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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길라잡이-르완다

1부. NGO 등록

관련법률
- Law governing the organisation and the functioning of 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12]
- Law governing the organisation and the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12]

자료 출처
-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https://www.migration.gov.rw
- Rwanda Governance Board (RGB) http://www.rgb.rw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http://rwa.mofa.go.kr
-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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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O의 정의

정부와 관련 없이 조직으로 구성되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향상시키고, 특정 집단 및
조직의 공익과 회원의 공동 관심분야 진흥을 도모하는 순수한 민간 단체 또는 재단

Rwanda Governance Board(RGB)
RGB는 법령 N° 41/2011 of 30/09/2011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NGO등록, 운영

2부. 운영 및 활동

2. NGO등록 관련부처

1부. NGO 등록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모니터링 및 평가, 회계 및 기술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3부. 르완다 정보
부록

사진출처 http://www.theeastafrican.co.ke/rwanda/News/Rights-agency-accusesRwanda-govt-of-interference---/1433218-1956396-lx7phv/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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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처
- 주소 및 우편번호 : PO.Box 6819, KG 178 ST Kigali, Rwanda
- 이메일 : info@rgb.rw
- 홈페이지 : www.rgb.rw

2) 업무
- 정당,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록
- 시민사회단체에 권한 부여
-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모니터링

3) 근무시간
주간(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신청서를 접수 받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서류작업을 한다.

4) 담당자 별 연락처
<대표연락처>
- 전화: +250 788559713
- 이메일: cmukarurangwa@rgb.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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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사전에 방문 약속을 잡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아침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부서

유닛

이메일 / 전화번호

MUTABAZI RUGEMA

Head of the

tmutabazi@rgb.rw

THEODORE

Department

0788302703

Political Parties&

BARIHUTA HABA

Director of the

abarihuta@rgb.rw

Religious Based

AIME

Unit

0788504713

Political Parties&

Parties and

Civil Society

Civil Society

Department

Department

Organization
Unit

WIBABARA
SOLANGE
MURINDAHABI
FAUSTIN

GORETH
Local NonGovernmental

-

Professional

Professional

Director of the
Unit

swibabara@rgb.rw
0785382582
fmurindahabi@rgb.rw
0783909569
gmukundairicyo@rgb.rw
0788744267

-

3부. 르완다 정보

MUKUNDIRICYO

Professional

2부. 운영 및 활동

직책

Political

이름

1부. NGO 등록

<세부연락처>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RUBANGURA JOHN

Professional

jrubangura@rgb.rw
087749258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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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기존 르완다 이민국이 INGO등록 담당하였으나, 2017년 8월 14일자로 Rwanda
Governance Board(RGB)로 INGO등록 업무가 이전되었습니다. 자세한 INGO
등록안내는 RGB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책자의 발간 작업 중 관할기관이
이전되어, 발간시점에는 개정된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NGO 등록절차 및 보고
1)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록
신규 등록
등록 전에 Rwanda Governance Board(RGB)의 INGO관할 부서에 등록 안내 및 세부정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최초등록은 1년만 가능하며, 이후 갱신 시 최대 5년까지 재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OT 및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진행
※ 예를 들어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부에 협조요청 할 수 있음
②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INGO 활동계획서 작성
③ INGO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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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1부. NGO 등록
2부. 운영 및 활동

르완다 정부는 INGO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INGO 온라인등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NGO온라인 서비스 매뉴얼’을
다운 받아 내용 숙지 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INGO본부로부터 임명 받은 대리인1)의 위임장

3부. 르완다 정보

https://ingo.migration.gov.rw/onlineservices/#

②RGB 대표2)를 수신처로 하는 신청서
③VISION 20203) / EDPRS II4) 및 DDP(District Development Plan)5) 에 부합하는 연간 실행 계획
④ 공증받은 지부 내부규정이나 본부의 정관
부록

1)	대리인은 등록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로 지부의 대표 혹 직원을 위임한다.
2) RGB의 공식문서에 따른 RGB CEO를 대표로 표기한다.
3) 부록 2. Rwanda Vision 2020
4)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2 2013-2018, 2013.05 http://www.rdb.rw/uploads/
tx_sbdownloader/EDPRS_2_Main_Document.pdf
5)	르완다는 30개의 District으로 구분되며, 모든 지역이 자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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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후원처 또는 INGO 본부로부터 발급된 관련 예산(송금에 대한)확증서
⑥사업활동 별 예산과 전체 운영 예산(행정 또는 사무지출 예산)
⑦ 협력하는 중앙부처로부터 체결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⑧ 해당 기관의 르완다 지부 조직도

※ 연간계획 및 회계는 공식 회계연도를 따른다(당해 년도 7월 ~ 차년도 6월).
※ 모
 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등록거부 사유 및 이의제기
다음과 같은 사유로 RGB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② 등록을 원하는 단체가 보안, 공공 질서, 건강, 도덕 및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INGO의 법정 대리인은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록증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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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면으로
제출하던 것이 아니라, 이를 전산화된 중앙시스템에 정보를

1부. NGO 등록

“

온라인 서비스라고 해서 과거 서류 및 부속자료를 제출하는

입력하고 파일형식으로 올리는 차이입니다. 한 가지, 예전에는
정부 측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원본 또는 사본 첨부)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신규등록 INGO가

관계자가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여 받은 INGO의 접속정보를 입력하면 화면 창에서 진행

2부. 운영 및 활동

실행계획(Action Plan)과 예산을 제출하면 상대 측 정부파트너

경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 온라인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서버 불안정, 오류 발생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Ministry라고 부릅니다. 가령 NGO가 공중보건사업을 한다면
Line Ministry가 보건부, 교육사업을 한다면 교육부가 됩니다.
보통 (1) 중앙부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와 같거나

