV와 라디
오 레소토. 뉴스통신은 LENA.

파칼리타 모시실리 총리(Pakalitha Mosisili, 2015년 3월 취임)

의 회	양원제(상원 33석, 하원 120석)
주요 정당	민주회의당(DC), 레소토민주회의당(LCD), 전(全)바소토

르완다

회의당(ABC)

Republic of Rwanda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7
 4억4천800만 달러(2017년 7월
우간다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천900달러(2017년)
통 화	로티(LSL), 1미 달러=14.48LSL(2017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르완다

★
키갈리

약사
1884년 영국보호령. 1966년 10월 영국식 입헌군주국으로 독
립하면서 국명을 바소토랜드에서 레소토로 변경.
부룬디

정치
1986년 1월 남아공의 경제봉쇄 조치 이후 군사령관 주스티
누스 레카니야 소장이 무혈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함. 1990년
당시 국왕 모쇼에쇼에 2세가 추방되고 왕세자가 레치 3세로
즉위함.
1992년 귀국한 모쇼에쇼에 2세가 1995년 1월 25일 복위됨.
모쇼에쇼에 2세가 1996년 1월 15일 사망하자 레치 3세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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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2만6천338㎢
자 원	금, 주석, 텅스텐, 천연가스, 커피
인 구	1천190만1천484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키갈리(Kigali)

주 민	후투족(85％), 투치족(15%)
언 어 킨야르완다어(공용어, 93.2%), 프랑스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49.5％), 개신교(39.4%)
원 수	[대통령] 폴 카가메(Paul Kagame, 2000년 4월 취임, 2017년
8월 3선, 임기 7년)

의 회	양원제(상원 26석, 하원 80석)
주요 정당	르완다애국전선(RPF), 사회민주당(PSD), 자유당(PL)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46억1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천100달러(2017년)
통 화	르완다프랑(RWF), 1미 달러=839.1RWF(2017년)

약사
1885년 독일 식민지에 편입됨. 1919년 벨기에 위임통치령에
들어가고,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신탁통치 결정에 따라 벨기에
통치가 계속됨. 1961년 국민투표로 왕정 폐지. 1962년 7월 독립.
식민 통치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 반목이 심화해 내전이 발
생, 중부아프리카 일대 정정불안의 원인이 됨.
1959년 후투족이 투치족 왕정을 전복해 투치족 수천 명이
희생되고 15만 명이 국외로 탈출. 이들의 후예가 투치족 반군
르완다애국전선(RPF)을 결성해 1990년 종족전쟁을 일으킴.

정치
1973년 7월 후투족 출신 하비아리마나 국방장관이 카이반다
초대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 1990년 9월 투치족 RPF가 우간
다에서 월경, 북부지역을 점령하며 내전이 발발함. 1993년 8월
반군과 포괄적인 평화협정 ‘아루샤 조약’에 조인.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의 암살이 도화선이 돼 1994년 4월 테
오네스테 바고소라 대령이 이끄는 국가 주도의 투치족 인종청
소가 시작됨.
투치족 인구의 4분의 3인 100만 명이 희생됨. 반격에 나선
RPF가 같은 해 수도 키갈리를 점령하자 보복을 두려워한 후투
족 200만 명이 인근 부룬디 등으로 피신. 1996~1997년 후투족
난민 대부분이 귀환함. 일부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남아
무장단체를 결성함.
1999년 3월 말 최초 지방선거 실시. 2000년 4월 당시 대통
령 사임으로 부통령 겸 국방장관인 폴 카가메가 권력을 승계
함. 2002년 7월 내전종식을 위해 이웃 콩고민주공화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함. 2003년 5월 개헌, 8월 대선에서 카가메 당선.
2010년 8월 카가메가 재선에 성공. 탄자니아에 설치된 르완다
전범 국제재판소(ICTR)는 2008년 12월 바고소라 등에게 종신
형을 선고함.
2014년 8월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63.8%로 세계
에서 가장 높음. 2015년 12월 카가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
용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98% 이상이 찬성으로 통과됨.
2017년 8월 대선에서 카가메 대통령 98.63%의 득표율로 3
선에 성공, 집권 기간을 17년으로 연장함.

외교
1993년 10월 파견된 유엔르완다지원단(UNAMIR)은 1995년
12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96년 3월 철수함. 2004년 6월 콩

고민주공화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2년 평화협정을 재확
인함.
2009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11월 3년 만에 프랑스
와 외교관계를 복원함. 2009년 영연방 국가 모임인 커먼웰
스에 합류. 한국과 1963년 3월 수교, 1975년 단교했으나 1987
년 9월 외교관계 복원. 북한과 1972년 4월 이후 외교 관계
유지.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리카 최대 인구 밀집국. 인구 90%가 농업에 종사. 주
력수출 품목은 커피, 차, 광물. 1994년 대학살로 경제 기반이
크게 취약해지고 빈곤이 심화됨. 그러나 2003년 이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1994년 이전 상태로 회복됨. 여
전히 국민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 원조에
크게 의존.
2011년 국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함. 콩고민주
공화국 반군단체 ‘M23’을 지원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로 일
부 국가가 원조를 보류함. 한국의 KT와 LTE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기로 함. 영자신문은 뉴 타임스 등. 방송은
TV 르완다와 라디오 르완다. 뉴스통신은 RNA.

리비아
Libya

★
트리폴리
알제리

리비아

니제르

차드

면 적	175만9천54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석고, 보리
인 구	665만3천210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트리폴리(Tripoli)
주 민	베르베르·아랍인(97%), 기타(3%)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이탈리아어
종 교	이슬람 수니파(96.6%), 기타(3.4%)
원 수	[총리] 파이즈 사라즈(Fayiz al-SARAJ, 2015년 12월 취임)
의 회	단원제(200석)
주요 정당	정의건설당(JCP), 국민연합(NFA)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6
 31억4천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9
 만800달러(2017년)
통 화	리비아디나르(LYD), 1미 달러=1.413LYD(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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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BC 1천 년께 페니키아인들이 무역거점을 찾아 현 리비아의
서부해안에 진출한 이래 잦은 외침을 겪음. 4세기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며, 7세기 중순 마그레브 원정 이래 이슬람권의
영향력 아래 놓임.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 아래 있던 1911년 이
탈리아의 식민지가 됨. 2차 대전 이후 영국·프랑스가 분할 통
치. 1951년 12월 무하마드 이드리스를 국왕으로 하는 연방왕국
이 탄생하며 독립함.

정치
1969년 9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 아
랍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특유의 정치체제를 표방하며 공
화국을 선포함. 1977년 3월 인민주권확립선언(신헌법) 채택, 인
민위원회를 통한 인민 직접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전인민회의
(의회) 창설.
1970년, 1975년, 1984년, 1993년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 불
발로 끝남.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촉발한 아랍권 시민혁명의
여파로 2011년 2월 동부를 거점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됨. 국
제사회는 3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며 군사 개입을 함. 유엔
은 9월 잘릴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과도위원회(NTC)를 리비아
대표기구로 인정함. 같은 해 10월 카다피가 집권 41년 만에 시
민군에 의해 사살되며 해방을 공식 선포함.
2012년 7월 반세기만의 첫 선거로 제헌의회를 구성함. 자
유주의 성향의 국민연합이 승리함. NTC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제헌의회는 9월 무스타파 아부 샤구르를 총리로 선출
함. 의회는 10월 샤구르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을 부결시키고
그를 해임함. 인권변호사 출신 알리 제이단이 신임 총리로
선출됨.
2014년 3월 총선을 실시해 비(非)이슬람계가 주축이 된 압둘
라 알타니 총리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슬람 민병대가 수도 트
리폴리를 장악하면서 의회가 토브루크시로 피신함. 이슬람계
민병대는 독자적으로 의회를 설치하며 리비아에는 사실상 2개
의 정부가 존재함. 특히 11월 대법원이 총선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국 혼란이 가중됨.
2015년 7월 트리폴리 정부를 제외한 각계 정파가 수개월의
협상 끝에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함. 트리폴리에 있는 이슬람계
주축의 제헌 의회(GNC)와 동부 토브루크 의회가 12월 유엔이
중재하는 통합 정부(GNA) 구성안에 합의함.
2016년 4월 트리폴리 정부의 칼리파 그웨일 총리는 기존
입장을 바꿔 통합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2016년 8월 리비아 동부 토부르크 의회도 통합 정부 구성안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다수가 불신임에 투표해 정국 혼란이 지
속됨.

외교
아랍민족주의·반이스라엘 노선 견지. 미국은 테러지원을
이유로 1973년 리비아와 단교함.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
공에서 미 팬암 여객기 폭파 테러를 일으켜 1992년 미국과 유
엔이 제재를 단행함. 영국과는 단교 16년 만인 1999년 11월 외
교관계를 복원함.
2003년 로커비 테러 배후를 시인하고 대량파괴무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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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폐기를 결정, 미국 등 서방진영과 관계개선에 나섬. 2006년
5월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2009년 대사 관계를 복원
함. 카다피가 2009년 유엔총회 참석차 첫 방미. 2011년 3월 카
다피 정권의 유혈 시위진압으로부터 리비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사회가 군사개입을 함.
한국과 1980년 12월, 북한과 1974년 1월 수교. 2002년 7월 북
한과 투자기술협정을 체결. 한국과 리비아는 2010년 6월 국가
정보원 직원의 정보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9월 한
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 카다피 원수를 만나 양
국관계 정상화에 합의함. 2012년 9월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무장단체가 미국 영사관을 습격, 미 대사를 비롯해 4명이 숨지
는 사건이 발생함.
서방의 침공 등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혼란이 계속되던 리비아 내에서 서방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잇따름. 2014년 여름 이슬람계 반군의 트리폴리 장
악이 임박하자 수교국들은 리비아에서 공관과 자국민들을 철
수시키기 시작함.
2015년 2월 이슬람국가(IS)가 이집트 콥트교도 인질을 참수
하자 이라크가 보복 공습을 단행함. 4월에는 IS 트리폴리 지부
를 자처하는 단체가 한국 대사관을 공격해 경비하던 리비아
경찰관 2명이 사망했지만, 개인적인 원한 때문으로 밝혀짐. 11
월 미국이 리비아에서 IS 겨냥 첫 공습에 나서 지도자 아부 나
빌을 사살했다고 발표함.

경제 · 사회 · 문화
1959년 유전 발견으로 빈국에서 석유 부국으로 부상. 산유
량 세계 12위. GDP의 65%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함. 식량
의 80%를 국외에서 수입함. 녹색혁명의 일환으로 대수로사업
추진. 2003년 유엔 제재 해제 이후 경제가 개선됨.
2011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 급감. 2012년에도 생산 목표치
에 미달. 카다피 축출 이후 1천700개의 무장단체가 난립하며
권력, 이권 다툼을 벌여 치안 불안이 지속됨. 2013년 10월 제이
단 총리가 무장단체에 억류됐다가 풀려나는 사건 발생.
무정부 상태의 혼란 와중에 2015년 1월 수도 트리폴리의 고
급 호텔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2월 중부 도시 시테르를 점령하
는 등 IS가 리비아에서도 세력을 키움.
유엔은 12월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IS 조직원을 2∼3천 명으
로 추산. 리비아 통합정부는 IS의 리비아 거점 도시였던 시르테
탈환작전을 개시한 지 약 8개월 만인 2016년 12월 시르테 해방
을 공식 선언.
북아프리카와 중동 각국의 내전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유
럽으로 가려는 난민 수백만 명이 리비아 해안으로 몰려들면서
혼란이 가중됨. 지중해를 건너다 난민선 전복 등으로 2015년 3
천777명, 2016년 5천79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참사가 이
어짐.
아프리카 난민들이 리비아의 현대판 노예시장에서 거래되
고 있다는 CNN 보도 이후 전 세계에서 비난 쇄도. 리비아 당
국은 난민 이송 지원시설을 설립기로 함.
방송은 국영 자마히리야 TV와 라디오가 있었으나 NTC가 폐
쇄, 민영 리비아TV 등이 운영 중. 카다피 축출 이후 관영 신문
도 다수 폐쇄. 뉴스통신은 국영 LANA.

마다가스카르
Republic of Madagascar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
안타나나리보
인도양

면 적	58만7천41㎢
자 원	석탄, 크롬, 흑연, 희토류, 보크사이트, 커피
인 구	2천505만4천161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주 민	말레이-인도네시안, 혼혈 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말라가시어(공용어), 영어
종 교	토착 종교(52％), 기독교(41％), 이슬람교(7％)
원 수	[대통령]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Hery Martial
Rajaonarimampianina, 2014년 1월 취임, 임기 5년)

의 회	단원제(151석)
주요 정당	아바나(AVANA)당, 마다가스카르의 새로운 힘(FIDIO),
녹색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98억1천만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600달러(2017년)
통 화	마다가스카르아리아리(MGA), 1미 달러=3262.7MGA(2017년)

약사
1885년 프랑스 보호령, 1896년 프랑스 식민지, 1958년 국민
투표를 통해 프랑스공동체 내 자치공화국을 선언함. 1960년 정
식으로 독립.

정치
1975년 6월 라치라카 중령이 최고혁명평의회 의장에 취임,
사회주의 노선을 선언함. 1976년 라치라카가 대통령에 취임,
이후 장기집권함. 1991년 민주화 시위 발발. 1992년 8월 국민투
표로 개헌안 확정. 국명을 마다가스카르민주공화국에서 마다
가스카르공화국으로 변경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폐기함.
1993년 2월 대선에서 사회세력당의 알베르 자피 대통령이
당선됨. 1996년 5월 자피 대통령 탄핵당함. 같은 해 대선에서
라치라카가 승리함. 2001년 대선에서 라치라카를 누르고 마르
크 라발로마나나가 당선됨. 라발로마나나 대통령은 2006년 12
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2009년 반정부 시위로 축출됨. 당시 안
타나나리보 시장이었던 라조엘리나가 반군의 도움을 얻어 군
사쿠데타에 성공,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함. 라발로마나나는
남아공으로 망명.
이후 반대세력의 반발로 정정불안이 지속됨.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라조엘리나 정부를
인정하지 않음. 이후 SADC 중재로 라조엘리나와 라발로마나
나 모두 출마하지 않는다는 협상안이 타결돼 선거가 실시됨.
2013년 12월 대선에서 라조엘리나 지지를 받는 헤리 라자오나
리맘피아니나 후보가 승리함. 쿠데타로 망명한 라발로마나나
는 2014년 10월 귀국했지만, 지지자들에게 즉석연설을 한 후
경찰에 체포됨.
의회가 2015년 5월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에 대한
해임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으나, 6월 헌법재판소가
기각함.

외교
비동맹 외교 노선. 사회주의정권 당시에는 구공산권 및 중국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경제개발을 위해 서방·아시
아 국가들과 관계를 중시. 2009년 라조엘리나 대통령 취임으로
AU로부터 회원자격 정지조치를 받음. 한국과 1962년 6월, 북한
과 1972년 11월 수교. 1972년 7월 한국과 단교, 1993년 4월 관계
정상화. 남아공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마다가스카르 업무 겸임
하다가 2016년 7월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 공식 개관.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 아프리카 최대의 섬나라로 농림수
산업이 GDP의 4분의 1을 차지함. 2004년 12월 말 있었던 서아
시아 지진해일 여파로 이재민 수천 명 발생. 2008년 11월 대우
로지스틱스와 농지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후 소요 사
태의 빌미가 됨. 2009년 3월 라조엘리나 새 대통령이 협상 종
료를 선언함. 유럽연합(EU)은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원조 공여를 중단함. 정국 불안으로 관광산업이
급락하는 등 경제난이 가중됨.
흑사병 발병으로 2012년 60명이 사망한 데 이어 2017년 8∼
10월 석 달간 127명이 숨짐. 전문가들은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
내 춤추고 기념하는 풍습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신문은 마다가스카르 트리뷴 등. 방송은 국영 TVM(TV)과
RNM(라디오).

말라위
Republic of Malawi

잠비아

말라위
릴롱궤
★

모잠비크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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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11만8천484㎢
자 원	석회석, 석탄, 우라늄, 보크사이트
인 구	1천919만6천246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릴롱궤(Lilongwe)
주 민	체와족(32.6%), 롬웨족(17.6%), 야오족(13.5%)
언 어	영어(공용어), 치체와어(공용어), 친얀자어
종 교	기독교(82.6％), 이슬람교(13%)
원 수	[대통령] 피터 무타리카(Arthur Peter Mutharika, 2014년 5
월 취임, 임기 5년)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1년 미국과 영국 등 공여국이 지원을 중
단함. 이 때문에 연료난과 외화 부족 등 경제난 발생.
세계적 팝스타 마돈나가 교육 자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어려
움을 겪음.
담배산업이 수출의 50%를 차지. 매년 수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함. 2015년 4월 조혼 금지법이 발효됨.
신문은 더 네이션, 데일리 타임스 등. 방송은 국영 TV 말라
위와 MBC 라디오. 뉴스통신은 MANA.

의 회	단원제(193석)
주요 정당	민주동맹(AFORD), 민주진보당(DPP), 국민당(PP), 말라
위회의당(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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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억7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말리
Republic of Mali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200달러(2017년)
통 화	말라위 콰차(MWK), 1미 달러=729.1MWK(2017년)

알제리
모리타니

약사

말리

15세기에 왕국을 수립해 현재의 짐바브웨까지 영토를 확장
함. 1891년 영국 보호령. 1964년 7월 독립.

정치
1963년 총선에서 승리한 말라위의회당의 카무주 반다 총리
가 1966년 개헌으로 대통령에 취임해 30년간 집권함. 정치개
혁 요구에 따라 1993년 다당제 개헌을 함. 1994년 대선에서 바
킬리 물루지 후보가 당선됨. 빙구 와 무타리카 박사가 2004년
5월 대선에서 당선된 후 집권당 연합민주전선(UDF)에서 탈당,
DPP 창당함. 2009년 5월 무타리카 대통령 재선됨.
2011년 7월 경제난과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20명이 사망함. 무타리카 대통령
은 2012년 4월 심장마비로 급사함. 여성운동가 출신인 조이스
반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맡음.
2014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선 빙구 와 무타리카 전 대통령의 동
생인 피터 무타리카가 야당인 민주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됨.

외교
2011년 초반까지 친서방 노선 유지하다 무타리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외교전문 유출과 시위 강경진압 여파로 서방
과 관계가 악화됨. 남아공과 수교해 아프리카국가들의 비난을
받았으나 남아공의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주변국들과 관계가
개선됨. 중국과 수교하지 않고 대만과 외교관계 유지.
영연방 국가모임 코먼웰스 가맹국이지만 위키리크스에 의
한 외교전문 유출 후 2011년 4월 영국과 대사급 외교관을 맞추
방함. 영국에 이어 미국은 시위 유혈진압을 이유로 원조중단
을 발표. 남아프리카개발협력회의(SADCC) 회원국. 이스라엘,
대만과 수교. 남북한 동시 수교국. 한국과 1965년 3월, 북한과
1982년 6월 수교.

기니

★
바마코

코트 디부아르

면 적	124만192㎢
자 원	금, 인광석, 고령토, 우라늄, 석회석.
인 구	1천788만5천245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바마코(Bamako)
주 민	말린케족(52%), 풀라니족(11%), 밤바라족 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밤바라어(46.3%)
종 교	이슬람교(94.8％), 기독교(2.4%)
원 수	[대통령]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2013년 9월 취임)

의 회	단원제(147석)
주요 정당	민주독립아프리카연대(SADI), 민주진보동맹(ADP), 공화
국과민주주의를위한연맹(UR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4
 09억8천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천200달러(2017년)
통 화	세파프랑(XOF), 1미 달러＝605.3XOF(2017년)

약사
13~14세기 말리왕조 수립. 가나, 모로코왕국의 지배를 거
쳐 19세기 후반 프랑스 식민지가 됨. 1959년 당시 프랑스령 수
단(수단공화국으로 개명)이 세네갈과 합쳐 말리연방을 구성함.
1960년 6월 말리연방에서 독립. 두 달 후 세네갈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같은 해 9월 남은 수단공화국이 말리로 독립함.