3부. 르완다 정보

“

사업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주관부처가 있는데, 이를 Line

준하는 형식의 (2) 합의문을 작성하여 사업지역의 지방정부와
체결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는 NGO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이들을 통하여 조율을 한 후, 최종 서명 단계에서는 양자 상위
결재권자가 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부록

배정되어있거나, 사업분야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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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O등록 후 운영 시 주의사항
① 르완다 회계 연도에 따라 당해 연도 7월부터 8월까지 등록 기간을 준수
② INGO등록 갱신은 기존 등록증의 만료일 30일 전에 완료해야 함
③ 첫 6개월(7월-12월)동안 진행된 보고를 포함하는 중간 보고서/반기 보고서를 제출
④ 이전 제출된 등록 신청서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 인사 및 INGO 자산 목록을 포함하여
프로필을 업데이트 해야 함

6)

르완다 이민국 http://www.migration.gov.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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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INGO등록은 연중 상시 업무이고,
르완다 정부도 외국기관의 마감시점을 정확하게 본국

1부. NGO 등록

“

르완다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7월에서 시작하여 차기 연도

회계연도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차보고
마감시기인(기존등록단체) 8월이나 9월 안에 등록 절차를

몇몇 단체의 경우, 10월에 활동계획을 내고 11월에 등록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등록 1년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재 등록을 할 수 있다.
① RGB대표에게 보내는 갱신 신청서

3부. 르완다 정보

등록갱신 시, 제출 서류

2부. 운영 및 활동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는 결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② 연간 활동 보고서
③ VISION 2020 / EDPRS II 및 DDP(District Development Plan)에 부합하는 연간 실행 계획
④ 후원처 또는 INGO본부로부터의 관련 예산(송금에 대한)확증서
⑤ 활동별 예산과 전체 운영 예산(행정 또는 사무 지출 예산)

⑦ 해당 기관의 르완다 지부 조직도
⑧ 재등록 기간에 관한 양해각서

부록

⑥ 필요한 경우 협력하는 중앙부처로부터 체결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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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변경 시, 제출 서류 및 요구사항
① RGB 대표를 수신처로 하는 단체명 변경 신청서(변경 사유 설명)
② 변경된 단체명을 증명하는 조항이 담긴 공증받은 정관
(본부 소재지의 관할 기관에서 공증해야 한다)
③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등록 인증서 사본
④ 변경 전, 새 단체명을 보급화 된 신문에 광고(3개월간 2회)

운영 종료 시, 제출 서류 및 요구사항
운영 종료 90일 전에 Rwanda Governance Board(RGB)에 보고 한다. RGB의 대표에게 운영
종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파트너 중앙정부(Line Ministry)와 지방정부(District)에 제출하여
종료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RGB와 협의해야한다. 최소 3년 동안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NGO 3곳에 자산을 양도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 중간단계에서 신청 양식을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종료 전, 르완다에서 단체의 활동 종료를 알리는 광고를 보급화된 3개의 신문에 3개월간 2회
광고한다.
RGB로부터 공식 운영 종료 인증서를 받으면 INGO의 운영이 종료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년도 사업 중간단계에서 작성된 연간 활동 보고서
② 예산 및 집행을 보여주는 전 회계 연도 재무표
③ 르완다 국세청 세금 공제 증명서
④ 르완다 사회 보장 기금의 노동자 임금 지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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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1부. NGO 등록
2부. 운영 및 활동

르완다 INGO 등록증
르완다 이민국을 통하여 각 연도 별 등록된 INGO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완다에

활동하고 있는 INGO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도 르완다 내부 사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INGO목록에는 단체명, 사업분야, 사업지역, 오피스 위치 및

3부. 르완다 정보

NGO를 등록하기 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NGO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에서

이메일주소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단체의 비전/미션과
계획중인 활동을 잘 이해하고, 서류 준비부터 단체등록까지 전 과정을 담당할 담당자를 잘
부록

선정해서 현지 정부부처 담당관과 항상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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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NGO (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록
제출서류
① RGB대표에게 보내는 신청서
② 2017년 2월 17일 법안 No 04/2012에 따라 인증된 내부규정 또는 정관
③ 본부 및 지부 전체 주소를 보여주는 문서
④ 단체의 법정 대표 이름, 대리인 이름, 직무, 전체주소 및 범죄경력증명서
⑤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지명한 총회 의사록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의 서명
⑥ RGB웹사이트에 있는 양식에 따른 회계연도의 실행계획
⑦ 지방정부(District) 장이 발행한 협조공문
⑧ 위임장을 증명하는 두 명의 법정대리인의 선언문

필수 사항
법안 2012년 4월 17일 No 04/2012의 ‘제 24 조 조직 및 국가비정부기구의 기능 통치’ 따르면
RGB장에게 보내는 신청서에 따른 임시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로컬NGO의 내부규정 내용
① 단체명
② 단체의 사명과 활동
③ 갈등 해결 기관 및 구조
④ 회원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하 기준 및 절차
⑤ 행정 및 재정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
⑥ 기관의 결정권 역량과 계층 구조
⑦ 조직 해산의 경우 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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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GO법 주요내용 요약

르완다 INGO법 제 17 조와 제 18 조에서 정의하는 INGO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부. NGO 등록

1) INGO의 권리 및 의무

INGO의 권리
① 국가 정책 수립 및 입법과 관련된 활동을 제안하거나 향후 전망을 제시함

③ 다른 조직 및 법인과 파트너십 체결
④ 법률에 근거한 면세 혜택

2부. 운영 및 활동

② 옹호 활동

INGO의 의무
① 르완다 지부장 파견
② 르완다 지부 설립

④ 수혜자의 이익이 아닌 프로그램의 간접비가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간접비에 예산의 20% 이상을 지출하려는 INGO는 서면으로 담당기관에 해당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부. 르완다 정보

③ 르완다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금융 기관을 통하여 송금

⑤ NGO등록 기관의 성격 및 활동계획을 준수, 변경사항을 관할기관에 공지
⑥ 관할기관에 전년도 활동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을 제출
⑦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원은 사용 불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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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모니터링 및 평가

INGO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INGO관련법 제 21 조에 따르면 INGO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담당기관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활동 및 재정평가
INGO등록 관할기관 및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INGO는 활동 및 재정에 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한다. 서면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활동 및 재정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는 요청한 기관에 최종 제출한다.

불법적인 재산
불법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INGO는 르완다의 관할 법원에 기소될 수 있다.

경고
INGO관련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감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INGO등록 및 모니터링
기관은 INGO의 잘못을 발견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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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1부. NGO 등록

NGO 운영 및 활동

2부. 운영 및 활동

3부. 르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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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NGO 운영 및 활동

관련법률
- Law governing the organisation and the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12]
- Law on Immigration and emigration in Rwanda [20111.3.21]
- Ministerial order establishing regulation and procedures implementing immigration and
emigration law [2011.5.31]
- Law regulating labour in Rwanda [2009. 5. 27]

자료출처
-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https://www.migration.gov.rw
- Rwanda Governance Board (RGB) http://www.rgb.rw
- Rwanda Revenue Authority (RRA) http://www.rra.gov.rw/
-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RSSB) http://www.rssb.rw
-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MIFOTRA) www.mifotra.gov.rw
- 주한르완다대사관 http://rwanda-embassy.or.kr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http://rwa.mofa.go.kr/korean/af/rwa/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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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허가 및 사증(Visas)7)

르완다 이민법

제2장
르완다의 출·입국

제10조 사증 및 체류허가의 범위
제3조 일시체류허가
제1절

1부. NGO 등록

1) 개괄

제4조 일시체류허가의 종류

체류허가의
이민법 시행에

절차 수립에 관한
장관령

범주

제5조 영구체류허가
제6조 영구체류허가의 종류

체류허가와 사증의
제8조 입국사증

범주 및 종류
제2절
사증의 범주

제9조 통과사증

2부. 운영 및 활동

필요한 규정 및

제2장

제10조 통과사증의 면제
제11조 관광사증

21/03/2011 ON IMMIGRATION AND EMIGRATION IN RWANDA)과 ‘이민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수립에 관한 장관령’(MINISTERIAL ORDER N° 02/01 OF 31/05/2011

3부. 르완다 정보

르완다 체류허가 및 사증(Visas)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르완다 이민법’(LAW N° 04/2011 OF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PROCEDURES IMPLEMENTING IMMIGRATION
AND EMIGRATION LAW)에서 규정하고 있다.

르완다 이민법에서는 르완다의 사증(Visas) 및 체류허가에 대해 간략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2절의 제8조 ~ 제11조에서 다룬다.

7)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르완다 체류허가 및 사증’ 2012.03.16, http://rwa.mofa.go.kr/korean/af/rwa/
information/travel/index.jsp

부록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수립에 관한 장관령’ 제1절의 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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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입국을 위해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방문비자가 필요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르완다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또는 자격변경(체류허가)을 해야 하며, 구비 서류로 공증된
범죄경력증명서(영문)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INGO의 경우, Law governing the organisation and the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12]의 제 15 조항에 근거하여, 르완다에서 INGO의 국외거주자
취업은 노동법 규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르완다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 즉, 르완다에 있는
INGO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르완다 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 및 사증(Visas)를 받고 근무해야
한다.
다양한 목적에 따른 체류허가 및 사증(Visas)은 르완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이장에서는 르완다에 INGO를 등록하고 활동할 시에 필요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체류허가(Residence permits)
르완다의 체류허가는 ‘일시체류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와 ‘영구체류허가
(Permanent residence permit)’가 있다.
앞서 안내한 내용과 같이 이민법에 따라 INGO의 외국인직원은 체류허가 및 사증(Visas)를
취득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다. 르완다 입국 후 장기체류를 할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이 필수인데
대부분의 INGO 외국인직원은 ‘일시체류허가’를 받아 활동한다.

일시체류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일시체류허가는 일정기간 동안의 르완다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일시체류허가의 소지자는 르완다에 체류하면서 근로, 기업설립, 신규 및 기존 사업의 투자,
가족구성원과의 동거 또는 체류허가자의 권한으로 하는 기타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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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체류허가는 다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고용계약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복수입국을
포괄할 수 있다.

‘복수입국’이란 여러 번에 걸쳐 입국 및 출국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부. NGO 등록

■ 복수입국

■ 체류허가자의 권한으로 하는 기타의 활동
체류허가자가 소지하고 있는 일시체류허가의 종류에 따른 활동을 의미한다.

일시체류허가는 크게 ‘자기고용인(자영업자)’과 ‘자기고용인 의외의 자’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2부. 운영 및 활동

일시체류허가의 적용범위 및 내용

자기고용인이란 자신의 사업 및 조직을 운영하는 자로서 르완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입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 후 합법적 활동을 등록한 자로서 르완다 체류를 결정하는 경우 합법적 활동의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부. 르완다 정보

자기고용인으로서 르완다에서 체류하고자 하며 입국 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온 외국인은

자기고용인이 아닌 자에게 발급되는 일시체류허가는 각 개인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하위범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INGO에서 장기 근무하는 외국인직원이 많이 받는
체류허가는 H2, N2이다.