경제 · 사회 · 문화
자원이 부족하고 국민의 85%가 농업에 종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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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현황

정치
1968년 11월 무사 트라오레 중위의 쿠데타로 초대 모디보 케

이타 대통령이 실각함. 트라오레는 1979년 2월 민정이양 선거
에서 대통령에 당선됨. 1991년 3월 아마두 투마니 투레 중령의
쿠데타로 트라오레 대통령이 축출됨. 1992년 4월 복수정당제
대통령선거에서 말리민주동맹(ADEMA)의 알파 우마르 코나레
당수가 승리해 1997년 재선됨. 2002년 5월 대선에서 아마두 투
마니 투레 후보가 당선돼 2007년 연임에 성공함.
2008년 8월 정부와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 투아레그
족 반군 간에 적대행위 중단 협상이 타결됐으나 2012년 1월 투
아레그족 반군이 독립을 주장하며 내전을 일으킴. 알카에다북
아프리카 지부(AQIM) 등 급진 이슬람세력도 개입해 반군 그룹
이 동북부 지역을 9개월간 장악함. 3월에는 아마두 사노고 대
위가 혼란을 틈타 군사 쿠데타를 감행, 민정이 붕괴됨. 이후 군
부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와 민정 이양에 합의, 디
온쿤다 트라오레 과도정부 수반이 취임함.
말리 정부군과 투아레그 반군이 2013년 6월 휴전협정을 체
결함. 8월 대선에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전 총리가 당선
됨.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범여권이 승리함.

외교
옛 종주국인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이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친서방 성향이 강함.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
투아레그와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이 북부를 장악하자 2012
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연합(AU)의 말리 군
사 개입을 승인함. 2013년 1월 프랑스가 내전에 군사 개입함.
프랑스는 말리 정부를 도와 북부에서 이슬람 반군을 축출함.
아프리카 국가 군인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됨.
2016년 12월 유럽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불법 이주민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유럽연합(EU)과 체결.
독립 직후 친소 노선으로 북한과 밀접한 관계, 1972년 수교
하고 투자보장협정도 체결. 1990년 9월 한국과 수교, 2009년 2
월 한국과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모로코
Kingdom of Morocco
스페인

대서양

★
라바트

모로코

알제리

면 적	44만6천550㎢
자 원	인광석, 철광석, 망간
인 구	3천398만6천655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라바트(Rabat)
주 민	아랍-베르베르(99%)
언 어	아랍어(공용어), 베르베르어(공용어), 프랑스어
종 교	이슬람교(99%), 기독교(1%)
원 수	[국왕]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1999년 7월 즉위) [정
부수반] 사드에딘 엘 오트마니 총리(Saadeddine El Othmani,
2017년 3월 취임)

의 회	양원제(상원 270석, 하원 395석)
주요 정당	행동당(PA), 약속당, 독립당(PI), 민주연합(U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천1억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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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600달러(2017년)
통 화	디르함(MAD), 1미 달러=9.639MAD(2017년)

약사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25대 최빈국 중 하나. 주민의 80%가 농수산업에 종사.
원조에 경제 의존. 2014년 에볼라의 영향을 받음. 정부의 강력
한 경제개혁정책과 94년 50%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1996~
2010년 연평균 5% 성장함. 한때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안정적
인 사회로 꼽힘.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와 군부 쿠데타, 내전 등 정정불안으
로 경기가 급속히 후퇴함. 이슬람 급진단체의 게릴라식 저항과
투아레그 분리주의자들의 소요 등 내전의 여진이 지속됨. 북부
도시 팀북투는 과거 아프리카 내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로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함. 내전으로 유적 훼손 우려가 커
짐.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함.
2015년 11월 수도 바마코의 고급 호텔에 알카에다 연계 무장
단체가 난입, 투숙객 등 170명을 억류하고 유혈 인질극을 벌여
테러범 2명 포함 21명이 사망함. 2017년 8월엔 말리에 주재하
는 유엔기지에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해 평화유지군과 말리군
등 7명이 사망.
신문은 레소르 등. 방송은 공영 ORTM TV와 라디오. 뉴스통
신은 AMP.

16세기 사디 왕조 때 전성기 구가. 17세기에 현 알라위트왕
조 시작. 1912년 모로코 영토 대부분이 프랑스 보호령에 편입.
1956년 3월 독립하며 탄지에르를 반환받고 4월 스페인 관할지
역을 병합.
국왕 모하메드 5세는 2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에 의해 추방
됐다가 1956년 독립과 함께 복위. 1961년 12월 입헌군주제헌법
공포.

정치
1990년대 점진적 정치개혁으로 양원제를 확립함. 1999년 7
월 하산 2세 국왕 타계로 장남 시디 모하메드(모하메드 6세)가
왕위를 계승함. 2002년 9월 하원선거에서 USFP를 중심으로
한 좌파연정이 승리함.
2007년 9월 총선에서 집권 연정 일원인 보수파 이스크랄당
이 압승함. 2011년 2월 ‘아랍의 봄’ 영향으로 정치개혁을 요구
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왕실은 정치개혁 약속, 특별위
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이 같은 해 7월 국민투표로 확정됨. 2011
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온건 이슬람 성향 정의개발당이 승리함.
2016년 10월 총선에서도 정의개발당이 승리함.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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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경제·정치적 실리를 위해 서방과 긴밀한 관계 유지. 1976년
스페인이 서사하라를 모리타니에 양도함. 모리타니가 1979년
분리 독립 투쟁 과정에서 영유권을 포기하자 모로코는 서부
사하라 전 지역을 병합했으나 분리독립 조직인 폴리사리오가
저항, 이 지역 영유권을 확정짓지 못함. 모로코는 서하라를 자
국 영토로 간주함. 아프리카연합(AU) 원년 멤버였으나 다른 회
원국들이 서사하라를 국가로 인정하자 1984년 탈퇴. 32년 만
인 2017년 1월 AU의 55번째 회원국으로 재가입.
2002년 7월 지중해상의 무인도 페레힐섬을 놓고 스페인과
분쟁. 2003년 1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와 자유무역협정 체
결. 2006년 아프리카 국가로는 유일하게 미국과 FTA 체결. 유
럽연합(EU) 가입 추진. 2009년 3월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 한
국과 1962년 7월 수교, 북한과 1989년 2월 수교. 2016년 10월
마라케시에 모로코 12개주 가운데 중부지역 3개주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명예영사관 설치.

주 민	인도계 모리셔스인(68%), 크리올인(27%)
언 어	크리올어, 영어(공용어), 보즈푸리어
종 교	힌두교(48.5%), 가톨릭(26.3%), 이슬람교(17.3%)
원 수	[대통령] 아미나 구리브-파킴(Ameenah Gurib-Fakim, 2015
년 6월 취임)

의 회	단원제(70석)
주요 정당	모리셔스노동당(MLP), 모리셔스투쟁운동당(MMM)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74억4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만160달러(2017년)
통 화	모리셔스루피(MUR), 1미 달러=35.17MUR(2017년)

약사
인도양의 도서국. 1683년 네덜란드령 선포. 1721년 프랑스가
점령한 후 식민 통치. 인도양 관할 해군기지와 플랜테이션을
설립함. 1810년 영국이 통치권을 획득해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1967년 총선거 뒤 자치권 획득. 1968년 영연방 일원으로 독립.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최대 인광석 생산국. 2003년 휴양지 카사블랑카에서
유혈 자폭테러가 발생한 뒤 이슬람 무장조직 색출에 나서는
등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함. 2011년 4월 중부 마라케
시에서 폭탄테러로 외국인 관광객 등 수십 명 사망. 현 국왕인
모하메드 6세 치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2012년 들어 정권 부패 의혹과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국
민 불만이 증폭하며 반정부 시위 발생. 최대 교역국인 유로존
의 재정 위기가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함. IMF는 2012년 8월 모
로코에 62억 달러의 예방적 유동성 자금지원(PLL)을 결정함.
2013년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
신문은 정부 기관지인 알 안바 등. 방송은 국영 RTM TV와
라디오. 뉴스통신은 국영 MAP.

모리셔스
Republic of Mauritius

독립 후 1982년까지 모리셔스노동당(MLP)이 단독 또는 연
정으로 정권을 유지함. 1982년 총선에서 모리셔스투쟁운동
당(MMM)-모리셔스사회당(PSM) 연정이 승리했으나, 이듬해
MMM 탈당 세력과 PSM이 연합해 모리셔스투쟁사회주의운동
당(MSM)을 구성하고 MLP와 연정을 구성함. 1990년대에도 세
정당 간 이합집산이 지속됨.
2005년 7월 총선에서 MLP 주도의 야당연합이 연립여당
(MMM-MSM)을 누르고 승리, 나빈 람굴람 MLP 당수가 총리에
취임. 2008년 9월 의회가 아네루드 주그노트 대통령을 재선출
함. 2010년 5월 총선에서는 MLP가 MSM과 손잡고 승리, 람굴
람 총리가 재선에 성공. 2012년 3월 주그노트 대통령 사임. 의
회는 7월 카일라시 푸르약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2014
년 12월 아네루드 주그노트가 총리로, 2015년 아미나 구리브파킴이 대통령으로 취임.

외교
영연방 가맹국. 지리적 이유로 인도와 남·동부 아프리카
국가와 가까우며 서방과 경제협력도 중시하는 현실주의를 채
택.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등과 협력을 적극 추진함. 1997년 3
월 인도양 연안국경제협력체 창설회원으로 참여. 미국이 서아
시아와 중동에서 군사행동을 벌일 때 주요 거점이 되는 디에
고 가르시아 공군기지가 인근에 소재함. 1971년 한국과 수교.
1973년 북한과 수교.

인도양
★ 포트 루이스

정치

인도양

모리셔스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면 적	2천40㎢
자 원	사탕수수, 차, 수산물
인 구	135만6천388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포트루이스(Por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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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 문화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만 달러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부
국. 아프리카에서 국가 운영이 가장 잘된 나라로 꼽힘. 사탕수
수·관광·직물·금융산업이 경제의 4대 축임. 사탕수수 산업
이 농경지의 90%, 수출·수입의 15%를 차지. 2010~2012년 연
평균 3~4%의 경제성장률 기록함. 외국 기업의 조세회피처 역
할을 하기도 함.
신문은 렉스프레스 등. 방송은 국영 MBC TV와 라디오.

모리타니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쿠데타로 압달라히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 아지즈는
2009년 7월 대선에 출마해 승리, 2014년 6월 81.89%의 득표율
로 재선에 성공.

외교
모로코

모리타니
★ 누악쇼트

세네갈
말리

면 적	103만700㎢
자 원	철광석, 석고, 구리, 인광석, 다이아몬드
인 구	375만8천571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누악쇼트(Nouakchott)
주 민	무어-아프리카계 혼혈(40%), 무어인(30%), 아프리카계
(30%)

언 어	아랍어(공용어), 풀라어, 소닌케어
종 교	이슬람교(국교)
원 수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압델 아지즈(Mohamed Ould Abdel
Aziz, 2014년 6월 재선. 임기 5년)

의 회	양원제(상원 56석, 하원 146석)
주요 정당	민주개혁공화당(PRDR), 공화연합(UPR), 민중진보연합
(APP)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73억7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전방위 외교.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 아랍·마그레브연맹 가
맹국. 1984년 2월 수립된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SADR)을 승인
함. 1999년 10월 이스라엘과 수교했으나 2009년 1월 가자지구
침공을 이유로 정치·경제관계를 단절하고 2010년 3월 외교관
계를 전면 단절함. 2003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됨. 2004년
12월 파리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몰타, 모로코 등과 함
께 지중해 연안 10국 안보협약을 체결. 남북한 동시 수교국.
아랍연맹 회원국으로, 2017년 6월 카타르에 대해 적대적인
외교정책, 아랍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 테러지원 등을 주장
하며 단교를 선언함.

경제 · 사회 · 문화
노동인구의 과반수가 농업과 목축에 종사. 철광석이 수출의
40%를 차지. 2001년 연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돼 200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유전 개발에 착수. 2008년 쿠데타로 중단된
국제사회 원조는 2009년 선거 이후 재개. 집권층은 아랍계의
베이단족. 흑인은 하라틴(자유흑인)과 노예로 구분됨.
1980년 노예폐지법이 공포됐으나 노예 매매관행이 남아 있
으며 아프리카계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 전 세계에서 노예문제
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힘. 2009년부터 AQIM의 외
국인 겨냥 테러가 잇따름. 2015년 1월 노예제 반대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폭동이 발생함.
신문은 국영 차아브, 호라이즌 등. 방송은 국영 모리타니 TV
와 라디오. 뉴스통신은 국영 AMI.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4
 천500달러(2017년)
통 화	모리타니우기야(MRO), 1미 달러=363.6MRO(2017년)

모잠비크
약사

The Republic of Mozambique

1903년 프랑스령, 1958년 프랑스공동체 내 자치국. 1960년 11
월 독립.

말라위
잠비아

정치
모크타르 다다 초대 대통령이 1978년까지 집권. 1976년 스
페인령 사하라(현 서부 사하라) 지역의 3분의 1을 병합. 알제리
배후 지원을 받은 폴리사리오 게릴라들과 교전으로 정정이 불
안해짐. 1979년 서부사하라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 1978년
과 1980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총리이던 마우야 울드 시드
아메드 타야가 1984년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에 취임, 20년
간 철권통치.
1990년대 민주화 개혁 추진. 타야 대통령은 2003년 11월 대
선에서 3선에 성공. 2005년 8월 모하메드 발 대령이 무혈 쿠
데타로 집권한 후 정치개혁을 추진함. 2006년 6월 대통령 5년
중임제로 개헌. 2007년 3월 민주적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무소
속의 시디 울드 체이크 압달라히 전 재무장관이 당선.
2008년 8월 모하메드 압델 아지즈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모잠비크
짐바브웨

마푸토
★

면 적	79만9천380㎢
자 원	석탄, 티타늄, 천연가스, 탄탈
인 구	2천657만706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마푸투(Maputo)
주 민	마쿠와족, 쏭가족, 롬웨족 등 아프리카계 99.66%

각국현황

l 561

언 어	마쿠와어 25.3%, 포르투갈어(공용어) 10.7%
종 교	가톨릭(28.4%), 이슬람교(17.9%), 시온주의 기독교(15.5%)
원 수 [대통령] 필리페 니우시(Filipe Nyusi, 2015년 1월 취임, 임기 5년)
의 회	단원제(250석)
주요 정당	모잠비크해방전선(FRELIMO), 모잠비크민족저항운동
(RENAMO)

가격 하락으로 경제난 가중. 2010년 물가급등으로 폭동이 발생
하자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을 단행함. 인도양 해적
으로 피해를 봄. 가스전 개발로 GDP 상승 기대.
신문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노티시아스 등. 방송은 국영
TVM과 라디오 모잠비크. 뉴스통신은 AIM.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73억9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300달러(2016년)
통 화	메티칼(MZM), 1미 달러=64.4MZM(2016년)

약사
1498년 바스쿠 다가마가 상륙, 150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됨. 1962년 식민지해방운동을 위한 조직인 모잠비크해방전선
(FRELIMO)을 결성해 1964년 무장투쟁 시작. 1974년 9월 포르투
갈과 독립협정에 조인하고, 1975년 독립.

1964년 9월 포르투갈의 통치에 저항을 시작한 모잠비크해
방전선(FRELIMO)은 10여 년간 내전을 치르며 모잠비크 독립을
주도. 지도자인 사모라 마셸이 1975년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
에 취임. 2대 대통령 호아킴 치사노는 1989년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포기하고 복수정당제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채택함. 국명도 모잠비크인민공화국에서 모잠비크공화
국으로 변경함.
반군 모잠비크민족저항운동(RENAMO)과의 내전이 약 15년
간 지속됨. 1992년 유엔 중재로 FRELIMO와 RENAMO 간 평화
협상 타결. 1994년 치러진 선거에서 요아킴 치사노가 대통령으
로 당선된 이후 18년간 집권함. 치사노 대통령은 2004년 12월
치러진 대선에 불출마하고 집권당 FRELIMO의 아르만두 게부
자 후보가 당선됨. 게부자 대통령은 2009년 11월 재선에 성공.
2014년 치러진 대선에선 여당인 FRELIMO의 필리페 니우시 후
보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돼 2015년 1월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 속에 취임함.

외교

부르키나 파
소

베냉

나이지리아

가나
포르토노보
★

면 적	11만2천622㎢
자 원	석회석, 대리석, 목재
인 구	1천103만8천805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포르토노보(Porto-Novo)
주 민	폰족 및 연계 혈통(39.2%), 아드자족(15.2%), 요루바족
(12.3%) 등 토착 부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폰요루바어 등
종 교	가톨릭(27.1%), 이슬람교(24.4%), 부두교(17.3%), 개신교
(10.4%), 토속 종교

원 수	[대통령] 파트리스 탈롱(Patrice Talon, 2016년 3월 당선, 임
기 5년)

의 회	단원제(83석)
주요 정당	베냉약진당(FCBE), 국가연합당(UN)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52억9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독립 이후 구 동구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동맹 중
립 노선을 견지. 1983년 이후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 포르투갈
어 사용국이면서도 1996년 영연방 국가에 가입함. RENAMO
지원을 이유로 남아공과 소원했으나 1993년 수교함. 1997년 7
월 ‘포르투갈어 사용국가연방(CPLP)’에 가입. 2003년 10월 중
국과 통상협력협정 체결.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 북한과
1975년 6월 수교. 1993년 8월 한국과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옥수수, 캐슈너트, 면화, 설탕 등이 주산물. 예산의 50% 이상
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며 인구의 54%(2008년 기준)가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고 있음. 극심한 가뭄과 내전으로 1990년대까지
경제발전 지연. 내전 종식과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2001년 이후
고성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알루미늄

l

The Republic of Benin

토고

정치

562

베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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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천200달러(2017년)
통 화	세파프랑(XOF), 1미 달러=605.3XOF(2017년)

약사
다호메이 통일왕국이 17세기 흑인 노예무역으로 번성함.
1872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식민지로 편입. 1960년 8월 독립.

정치
독립 이후 12년간 민정과 군정이 반복되는 정치 불안이 계
속됨. 1972년 마티유 케레쿠가 권력을 장악하고 마르크스-레
닌주의 체제를 수립함. 케레쿠는 1989년 레닌주의를 포기함.
1960년 다호메이공화국에서 1975년 사회주의를 도입한 베냉인
민공화국으로 국호를 바꿈. 1990년 12월 국민투표에서 베냉공
화국으로 국호가 개칭됐고, 대통령직선제, 복수정당제, 삼권분

립을 골자로 한 신헌법이 승인됨. 1991년 3월 대선에서 니스포
르 소글로 전 총리가 케레쿠를 누르고 당선.
1996년 3월 대선에서 케레쿠가 권좌에 복귀해 2001년 3월
재선에 성공. 2006년 3월 서아프리카개발은행(WADB) 총재 출
신의 무소속 야이 보니 후보가 당선. 야이 대통령은 2010년 다
단계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퇴진 압력을 받았으나 2011년 3
월 재선에 성공. 2012년 10월 거물 기업인과 주치의 등이 연루
된 대통령 독살음모가 적발됨. 이듬해에도 쿠데타 기도가 발
각됨. 2016년 3월 대선에서 기업가 파트리스 탈롱이 토마 보니
야이 전 대통령 지지 정당인 ‘떠오르는 베냉의 자패군’(FCBE)
리오넬 쟁수 후보를 꺾고 승리하며 정권 교체.