15일 이내에 취업허가증(일시체류허가)을 신청해야 하고, 르완다 체류 중에 이와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자는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취업허가증(일시체류허가)을 신청해야 한다.

부록

90일 이상의 고용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르완다 입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6 NGO 길라잡이-르완다

① H2: 특수 고용인에 의한 특수고용
- 대상 : 고용인의 후원을 받으며 필요한 자격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숙련공
만약 신청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동행을 원하면 가능하나, M2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 M2 비자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르완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기간 : 2년
- 비용 : 100,000Rwf
- 소요시간 : 3일
- 구비서류
1

안경, 모자 그리고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흰색배경의 칼라 여권 크기의 사진 1장
단, 사진은 스테이플러 혹은 클립불가하며, 사증신청서에 풀로 붙여야 함.

2

비자 신청서 1매

3

고용주가 이민국장에게 보내는 신청서

4

이력서

5

지난 6개월 동안 거주한 국가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6

졸업/학위증명서

7

고용계약서

8

NGO / INGO등록 인증서, 회사 RDB인증서 사본을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출

※ 비자 신청서 양식의 경우 르완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2년 후 재신청 관련
정보는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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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2: 학생 출입허가, 직업견습

- 기간 : 2년
- 소요시간 : 3일
- 비용 : 50,000Rwf

1부. NGO 등록

- 대상 :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또는 학술연구에 임하고 있는 외국인

- 구비서류
1

안경, 모자 그리고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흰색배경의 칼라 여권 크기의 사진 1장
단, 사진은 스테이플러 혹은 클립불가하며, 사증신청서에 풀로 붙여야 함.

3

르완다공인기관이 이민국장에게 보내는 추천서

4

이력서

5

지난 6개월 동안 거주한 국가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6

졸업/학위증명서

7

인턴계약서

3부. 르완다 정보

비자 신청서 1매

2부. 운영 및 활동

2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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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 특수 출입허가
외국인이 르완다에서 INGO등록을 위하여 장기 체류하려면 특수 출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특수
출입허가를 받으면 90일 동안 르완다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 대상 :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직업을 구한 외국인 및 체류허가를 얻지 못한 근로자,
자기 고용인에게 발급될 수 있음.
- 기간 : 90일
- 소요시간 : 3일
- 비용 : 50,000Rwf
- 구비서류
1

안경, 모자 그리고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흰색배경의 칼라 여권 크기의 사진 1장
단, 사진은 스테이플러 혹은 클립불가하며, 사증신청서에 풀로 붙여야 함.

2

비자 신청서 1매

3

이민국장에게 보내는 신청서

4

이력서

5

고용계약서

6

고용주가 작성한 추천서

7

르완다 국세청에 50,000RWF를 제출한 송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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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신분증(Foreigner’s identity card)

수립에 관한 장관령’ (MINISTERIAL ORDER N° 02/01 OF 31/05/2011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PROCEDURES IMPLEMENTING IMMIGRATION AND EMIGRATION
LAW)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증은 신원확인증명서로서 다음의 3가지 범주로

1부. NGO 등록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에 관해서는 ‘이민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구분된다.
① 일반 신분증(The ordinary card)

③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신분증(The technical assistant card)

외교관 신분증 및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신분증은 르완다 외교협력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2부. 운영 및 활동

② 외교관 신분증(The diplomatic card)

and Cooperation, MINAFEET)에 의해 발급된다.
앞서 소개된 INGO의 외국인직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일시체류허가로는 일반신분증을
신청해야하며, 신청서는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3부. 르완다 정보

외국인 신분증은 해당 체류허가와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발급된다.

4) 사증(Visas)
르완다에 입국을 위해서 입국사증(방문비자)가 필요하다. 사증에는 단수입국과 복수입국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또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르완다에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르완다와의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비용 : 30달러

부록

V-1(s) 단수입국사증(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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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30일
- 소요시간 : 3일
- 절차 : 온라인등록
단수입국사증(Visas)의 경우 르완다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Irembo: Gate)8)로
신청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민국의 비자발급 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르완다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30달러의 비용과 함께 비자발급 승인서를 제출하면 비자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의 경우, 90일 이내에서는 사증 없이 르완다에 방문할 수 있다.
V-1(m) 복수입국비자
휴가, 관광 또는 여가가 아닌 다른 장기 체류 및 파견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르완다로 입국하는 위한 비자이며 30일 이상 유효할 수 없다. 그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접수처 : 주한르완다대사관
- 비용 : 60달러(달러로만 가능)
- 기간 : 30일
- 소요시간 : 발급까지는 근무일 기준으로 총 3일 소요

알아두기
단수입국사증의 경우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신청을 했지만, 2017년 11월
8일 이민국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없이 바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에서 공표한 아래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migration.gov.rw/fileadmin/templates/PDF_files/COMMUNIQUE/
Public%20announcement%20-%20New%20visa%20regime%20FINAL.pdf

8)	르완다 이민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증(Visas) 발급 시스템 https://irembo.gov.rw/rolportal/en/web/dgie/
new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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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4

초청인 또는 초청기관 증명서
- 개인 초청자
① 초청인의 여권 사본
② 초청인의 르완다 현지 거취 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초청인의 보유 르완다 비자 사본 (르완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초청자일 경우 해당)
④ 기관 초청: 르완다 현지 기관 등록증 (라이센스)

5

파견 및 출장명령서 1매
- 한국 내 기업/기관에서 발행한 파견 및 출장명령서로 출장 목적과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 기업/기관 대표자 친필 서명과 직인 필수
- 칼라 인쇄된 레터헤드 필수

6

르완다 입국, 출국일이 명시된 항공 일정표 사본

7

재정증빙서류(아래 두 가지 중 하나)
- 금융기관(은행 등)에 은행잔고증명서 영문양식을 요청,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의 급여명세서 영문양식 제출

8

한국 내 거취 증명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칼라 인쇄된 레터헤드 필수

9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영문 대리위임장(여권 서명과 동일)

부록

3

초청장 1매
- 르완다의 초청인이 영문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편지를 비자신청자가 받아서 제출
- 초청장 내용
① 이민국장 (The 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앞으로 작성
② 초청인과 방문자 두 사람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③ 방문 기간과 목적
④ 체류지 주소와 체류지 제공에 대한 서약
⑤ 신청인의 르완다 체류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⑥ 초청 담당자의 서명과 날짜
※ 초청장은 사본 / 출력본 /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추후 원본이 요구될 시 초청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원본을 제출

3부. 르완다 정보

2

비자신청서 1매(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공란 및 미작성 서류는 접수
거부가능, 최근 촬영한 선명한 컬러사진 1매를 신청서에 풀로 부착, 스테이플러 혹은
클립불가)
3.5cmX4.5cm 사이즈로 흰 배경, 색안경, 모자 혹은 스카프 착용 불가

2부. 운영 및 활동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1부. NGO 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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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NGO들이 전해주는 Tips!

“

르완다에 장기체류를 할 경우 입국 후 르완다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르완다 정부에서는 V-1(M) 복수비자를 받은 후, 르완다에
입국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급하게 르완다에 입국할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발급이 빠른 V-1(S) 단수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합법절차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르완다 사증(Visas)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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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기관 업무 및 기본정보

르완다 이민국은 사증(Visa), 여행서류(Travel documents), 국적(Nationality), 출입국관리
(Border management)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일시체류허가 발급 또는 연장은 이민국 또는 이민국이 정하는 기타의 기관에서 할 수 있다.

1부. NGO 등록

르완다 이민국(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이민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관련법규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부. 운영 및 활동
3부. 르완다 정보

※사진출처: https://www.facebook.com/pg/rwandamigration/photos/?ref=page_internal

- 주소 : Kacyiru Immigration Headquarters, P.O Box 6229 Kigali
- 연락처 : Visa & Permit +250 722 172 974/+250 722 177 437

- 홈페이지 주소 : www.migration.gov.rw
-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rwandamigration

부록

- 이메일 : visa@migration.gov.rw, permit@migration.gov.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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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NGO들이 전해주는 Tips!

“

르완다 이민국에서 체류허가 발급절차 소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가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소 3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 신청 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는
르완다 이민국에 직접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한르완다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Rwanda, Seoul)
주한르완다대사관은 영사업무 및 사증(Visa)발급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13 수영빌딩 5F (우)140-886
- 연락처 : 02.798.1052
- 이메일 : 대표메일 info@rwanda-embassy.or.kr
비자담당 visas@rwanda-embassy.or.kr
영사담당 consular@rwandaembassy.or.kr
- 홈페이지 주소 : http://rwanda-embas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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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칙

및 절차 수립에 관한 장관령’ 연으로 인한 벌칙에 대해서는 ‘이민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수립에 관한 장관령’(MINISTERIAL ORDER N° 02/01 OF 31/05/2011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PROCEDURES IMPLEMENTING IMMIGRATION AND

1부. NGO 등록

체류허가 및 사증의 신청 및 갱신 지연으로 인한 벌칙에 대해서는 ‘이민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

EMIGRATION LAW) 제 34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칙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르완다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재범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자(undesirable person)’로 분류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부과액

6일~15일

20,000Rwf

16일~30일

50,000Rwf

31일~3개월

100,000Rwf

3개월~6개월

200,000Rwf

6개월~9개월

300,000Rwf

9개월 이상

500,000Rwf

3부. 르완다 정보

체류연장기간에 따른

체류연장기간

2부. 운영 및 활동

기한 내에 체류허가 및 사증을 신청 또는 연장하지 않을 경우, 체류연장기간에 따라 다음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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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인력 고용 및 관리
모든 INGO에서 노동관련 현지직원은 르완다 노동법(Law regulating labor in Rwanda)의 규정을
따른다. 노동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사 관계는 물론 계약에 따른 그들의 권한
하에 견습생 또는 수습생과의 노사 관계를 관할한다.

1) 고용
르완다 노동법 제 1 절, 제 14 조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상호합의에 근거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체결 및 일시 중지
- 고용계약은 구두와 서면으로 이행될 수 있다. 서면 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6개월 이상의 연속 근무를 위한 채용
② 르완다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외국에서 근무할 경우
③ 6개월 이상 수행되는 특정 활동
- 최종 계약을 하기 전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사전 합의하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서비스와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생활조건,임금, 보건 및 안전, 근로자간 사회적 환경을 살피기
위하여 견습기간을 가질 수 있다. 견습기간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 고용계약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근무 중 수정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계약을 초기 고용주로부터 새 고용주로 양도할 수 없다. 양도는
근로자의 업무 서비스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새 고용주가 초기 고용주와 동일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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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계약 일시 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인된 의사가 확진한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할 경우

③ 여성의 출산 휴가
④ 집단 노동 분쟁의 규제로 파업 또는 잠정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

1부. NGO 등록

② 근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근로 불가능할 경우

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약에 의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지 중지를 허가한 경우
⑥ 근로자의 해고 기간 중
⑦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가 교도소에 구금된 기간 중

⑨ 기술적 이유로 인해 회사의 활동이 중단될 경우
⑩고
 용주 또는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효력을 가진 불가항력 또는 법률에 의해
활동이 불가할 경우

2부. 운영 및 활동

⑧ 법 또는 단체 협약으로 적격화 된 노동조합에 조직된 근로자의 훈련 기간 중

고용주의 의무

- 근로자가 서명한 업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보장한다.
- 근로자를 감독하고 근로자의 안전, 건강, 인권에 관한 적절한 환경에서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보장한다.