외교

주 민	츠와나족(79%), 칼랑가족(11%)
언 어	츠와나어(78.2), 영어(공용어), 칼랑가어(7.9%)
종 교	기독교(71.6%), 바디모교(6%)
원 수	[대통령] 세레체 카마 이안 카마(Seretse Khama Ian Khama,
2014년 10월 연임, 임기 5년)

의 회	단원제(63석)
주요 정당	보츠와나민주당(BDP), 보츠와나국민전선(BNF)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95억5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만8천100달러(2017년)
통 화	보츠와나풀라(BWP), 1미 달러=10.19WP(2017년)

약사

케레쿠 집권 초기 동유럽·중국 등 공산국가와 가까웠으나
사회주의 노선 포기 뒤 서방, 특히 프랑스 및 미국과 관계를 개
선함. 나이지리아와 국경분쟁 해결. 단교 상태였던 가봉, 차드,
모로코 등과 복교하는 등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 서부
아프리카 8개국 경제 협력체인 UEMOA 회원국. 1961년 한국과
수교했으나 1975년 단교를 통보했다가 1990년 10월 재수교. 북
한과는 1973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경제 · 사회 · 문화
경제는 면화 생산과 역내 무역에 의존. 자연자원이 빈약함.
제조업은 야자유 가공에 국한됨. 2005년 G8의 빈곤국 채무탕
감 조치로 수혜. 2007년 대형 심해 유전 4곳이 발견됨. 2010년
대규모 홍수로 6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면화산업에 타격을
받음. 2011년 수차례에 걸친 파업 후 공공부문에 25% 임금 인
상을 단행했으나 이로 인해 재정이 더욱 악화.
부두교의 발상지. 신문은 르 마티날 등. 방송은 국영 TV 내
셔널과 베냉라디오 등.

1885년 영국보호령. 1966년 자치정부 허용, 같은 해 9월
독립.

정치
자치정부 총리였던 보츠와나민주당(BDP)의 세레체 카마 당
수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 1980년까지 집권함. 이후 케투밀레
마시레 대통령이 3선을 기록함. 마시레 대통령은 1994년 12월
독립 이후 최초로 백인 각료를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 안정
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체제 유지.
1998년 3월 마시레 대통령이 물러나고 경제학자 출신인 페
스투스 모가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함. 모가에 대통령은
1999년 10월 총선을 통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 2004년 10
월 재선에 성공. 이후 2008년 4월 BDP 당수이자 세레체 카마
의 아들인 이안 카마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함. 2009년 10월
총선에서 집권 BDP가 압승함. 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대통
령에 선출되는 선거제도로 카마 대통령도 집권을 연장함. 2014
년 10월 총선에서도 BDP가 승리하면서 집권 3기에 들어감.

외교

보츠와나
The Republic of Botswana

온건 친서방 노선 채택. 남아공에 대한 경제 의존이 큼. 남아
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본부 소재국. 나미비아와는 접경지
대의 세두두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 중. 1968년 한국과 수교, 북
한과 1974년 수교. 2014년 2월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함. 북한 핵실험 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반
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함.

짐바브웨

경제 · 사회 · 문화
보츠와나
가보로네 ★

남아프리카공화국

면 적	58만1천730㎢
자 원	다이아몬드, 구리, 니켈
인 구	221만4천858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가보로네(Gaborone)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다이아
몬드 수출국. 안정된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활발한 자본 유입
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기록함. 쇠고기도 주요 수출품 중 하나.
2009년 세계 경제위기로 다이아몬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10년 성장세를 회복함.
성인의 약 25%(2009년 기준)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보균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먼 강제이주
정책이 논란을 빚음. 2009년 4월부터 한국에 비자 면제국 지
위 부여.
신문은 국영 데일리 뉴스 등. 방송은 국영 보츠와나TV와 라
디오 보츠와나 등. 뉴스통신은 국영 Bopa.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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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The Republic of Burundi

콩고민주공화국
★
부줌부라

부룬디

아공 대통령의 중재로 2000년 8월 탄자니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함.
2005년 3월 국민투표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권력 공유
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함. 같은 해 8월 대선에서 후투
족 반군단체 지도자 출신 은쿠룬지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
2010년 6월 대선에서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재선됨. 2015년 4
월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3선 연임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실패하고 유혈사태 끝에 7월 3선
에 성공. 2015년 대선 이후 유혈사태, 무장충돌 이어지며 내전
위기에 처함. 폭력사태로 500명 이상 숨지고 40만여 명 국외
로 피신.

탄자니아

외교

면 적	2만7천830㎢
자 원	니켈, 우라늄, 커피
인 구	1천146만6천756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부줌부라(Bujumbura)
주 민	후투족(85%), 투치족(14%)
언 어	키룬디어(공용어) 29.7%, 프랑스어(공용어), 키룬디어

외교는 서방 선진국과의 경협에 초점. 내전으로 난민 수십
만 명이 인근 르완다, 탄자니아, 민주콩고공화국 등에 체류.
2007년 4월 민주콩고공화국, 르완다와 함께 경제블록을 재가
동함. 2007년 6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재가입 후 2009년 7
월 EAC 관세동맹에도 가입함. 12년간의 종족내전 종식 뒤 상
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구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재와
지원 덕택. 남북한 동시 수교국, 한국과 1991년, 북한과 1967년
수교.

(9.1%)

종 교	가톨릭(62.1%), 개신교(23.9%)
원 수	[대통령] 피에르 은쿠룬지자(Pierre Nkurunziza, 2015년 7월
3선, 임기 5년)

의 회	양원제(상원 37~54석, 하원 118~121석)
주요 정당	민주수호국가평의회-민주수호군(CNDD-FDD), 민족진보
연합(UPRONA), 부룬디민주전선(FRODEBU)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7
 9억8천500만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8
 00달러(2017년)
통 화	부룬디프랑(BIF), 1미 달러=1,731BIF(2017년)

약사
14세기 투치족이 침입, 원주민인 후투족을 피지배층으로 하
는 왕국을 건설함. 1885년 독일령, 1919년 벨기에의 위임통치
령, 1946년 신탁통치를 거쳐 1962년 7월 독립함. 군주제였으나
1966년 11월 군부출신의 미셸 미콤베로 총리가 쿠데타로 국왕
을 폐위하고 공화제로 이행함.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리카 최빈국 중의 하나.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함.
커피와 차 수출이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함. 소수파인 투치
가 커피 무역을 장악함. 정치 불안으로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부진, 무역적자확대와 산업생산침체가 지속됨. 원조가 국가
수입의 42%를 차지.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끊임
없이 내전을 겪음. 2009년 4월 마지막 반군단체 민족해방군
(FNL)이 무장투쟁 포기를 선언해 내전이 종식되기까지 30만
명이 사망함. 인근 탄자니아로 4만8천여 명, 국내에서 14만 명
이 피란.
신문은 정부 기관지인 르 르누보 등. 방송은 국영 RTNB TV
와 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ABP 등.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정치
다수인 후투와 소수인 투치 양 세력 간 공격과 보복의 악
순환이 계속됨. 1993년 10월 투치족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 후
투족 출신 멜시오르 은다다예 대통령과 일부 각료가 처형됨.
1994년 7월 인종분규예방 위한 권력공유협정을 체결, 후투족
출신의 전 외무장관 실베스트르 은티반퉁가냐가 대통령직을
승계함.
그러나 1996년 7월 후투족 반군의 투치족 난민촌 습격으
로 다시 투치족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 대통령을 축출하고
피에르 부요야 전 대통령을 옹립해 과도내각을 구성함. 1998
년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내전 격화. 넬슨 만델라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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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부르키나파소
★
와가두구

가나
코트 디부아르

면 적	27만4천200㎢
자 원	망간, 석회석, 대리석
인 구	2천10만7천509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와가두구(Ouagadougou)
주 민	모시족(52.5%), 풀라니족(8.4%), 구르마족(6.8%) 등 50여
종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모시어
종 교	이슬람교(61.6%), 가톨릭(23.2%), 토착종교(7.3%), 개신
교(6.7%) 등

원 수	[대통령] 로크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Roch Marc Christan
Kabore, 2015년 12월 취임)

의 회	단원제(127석)
주요 정당	아프리카민주운동-민주연합동맹(ADF-RDA), 민주진보

경제 · 사회 · 문화
인구의 55%가 극빈층에 달하는 최빈국 중 하나. 90%가 농
업에 종사하나 주기적 가뭄으로 고통 받음. 주요 수출품은 금
과 면화. 300~400만 명이 인근 코트디부아르로 이주 노동함.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맹(UEMOA), 아프리카재정공동체(CFA)
회원국. 법체계는 프랑스법이 근간임. 2016년 1월 수도 와가두
구의 한 고급 호텔과 카페에서 유혈 인질극이 벌어져 외국인
등 29명이 사망,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가 범행을 자처함.
2017년 8월 와가두구의 외국인이 많이 찾는 식당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 외국인 등 18명이 사망.
신문은 관영 시드와야 등. 방송은 국영 TNB와 국영 라디오
부르키나 등. 뉴스통신은 AIB.

회의(CDP), 공화국연합(UPR)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56억8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900달러(2017년)
통 화	세파프랑(XOF), 1미 달러=605.3XOF(2017년)

상투메프린시페
The Democratic Republic of Sao Tome and Principe

약사
11세기 이후 모시족의 왕국이 번성함. 1896년 프랑스가 점령
하며 식민지로 전락. 1960년 오트볼타공화국으로 독립.

상투메프린시페

정치
독립 이후 볼타민주연합(UBV)의 야메오고 대통령이 독재체
제를 유지하다가 1966년 육군 중령 상굴레 라미자나의 쿠데
타로 실각함. 토마 상카라 대위가 1983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
1984년 국명을 ‘고결한 인민국가’라는 의미의 부르키나파소로
변경하고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함.
그러나 1987년 옛 동료 블레즈 콩파오레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켜 상카라 대통령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함. 1991년 12월
대선에서 야당의 불참으로 콩파오레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
된 이래 2010년 11월까지 내리 4선에 성공. 그러나 전국적 시
위, 파업, 군인 폭동으로 정국 혼란 고조됨.
27년간 장기 집권한 콩파오레는 개헌으로 집권연장을 시
도했지만, 2014년 10월 민중봉기에 이은 군사 쿠데타로 축출
돼 망명함.
군부는 외무장관 출신 미셸 카판도를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
정부를 출범시키고 2015년 11월 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나, 2015
년 9월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중재로 과도정부와 쿠
데타 세력이 휴전에 합의, 11월 29일 치러진 대선서 진보국민
운동(MPP)당을 이끄는 로크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가 진보발
전연맹(UPC)당의 제피랭 디아브레 후보를 누르고 당선.

★ 상투메

대서양

면 적	964㎢
자 원	수산물
인 구	20만1천25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상투메(Sao Tome)
주 민	메스티소, 앙골라계 노예 후손 등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55.7%), 개신교 등
원 수	[대통령] 에바리스투 카르발류(Evaristo Carvalho, 2016년 9
월 취임, 임기 5년)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독립민주행동(ADI), 상투메프린시페해방운동-사회민주
당(MLSTP-PS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6
 억8천200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천200달러(2017년)
통 화	도브라(STD), 1미 달러＝22,608STD(2017년)

외교
비동맹 중립 노선을 고수했으나 경제원조 필요성 때문에
서방 선진국과 관계를 중시함. 과거 종주국인 프랑스와는 무
역 등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프랑스는 콩파오레를 지지함.
1994년 2월 대만과 수교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단교를 선
언함. 한국과 1962년 수교, 북한과 1972년 수교.

약사
서부 기니 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1470년 포르투갈인
이 상륙. 노예무역의 중심지였음. 1974년 9월 흑인부대가 반정
부운동의 무력진압에 항의해 반란을 일으킴. 1974년 12월 잠정
정부를 거쳐 1975년 7월 독립.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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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75년 상투메프린시페해방운동(MLSTP)의 다코스타 서기장
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함. 1991년 1월 첫 자유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집중당사고그룹(PCD-GR)이 55석 중 30석을 획득, 이어
진 3월 대선에서 PCD-GR의 미구엘 트로보아다 후보가 당선.
1996년 6~7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
2001년 7월 대선에서 부유한 기업가 출신인 프라디크 데 메
네제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2003년 7월 혁명군에 의해 쿠
데타 발생.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메네제스 대통령과
쿠데타 세력이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하는 타협안에 합의함.
2006년 7월 대선에서 메네제스 대통령이 재선됨. 2011년 8월
선거에서 다코스타 초대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 2016
년 7월 대선에서 ADI 소속 에바리스투 카르발류가 대통령에
당선.

면 적	19만6천722㎢
자 원	인광석, 철광석, 수산물
인 구	1천466만8천522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다카르(Dakar)
주 민	월로프족(38.7%), 풀라르족(26.5%), 세레르족(15%)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월로프어, 풀라르어
종 교	이슬람교(95.4%), 가톨릭 등 기독교(5%)
원 수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 2012년 4월 당선, 임기 7년)
의 회	단원제(150석)
주요 정당	공화연맹당(APR), 세네갈민주당(PDS), 세네갈사회당
(PS)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4
 30억7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천700달러(2017년)
통 화	세파프랑(XOF), 1미 달러=617.4XOF(2017년)

외교
1996년 7월 포르투갈 및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 등 7
개국과 함께 공용어를 보호하고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포르투
갈어 사용국가연방(CPLP)’을 창설함. 1997년 대만과 수교하자
중국은 보복조치로 단교함. 2002년 6월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방문함. 2016년 12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복원
함. 한국과는 1988년 8월 수교. 북한과는 1975년 8월 수교.

약사
1902년 프랑스령. 1959년 말리연방에 편입돼 자치권을 획득
함. 1960년 8월 말리연방에서 탈퇴, 독립공화국 수립. 1982년
감비아와 연방국가 ‘세네감비아’를 형성했으나 8년여 만에 다
시 분리됨.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코코아 수출이 국가경제의 견인차임. 소비재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 연안 유전개발로 수입원 전환 추진. 수십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나 나이지리아와의 유전 공동
개발 계약 논란이 지속돼 생산이 미뤄짐. 2007년 3월 세계은
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3억6천만 달러 부채를 탕감해 줌.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로부터 2010년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지목됨.
신문은 유일 일간지인 텔라 논 디아리우 데 상투메프린시
페. 방송은 국영 TVS와 상투메프린시페 국영라디오.

세네갈

외교
Republic of Senegal
모리타니

★ 다카르

세네갈

기니 비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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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아프리카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로 평화적 정권교
체를 이어옴. 독립 이후 40년간 사회당 지배체제가 유지되다
가 2000년 3월 대선에서 야당인 세네갈민주당(PDS)의 압둘라
예 와데 당수가 승리하며 종식됨. 2001년 1월 국민투표에서 대
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되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승인됨.
2007년 2월 와데 대통령이 재선됨. 2008년 10월 대통령 임
기를 7년으로 재연장하는 헌법개정안이 공포됨. 2011년 와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3선 출마를 시도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
위가 발생함. 2012년 3월 대선에서 마키 살 전 총리가 와데 대
통령을 꺾고 당선. 1980년대 남부 카자망스 지역의 기독교 세
력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투쟁을 벌였으나 2014년 휴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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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친서방·온건·비동맹 중립 노선으로 옛 종주국인 프랑스
와 긴밀한 관계임. 독립 후에도 프랑스 군이 다카르 기지에 주
둔해 왔으나 2010년 독립 50주년을 맞아 모두 철수함. 1995년
1월 대만과 수교함.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이 방문함. 2005년 10
월 중국과 단교 10년 만에 복교함. 2009년 3월 유엔 인권이사
회 이사국으로 선출됨.
2011년 남부 카자망스 지역 반군단체인 카자망스민주운동군
(MFDC)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유로 이란과 단교함. 남북한 동
시 수교국. 북한 핵실험 약 한 달 후인 2016년 10월 북한 노동
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함.
국민 다수가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음. 2015년 6월 마키 살 대통령이 방한
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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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외 원조와 직접투자(FDI) 의존도가 높음. 경작 가능 면적의
40%가 땅콩재배지임. 수산물 수출과 관광산업도 외화 수입원
임.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연평균 5%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
장률 기록.
2004년 5월 최빈국 통상회의를 개최해 선진국의 농업보조
금 지급반대 등 교역 여건 개선을 요구함. 2009년 이후 전기수
급 불안정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빈발함. 남부지방의 분리 독
립을 요구하는 MFDC가 치안 불안요인임. 다카르 소재 AU 특
별법원에서 히센 하브레 전 차드 대통령의 반인륜행위 혐의
사법처리 추진함. 아프리카 독재자의 반인륜행위를 아프리카
국가가 독자 처벌하는 첫 사례임.
신문은 국영 르 솔레이유 등. 방송은 국영 RTS TV와 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국영 APS.

세이셸
The Republic of Seychelles

1977년 6월 무혈 쿠데타로 제임스 맨첨 대통령이 축출되고 프
랑스 알베르 르네가 이끄는 사회주의정권이 탄생함. 1979년 3월
신헌법 공포와 함께 세이셸인민진보전선(SPPF)의 1당 지배체제가
확립됨. 르네 대통령은 2001년 9월 대선까지 6선을 기록. 2004년
4월 르네 대통령이 임기(2006년 만료) 중 사임하고 제임스 미셸
부통령이 집권함. 르네 전 대통령의 잔여임기 채운 미셸 대통령은
2006년 7월 대선에서 당선됨. 2011년 5월 재선에 성공했으나 야권
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9월 치러진 총선에 불참.
2016년 9일 미셸 대통령이 사임하고 대니 포레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함. 2016년 10월 대니 포레 대통령 취임.

외교
독립 이래 비동맹 노선을 추구함. 냉전 기간 중 미국 및 구
소련과 등거리외교 유지. 영연방 가맹국. 옛 종주국인 영국, 이
민 후예가 많은 프랑스와 관계가 밀접함. 1976년 남북한 동시
수교. 한국과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을 이유로 단
교, 서울올림픽에도 불참했으나 1995년 2월 외교관계를 복원
함. 미셸 대통령이 2009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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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의 섬으로 이뤄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중 국
민소득이 최고 수준이며 정치적 안정성도 높음. 관광산업과 어
업이 주요 수입원임. 신문은 정부 기관지 세이셸 네이션 등. 방
송은 국영 SBC TV와 라디오. 뉴스통신은 SAP.

세이셸
빅토리아 ★

인도양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면 적	455㎢
자 원	수산물, 코코넛
인 구	9만3천920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빅토리아(Victoria)
주 민	프랑스 혼혈, 아프리카계, 인도계, 중국계, 아랍계 등
언 어	크리올어(89.1%), 영어(5.1% 이상 공용어), 프랑스어
종 교	가톨릭(76.2%), 개신교(10.5%), 기타 기독교(2.4%), 힌두
교(2.4%), 이슬람교(1.6%)

원 수	[대통령] 대니 포레(Danny Faure, 2016년 10월 취임, 임기 5년)
의 회	단원제(34석)
주요 정당	인민당(PL), 세이셸국민당(SNP), 대중민주운동(PDM)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71억2천만 달러(2017년 7월 추
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만8천900달러(2017년)
통 화	세이셸루피(SCR), 1미 달러=13.64SCR(2017년)

약사
마다가스카르 북쪽의 도서국가. 1740년 프랑스 식민지, 1814
년 영국령, 1976년 6월 영국으로부터 독립, 영연방의 일원.