3부. 르완다 정보

- 근로자와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합의된 업무 및 그 조건을 제공한다.

- 합의된 보수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시에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 회사의 운영, 근로자 및 업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한다.
-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에 가입한다.
-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법으로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게 한다.
부록

- 시설 내 단체 협상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성과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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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무
- 합의된 시간, 장소 및 조건에서 업무 또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 업무가 완료되도록 주어진 경우 고용주 또는 대리인의 명령을 존중한다.
- 근로자 본인, 동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가족 및 제 3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제한다.
- 근무기관의 업무규칙을 존중한다.
- 근로자에게 주어진 도구를 관리하고, 작업이 완료될 때 고용주에게 반납한다.

근로 기간(노동법 49~52조)
- 모든 기업에서 법적 근로 시간은 주당 45시간 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주당 노동 시간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 근무 일정에 따른 업무와 휴게시간표는 고용주가 결정한다.
- 모든 근로자는 주당 휴식을 보장받는다. 최소 주당 24시간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휴일로 간주한다. 가능한 경우 휴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2) 임금
급여 결정(노동법 75~78조)
- 급여는 수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이다. 노동법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
- 노동 범주 별 최저 보장 임금(MGW: Minimum Guaranteed Wage)관련 기관과의 협의 후
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고용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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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보장 임금(MGW: Minimum Guaranteed Wage)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근로자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 기준을 가지고 있다.

1부. NGO 등록

르완다 정부가 결정한 최저 보장 임금은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지불

1973년 법에 명시된 일일 최저임금은 100Rwf이었고, 평균적으로 르완다의 최저
임금은 일일 500 ~ 1,000Rwf(차 산업은 0.8 ~ 3USD, 건설 산업은 1인당 1,500 ~

■ 르완다 최저임금과 다른 나라의 최저 임금 비교
르완다의 연간 최저 임금은 496USD이며, 2009년 미국 달러 가치에 근거한 통화

2부. 운영 및 활동

5,000Rwf) 르완다의 최저 임금은 지난 2013년 1월 1일에 변경되었다.

단위이다. 르완다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113개의 국가가 있으며, 르완다는 연간 최저
임금 기준, 모든 국가의 최하위이다.

- https://www.minimum-wage.org/international/rwanda
- https://mywage.org/rwanda/home/labour-law/work-and-wage

3부. 르완다 정보

※ 출처

- 전체 혹은 부분 커미션, 직급수당 및 다양한 수당 등의 모든 요소들이 월급을 결정할 때 반영된다.
급여는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기간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근무한 지난 12개월간의
평균값으로 정한다.

해야 한다.

부록

-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평소 직장 밖에서 일시적인 출장을 하는 경우, 일당 및 숙박비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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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노동법 79~83조)

급여 지급 기간
- 1시간 또는 1일 단위로 모집한 단기고용 근로자의 경우 매일 지급
- 1주일 또는 2주 동안 모집된 근로자를 위한 매주 또는 2주마다 지급
- 1개월 단위로 모집된 근로자를 위한 매달 지급
일일근로자는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급여 지급은 급여가 정산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급여 지급 방법
르완다에서 합법적인 통화를 사용하여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계좌에 해당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급여 지급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즉시 급여를 받으며, 고용주는 계약에 근거한 기타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급여지급 명세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는 기본급, 기타 수당 및 보너스, 원천징수세 및 제세급여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월간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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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보증(노동법 84~85조)

파산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근로자 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지급의 특권을 가짐

1부. NGO 등록

급여지급의 특권

파산 또는 청산 시 근로자 특권
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시, 해당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정부가 소유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채 청산 이전에 급여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2부. 운영 및 활동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속한 동산 및 부동산 모두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3부. 르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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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

연차 휴가(노동법 53~60조)

휴가의 권리
모든 근로자는 한 달간의 연속근무 동안 하루 반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휴일은 연차 유급 휴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동일한 기관에서 3년연속 근무를 할 때마다
일 년에 1일 유급 휴가가 추가된다. 그러나 연례 유급 휴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일 기준 21일을
초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4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휴가는 근무한 시간의 비례로 계산된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간의 연속근무 동안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일정 및 규정
매년 초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연례 휴가를 수립한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합의 없이, 고용주가 휴가기간을 3개월 이상 지연시키거나 예기할 수 없다.
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휴가를 가질 수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유효하다. 근로자는 서면으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 역시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휴가에 따른 보상
고용주는 지난 12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월 급여 평균에 해당하는 수당과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복지혜택(의료보험, 연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기간 동안,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 휴가 1일을 추가 부여해야 한다.
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휴가 대신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쓰기 전 계약 해지 및 만료된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는 노동법 제 53조의 규정대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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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타 휴가를 연차 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하며,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

1부. NGO 등록

법에 의해 부과된 업무나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유는 유급결근이

병가 및 기타 휴가(노동법 62~63조)

병가 허가조건

제출해야 한다.
병가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세 명의 공인된 의사가 서명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2부. 운영 및 활동

근로자가 병가를 쓰려면, 공인된 의사의 서명과 근무 불가 내용이 명기된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무급 병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3달 동안 무급병가 중에 있는 근로자는 3달 동안 무급정직의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3부. 르완다 정보

고용주는 공인된 의사의 서명이 있는 진단서 제출 없이, 질병으로 2일 이상 결근한 근로자에게

기타 휴가
근로자는 가족간의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타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단, 기타 휴가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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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노동법 64~69조)

출산 휴가 기간
모든 고용된 여성은 12주 연속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출산 예정일 2주 전에 휴가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신 중 유산이나 1개월 미만의 유아가 사망한 경우,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4주간 휴가를
받는다.

모유 수유 기간
유아가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하여 12개월 동안 모든 고용된 여성은 하루에 모유 수유를 위한
1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출산 휴가의 마지막 6주간에 근무를 재개한 여성은 노동법 제 64 조항에 명시된 시간까지 하루
2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모유를 먹이는 산모에게 부여된 법적 휴식은 유급이며 근로
시간에서 공제된다.

출산 휴가 중 보상금
출산 보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의 처음 6주 동안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의
마지막 6주간 근무를 재개한 경우, 급여 전체 또는 2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타 복지혜택
권리도 지속된다.

출산 후 복직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 중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
출산 휴가가 끝날 때, 여성은 출산 휴가 전과 같은 직무와 연봉으로 일을 재개하거나 다른 직책을
부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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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여성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공인된 의사가 서명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 내용은

① 출산 휴가 전, 출산 예정일
② 출산 후, 정확한 출산일

1부. NGO 등록

다음과 같다.

출산 후 합병증에 따른 추가 휴가
공인된 의사로부터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진단 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제 66 조항의 규정에

선천적인 합병증일 경우라도, 공인된 의사로부터 진단이 되면 동일하게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부. 운영 및 활동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출산 휴가를 연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연금(RSSB: Rwanda Social Security Benefit)

나이가 들거나 일을 할 능력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금 지원 대상은 ① 나이가 들거나 병약한 피보험자, ② 자격이 되는
피보험자의 가족(유족)으로 구분된다.

3부. 르완다 정보

연금제도(Pension Scheme)

국적과 관계없이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 활동하는 정치가는 의무적으로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의 비율은 고용주 3%, 근로자 3% 이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법적 사회 보장 대상이 아닌

의무적 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그 조건을 계속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의무 연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50세가 넘지 않는 한 의무 연금에 가입한적이 없는 자영업자도 임의보험으로 가입 할 수 있다.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초기 급여는 기본급여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최종 급여는 초기

부록

개인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을 하고 개인의 고정된 급여의 6%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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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130% 초과 할 수 없다. 급여는 3년마다 30%이상 증가 할 수 없다.

연금수당 유형
- 노령연금(은퇴)
- 예상연금(조기퇴직)
- 취업불능연금(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 노령일시불
- 유족연금
- 유족일시불

신고(Declarations)
신고는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의 E-tax 시스템을 이용하고, 신고 제출 후 상업은행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지불한다. 의무 연금의 신고 및 송금은 월 단위로 진행되며, 다음달 15일을 넘지
않는다.
연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고용주에게 제재가 가해 질 수 있다. 마감일 이후의 모든 연체료는 매월
신고된 직원 당 1.5%, 은행 연체료가 1.5% 할증 부과된다. 고용주가 적기에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강제 납부 절차가 적용된다.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의 사고와 질병의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확한 신고일 경우가 있다.

의료보험(Medical schemes)
의료보험 대상자는 이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수급을 받는 자, 공무원, 민간기관의 직원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보험금은 근로자 기본급의 15%,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7.5%씩 지불한다. 사회보장연금(RSSB)은
매월 7.5%의 연금을 공제받는 연금수령자를 위한 의료보험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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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근로자의 보험금을 공제, 신고, 지불할 책임이 있다. 보험금은 월 단위로 공제되고,
다음달 10일을 넘기지 않는다 .

보상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의료 상담

1부. NGO 등록

치료비 및 처방약 비용의 85%가 보상되고, 환자 자신이 비용의 나머지 15%를 부담한다.

- 화학 요법을 포함한 약물
- 외과적 개입
- 보철을 포함한 치과 진료

- 실험실 테스트
- 물리 치료
- 입원

2부. 운영 및 활동

- CT및 MRI를 포함한 의료 영상조사

- 안구치료: 렌즈 및 프레임
- 보철 및 교정기

- 종합 검진
위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연금(RSSB)이 공동으로 합의한 것이다. 사회보장연금(RSSB)은
모든 의료행위 및 과정을 보장하며, 사회보장연금(RSSB)와 계약한 의료시설에 한하여 모든

3부. 르완다 정보

- 투석

치료가 환불된다.

민간기관의 등록 및 요구사항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신청 이후 발급된

- 사회보장연금(RSSB)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서신
- 3개월 연속임금구조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총급여 및 기본 급여)

부록

통지서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다음달 말일까지 의료보험금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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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급여 및 기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타 비용 포함(소득세, 연금 등)
- 국세청에 세금 신고
- 양식 작성(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각 직원 정보, 부양가족의 사진 및 증명서, 직원 및 고용주의
서명)
- 연금 등록증명서 및 각 직원의 등록 번호
- 사회보장연금(RSSB)의 허가 인증서
- 무역회사의 경우 무역허가증
- 단체 등록증
기관의 성격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등록기관이 다르며, NGO의 경우 RGB(Rwanda Governance
Board)로부터 단체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단, RGB로부터 승인된 임시증명서는 NGO가 법인등록
과정 동안 조건부로 운영 허가된다.
- 부양 가족 수: 법적 배우자 및 자녀
- 기관은 최소 7명이상의 근로자를 보유

산업재해(Occupational Hazards)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 2%를 납부하고, 근로자의 납부금은 없다. 자원봉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의 보상
직장 내 근무 또는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근무 중 발생한
직업병도 적용되며, 청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무료 의료서비스
- 일일 질병수당
- 능력상실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 능력상실에 따른 일시 보상
- 유가족 보상

49

혜택의 범주
- 일시적 능력상실에 따른 보상: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난 3개월동안 평균 일일 수입의 75%가

- 영구적인 능력상실에 따른 보상: 지난 3개월동안 평균 월 소득의 85%의 연금을 지급한다.
- 부분 영구 능력상실에 따른 보상: 능력상실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최소

1부. NGO 등록

지급 되며, 최대 180일동안 유효하다.