The Somali Democratic Republic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모가디슈 ★
케냐

인도양

면 적	63만7천657㎢
자 원	우라늄, 철광석, 주석, 석고, 보크사이트
인 구	1천103만1천386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모가디슈(Mogadishu)
주 민	소말리족(85%), 반투족 및 기타(15%)
언 어	소말리어(공용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영어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
원 수	[ 대 통 령 ] 모 하 메 드 압 둘 라 히 모 하 메 드 ( M o h a m e d
ABDULLAHI Mohamed, 2017년 2월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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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양원제(상원 54석, 하원 275석)
주요 정당	내전으로 안정적 정당 미형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74억7천만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4
 00달러(2016년)
통 화	소말리아실링(SOS), 1미 달러=23,960SOS(2016년)

약사
19세기 후반 남북이 이탈리아와 영국령으로 분할됨. 영국령
인 북부는 1960년 독립, 이탈리아의 신탁통치를 받던 남부도
같은 해 독립하면서 남북이 합병함. 1991년 군사정권 붕괴 이
후 군벌이 득세하며 내전 지속.

정치
1969년 10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쿠데타로 집권, 1970년
사회주의국가를 선언함. 바레 정권은 1991년 통합소말리아의회
(USC)가 이끄는 반군에 의해 전복됨. USC 지도부의 알리 마디
모하메드가 독단적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자 또 다른 군벌 모
하메드 파라 아이디드가 그에 반발해 무력 충돌, 내전으로 격화.
2000년 8월 과도의회를 출범시키고 압디카심 살라드 하
산 전 내무장관을 대통령에 선출함. 2003년 7월 소말리아 지
도자들이 평화회담에서 과도연방정부와 의회 구성에 합의함.
2004년 10월 과도정부 대통령에 군벌 유수프 아메드가 선출
됨. 2008년 아메드 사임 이후 소말리아재해방동맹(ARLS) 지도
자 셰이크 샤리프 아흐메드가 2009년 1월 선거를 통해 새 대
통령으로 선출됨. 2009년 과도연방의회(TFG)가 과도정부 통치
를 연장함.
2012년 8월 제헌평의회(NCA)가 연방제를 도입하는 새 헌법
안을 채택, 과도정부 임기가 종료됨. 2012년 9월 부족 원로들
이 하원의원 275명을 지명함으로써 20여 년 만에 처음 국회가
구성됨. 국회는 학자 출신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를 연방정부
대통령으로 선출함.

외교
1977년 전쟁 상대국인 에티오피아를 지원한 소련과 단교
함. 내전이 격화하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1·2차 UNOSOM,
UNITAF)이 1992~1995년 활동함. 2005년 9월 케냐와 ‘안보 등
에 관한 기본관계협정’을 체결함. 2007년 아프리카연합평화유
지군(AMISOM)이 파견돼 약 1만8천 명이 주둔 중임. 미국은 해
적퇴치를 위해 치안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 개입함. 국제사회
도 2009년 4월 소말리아 지원국 회의를 열고 2억1천300만 달
러 지원을 약속함.
과도정부를 지원해 온 에티오피아군은 2009년 1월 공식 철
수했으나 이후 반군의 공세가 극심해져 수차례 재진입함. 케냐
는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의 월경공격이 잇따르
자 2011년 소말리아에 군사 개입함. 유엔 안보리는 2013년 소
말리아에 새 유엔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함. 알샤바브는 2011
년 모가디슈에서 퇴각한 뒤 소말리아와 케냐 등 국내외에서
게릴라성 테러 공격을 자행함. 2015년 들어서는 IS와의 연계 가
능성도 제기됨.
2017년 4월 미국은 정부군 훈련 지원, 알샤바브 소탕 등을
위해 특수작전 병력과 대테러 고문 등을 확대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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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국과 1987년 9월, 북한과 1967년 4
월 수교. 한국은 이 지역 항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를
창설, 2009년에 문무대왕함과 대조영함, 이순신함 등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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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자연환경과 희소한 자원으로 극빈국임. 농업과 목축
이 주산업. 2011년 소말리아를 포함한 북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가뭄이 들어 수만 명이 아사함. 국제사회의 구호활동도
부진함. 1991년 바레 정권 붕괴와 함께 내전에 휩싸여 20년간
사실상 무정부 상태임. 이 과정에서 35~50만 명이 숨진 것으
로 추정됨.
이슬람 반군이 한때 수도 모가디슈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을
장악하고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자치세력으로 할거함. 알샤
바브도 남부에 근거를 두고 테러를 벌임. 2013년에는 케냐 나
이로비 쇼핑몰에서 대규모 테러를 감행함. 미국은 2014년 9월
무인기를 동원해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의 지도부를 공습, 반군
지도자인 아흐메드 압디 고다네를 사살함.
치안불안 장기화 등으로 아덴만과 인도양 등 근해에 해적이
창궐, 국제이슈로 부상함. 2006년 원양어선 동원호, 2007년 원
양어선 마부노호 억류 사건이 발생함. 2010년 4월 선원 24명이
탄 삼호해운 소속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가 인도양에서 소말
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 만에 석방됨. 2011년 1월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 일당이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에서 납
치했으나 청해부대에 의해 6일 만에 생포됨. 2011년 4월 케냐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4명은 2012
년 582일 만에 석방됨. 해적 활동은 치안 회복과 국제사회의
소탕 작전 등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듦. 폐쇄됐던 공항과 항만은
2006년 처음으로 운영이 재개됨.
소말리아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500여만 명이 식
량 부족으로 고통받는다고 유엔이 2016년 9월 발표. 세계보건
기구(WHO)는 소말리아에서 기근에 콜레라 등의 수인성 전염
병까지 겹쳐 2017년 1~4월 5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함.
10월에는 모가디슈에서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
탄공격이 발생해 350여 명이 사망한 데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차량 폭탄테러로 최소 23명이 사망함.
신문은 카란 등. 방송은 민영 STN TV과 공영 SLNTV(푼틀랜
드 자치주). 공영(과도정부) 라디오모가디슈 등.

수단
Republic of Sudan

면 적	186만1천484㎢
자 원	암염, 크롬, 망간, 석유
인 구	3천734만5천935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하르툼(Khartoum)
주 민	수단계 아랍인(70%), 푸르족, 베자족, 누바조, 할라타족 등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70%), 기독교 등
원 수	[대통령] 우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바시르(Umar Hassan
Ahmad al-Bashir, 1993년 10월 16일 이래)

리비아

★
하르툼

차드

수단

부에서 살라맛족과 미세리야족의 부족 분쟁이 일어나 2015년
200명이 사망. 부족 분쟁과 반군의 전투로 2013년 다르푸르지
역에서만 난민 46만 명이 발생함. 유엔은 정부군 등에 의해 자
행된 다르푸르의 민간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과정에서 수단 정부와 갈등을 빚음.

외교
남수단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국가의회당(NCP)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868억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4
 천600달러(2017년)
통 화	수단 파운즈(SDG), 1미 달러=6.72SDG(2017년)

약사
1899년 영국-이집트 공동통치협정으로 1955년까지 양국의 공
동통치령. 1924년 이집트군이 철수함. 1943년부터 영국이 통치방
법을 근대화해 1948년 입법의회를 설치함. 1953년 이집트는 수
단인의 자결권을 인정, 이집트·영국 협정으로 양국군이 철수
함. 1954년 1월 총선거를 거쳐 자치정부를 수립함. 1955년 12월
의회가 독립을 선언함. 1956년 1월 1일 수단공화국으로 독립함.

비동맹 중립 원칙.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 다르푸르
내전사태 안정을 위한 평화유지군 파견을 놓고 유엔, 아프리카
연합(AU)과 갈등을 빚음. 1997년 11월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가로 지목됨. 1995년 6월 발생한 이집트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
으로 이집트와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으나 1999년 12월 외교관
계를 대사급으로 복원함.
2009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으로 바시르 대통령에게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
장을 발부함. 체포영장 발부에도 바시르 대통령은 2009년 3월
에 에리트레아와 이집트를 방문함. 2010년 2월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이 방문해 반군 문제로 반목해 온 양국관계를 정
상화하기로 합의함.
남북한 동시 수교국. 1976년 4월 한국과 수교, 북한과 1969
년 6월 수교. 이브라힘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은 2016년 11월 북
한과 절교하고, 상호 대사관 교환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미국은 테러지원을 이유로 20년간 수단에 가해온 경제제재
를 2017년 10월 해제함.

경제 · 사회 · 문화
정치
1956년 독립 이후 이슬람 성향 군부정권이 통치해 왔으며
두 차례의 오랜 내전에 휘말림. 북부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무슬림이 아닌 남부를 지배하며 갈등이 지속됨. 1989년 6월 우
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 준장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국민이슬람전선(NIF)의 지원 아래 무혈쿠데타에 성공, 민간정
부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함.
1993년 바시르가 대통령에 취임함. 알 투라비 전 국회의장
과 권력투쟁을 벌여온 바시르 대통령은 1999년 12월 의회를 해
산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2000년 12월 대선에서 바시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2002년 1월 미국의 중재로 남부 반군인 수단인민해방군
(SPLA)과 6개월간 휴전에 합의함. 2003년 반정부 세력이 수단
해방군(SLA) 세력을 결성, 대정부 투쟁에 나서면서 서부 다르
푸르 내전이 본격화함.
이후 아랍계 민병대의 흑인 원주민 대상 인종청소로 30만
명의 사망자와 300여만 명 난민이 발생함. 2005년 1월 SPLA
와 중앙정부 간 22년간의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
고 과도정부 구성에 합의함. 2010년 4월에는 대선과 총선, 남
부 준자치지역의 수반 선거 등이 동시에 열려 21년간 수단을
통치한 알-바시르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함.
2011년 1월 국민투표를 거쳐 같은 해 7월 남수단이 독립함.
2012년 1월 남수단이 원유생산을 중단하자 4월 수단과 남수단
이 국경에서 교전함.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양국은 9월 협약을
맺고 석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함. 2013년 4월 다르푸르 남서

내전으로 얼룩진 극빈국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80%가 면화
재배 등 농업에 종사함.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석유 생산의 4분
의 3을 차지하던 남수단이 2011년 7월 분리 독립한 것이 원인
임. 남수단 독립 후 명칭은 그대로인 새 화폐를 도입했으나 가
치가 계속 떨어지고 외화 부족 상태가 지속됨.
1999년 3월 디나르화를 도입함. 9·11 테러 이전 오사마 빈
라덴으로 인해 미국의 폭격을 받기도 했으나 이후 적극적인
대미협력으로 미국의 공격을 피함.
2009년 3월 하르툼 북부 나일강에 수단 내 최대 규모의 수
력발전소를 준공함. 2009년 2월 정부와 다르푸르 반군단체 정
의평등운동(JEM)이 포로교환과 평화협정을 체결함. 2009년 9
월 25년 만에 처음 열리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신문에 대
한 사전 검열제를 폐지함.
신문은 민영 알 라이 알 암 등. 방송은 관영 SNBC(TV)와
SNRC(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SUNA.

스와질란드
The Kingdom of Swaziland

면 적	1만7천364㎢
자 원	사탕, 석면, 석탄, 금
인 구	146만7천152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음바바네(Mbabane)
주 민	아프리카계(97%), 유럽계(3%)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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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상이 에이즈 환자로 유엔은 2004년 스와질란드를 HIV 감염
률 최고국으로 규정함.
신문은 스와지 옵서버, 더 타임스 오브 스와질란드. 방송은
스와지TV와 SBIS 라디오.

★
음바바네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Republic of Sierra Leone
기니

언 어	영어(공용어로 관공서에서 사용), 스와지어(공용어)
종 교	토착 개신교(40%), 가톨릭(20%), 이슬람교(10%), 기타(30%)
원 수	[국왕] 음스와티 3세(Mswati Ⅲ, 1986년 4월 즉위) [총리] 바
나바스 시부시소 들라미니(2008년 10월 이후)

프리타운 ★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임보코드보국민운동(INM)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13억4천만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9
 천900달러(2017년)
통 화	릴랑게니(SZL, 복수형은 에말랑게니),
1미 달러=14.44SZL(2017년)

약사
19세기 초 스와지족이 정착. 1894년 보어인의 트란스발공화
국에 복속. 1903년 영국보호령에 편입. 1968년 9월 독립.

정치
아프리카에 마지막 남은 절대 왕정국가. 1973년 국왕 소부자
2세가 헌법을 폐지하고 정당을 금지함. 1982년 61년간 통치한
소부자 2세가 사망하자 권력투쟁을 거쳐 1986년 4월 음스와티
왕자(음스와티 3세)가 즉위함.
음스와티 3세 국왕은 2001년 노동조합의 민주화 요구 시위
가 잇따르자 신문을 정간하고 반대파를 투옥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비상조치를 선포함. 2006년 헌법이 발효됐지만, 정당
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함. 국왕은 총리를 임명하고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면 적	7만1천740㎢
자 원	다이아몬드, 철광석, 보크사이트, 커피
인 구	616만3천195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프리타운(Freetown)
주 민	템네족(35%), 멘데족(31%), 림바족(8%), 코노족(5%) 크
리올(2%)

언 어	영어(공용어)
종 교	이슬람교(60%), 기독교(10%), 토착종교(30%)
원 수	[대통령]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Ernest Bai Koroma, 2007년
9월 취임)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전인민회의(APC), 시에라리온인민당(SLPP)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17억5천만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800달러(2017년)
통 화	리온(SLL), 1미 달러=7,396.3SLL(2017년)

약사
외교
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나 친서방임. 영연방 가맹국. 남아프
리카개발공동체(SADC), 남아프리카관세동맹 회원국임. 1982
년 남아공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함. 중국 대신 대만과 수교. 이
스라엘과도 수교. 한국과 1968년 11월, 북한과는 2007년 9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비옥한 토지와 온난한 기후조건 등으로 농업이 국민총생산
의 11%를 차지. 광공업 45.7%, 서비스업 42.5%(2007년 추산).
거대한 석면광산이 있고 철광석 매장량도 풍부. 수출은 펄프와
사탕, 섬유, 과일통조림, 수입은 식품과 가축이 주종임. 이웃 남
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입 대부분을 의존. 성인 인구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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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영국의 해방 노예들이 이주해 프리타운을 건설함.
1808년 해안지대가 영국 식민지에, 1896년 내륙마저 보호령에
편입. 1961년 독립.

정치
수만 명이 숨지고 인구의 약 3분의 1인 200만 명이 피난한
1991~2002년의 내전 이후 민주주의가 서서히 자리잡음. 1992
년 4월 쿠데타가 발생해 모모 대통령이 실각함. 1996년 1월 쿠
데타로 줄리어스 마다비오 준장이 집권함.
1996년 대선에서 인민당의 아만드 테잔 카바 후보가 당선
됨. 모모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정부조직인 혁명연합전선
(RUF)이 1991년 3월부터 무장투쟁을 벌였으나 1996년 11월 카
바 대통령과 평화협정을 체결함. 1997년 5월 존 코로라 소령

주도의 쿠데타에 RUF가 가세하면서 내전이 시작됨. 1999년 7
월 평화협정 체결로 8년에 걸친 내전이 종식됨.
2000년 5월 반군이 유엔평화유지군 500명을 인질로 억류
하자 유엔이 병력을 증파하면서 위기가 발생했으나 영국군이
육군지휘권을 접수, 반군과 정부군이 11월 휴전협정을 체결함.
2002년 1월 반군소지 무기를 소각하고 내전 종식을 공식 선언
함. 2002년 대선에서 카바 대통령이 3선에 성공. 2007년 대선
에서 전인민회의 당수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가 당선.
2012년 11월, 내전 이후 유엔의 관리 없이 치러진 첫 선거에
서 코로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

외교
비동맹 중립 노선. 영연방에 속해 있으나 영국은 군사정부
에 대한 제재로 1993년 1월부터 원조를 중단함. 라이베리아
내전을 감시하는 평화유지군에 병력을 파견함. 남북한 동시
수교국.

면 적	238만1천741㎢
자 원	천연가스, 석유, 철광석, 아연
인 구	4천96만9천443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알제(Algiers)
주 민	아랍-베르베르인(99%), 유럽계 등 기타(1% 미만)
언 어	아랍어(공용어), 프랑스어, 베르베르 방언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99%), 기독교와 유대교 등 기타(1% 미만)
원 수	[대통령]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1999년 4월부터)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 알제리대중운동(MPA), 국민
민주회의(RND), 이슬람사회 평화운동(MSP), 이슬람구
국전선(FIS) 등 다수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6
 천293억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만5천100달러(2017년)
통 화	알제리디나르(DZD), 1미 달러=108.9DZD(2017년)

약사
경제 · 사회 · 문화
2013년 12월부터 창궐한 에볼라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임.
2016년 1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에라리온에서 1만4
천122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3천955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함.
사망자 수는 라이베리아보다 적지만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
들에 비해서도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 빈곤과 실업 문제 심각. WHO는 2015년
11월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종식을 선언함.
2017년 8월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로 500여 명이 숨
지고 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주요 수출품은 다이아몬드,
커피, 보크사이트, 코코아 등. 2006년 12월 해외 채권국들과
협상에서 16억 달러 규모인 총외채의 90%를 탕감받기로 합
의함.
신문은 인디펜던트 옵서버 등. 방송은 SLBC, 뉴스통신은
SLNA.

알제리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
알제

16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다가 1830년부터 프랑스
의 식민통치를 받음. 1954년 민족해방전선(FLN) 주도로 무장
독립투쟁을 시작, 100만 명 넘는 희생을 치르고 1962년 독립.

정치
독립 투쟁하던 1954년 창당된 민족해방전선(FLN)이 정치를
거의 지배함. 1976년 11월 공화제 헌법을 선포함. 1986년 1월 교
조적 사회주의를 폐기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함. 1988년 복수
정당제를 도입함. 1991년 총선에서 이슬람구국전선(FIS)이 선전
하자 극단 이슬람주의 정부가 들어설까 염려한 세속주의 엘리
트들은 FIS를 탄압했고 내란으로 번지면서 1992~1998년 10만
명 넘는 인명이 희생됨.
1999년 대선에서 군부의 지지를 받은 압델라지즈 부테플리
카가 당선됨. 부테플리카는 2004년 재선했으며 2008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2009년 세 번째로 당선한 데 이어 2014년
4월 4선 연임에 성공.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취임식에 참석하
는 등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프랑스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함.
IS의 침투로 외국인이나 군경 등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함.
2015년 5월에는 남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알무라비툰’이 IS에 충성을 선언함.

외교
독립 이후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지지 노선으로 비동맹운
동의 중심국으로 부상. 아랍연맹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맹
국. 미국과 1967년 단교, 1974년 복교함. 대이스라엘 평화협정체
결에 항의해 이집트와 단교, 1988년에 복교함. 2009년 11월 남아
공 월드컵 예선 경기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집트와
축구분쟁을 겪음. 한국과 1990년 1월, 북한과 1963년 4월 수교.

모로코

알제리

니제르
말리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경제의 중추. 고속 경제성장 덕분
에 2006년 5월 파리클럽에 80억 달러 부채 전액을 상환함.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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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다 연계 무장조직 AQIM의 테러가 빈발하는 등 치안 불안
요소가 남아 있음.
1990년대 내전으로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재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됨. 이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이 사
회문제로 부각됨.
2013년 1월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이 공동운영하는 인아메
나스 지역 천연가스 생산 시설에서 알카에다 연계 무장대원들
이 인질 수백 명을 억류, 인질극으로 일본인, 미국인 등 외국인
인질 37명과 무장대원 29명이 사망함.
신문은 국영 엘 무자히드 등. 방송은 국영 ENTV와 알제리안
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국영 APS와 민영 AAI. 정부는 2011년 방
송에 대한 국가 독점을 끝냄.

앙골라
The Republic of Angola

콩고민주공화국

★ 루안다

앙골라

나미비아

면 적	124만6천700㎢
자 원	석유, 다이아몬드, 철광석, 금
인 구	2천931만273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루안다(Luanda)
주 민	오빔분두족(37%), 킴분두족(25%), 바콩고족(13%), 메스티
소(2%)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어), 반투 등 기타 아프리카계 언어
종 교	토속 종교(47%), 가톨릭(38%), 개신교(15%)
원 수	[대통령] 조앙 맞누엘 곤잘베스 로렌소(Joao Manuel
Goncalves LOURENCO, 2017년 11월부터)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앙골라해방국민전선(FNLA), 앙골라인민해방운동
(MPLA),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920억 달러(2017년 7월 추정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6
 천800달러(2017년)
통 화	콴자(AOA), 1미 달러=172.6AOA(2017년)

약사
1483년 포르투갈인 상륙. 1885∼1930년 포르투갈이 식민통
치 강화, 원주민은 저항을 지속함. 1950년대 민족주의 게릴라
전쟁을 전개함. 1961년 커피농장에서 노동착취로 5만여 명 숨
진 뒤 독립투쟁 공고화. 1975년 11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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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7년간 내전으로 최대 150만 명이 희생됨. 2002년 내전을
끝내고 재건 중임. 독립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앙골
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과 앙골라민족해방전선(FNLA) 등
이 쟁탈전을 벌이다 소련의 지원을 업은 앙골라인민해방운동
(MPLA)이 권력을 장악함.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과 남아공의 지원 아래
UNITA가 MPLA에 대해 무장투쟁을 전개함. 1990년 4월 포르투
갈 중재로 휴전협상을 시작함.
1992년 9월의 첫 다당제 대통령 및 의회선거에서 UNITA가
집권 MPLA에 패한 뒤 무력투쟁을 재개하며 내전이 재발됨.
2002년 반군 지도자 조나스 사빔비가 정부군에 피살되고 나서
내전이 종식됨.
MPLA의 권력이 더욱 강해짐. 1979년부터 통치해온 도스 산
토스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나서 이듬해
총선 최다 득표 정당의 당수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헌법을
수정함. 2012년 총선에서 집권 MPLA가 낙승해 산토스 대통령
이 재집권함.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최장기 집권자인 산토스는 2017년 2
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 2017년 9월 총선에서 MPLA가 승리,
국방장관이던 조앙 로렌소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39년
만에 새 대통령이 탄생함.

외교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5월 앙골라 정부를 승인함. 독
립 직후 UNITA를 지원하며 내전에 개입했던 남아공은 1988년
병력을 철수함. 남아공과는 1994년 4월 넬슨 만델라가 집권하
면서 수교. 2003년 10월 중국과 통상협력협정을 체결함. 대중
국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력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함.
2009년 8월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문함. 중국이 2014년 8월 완공한 1천344㎞ 규
모 횡단 철도가 2015년 2월 개통되는 등 중국과 협력 관계임.
남북한 동시 수교국. 1992년 1월 한국과 수교함.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016년 9월 북한과 상
업 거래 중단. 2017년 북한 건설회사 ‘만수대’와 계약을 해지하
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출국을 통보함.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 석유 생산
량을 높이면서 2004~2008년 연간 17% 넘게 경제가 성장함.
석유 생산과 지원 활동이 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함. 2006
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했으며 하루 165만 배럴을 생
산함. 다이아몬드, 금, 철광석 등 광물자원도 풍부.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상당한 인프라가 파손된 채로 남아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빈부 격차가 심각. 저유가로 경상ㆍ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201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
청함. 2015년 12월부터 황열(Yellow Fever)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2016년 6월까지 7개월간 108명이 사망함.
신문은 유일 일간지인 조날 드 앙골라, 방송은 국영 TPA(TV)
와 RNA(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국영 Angop.

에리트레아
The State of Eritrea

1991년 권력을 잡은 뒤 강제 징집, 투옥, 고문 등으로 30∼40만
명의 국민이 수용소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노예처럼 산다고 지
적함.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에리트레아는 유럽 난민사태를 부
추기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가 됨.

수단
홍해

에리트레아
★
아스마라

에티오피아

외교
1993년 5월 유엔에 가입함. 예멘과 홍해상의 대하니시섬 영
유권을 놓고 대립하다 1995년 12월 무력 점령함. 1996년 5월
프랑스의 중재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함. 1996년 5월 지
부티와도 국경 충돌함. 1997년 10월 ‘77그룹’에 가입함. 2009년
유엔은 에리트레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주의 반군을 지원했
다며 제재함. 독립 직후인 1993년 5월 남북한과 동시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면 적	11만7천600㎢
자 원	어패류, 금, 동, 철광석
인 구	591만8천919 명(2017년 7월)
수 도	아스마라(Asmara)
주 민	티그리냐족(55%), 티그레족(30%), 사호족(4%) 등 다수 부족
언 어	티그리냐어(공용어), 아랍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종 교	이슬람교, 콥트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원 수	[대통령] 이사야스 아페워키(Isaias Afewerki, 1993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민주정의인민전선(PFDJ)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9
 6억3천100만 달러(2017년), 공식
환율 기준 60억5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천400달러(2017년)

통 화	나크파(ERN), 1미 달러=15.38ERN(2017년)

약사
1890년 이탈리아 식민지로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기 위한 기
지로 활용함. 1941년 영국군이 점령. 1952년 에티오피아 연방의
일부로 들어갔다가 196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됨. 30년의 투쟁
끝에 1993년 독립함.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임. 유일한 정당인 민주정의인민전선
아래 통제경제 체제임. 80% 가까운 인구가 농업에 종사. 외국
거주민이 내는 세금에 많이 의존함. 아프리카에서 민간 언론사
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정부는 2001년 민간 언론사를 폐쇄하
고 많은 언론인을 체포함. 2012년 국제적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기자회(RSF)’에 의해 5년째 최악의 언론 탄압국가로 뽑힘.
2015년 4월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선정한
세계10대 언론통제국 가운데 1위임. 2013년 엠네스트 인터내셔널
은 에리트레아에 구금된 정치범 수가 1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
독재를 견디다 못한 국민들의 탈출과 유럽행이 잇따름. 유럽
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태트(Eurostat)은 2012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유럽으로 탈출해 보호를 요청한 에리트레아인이 전
체 인구의 2.13%에 이른다고 집계.
이는 에리트레아인 50명 중 1명 이상이 난민을 신청한 것. 신
문은 정부 소유의 하다스 에리트레아 등, 방송은 국영 Eri TV와
딤치 하파시 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국영 Erina. 2016년 6월 현
생 인류의 선조인 ‘호모 에렉투스’, 즉 직립 원인의 가장 오래
된 발자국이 발견됨. 이탈리아 로마의 ‘라 사피엔차’ 대학 고생
물학자들은 에리트레아 국립박물관 연구진과 공동으로 약 80
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립 원인의 발자국을 에리트
레아 사막 지대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함.

정치
1991년 에티오피아군을 격퇴하고 아스마라를 점령한 에리
트레아인민해방전선(EPLF)이 과도정부를 구성함. 1993년 국민
회의(의회)가 아페워키 EPLF 서기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함. 1997년 5월 새 헌법 채택 후 과도의회 선거를 실시함. 1998
년 에티오피아와 국경분쟁이 발생, 양측에서 수만 명이 사망함.
2000년 12월 평화협정을 체결함.
유엔은 양국 국경의 임시경비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가 철수함. 양국 국경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이 지속됨.
민주정의인민전선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국가임. 2013년 1월에
는 군인 100여 명이 탱크를 동원해 정보부 청사를 점거하고 과
거 헌법으로 복귀 등 반정부 소요를 일으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에리트레아 국민이 폭
정에 시달리며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내
용의 실태 보고서를 공개함.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수단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

소말리아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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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110만4천300㎢
자 원	커피, 축산물, 금, 백금, 구리 등
인 구	1억535만20 명(2017년 7월)
수 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주 민	오로모족(34.4%), 아마라족(27%), 소말리족(6.2%), 티그
리냐족(6.1%) 등

언 어	오로모어(오로미아주 공용어), 암하릭(공용어), 소말리어, 티
르기냐어, 영어 등

종 교	에티오피아정교(43.5%), 이슬람교(33.9%), 개신교(18.5%)
원 수	[대통령] 물라투 테쇼메 위르투(Mulatu Teshome Wirtu,
2013년 10월부터)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아파르국가민주
당(ANDP), 아르고바인민민주조직(APDO) 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천958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797억4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천100달러(2017년)
통 화	비르(ETB), 1미 달러=23.6ETB(2017년)

약사
기원전부터 왕조가 번성함. 4세기에 기독교국, 7세기 이후 이
슬람세력이 진출해 홍해 연안을 점령함.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
까지 이탈리아의 거듭된 침공을 받았으며 1936년에는 아디스아
바바가 함락당함. 1941년 영국 및 영연방 군대의 지원을 받은 저
항군이 이탈리아군을 격퇴하고 제국을 복원함. 국명은 혼혈인, 또
는 태양에 그을린 얼굴의 땅이란 뜻. 아프리카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로부터 5년간 지배당한 것을 빼면 식민 지
배를 받지 않았음. 1974년까지 계속되던 왕정은 쿠데타로 끝남.

정치
1974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왕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국
가를 세움. 1962년 병합한 에리트레아는 1991년 다시 분리됨.
1999년 초 에리트레아와 국경 충돌이 일어났으나 2000년 휴
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 1977년 2월 쿠데타를 성공시킨 멩
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중령이 1987년 대통령에 취임함.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분리주의조직인 에
리트레아인민해방전선(EPLF) 등 반멩기스투 연합세력의 공격
과 1990년 소련의 지원 중단이 겹치면서 1991년 5월 군사 정권
은 붕괴하고 멩기스투가 국외로 탈출함. EPRDF는 지도자인
멜레스 제나위를 대통령으로 선출함. 1994년 헌법을 제정했으
며 1995년에는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최초로 실시함. 연
방제 채택, 국호도 에티오피아인민민주공화국에서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으로 변경함.
군사정권을 몰아낸 1991년부터 20년 넘게 통치했던 제나위
총리가 2012년 사망하자 하일러마리얌 더살런이 총리로 취임
함. 에티오피아 내 소말리아계를 대표하는 분리독립 세력인 오
가덴민족해방전선(ONLF)이 1984년부터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오가덴의 자치권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임.
아프리카연합(AU)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고,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아디스아바바에 공관을 두고 있어 ‘아
프리카의 수도’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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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국전쟁에 참전함. 1951년부터 1956년까지 5차례에 걸쳐 파
병된 황실근위대 출신 칵뉴부대원 6천37명을 파병함. 2016년
3월 현재 246명 생존.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영예금 700비르(약
3만7천원) 상당을 지급함.
EPRDF가 정권 장악한 뒤 친미 노선임.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주도국가임. 1999년 8월 멩기스투 전 대통령이 짐바브웨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북한에 입국함. 2003
년 8월 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함. 2005년 러시아가 부채 12억
6천만 달러 중 11억 달러를 탕감함.
2006년 이슬람 군벌을 소탕하기 위해 소말리아 정부군에
군대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으나 2009년 1월 완전히
철군함. 2013년 5월 청나일강 나흐다댐 건설을 두고 이집트와
갈등을 빚음.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함. 한국
과 1963년 12월 수교, 북한과 1975년 6월 수교. 2009년 10월 에
티오피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한국으로 망명함. 2011년 7
월 이명박 전 대통령,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함.
사회주의 정권 시절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군수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협력 이어진 것으로 알려짐. 2017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서에서 북한과 더는 협력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주 수출품인 커
피 재배 등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출의 85%를 차
지함. 헌법상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이용자에게 장기
로 빌려줌. 에리트레아 독립으로 내륙국으로 전락했으나 에리
트레아의 아세브항을 자유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함.
에이즈 창궐.
1984년 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으며 2009년에도 오
랜 가뭄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 호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1~2015년 연평균 국내총생
산(GDP) 성장률은 8.1%임. 코트라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통계
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이 전체 교역량의 약 34%를 차지
함.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가 2억5천
만 달러 상당의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 확장 공사를 수
주함. 현지 도로 건설도 70% 이상을 중국기업들이 수주함. 중
국 기업은 현지 철도, 통신, 에너지, 섬유 산업에도 진출함. 신
문은 국영 아디스 제멘 등. 방송은 국영 ETV와 라디오 에티오
피아 등. 뉴스통신은 국영 ENA와 친정부 민영 WIC.

우간다
Republic of Uganda

면 적	24만1천38㎢
자 원	커피, 면화
인 구	3천957만125 명(2017년 7월)
수 도	캄팔라(Kampala)
주 민	바간다(16.5%) 등 34개 부족
언 어	영어(공용어), 간다어 등

남수단

우간다

케냐

캄팔라
★

스코 교황이 방문함.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함. 북한의 전통
적 우방인 우간다는 당시 한·우간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과의 안보·군사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함. 2017년 10월 우간다
정부는 자국에 머물던 북한 군사전문가와 무기 거래상, 북한
회사 대표를 추방했다고 발표. 우간다에 파견됐던 북한 공군
고문단도 전원 철수함.

경제 · 사회 · 문화

종 교	개신교(45.1%), 가톨릭(39.3%), 이슬람교(13.7%)
원 수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1986
년부터)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국민저항운동(NRM), 민주당(DP), 우간다국민구호전선(UNRF)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8
 86억1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263억9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천400달러(2017년)

통 화	우간다실링(UGX), 1미 달러=3606UGX(2017년)

약사
19세기 강성했던 부간다 왕국이 기원임. 동쪽으로 케냐, 서
쪽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탄자니아, 수단
과 국경을 접함. 1896년 영국 보호령으로 편입됐으며 1962년
독립 당시 부족 간 정쟁이 내전으로 번지며 엄청난 인명 피해
가 발생함. 반인도적 독재자 이디 아민의 반대파 탄압으로 30
만 명이 희생됨.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에 속함.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근래에 석유가 발견됨. 노동력의 80%
가 농업에 종사. 1980년대 후반에 봉기한 기독교근본주의 반군
단체 신의저항군(LRA)과 갈등이 남아 있음. 2008년 말 민주콩
고 동부지역에 거점을 둔 신의저항군 소탕을 위해 민주콩고에
진입했다가 2009년 3월 철군함.
2009년 최고 징역 14년으로 정해져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형량을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한 동성애자 처
벌법안을 추진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삼. 2009년 9월 정부와
최대부족인 부간족 간 갈등이 유혈사태로 비화, 90여 명이 사
상함. HIV 보균자가 1990년대 말까지 30%에 달했지만 이를 한
자릿수로 대폭 줄임.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만 존재하는 고릴라 중 오직 880마
리만이 남은 마운틴고릴라가 서식함. 매년 8천700명이 마운틴
고릴라를 보기 위해 우간다를 방문. 우간다에서 마운틴고릴라
트레킹에 참가하려면 하루 600달러(약 69만원)를 지불해야 함.
신문은 국영 일간 뉴 비전 등. 방송은 공영 UBC TV와 라디
오. 뉴스통신은 국영 UNA.

잠비아

정치
이디 아민이 1971년 쿠데타로 집권해 1979년까지 독재하면
서 30만 명을 학살함. 1981년 밀튼 오보테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함. 내전과 인권 탄압으로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목숨을 잃음.
1986년 반군인 국민저항운동(NRM)이 내전에서 승리, NRM 의
장인 요웨리 무세베니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비교적 안정을
찾고 경제 성장을 이룸. 2005년 복수정당제를 도입하고 대통
령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함.
2016년 2월 지난 30년간 집권해 온 무세베니 대통령이
60.75%를 득표해 5선에 성공.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1월
쿠데타로 처음 집권한 뒤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령에 당선
된 후 2001년, 2006년, 2011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함. 2017년 12
월 의회에서 대통령 후보의 연령 제한 규정을 없애는 헌법 개
정안이 통과돼 무세베니 대통령의 6선 연임 길이 열림.

외교
사회주의 성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선진국과 협력관
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국, 쿠바, 북한, 리비아, 알제
리 등 사회주의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2003년 7월 조
지 부시 미 대통령이 방문함. 2009년 11월 우간다 대표단이 북
한을 방문함. 1963년 남북한과 동시 수교. 2015년 11월 프란치

Republic of Zambia
탄자니아

잠비아
★
루사카

짐바브웨
보츠와나

면 적	75만2천618㎢
자 원	구리, 석탄, 아연
인 구	1천597만2천 명(2017년 7월)
수 도	루사카(Lusaka)
주 민	벰바족(21%), 통가족(13.6%), 체와족(7.4%) 등
언 어	영어(공용어), 벰바어 등
종 교	개신교(75.3%), 가톨릭(20.2%), 기타(2.7%)
원 수	[대통령] 에드가 룽구(Edgar Lungu, 2015년 1월 취임)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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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애국전선(PF), 민주주의운동(MMD), 통일민족개발당
(UPN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689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255억8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천
 달러(2017년)
통 화	잠비아콰차(ZMK), 1미 달러=9.2ZMK(2017년)

나임.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등 자연경관 덕
분에 관광객이 많음. 사파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사자, 표범
사냥을 금지함.
신문은 국영 잠비아 데일리 메일 등. 방송은 국영 ZNBC
TV(단일채널)와 라디오. 뉴스통신은 ZANA.

적도기니

약사
1889년 영국령 편입. 1959년 건국의 아버지인 케네스 카운
다가 통일민족독립당(UNIP)을 창당, 독립투쟁을 전개함. 1964
년 독립.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말라보 ★

적도 기니

정치
1964년 국민의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카운다는 사회
주의 노선을 채택한 뒤 일당 독재체제를 확립함. 1990년 개헌
을 통해 다당제를 도입함. 1991년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주의운
동(MMD)이 압승, 대선에서도 MMD의 칠루바가 승리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룸. 2001년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인 레비 음와나
와사가 대통령에 당선됨. 음와나와사 대통령은 2006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8년 뇌졸중으로 급사함. 루피아 반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2011년 9월 대선에서 마이클 사타가 반다 대통령에게 승리
해 20년 만에 정권 교체. 그러나 사타 대통령은 건강이상설
에 시달렸고, 실제로 2014년 10월 런던의 병원에서 사망함. 백
인인 가이 스콧 부통령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9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함. 2015년 1월 20일 대선에서 애국전선
(PF)당의 에드가 룽구 후보가 승리, 2016년 8월 룽루 대통령이
50.35%의 지지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함.

카메룬

적도기니

면 적	2만8천51㎢
자 원	커피, 코코아, 천연가스
인 구	77만8천358명(2017년 7월)
수 도	말라보(Malabo)
주 민	팡족(85.7%), 부비족(6.5%) 등
언 어	스페인어(67.6%공용어),기타부족별언어·공용어인프랑스어(32.4%)
종 교	가톨릭(80%), 기독교, 토속신앙
원 수	[대통령]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1979년부터)

외교
비동맹 중립 노선.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국임.
1996년 초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 현성일 3등서기관과 그의
부인 최수봉 일행이 한국으로 망명함. 정권 전복을 기도하는 야
당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993년 단교했던 이란과 2001년 7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함. 남북한 동시 수교국. 2005년 므와
페 부통령이 북한을 방문, 양국 간 친선협력확대에 합의함. 한
국과 1990년 9월, 북한과 1969년 4월 수교. 아프리카에 공을 들
이고 있는 중국은 2017년 1월에도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마다
가스카르, 잠비아, 탄자니아, 콩고, 나이지리아를 공식 방문함.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적도기니민주당(PDGE) 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
 93억8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100억7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4천900달러(2017년)
통 화	XAF, 1미 달러=605.3XAF(2017년)

약사
15세기 포르투갈인 상륙. 1778년 스페인 식민지가 돼 노예
무역 중계기지 역할을 함. 190년의 스페인 통치를 거쳐 1968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구리 생산국으로 구리 수출이 외화
수입의 90%를 차지. 1990년대 정부 소유 구리광산의 민영화
를 통해 외국 투자를 유치, 구리 생산량이 증가함. 1992년부터
경제부흥계획을 추진함. 주요 무역상대국은 영국, 남아프리카,
일본 등. 2005년 4월 세계은행과 잠비아 총외채의 50%를 탕
감하는 부채 경감 패키지에 합의함.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덜한 편이지만 빈
곤이 심하며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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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립 후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의 공포정치로 국민의
3분의 1이 피난함. 은게마는 부비족을 대량 학살하고 반대파
수천 명을 처형함. 1979년 오비앙 은게마 중령이 쿠데타로 정
권을 장악해 1982년 대통령에 당선됨. 1983년 독립 이후 최초
의 의회선거가 실시됐으나 사실상 대통령 독재체제가 지속됨.
1991년 복수정당제 도입을 위한 신헌법을 채택함.
오비앙 은게마 대통령은 1989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1996년 대선에서 단독 출마해 3선, 2002년 4선에 성
공함. 2004년 용병을 앞세운 쿠데타 기도가 적발됨. 2008년 5
월 총선에서 은게마 대통령과 여당 연합 정파가 100석 가운데
99석을 장악함. 2016년 4월 대선에서 은게마 대통령이 득표율
94.7%로 연임에 성공함. 이로써 은게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
장기 집권자로 46년간의 집권을 기록하게 됨.

외교
친서방 노선. 옛 종주국인 프랑스와의 밀접한 관계임. 가봉
과 원유 매장 가능성이 큰 코리스코만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나이지리아와 역시 유전지대인 기니만 영유권을 두고 분쟁.
한국과 1979년, 북한과 1969년 수교. 2015년 6월 리수용 북
한 외무상이 적도기니를 방문해 30억 달러 규모의 정보통신
사업을 수주함.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6
년 5월 9박 10일간 적도기니를 공식 방문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함. 2017년 6월 임기 2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됨.

면 적	62만2천984㎢
자 원	면화, 커피, 다이아몬드
인 구	562만5천118명(2017년 7월)
수 도	방기(Bangui)
주 민	바야족(33%), 반다족(27%), 만쟈족(13%)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부족별 언어 등 기타
종 교	토속신앙(35%), 개신교(25%), 가톨릭(25%), 이슬람교(15%)
원 수	포스탱-아르샹제 투아데레 대통령(Faustin-Archange
Touadera, 2016년 3월 취임)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중앙아프리카인민해방운동(MLPC), 중앙아프리카민주
회의(RDC), 민주전선연합(CF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3억9천500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19억9천2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00달러(2017년)
통 화	XAF, 1미 달러=605.3XAF(2017년)

약사
경제 · 사회 · 문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원유 생산량 3위. 풍부한
석유자원에 힘입어 1995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연간 20%대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아프리카의 쿠웨이트’로까지 불림.
1989~1991년 농업생산을 확대하고 석유 등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중기경제계획을 실시함.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대다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 어
린이의 20%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할 정도임. 국민 70%
가 빈곤선 아래 생활을 함. 오비앙 은게마 대통령은 인권단체
들로부터 아프리카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됨. 은게마 대통령 장
남은 브라질에서 돈세탁한 혐의로 조사받음. 세계에서 가장 부
패한 나라로 꼽힘. 스위스 연방검찰은 2016년 11월 대통령의 아
들 테오도린 오비앙 소유의 고급차 11대를 부패 혐의와 관련해
압류함.
신문은 국영 에바노 등. 방송은 국영 TV 나시오날과 라디오
나시오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
★

수단

1880년대 프랑스에 복속. 1960년 독립. 숱한 쿠데타를 겪음.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된 나라 가운데 하나.

정치
1960년 독립하면서 다빗 다코가 대통령에 취임함. 1965년
군 참모총장 바델 보카사가 쿠데타로 집권함. 보카사는 스스
로를 황제로 칭하며 폭압적인 정치를 하다 1979년 다빗 다코
의 쿠데타로 실각함. 군사정권이 계속되다 1993년 대선에서 파
타세 전 총리가 당선됨. 1999년 대선에서 파타세 대통령이 재
선에 성공함. 2003년 3월 프랑수아 보지제 장군이 파타세 대
통령의 카메룬 방문 기간을 이용,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
악함. 2005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보지제 대통령이 당선됨.
2008년 6월 가봉의 중재 아래 북부 반군과 포괄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사면법을 공표함. 보지제는 선거를 연기했다가 2011
년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됨.
2013년 3월 이슬람 셀레카 반군이 수도를 장악, 기독교계인
보지제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한 뒤 인구 80%를 차
지하는 기독교도를 탄압함. 이후 이슬람 반군과 기독교 안티발
라카 민병대 사이에 내전이 발발함. 반군 지도자인 미셸 조토
디아가 2013년 8월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정국불안이 계속됨.
2014년 1월 캐서린 삼바-판자가 의회에서 과도정부 수반으
로 취임함. 2014년 4월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함. 같은 해
7월 셀레카 반군과 안티발라카 민병대가 휴전협정에 조인함.
2014년 12월 기독교 민병대는 2015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무
장투쟁을 포기하고 정당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함. 2015년
5월 무장단체 10여 개가 무장해제에 합의하고 평화협정에 서
명함. 2017년 6월 정부와 다양한 반군 간 평화협정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내전이 재발해 최소 100명이 사망함.

외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르공화국)

친서방 노선. 1980년 소련, 리비아와 단교함. 소련과 1987년,
이스라엘과 1989년, 남아공과 1993년 국교를 회복함. 1991년 7
월 중국과 단교, 대만과 수교함. 한국과 1963년 9월 수교함.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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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는 1969년 9월 수교했으나 1971년 3월 관계를 중단했다가
1977년 2월 재개함. 2015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함.

경제 · 사회 · 문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천600달러(2017년)
통 화	지부티프랑(DJF), 1미 달러=177.7DJF(2017년)

약사

다이아몬드와 삼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
전과 정부 실정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임. 노동인구의 62%,
GDP의 50%를 농업이 차지함.
2003년 이전 6년간 6번의 쿠데타(미수 포함)가 일어날 정도
의 정정 불안이 경제성장을 가로막음. 북부지역에서 내전이 계
속되면서 2008년 한 해에만 12만5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함. 3
개 무장그룹 연합체로 알려진 셀레카 반군은 보지제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2년 12
월 내전을 일으켰으나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의 중
재로 휴전에 들어감. 2013년 3월 셀레카 반군이 수도 방기를
점령하고 기독교계 정권을 축출한 뒤 기독교인들을 살해함. 기
독교계도 민병대를 조직해 보복에 나서면서 종교 간 유혈분쟁
이 지속됨. 2년간 내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인구 460만 명
중 100만 명 이상이 난민 신세로 전락하자 아프리카연합, 프랑
스 등 국제단체가 개입함.
신문은 르 콩피당 등. 방송은 국영 TVCA(TV)와 라디오 센트
라프리크 등.

지부티
The Republic of Djibouti
예맨

1885년 프랑스 식민지. 1946년 프랑스령 해외영토로 편입됨.
1977년 국민투표 통해 독립함.

정치
이사족 출신 하산 굴레드 압티동 초대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가 독립 이후부터 1999년까지 지속. 1999년 초 압티동 대
통령이 4월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함, 압티동 대통령의 조카 이
스마엘 오마르 괼레가 RPP 총재에 취임함. 괼레는 1999년 4월
대통령에 당선됨. 2001년 5월 통일민주회복전선(FRUD) 반군
과 평화협정을 체결, 10여 년에 걸친 내전을 마무리함. 2003년
1월 사상 첫 다당제 자유 총선을 실시함. 괼레 대통령은 2011년
4월 3선에 성공함.

외교
친서방. 대외개방 정책 추진. 아랍연맹 회원국. 옛 종주국인
프랑스, 사우디와 밀접한 관계임. 동아프리카공동시장자유무역
지대(COMESA-FTA)에 참여함. 2002년 12월 ‘테러와의 전쟁’ 일
환으로 레모니에르에 미군기지 설치를 허용함.
2011년 일본 자위대가 소말리아 해상 해적 소탕을 위한 거점
을 개설함. 2015년 11월 중국도 지부티에 아프리카 첫 군사기지
를 건설하기로 하고 10년간 사용 계약을 체결함. 남한과 1977년
12월, 북한과 1993년 6월 수교. 중국은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
에서 군사기지 설치를 추진한 지부티에 2017년 8월 첫 해외 해
군기지를 구축함.

에티오피아

경제 · 사회 · 문화
지부티
★
지부티

소말리아

면 적	2만3천200㎢
자 원	피혁, 금, 점토, 화강암 등
인 구	86만5천267명(2017년 7월)
수 도	지부티(Djibouti)
주 민	소말리아계(60%), 아파르족(35%)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아랍어(공용어), 소말리어 등
종 교	이슬람교(94%), 기독교(6%)
원 수	[대통령] 이스마엘 오마르 괼레(Ismael Omar Guelleh, 1999
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진보인민연합(RPP), 민주부흥당(PRD), 국민민주당(PN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6억4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20억8천200만 달러(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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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대부분이 사막으로 경작 가능한 땅은 전체의 1% 미만
임. 육상과 해상교통의 요충으로 철도와 항만이 주된 수입원이
며 천연자원은 거의 없음. 2016년 10월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수
도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됨. 2010년 9월 착공
후 6년 만에 완공된 이 철도의 총길이는 753㎞, 설계속도는 시
속 120㎞로 총 40억 달러가 투자됨. 아프리카 동북부 내륙 고원
지대에 있는 에티오피아 해상 연결을 위한 경제적 필요 때문에
건설됨. 이 철도로 지부티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물자 운송시
간이 기존 7일(도로 이용 기준)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들게 됨.
인구 3분의 2가 수도에 살며 나머지는 유목민. 소말리아 난
민 13만여 명이 유입되면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가 발생함.
신문은 국영 라 나시옹 등. 방송은 국영 지부티 TV와 라디
오. 뉴스통신은 국영 ADI.

짐바브웨
The Republic of Zimbabwe

면 적	39만757㎢
자 원	담배, 면화, 광물
인 구	1천380만5천84명(2017년 7월)

잠비아
★
하라레

짐바브웨

모잠비크

수 도	하라레(Harare)
주 민	쇼나족(82%), 은데벨레족(14%)
언 어	쇼나어(공용어), 은데벨레어(공용어), 영어(공용어), 기타 부족어
종 교	개신교(75.9%), 가톨릭(8.4%), 기타 기독교(8.4%), 토착 신앙 등
원 수	[대통령] 에머슨 음난가그와(2017년 1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ZANU-PF), 민주변
화동맹(MDC)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
 38억7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171억1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천300달러(2017년)
통 화	짐바브웨달러(ZWD), 1미 달러=1ZWD(2017년) 미 달러 환율이 2009
년 3경5천조ZWD에 이르는 등 극심한 인플레로 자국 통화 유통 금지,
2016년 말 새 통화를 발행해 새 지폐 환율이 미국 달러화와 같음.

이후 양당 간 권력분점 합의가 이뤄져 창기라이를 총리로 하
는 거국정부가 2009년 출범함.
2013년 3월 대통령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는 개헌안이 통
과됨. 2013년 7월 부정선거 의혹 속에 무가베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후계권력 구도를 놓고 집권당 내에서 갈등이 악화
되는 상황임.
짐바브웨를 37년간 통치한 무가베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에 이은 대규모 퇴진 시위, 의회의 탄핵 절차 착수 등 사퇴 압
박에 2017년 11월 사임함. 무가베의 측근으로 부통령에서 해임
된 이후 국외로 도피했던 에머슨 음난가그와가 무가베 사임
후 귀국해 임시 대통령에 취임함.

외교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이나 경제 위주의 실리외교를
추구함.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영연방 가맹국임. 남
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지도적 국가였으나 남아공
에 흑인 정권이 들어서자 1994년 5월 수교함.
2002년 대선 부정시비로 영연방으로부터 자격정지조치
를 받음. 2003년 12월 무가베 대통령이 영연방 탈퇴를 결정
함. 인권 탄압과 자유 억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됨. 2002
년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대표단이
2009년 9월 방문함. 1994년 11월 한국과 수교. 1980년 북한과
수교. 2009년 5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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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923년 영국 자치식민지(로디지아)로 편입됨. 1930~1960년
대 흑인 조직인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ZANU)과 짐바브
웨-아프리카인민동맹(ZAPU)이 충돌함. 1965년 백인 강경파인
로디지아전선이 독립을 선언함.
1979년 영국 중재로 백인 권리를 보호하되 흑인 다수파의
지배로 이양하는 협정을 체결함. 1980년 2월 영국 감독 아래
실시된 총선에서 ZANU가 제1당이 돼 ZAPU와 연합정권을 구
성, 로버트 무가베가 총리에 취임함. 1980년 4월 독립.

정치
1987년 대통령제 도입 개헌 이후 무가베 총리가 대통령에
취임함. 1996년 무가베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장기 집권
이 시작됨. 2000년 6월 총선에서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
맹-애국전선(ZANU-PF)이 승리하자 부정 선거운동에 대한 국
제사회의 제재조치가 부과됨.
2002년 하반기 백인 소유 토지 몰수와 재분배를 위한 토지
개혁법을 강행하자 미국이 무가베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서방진영과 마찰을 빚음.
2005년 총선에서 집권당 ZANU-PF가 압승함. 2008년 대선
이후 결선투표 후보가 된 모간 창기라이 MDC 총재가 여당의
탄압을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자 6월 결선에서 무가베가 다
시 대통령에 당선됨. 그러나 부정선거와 야당 탄압 시비, 주변
국의 반대 등에 밀린 무가베 대통령이 권력분점 협상에 나섬.

광물과 농산물이 풍부함. 백인 정권 때 사회기반이 정비됐으
나 7년간의 내전으로 타격받음. 주요 수출품은 담배와 금. 2002
년 백인 소유 농지 수용과 흑인 분배를 규정한 토지개혁법 강
행으로 농업부문이 타격받음. 2004년 기근과 식량 부족으로
200만 명이 극빈 생활. 살인적 인플레이션 때문에 2009년 1조
짐바브웨달러를 1짐바브웨달러로 변경하는 디노미네이션을 단
행함. 같은 해 IMF로부터 5억1천만 달러 금융지원을 받음.
고액권 지폐를 발행하거나 디노미네이션 단행할 때마다 인
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가치 하락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2009년부터 미국 달러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보츠와
나 풀라화 등의 외화 유통을 공식 허용한 뒤 자국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짐.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2015년 6월 자국 통화
폐기를 결정함. 2016년 12월 새 통화증권 2종류를 발행하고 새
지폐 환율을 미국 달러화와 같은 것으로 결정함.
2010년 7년 만에 IMF 투표권을 회복함. 인권탄압이 심한 독
재국가로 꼽힘. 2009년에는 이른바 ‘피 묻은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생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의체인 ‘킴벌리 프로세스’
가 짐바브웨 정부 소유 마랑게 광산에서 살인, 폭행 등 수많은
인권유린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곳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 거
래를 금지함.
2015년 7월 미국인 치과 의사 월터 파머가 짐바브웨 국립공
원의 명물 사자 ‘세실’의 목을 잘라 죽인 사실이 국제적으로 주
목받음.
신문은 국영 헤럴드 등. 방송은 국영 ABC TV와 라디오. 뉴
스신은 국영 Z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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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The Republic of Chad

빼앗을 정도로 공포와 억압의 학정을 펼쳐 ‘아프리카의 피노체
트’로 불림. 하브레는 1990년 12월 당시 데비가 이끄는 반군에
쫓겨난 후 세네갈에서 망명 생활을 했음. 데비 대통령은 2016
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해 25년째 집권을 이어감.

리비아

외교
니제르

수단

차드
★
은자메나

면 적	128만4천㎢
자 원	석유, 우라늄, 고령토, 금
인 구	1천207만5천985명(2017년 7월)
수 도	은자메나(N’Djamena)
주 민	사라족(25.9%), 아랍계(12.6%) 등 200여 소수종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아랍어(공용어), 사라어 등 120여 개 언어 및 방언
종 교	이슬람교(58.4%), 가톨릭(18.5%), 개신교(16.1%)
원 수	[대통령] 이드리스 데비(Idriss Deby, 1990년부터)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애국구제운동(MPS), 공화국민주동맹(URD) 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96억4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97억4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천400달러(2017년)
통 화	XAF, 1미 달러=605.3XAF(2017년)

약사
1913년 프랑스가 차드를 점령함. 1960년 독립. 1966년부터
이슬람 밀집지역인 북부와 중부에서 분리독립운동 가열. 만성
적 내전 지속.

옛 종주국인 프랑스의 영향력이 작용함. 데비 대통령 집권
을 지원한 리비아와의 관계가 돈독함. 반면 리비아의 고립화를
추구하는 미국은 데비 정권 승인을 거부함. 2005년 3월 이스
라엘과 국교를 수립함. 2008년 3월 수단과 평화협정을 체결함.
수단과 양국의 반군 교차 지원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2008
년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나 2010년 관계 정상화에 합의함. 수
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피난민이 각각 34만6천 명,
7만8천950명(2013년 기준)에 달함. 한국과 1961년 8월, 북한과
1969년 5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남부의 면화와 중부의 목축이 주산업이며 금과 우라늄도 주요
수출자원임. 1970~1980년대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사회기
반시설이 부족함. 2000년 유전 개발 착수, 2003년 송유관 개통에
이어 2004년 원유 수출을 본격화함. 2008년 반군이 수도 은자메
나를 일시 점령하면서 내전이 재발함. 여러 무장그룹이 존재하며
인접국인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조직 보코하람에
의한 테러가 잇따름. 2014년 1월 카메룬과 함께 1천 명을 나이지리
아에 파병하고 보코하람 거점을 공습하는 등 소탕작전을 벌임.
신문은 유일 일간지 르 프로그레스 등. 방송은 텔레차드(TV)
와 RTN 라디오. 2016년 현재 석유에 의존하는 차드 경제는 저
유가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음.

카메룬
Republic of Cameroon

정치
1975년 펠릭스 말룸이 쿠데타로 집권. 1979년 구쿠니 웨데이
가 집권. 1982년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히세네 하브레가 수도
를 장악함. 1989년 일당독재를 유지하는 신헌법 승인돼 하브레
가 대통령에 재선됨. 1989년 이드리스 데비가 리비아의 도움
으로 반정부조직 애국구제운동(MPS)을 결성함. 1990년 MPS가
수도 점령, 데비가 대통령에 취임함.
1996년 차드의 첫 선거에서 데비가 대통령에 당선됨. 2001
년 데비가 대통령에 재선됨. 2005년 대통령 3선 개헌이 통과
됨. 2006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하고 데비 대통령은 3선에 성
공함. 2008년 초 다르푸르 난민 유입 등으로 다시 수단과 갈등
이 불거짐. 2008년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8월 법원이 하
브레 전 대통령에게 정부전복 혐의로 사형을 선고함.
2016년 5월 세네갈 아프리카특별재판정(EAC)은 하브레에게
인도주의적 범죄와 전쟁 범죄, 고문 및 성 노예 가해 등의 혐의
로 종신형을 선고함. 하브레는 재임 중 국민 4만 명의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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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
야운데

면 적	47만5천440㎢
자 원	석유, 보크사이트, 철광석, 목재, 커피, 면화, 코코아
인 구	2천499만4천885명(2017년)
수 도	야운데(Yaounde)
주 민 카메룬 고지대족(31%), 적도반투족(19%), 키르디족(11%),
풀라니족(10%) 등

언 어	영어(공용어), 프랑스어(공용어), 기타 24개 아프리카계 언어
종 교	가톨릭(38.4%), 기독교(26.3%), 이슬람교(20.9%)
원 수	[대통령] 폴 비야(Paul Biya, 1982년부터)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카메룬인민민주운동(CPDM), 카메룬인민당(CPP), 카메

카부베르데
The Republic of Cape Verde

룬부흥운동(MRP)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815억5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306억5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천400달러(2017년)
통 화	XAF, 1미 달러=605.3XAF(2017년)

카부베르데
★
프라이아

약사
1520년 포르투갈이 노예무역을 시작함. 1884년 독일 식민지
에 편입. 1차대전 이후 프랑스와 영국이 남북을 나눠 통치함.
1961년 독립 연방국가 건설. 1972년 새 헌법을 채택해 연방제를
폐지함.

정치
1961년 독립 이래 집권해 왔던 아히조 대통령이 1982년 사임
하고 폴 비야 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함. 1984년 국호를 카메
룬공화국으로 변경. 최초로 복수 후보를 허용한 1992년 대선에
서 비야 대통령이 승리함. 비야 대통령은 1997년과 2004년 선
거에서도 당선됨. 2008년 헌법의 연임제한 조항을 없애고 2011
년 대선에서도 승리함. 정치는 대체로 안정적인 편.

외교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면서 옛 종주국인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가 돈독함. 프랑스와는 군사·경제 협력협정을 체결함.
1994년과 1996년 원유가 풍부한 바카시반도 영유권을 놓고 나
이지리아와 전투를 벌임. 2006년 유엔 중재로 나이지리아군
이 바카시반도에서 철수함. 나이지리아를 근거로 활동하는 과
격 이슬람단체 보코하람이 카메룬 등 이웃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납치, 자살폭탄테러 등을 일삼아 치안이 불안정해짐.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는 2015년 1월 유튜브에
나와 비야 대통령을 위협하기도 함.
카메룬은 보코하람과 전투에 대비해 지상군 수천 명을 북부
국경지역에 배치함. 2014년에는 베냉,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
아 등과 공동으로 소탕작전을 벌임. 한국과 1961년 8월, 북한과
1972년 3월 수교.

면 적	4천33㎢
자 원	소금, 바나나, 사탕수수, 현무암, 어류
인 구	56만899명(2017년 7월)
수 도	프라이아(Praia)
주 민	크리올(71%), 아프리카계(28%), 유럽계(1%)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어), 크리올어
종 교	가톨릭(77.3%), 개신교(3.7%), 기타 기독교(4.3%)
원 수	[대통령] 조르즈 카를로스 폰세카(Jorge Carlos Fonseca,
2011년 9월부터)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민주운동당(MPD), 카부베르데독립아프리카당(PAICV)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37억3천400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172억8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6천900달러(2017년)
통 화	카부베르데 에스쿠도(CVE), 1미 달러＝101.8CVE(2017년)

약사
15세기 중엽 포르투갈인이 정착, 1963년 포르투갈의 해외
주로 편입. 1956년 포르투갈령 기니(1974년 9월 기니비사우로
독립)와 통합하는 형태의 독립을 목표로 삼은 기니·카부베
르데독립아프리카당(PAIGC)이 결성됨. 1974년 12월 PAIGC와
포르투갈 정부 대표로 구성된 잠정정부가 수립됨. 1975년 7월
독립.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농업과 석유 생산이 중심. 석유 생산으로 사하라 이남에서 자
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의 하나임. 1990년대부터 국제통화기금
과 세계은행의 프로그램으로 투자 유치와 농업 생산성 향상, 교
역량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룸. 프랑스어권과 영어권의 고질적인
갈등으로 정국이 불안함. 문자 해독률은 아프리카에서 높은 편임.
카메룬은 아프리카의 축구 강국으로 2017년 아프리카 네이
션스컵 축구대회에서 최다 우승국 이집트를 누르고 통산 다
섯 번째 우승을 차지함. 2002년에 이어 15년 만에 우승컵을
확보함.
신문은 국영 카메룬 트리뷴 등. 방송은 CRT TV와 라디오.

1990년 9월 집권 카부베르데독립아프리카당(PAICV)이 마
르크스주의 강령 폐지, 복수정당제 이행 등을 골자로 하는 헌
법을 채택함. 1991년 첫 다당제 총선 및 대선에서 민주운동당
(MPD)이 압승하고 안토니우 몬테이로 전 최고재판소 판사가
대통령에 당선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룸. 몬테이로 대통령은
1996년 대선에 단독 출마해 재선에 성공함.
2001년 대선에서 PAICV 소속의 페드루 피르스 후보가 당선
됨. 2006년 대선에서 피르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2011년
8월 폰세카 후보가 당선됨. 2016년 3월에는 야당인 민주운동
당(MPD)이 15년 만에 압승. 같은 해 10월 대선에서 폰센카 현
대통령이 70% 이상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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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온건한 비동맹 중립 노선. 2000년 12월 국제전범법원설립조
약에 서명함. 한국과 1988년 10월, 북한과 1975년 8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관광을 위주로 한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80%를 차지
함.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고조됨. 주
요 수출품은 수산물, 바나나. 주요 수입품은 식료품, 석유제
품. 신문은 유일 일간지인 조르날 호리존테 등. 방송은 국영
TNCV(TV)와 RNCV(라디오). 뉴스통신은 국영 인포프레스.

케냐
The Republic of Kenya

소말리아

케냐
★
나이로비

탄자니아

면 적	58만367㎢
자 원	석회석, 차, 커피, 소금, 아연
인 구	4천761만5천739명(2017년 7월)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주 민	키쿠유족(22%), 루하족(14%), 루오족(13%), 칼렌진족(12%),
캄바족(1%) 등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공용어), 기타 토착어
종 교	개신교(47.4%),가톨릭(23.3%),기타기독교(11.9%),이슬람교(11.2%)
원 수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2013년부터)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오렌지민족운동(ODM), 국민연대(TNA), 케냐 민주복원
포럼(FORD-K) 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천634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784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천500달러(2017년)
통 화	케냐실링(KES), 1미 달러=104KES(2017년)

때까지 대통령을 지냄. 권력을 승계한 다니엘 모이 대통령이
2002년까지 통치함. 1991년 헌법의 일당독재 조항이 폐지됨.
2002년 대선에서 10개 야당연합체인 전국레인보연합(NARC)
의 음와이 키바키 후보가 3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룸.
2007년 키바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라일라 오딩가 후보가 이끄는 ODM과 이를 지지하는
루오 부족이 거세게 반발,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1천220명 이상
의 사망자와 3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함. 2010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의회와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 2013년 3월 조모 케냐타 초대 대통령의
아들 우후루 케냐타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케냐타 대통령은 부
정선거 논란으로 2017년에는 두 차례 대선 끝에 재선에 성공,
같은 해 11월 공식 취임함.

외교
친서방 정책. 남아공, 이스라엘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 실리
를 추구함. 2003년 10월 키바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대테러
공조 강화에 합의함. ‘9.11 테러’ 이후 미국과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함. 2006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해 케냐 연해
석유개발 협정을 체결함.
2011년 이슬람주의 무장그룹 알샤바브를 몰아내기 위해 소
말리아에 군 병력을 투입함.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
통령이 방문함. 2015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함. 한국과
1964년 2월 수교. 북한과는 1975년 5월 수교에 합의했으나 한
국과의 관계를 들어 상주공관 설치는 허용하지 않음. 2016년 5
월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를 국빈 방문해 산업단지, 전력·원자
력, 과학기술, 보건의료, 전자정부, 농촌개발, 금융협력 등에 관
한 MOU를 체결함.

경제 · 사회 · 문화
동아프리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농업과 관광산업이 주
요 외화 획득원, 수출은 어류, 수입은 공업제품이 중심임. 1993
년부터 경제자유화조치를 단행함. 2012년 3월 석유가 발견됨.
1998년 8월 나이로비의 미국 대사관에 폭탄테러가 발생, 243
명이 숨지고 1천 명 이상이 부상함. 2004년 케냐 여성 환경운
동가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2013년 9월 수도 나이로비 번화가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에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 무장대원 4명이 난
입해 총격을 가해 한국인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1명과 군인 6
명 사망하고 23명이 실종됨. 무장대원은 나흘간의 진압과정에
서 모두 사살됨. 2015년 4월 북동부 가리사 대학에서 알샤바브
테러로 140여 명이 사망함.
신문은 데일리네이션 등. 방송은 국영 KBC TV와 라디오. 뉴
스통신은 국영 KNA.

약사
15세기 포르투갈인 상륙, 그 후 영국이 진출해 1895년 영국
보호령으로 편입. 1950년대부터 시작된 민족주의운동이 1963
년 결실을 맺어 독립을 쟁취함.

코모로
The Union of the Comoros

정치
독립의 아버지인 조모 케냐타가 1963년부터 1978년 타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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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2천235㎢
자 원	바닐라, 코프라

월 수교.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1983년 12월 북한과 단
교했다가 1987년 11월에 복교함.
★
모로니

모잠비크 해협

경제 · 사회 · 문화
노동인구의 80%가 농림수산업에 종사. 경제는 외국 원조
와 재외 국민의 송금에 의존함. 마요테섬의 주민은 프랑스인
이 다수이며 종교는 가톨릭임. 다른 3개 섬은 아랍계 주민으
로, 수니파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임. 일간 신문은 없으며 국영
주간 신문인 알 와트완 등. 방송은 국영 TNC(TV)와 라디오
코모로.

코모로

인 구	80만8천80명(2017년 7월)
수 도	모로니(Moroni)
주 민	안탈로테족, 카프레족, 마코아족 등
언 어	아랍어(공용어), 프랑스어(공용어), 코모로어(공용어·스와힐

코트디부아르
The Republic of Ivory Coast(Cote d’Ivoire)

리어와 아랍어 혼용)

부르키나 파소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98%), 가톨릭(2%)
원 수	[대통령] 아자일 아수마니(Azail Assoumani, 2016년 5월부터)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국민발전연합(RND), 국민정의전선(FNJ)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3억2천300만 달러(2017년) 공식환

코트디부아르

★
야무수크로

율 기준 6억5천9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천600달러(2017년)
통 화	코모로프랑(KMF), 1미 달러=458.2KMF(2017년)

가나

약사
마다가스카르의 일부였던 도서국가. 1947년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편입되면서 분리. 1975년 독립. 독립 이후 쿠데타 시도
가 20여 차례 일어남.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다른 3개 섬과 달
리 프랑스인이 다수인 인근 마요트섬은 프랑스에 귀속됨.
1997년 앙주앙섬과 모헬리섬이 각각 독립을 선언함. 2001년
헌법 개정으로 앙주앙, 모헬리, 그랑코모로 3개 섬에 자치권을
확대한 연방체제를 확립함.

정치
독립 이후 20번 넘게 쿠데타 또는 쿠데타 시도가 일어남. 초
대 아메드 압달라 대통령이 독립선언 1개월 뒤 쿠데타로 축출
됐다가 1978년 권좌에 복귀함.
2006년 대선에서 앙주앙섬 출신의 수니파 이슬람 성직자
아흐메드 압달라 모하메드 삼비가 당선됨. 2008년 3월 앙주앙
섬의 반란사태가 진압됨. 2010년 12월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인
이키리루 도이닌 부통령이 당선해 이듬해 5월 취임.

외교
친서방·비동맹 노선으로 이슬람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임.
코모로의 정치 안정에 아프리카연합(AU)과 남아공이 주된 역
할을 함. 옛 종주국인 프랑스와 1987년 군사경제협력협정 체
결함.
2005년 1월 아잘리 대통령이 코모로 대통령으로는 30년 만
에 처음 프랑스를 방문함. 한국과 1979년 2월, 북한과 1975년 11

면 적	32만2천463㎢
자 원	코코아, 커피, 석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팜오일 등
인 구	2천418만4천810명(2017년 7월)
수 도	야무수크로(Yamousoukro), 1983년부터 야무수크로가 공식
수도이나 경제·행정 중심지는 아비장(Abidjan)임. 미국을 포
함한 여러 국가 현지 대사관도 아비장에 주재.

주 민	아칸족(28.8%), 구르족(16.1%), 북만데족(14.5%), 크로우
족(8.5%), 남만데족(6.9%) 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기타 60개 부족어 및 방언
종 교	이슬람교(42.9%), 가톨릭(17.2%), 복음주의 개신교(11.3%),
감리교(1.7%), 기타 기독교(3.2%) 등

원 수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Alassane Dramane Ouattara, 2010년
12월부터)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아이보리민중전선(FPI), 코트디부아르민주당, 아프리카
민주동맹(PDCI-RDA), 민주공화회의(RDR)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962억7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399억1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천900달러(2017년)
통 화	XOF, 1미 달러=594.3XOF(2017년)

약사
15세기 포르투갈, 영국 등의 노예와 상아 무역의 중심지. 17
세기 들어 서아프리카 진출을 강화한 프랑스가 1917년 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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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하고 1946년 해외영토로 병합함. 1958년 프랑스 공동체
내 자치공화국이 됨. 1960년 독립.

정치
1990년 10월 우푸보와니 대통령이 7선을 기록함. 1993년 우
푸보와니 대통령 타계로 앙리 코난 베디에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 승계 뒤 1995년 대선에서 당선됨. 1999년 12월 군부 지도자
로베르 구에이가 쿠데타를 일으켜 베디에 정부를 전복함.
2000년 1월 민정 구성을 위한 대선이 열렸으나 로랑 그바그
보의 당선은 10월에야 확정됨. 2002년 군대 해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군인들이 쿠데타에 실패한 뒤 반정부 투쟁을 개시함. 2004
년 오폭 사건으로 프랑스와 충돌함. 이후 정정불안이 지속됨.
2010년 11월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알라산 와타라가 로랑 그
바그보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으나 그바그보가 퇴진을 거부
하면서 유혈사태로 이어짐. 2011년 4월 유엔과 프랑스군의 도
움을 받은 무장한 와타라 지지자들이 그바그보를 쫓아냄. 그바
그보는 반인류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됨. 2015년 10월
와타라 대통령이 재선됨.

브라자빌
★

종 교	가톨릭(33.1%), 개신교(19.9%), 기타 기독교(22.3%), 이
슬람교(1.6%)

원 수	[대통령] 데니스 사수 응게소(Denis Sassou Nguesso, 1997
년부터)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사회발전범아프리카연합(UPADS), 민주통합발전콩고인
운동(MCDDI), 콩고노동당(PCT) 등
기준 77억9천900만 달러(2017년)

친서방 온건 비동맹 노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과
관계를 중시함. 2002년 9월 쿠데타로 야기된 내전에 프랑스와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C)가 적극 개입함. 2005년
8월 코트디부아르 경제사절단이 방한해 원유와 광물 등 자원
개발에 관해 협의함. 한국과 1961년 7월, 북한과 1985년 1월 수
교. 2014년 10월 와타라 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
상회담.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1위의 코코아원두 수출국. 커피와 팜오일도 주수출품
임. 독립 이래 1980년까지 20년간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높은
연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정정 불안이 계속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 다이아몬드 수출
금지 등 유엔 제재조치로 타격을 받음. 코트라(KOTRA)는 2016
년 6월 아비장에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해 시에라리온, 세네갈,
라이베리아 등 서부 아프리카 8개국 지역을 관할하는 126번째
무역관을 개설함. 현지에서 태권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에서 역사상 첫 금메달.
신문은 국영 프라테르니테 마탱 등. 방송은 국영 RTI TV와
라디오. 뉴스통신은 국영 AIP.

콩고
Republic of the Congo

면 적	34만2천㎢
자 원	석유, 목재, 커피, 구리, 금
인 구	495만4천674명(2017년 7월)
수 도	브라자빌(Brazzaville)
주 민	콩고족(48%), 상하족(20%), 테케족(17%) 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기타 토착어

l

콩고민주공화국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291억6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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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GDP)   6천700달러(2017년)
통 화	XAF, 1미 달러=579.8XAF(2017년)

약사
13∼15세기 콩고왕국 번성. 15세기 포르투갈인이 상륙함.
1910년 프랑스령 적도기니의 일부로 합병, 프랑스 자치공화국
거쳐 1960년 콩고공화국으로 독립함. 1969년 콩고인민공화국
으로 국명을 바꿨다가 1991년 다시 콩고공화국으로 변경함.

정치
1963년 마상바다 대통령의 국민혁명운동(MNR)이 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수립함. 1968년 8월 군사쿠데타를 거쳐 1969
년 1월 응게비 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 콩고노동당(PCT)을 결
성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 독재제체를 구축함. 1979년
응게비 대통령 피살로 데니스 사수 응게소 국방장관이 대통령
에 취임함.
1992년 최초의 다당제 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발전범아프리
카연합(UDAPS)의 파스칼 리수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정
권교체를 이룩했으나 이후 여야갈등이 내전으로 비화. 1997년
앙골라의 무력 지원 아래 응게소가 리수바 정권을 전복하고
대통령에 취임함. 200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
했으며 응게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2007년 총선에 야당
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90% 의석을 차지함. 2009년 야
당이 거부한 대선에서 응게소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함.
2015년 10월 70세 이상 대통령의 연임 허용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응게소 대통령의 장기집권 발판이 마련됨.

외교
친서방 노선으로 프랑스와 관계가 긴밀하고 원조의 상당부
분을 프랑스가 부담함. 1991년 이스라엘, 1993년 남아공과 수교

함. 역내 문제에 적극 개입해 앙골라와 르완다 국제평화유지군
에 병력을 파견함. 2005년 응게소 대통령이 중국 방문, 정치·
경제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200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됨. 한국과 1961년 수교했으나 사회
주의정권이 들어선 뒤인 1965년 단교했다가 1990년 복교함. 북
한과는 1964년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사하라사막 이남의 대표적 산유국으로 석유가 경제의 중추
를 이룸. 국민의 70%는 빈곤층. 1987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지원 아래 점진적 경제자유화 및 민영화를 추진함.
2003년 북부지방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함.
신문은 르 쇼크 등. 방송은 국영 콩고 TV와 콩고 라디오. 뉴
스통신은 국영 ACI.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

정치
모부투가 1965년 쿠데타에 성공, 군사령관에 취임하면서 통
치를 시작, 1984년 대선에 단독 출마해 당선됨. 1997년 5월 로
랑 데시에 카빌라 반군지도자가 쿠데타에 성공, 모부투 전 대
통령의 32년 독재를 종식하고 대통령에 취임함.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이 사망함.
2001년 카빌라 대통령이 경호원에 암살된 뒤 아들인 조지프
카빌라가 권력을 승계함. 2002년 르완다와 평화협정을 체결
해 르완다군이 완전 철수함. 2003년 각 정파가 권력을 분점하
는 과도정부가 출범함. 2005년 12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
함. 2006년 2월 국기를 변경함. 독립 이후 첫 자유선거로 치러
진 2006년 대선에서 카빌라가 대통령에 당선됨. 카빌라가 2011
년 재선에 성공한 후 집권 연장 움직임을 보이자 2014년 말부
터 반대 시위가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수십 명 발생함. 카빌라
대통령은 이에 2015년 2월 2기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함.
차기 대선이 2016년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대선과 총선 시행
을 2년 뒤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해 반정부 시위가 격화함. 정부
는 카빌라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 최소 34명이 사망함. 2017년 고위 장관들과 야권은 카빌
라 대통령이 연말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로 합의함.
카빌라 대통령은 야권과 2017년 말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
기로 합의했지만, 당국은 약속을 깨고 대선 일정을 2018년 12
월 23일로 잡음. 이에 반정부 인사들은 카빌라 대통령이 권력
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함.

외교
앙골라
잠비아

면 적	234만4천858㎢
자 원	구리, 코발트, 다이아몬드
인 구	8천330만1천151명(2016년 7월 CIA 추산)
수 도	킨샤사(Kinshasa)
주 민	반투족(80%), 수단족 등 200여 부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기타 토착어
종 교	가톨릭(50%), 개신교(20%), 이슬람교(10%) 등
원 수	[대통령] 조지프 카빌라(Joseph Kabila. 2001년부터)
의 회	양원제
주요 정당	재건민주국민당(PPRD), 민주사회진보연맹(UDPS), 콩고
자유운동(MLC) 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6
 79억9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
율 기준 404억2천만 달러9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800달러(2017년)
통 화	콩고프랑(CDF), 1미 달러=1,546.8CDF(2017년)

약사
1876년 벨기에 식민지로 편입. 1960년 콩고공화국으로 독립.
1971년 자이르공화국으로 개칭. 1997년 로랑 데시에 카빌라 대
통령이 쿠데타에 성공한 뒤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개칭.

친서방 정책 표방. 미국, 프랑스, 옛 종주국인 벨기에와 우호
적 관계임. 2005년 3월 카빌라 대통령이 방한, 정상회담을 하
고 양국 경제사절단을 통해 경제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
한국 기업의 콩고민주공화국 진출 등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됨.
2009년 3월 우간다와 영사급인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격
상키로 합의함. 2012년 2월 르완다, 우간다 등 11개국과 무장단
체를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함.
한국과 1963년 4월, 북한과 1972년 12월 수교. 우리 정부는
2016년 11월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발령 중이던 ‘적색경
보(철수권고)’를 대선 연기에 따른 치안 심화가 예상되면서 전
역으로 확대함.

경제 · 사회 · 문화
구리, 코발트,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산지임. 계속된 경제침
체와 군인폭동, 이에 따른 외국인, 외국 자본의 철수로 경제난
이 심각함. 2003년 과도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은 서서히 개선
되기 시작함. 1999년 이후 북동부 이투리주(州)에서 다수파인
렌두족과 소수파 헤마족 간 분쟁 발생, 5만여 명이 숨지고 수
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자 2004년 유엔 평화유지군 5천900
명이 추가 파병되는 등 전 세계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국가임.
2012년 반군단체 M23이 동부 중심도시를 장악하는 등 내
전이 격화함. 동부 지역에서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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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군과 반군의 조직적인 집단 성폭행이 끊이지 않아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또한 전 국민의 4분의 3이 영양결
핍 상태에 있는 등 기아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힘.
2013년 11월 유엔군과 함께 M23을 진압하고 12월 분쟁 종식
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함. 3천여 명 병력의 유엔 전투여단이
능동적으로 무력 개입한 사례임.
강경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우간다 반군 ‘민주군사동맹우간다해방군(ADF-Nalu)’이 1995년 우간다에서 쫓겨난 뒤 민
주콩고 동부 밀림지대에서 활동하며 약탈과 살인을 자행함. 우
간다 반군의 테러로 2014년 10월 이후 2015년 말까지 5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살해당함.
2014년 8월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과는 다른 에볼
라가 유행함. 같은 해 11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종식을 선
언함. 2017년 5월 에볼라가 재발, 7월 종식을 선언함.
신문은 르 포탕티엘 등. 방송은 국영 RTNC TV와 라디오. 뉴
스통신은 국영 ACP.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
다르에스살람

모잠비크

면 적	94만7천300㎢
자 원	사이잘삼, 면화, 석탄,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등
인 구	5천395만935명(2017년 7월)
수 도	도도마(Dodoma·1996년부터), 사실상 수도는 다르 에스 살람
(Dar es Salaam)으로 정치, 경제, 행정이 모두 이곳에 집중돼 있음.

주 민	반투족계열 등 아프리카계(99%)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공용어), 아랍어
종 교	기독교(61.4%), 이슬람교(35.2%), 토착종교(1.8%) 등, 잔
지바르는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교도

원 수	[대통령] 존 폼베 마구풀리(John Magufuli, 2015년 11월 취임)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탄자니아혁명당(CCM), 민주발전당(CHADEMA), 시민
통일전선(CUF) 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628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516억1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천300달러(2017년)
통 화	탄자니아실링(TZS), 1미 달러=2,243.8TZS(2017년)

586

l

각국현황

약사
1884년 본토가 독일령에 편입됨. 1차대전 이후 영국의 위임
통치 및 신탁통치를 받음. 1960년대 초 각각 영국에서 독립한
본토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섬이 합쳐 1964년 현재의 모습을 갖
추게 됨. 1964년 10월 탄자니아연방공화국으로 탄생함. 탄자니
아 정부는 2017년 2월 100년 전 독일제국주의가 자국을 폭압
하는 과정에서 당한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정치
대통령 직선제. 2명의 부통령은 본토 출신과 잔지바르를 분
담함. 독립 이래 독재를 계속했던 줄리어스 니에레레 초대 대
통령이 1985년 사임, 알리 하산 음위니가 대통령에 취임함.
1992년 탄자니아혁명당(CCM)의 일당 독재를 종식하고 다당제
를 도입함. 1995년 10월 대선에서 외무장관인 음카파 후보가
음위니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함. 2000년 10월 음카파 대통령
이 재선에 성공함. 2005년 12월 대선에서 집권당 CCM의 자카
야 키크웨테 후보가 당선됨. 2010년 10월 선거에서 키크웨테가
재선됨. 2015년 10월 대선에서 CCM의 존 폼베 마구풀리 후보
가 당선됨. 야당 불복 등 혼란이 있었으나 같은 해 11월 취임함.

외교
비동맹노선, 범아프리카주의 및 반식민주의를 표방함. 1979
년 우간다 반군에 병력을 지원했으나 1981년 철수함. 1995년
이스라엘과 수교. 2005년 1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방문,
경제개발협력차관(EDCF) 지원을 제의함. 2005년 9월 탄자니
아 셰인 부통령이 방한, 농업관계분야의 협력을 논의함. 2006
년 6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문함. 2008년 2월 조지 부
시 미 대통령이 방문함. 2009년 9월 미젠고 핀다 총리가 방한
함. 2013년 9월 부룬디 난민 2만5천 명을 강제 추방함. 한국과
1992년 4월, 북한과 1965년 1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임. 농업이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이상, 수출의 85%를 차지하며 노동인구 80%가 농업에 종사
함. 커피와 면화, 홍차를 수출하고 자동차, 기계, 석유제품을 수
입함. 금 등 광물자원과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을 통해 경제
개발을 추진.
킬리만자로산과 세렝게티 초원이 있어 관광이 주요한 수입
원임. 1997년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2006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이 6억4천만 달러 이상의 탄자니아 부채 탕감을 발표함. 2006
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7%로 사하라 이남에서 높은
편임.
가장 오래된 유인원과 구세계원숭이 화석이 발견됨. 2016년
6월에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희귀 자원인 헬륨이 대
거 발견됨. 탄자니아에는 백색증 환자(알비노)가 1천400명당 1
명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2만 명당 1명꼴보다 유독 많음. 이들
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할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정상회
의가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리기도 함.
신문은 국영 데일리 뉴스 등. 방송은 국영 TVT(TV)와
RTD(라디오) 등. 뉴스통신은 PST.

외교

토고
Togolese Republic

베냉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로메
★

면 적	5만6천785㎢
자 원	인광석, 석회석, 대리석
인 구	796만5천55명(2017년 7월)
수 도	로메(Lome)
주 민	에웨족, 카브예족, 미나족 등 37개 아프리카계 부족(99%)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부족어
종 교	토착종교(51%), 기독교(29%), 이슬람교(20%)
원 수	[대통령] 포레 냐싱베(Faure Gnassingbe, 2005년부터)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토
 고인민연합(RPT), 재건행동위원회(CAR), 토고민주당

비동맹·중립을 표방하나 역사적·문화적 특수 관계로 프
랑스, 독일 등 서방과 긴밀한 관계임. 반정부세력을 지원한다
는 이유로 긴장관계였던 가나와는 1995년 불가침·우호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함. 2012년 1월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됨. 한국과 1963년 수교했다가 1974
년 단교, 1991년 복교함. 북한과 1973년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노동인구의 65%가 카사바, 고구마, 면화, 코코아 농업에 종
사함. 1990년대에 들어 원유와 우라늄 광산의 개발을 추진함.
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해 구조개혁을 진행함. 2009년 사형제를
폐지함. GDP 세계 148위의 가난한 나라로, 유엔이 158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2015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1위로 평가됨.
신문은 정부 기관지인 토고 프레스 등. 방송은 국영
TVT(TV)와 라디오 로메 등.

튀니지
Tunisian Republic

★
튀니스

(UTD)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24억3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47억9천7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천600달러(2017년)
통 화	XOF, 1미 달러=617.4XOF(2017년)

알제리

약사
1차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분할됨. 영국령은 1957년 가
나의 일부로 독립함. 프랑스령이 1960년 독립하자 옛 영국령도
주민투표로 합류함.

정치
1967년 에야데마 냐싱베가 쿠데타로 집권해 거의 40년간 통
치함. 1979년 12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됨.
1991년 민주화 시위 이후 실권이 대통령에게서 총리로 이양됨.
냐싱베 대통령은 1999년 의정 참여를 거부해 온 야당에 조기
총선과 2003년 권력 이양을 약속했으나 2003년 대선도 출마
해 당선됨.
아프리카 최장기 집권자였던 냐싱베가 2005년 사망하자
군부는 아들 포레 냐싱베를 대통령으로 내세웠으나 국제적으
로 비난받음. 포레 냐싱베는 2개월 후 선거를 치러 대통령에
당선됨.
대선을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나 500명 넘게 살해되고 4만
명이 이웃 나라로 피난함. 포레 냐싱베 대통령은 2010년 재선
됐으나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으며 2015년 3선에 성공했을 때
도 야당에서 불복함.

튀니지

리비아

면 적	16만3천610㎢
자 원	인광석, 석유, 납, 아연, 소금
인 구	1천140만3천800명(2017년 7월)
수 도	튀니스(Tunis)
주 민	아랍계(98%), 유럽계(1%)
언 어	아랍어(공용어), 프랑스어(상용어)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99.1%)
원 수	[대통령] 베지 카이드 에셉시(Beji Caid Essebsi, 2014년 12월 취임)
의 회	단원제
주요 정당	튀니지의 부름, 입헌민주연합(RCD), 민주사회운동(MDS) 등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기준 1
 천359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398억8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2천 달러(2017년)
통 화	튀니지디나르(TND), 1미 달러=2.422TND(2017년)

약사
기원전 12세기께부터 도시국가인 카르타고가 지중해 무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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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영했으나 기원전 2세기 로마에 멸망함. 1883년 오스만 튀
르크 속령에서 프랑스 보호령에 편입됨. 1956년 독립. 1957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포함.

정치
네오 데스투르당의 하비브 부르기바가 초대 대통령에 당선
돼 31년간 통치함. 1987년 무혈쿠데타로 부르기바가 쫓겨나고
벤 알리가 대통령에 취임함. 1988년 종신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채택함.
1989년 새 헌법에 의한 첫 대선에서 벤 알리 대통령이 당선
됨. 부르기바 대통령 실각 뒤 이슬람 원리주의가 대두되자 알
리 대통령은 원리주의정당의 공인을 거부하고 강경책을 강화
함. 2010년 12월 고실업, 부패, 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 시위가
일어나 이듬해 1월 폭력 사태로 번짐. 알리 대통령은 2011년 1
월 해외로 망명하고 11월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됨. 사우디아라
비아에 은신한 알리에게 2012년 6월 종신형이 선고됨.
2013년 2월 야당인 민주애국자당(DPP)의 지도자인 초크리
벨라이드가 피살당함. 정국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구성
을 제시했지만 불발되면서 하마디 제발 총리가 사퇴함. 7월 튀
니지국민당 소속 무함마드 브라히미도 총격으로 피살됨. 반정
부 시위 끝에 12월 이슬람 진권당과 야권이 과도정부를 이끌
메흐디 조마아를 총리로 선임함. 2014년 12월 치러진 대선 결
선투표에서는 원로 정치인 베지 카이드 에셉시가 승리함.

체는 ‘튀니지 노동연맹’(UGTT), ‘튀니지 산업·무역·수공업연
맹’(UTICA), ‘튀니지 인권연맹’(LTDH), ‘튀니지 변호사회’ 등 4개
핵심 시민사회조직의 모임으로 2013년 결성돼 튀니지의 민주
화를 주도했다는 평가임.
그러나 2015년 들어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테러가 잇따름. 3월에는 튀니스의 바르도 국립박물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외국인 관광객 등 22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6월에도 지중해의 휴양지 수세의 한 리조트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38명이 사망함. 11월에는 수도
튀니스에서 대통령 경호원 수송버스를 겨냥한 IS의 자폭테러 발
생해 13명이 사망, 2016년 2월 2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유지됨.
2011년 초 민주화 요구 시위로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독
재 정권을 몰아내고 아랍권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이뤄냄. 하지만 이후 정국 혼란과 테러 사건이 이어졌고 실업
률도 15%에 달하는 등 경제가 악화함.
신문은 라 프레스, 아사바 등. 방송은 국영 ERTT(TV)와 튀니
지 라디오. 뉴스통신은 국영 ATAP.

각국 영토

외교
비동맹·중립노선. 부르기바는 친서구 노선을 취했으나 벤
알리는 아랍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함. 유럽연합(EU)과 관계가
긴밀함. 튀니스에 있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본부를 팔레
스타인 자치지구로 이전함. 2003년 튀니스에서 EU-아주 5+5
정상회담을 개최함.
2005년 4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에서 가누치 튀니지 총리와 양국 간 기술협력사업에 관해 회
담함. 한국과 1969년 3월, 북한과 1975년 7월 수교. 2009년 6월
압델와헤브 알달라 외무장관이 방한하고 같은 해 5월에는 한
국과 튀니지가 항공자유화에 합의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는 2017년 3월 튀니지를 공식 방문해 개발 원조에 2억5천만 유
로(약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경제 · 사회 · 문화
인광석, 철광석, 석유가 풍부함. 아랍석유수출국기구
(OAPEC)의 일원임. 수출품은 섬유와 석유, 수입품은 기계와 곡
물. 관광도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함. 2003년 이집트, 요르
단, 모로코와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을 체결함. 2010년 말에
는 고실업·고물가와 독재에 항의하는 폭동이 벌어져 주변국
으로 퍼짐. 노점상이었던 26세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경
찰 단속에 적발된 뒤 분신자살한 사건으로 폭동이 촉발됨.
북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물결인 ‘아랍의 봄’ 민주화 시
위의 발원지이자 유일하게 순조로운 민주화 이행 과정을 밟은
국가로 꼽힘. ‘아랍의 봄’ 운동과 이후의 민주주의 정착 과정
을 이끈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Tunisian National Dialogue
Quartet)가 2015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 수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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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헬레나
(St. Helena, 영국령)

394㎢
7천828명(2017년 7월)
제임스타운(Jamestown)
아프리카계(50%), 백인(25%), 중국인(25%)
영어
영국성공회, 침례교, 가톨릭 등
[총 독] 리사 필립스(Mark Capes, 2016년 4월 취임)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1502년 포르투갈인이 발견했을 당시 대서양 남부에 위치한
무인 화산섬이었으나 17세기부터 영국군이 주둔하며 영국의
전략 요충지가 됨.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유배지로도 유명함.

어센션
(Ascension, 세인트헬레나 복속)

면적

88㎢

세인트헬레나에서 서북쪽으로 1천131㎞ 떨어진 남부 대서양
상의 화산섬. 1922년부터 세인트헬레나에 편입됨. 자체 행정관
을 임명함.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적기지가 있고
1984년부터 영국 공군이 주둔 중임.

디에고 가르시아
(Diego Garcia, 영국령)

유 럽 Europe

인도양에 위치한 길이 25㎞, 폭 5㎞의 환초. 페르시아만을
바라보는 전략적 요충지.

레위니옹
(Reunion, 프랑스령)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2천511㎢
84만5천 명(2013년 1월)
생드니(Saint-Denis)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인도인의 혼혈
프랑스어
가톨릭

면 적	1천18만㎢
인 구	7억4천245만 명
주 민	인도-게르만어계(인도·유럽어족)가 주류인 가운데 소수
우랄·알타이어계가 존재. 인도·게르만계는 라틴족(이탈리
아인, 프랑스인, 스페인인 등), 켈트족(아일랜드인), 바스
크족 등이며, 우랄·알타이계는 핀족(핀란드인), 마자르족
(헝가리인) 등으로 구분.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800㎞ 떨어진 인도양의 섬.

마요트
(Mayotte, 프랑스령)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374㎢
21만3천 명(2012년 8월)
마무즈(Mamoudzou)
아프리카인, 아랍인의 혼혈
프랑스어
이슬람교(97%) 기독교(3%)

코모로제도의 부속도서. 2009년 3월 국민투표를 통해
2011년 프랑스의 101번째 데파르트망(도·<道>)으로 편입을
결정함.

서부사하라
(Western Sahara)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26만6천㎢
60만3천253명(2017년 7월)
라윤(Laayoune)
아랍계, 베르베르족
아랍어
이슬람교

기타
남아공과 남미 중간에 있는 트리스탄다 쿠나(Tristanda
Cunha, 영국령), 북부에 위치한 세우타(스페인령), 멜리야(스페
인령) 등.

개관
약사
기원전 2만5천 년 전 농경문화 시작. 기원전 7세기께 탄생한
로마가 5세기까지 지배하며 유럽 정체성 형성. 이후 봉건사회
와 16~17세기 전제군주시대를 거쳐 18세기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시민사회를 이룸. 자본주의가 태동해 19세기 후
반부터 제국주의로 발전하면서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 촉발.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연맹을 결
성하고 군축 협정 등 평화 보장 장치를 마련함. 1929년 경제
공황과 더불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전체주의가 득세한 결과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5년 종전.
1993년 마스트리흐트조약에 따라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유럽연합(EU)은 2013년 7월 크로아티아 가입으로 총 28개국으
로 늘어남. 2005년 EU 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통합정부 구성엔 차질을 빚음.
2007년 12월 리스본조약이 서명됨으로써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감. 리스본조약은 2009년 12
월 발효됐으나 유로화 사용 19개국인 유로존, 특히 그리스 등
남유럽권의 경제위기로 북유럽과 갈등이 커짐. 2016년 6월 브
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찬반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됨. 유럽 각
국에서 EU에 반대하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
키는 등 EU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임.

최근 동향
<중도기반 상실한 유럽정치…좌우 양극화 따른 기성정치의
참패> 2016년부터 불어 닥친 포퓰리즘 강풍 여파와 기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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