15%이상일 경우 능력상실 정도에 따른 최대 연금을 받는다. 15% 미만일 경우 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3년간의 연금을 받는다.

유가족 수당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다.
- 미망인의 경우 30% 지급
- 부모 중 한 명만 사망한 경우, 각 자녀 당 5% 지급

2부. 운영 및 활동

유가족 수당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각 자녀 당 20% 지급
- 부모 각각에 10% 지급

청구 방법
가능한 빨리 고용주와 지역 노동 조사관에게 직접 통보를 한다. 사고의 장소, 목격자, 사고에

3부. 르완다 정보

근로자가 가담한 범죄로 인한 사고 또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될 수 없다.

책임이 있는 제 3자의 상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모든 정보가 접수되는 즉시 고용주는 사고 신고서 6부를 작성한다.
의사는 부상 상황에 대한 진단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의사가 30일 마다 지속적으로 진단서를
사회보장연금(RSSB)에 줄 수 있도록 요청한다(150일 초과 불가).

치료가 끝나면, 의사에게 치료확인서와 전체 부상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근로자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 및 음식에 대한 영수증을 잘 확인하도록 한다.

부록

고용주는 사회보장연금(RSSB)에 보험금 지급증을 제출하고, RSSB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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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고
고용계약 해지 및 해고 (노동법 27~28조)
고용주가 보장하는 통보기간 중에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 하에
일주일에 한 번은 결근할 권리가 있고, 견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통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통보를 통해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5일 전에 통보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전에 통보

고정된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고용계약은 이 기간이 끝날 때 자동으로 해지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고정된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고정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중과실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48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통보 기간 동안 급여
및 기타 혜택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과실은 48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되야한다.

손해 (노동법 33조)
비합법적 계약 종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수 있다. 부정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손해배상은 3개월 급여 미만, 6개월 급여를 초과 할 수 없다. 이는 기타 보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10년 이상 고용주와 일한 경우, 손해배상은 최대 9개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과도하게 계약을 종료한 근로 당사자가 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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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 및 기술 이전을 위한 해고 (노동법 34조)
고용주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경제적 이유, 내부 재편성 또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술 이전에

순위로 고려될 요소는 성과, 전문성, 기업에서 근무한 년 수 및 각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결정된다.

1부. NGO 등록

대한 지속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

해고 보상 (노동법 35조)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고용 계약 해지는 고용주가 해고 급여를

-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평균 월급
-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사이인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의 2배
-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인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의 3배

2부. 운영 및 활동

지급한다.

-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5년에서 20년 사이인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의 4배
-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20년에서 25년 사이의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의 5배

※ 월 평균 급여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할당된 수당을 제외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를 12로 나누어 계산한다.

3부. 르완다 정보

-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25년 이상인 근로자의 월 평균 월급의 6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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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1) 세금 종류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르완다 법 또는 외국 법에 따라 설립 된 회사
- 협동 조합 및 그 지부
- 공공 기업
- 파트너십
- 지역구(District) 및 키갈리(Kigali) 시 범위 내에서 설립된 단체
-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실상의 회사 또는 협회,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키갈리(Kigali) 시, 지역구(District), 도시 및 지방자치제 당국
- 르완다 국립 은행(National Bank of Rwanda)
- 종교적, 인도적, 자선적, 과학 또는 교육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과세 기간 동안 받은
수익이 해당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국제 협정에 의하여 면제가 제공되는 국제기구, 기술 협력 기관
- 적격한 연금기금
- 르완다 사회 보장 기금(Rwanda Social Security Fund)
- 르완다 개발 은행(Rwanda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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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사업 수익은 1,000Rwf까지 버림하고 30%를 과세한다.
자본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회사는 5년간 다음과 같은 세율로 과세한다.

- 해당 기업이 주식의 30%이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25%
- 해당 기업이 주식의 20%이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28%

1부. NGO 등록

- 해당 기업이 주식의 40%이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20%

르완다 당국의 자본시장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는 승인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 법인세 면제
- 직접소득세에 관한 2005년 8월 18일자 법령 제 16/20059)의 51조에 따른 원천징수세 면제

2부. 운영 및 활동

그러나 자유 무역 지역에서 운영하는 투자 기관 또는 르완다에 본사를 두고 르완다 투자 촉진법에

- 과실송금에 관한 세금 면제

3~5백만 미화에 상당하는 경우는 3%, 5백만 미화를 초과하는 경우는 5%의 면세 혜택이 있다.
관할부처로부터 승인된 소액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승인시점으로부터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3부. 르완다 정보

납세자가 납세기간 동안 르완다에 반입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록

9)	LAW Nº 16/2005 OF 18/08/2005 2005 ON DIRECT TAXES ON INCOME http://www.rra.gov.rw/fileadmin/
user_upload/itegeko_162005_ryo_ku_wa_18082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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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르완다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모든 국내외 출처의 소득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르완다 출처로부터의 소득세에만 책임이 있다.
소득세는 고용소득, 사업이윤, 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절차에 따라 연례 세금신고서를 작성 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 징수 되는 개인소득 항목으로는 임금, 급여, 휴가수당,
병가수당, 의료보험, 연금 등이 있다.

월소득(Rwf)

세율

0부터 30,000사이

0%

30,001부터 100,000사이

20%

100,001부터 그 이상

30%

비정규직

15%

30,000을 초과하지 않는 비정규직

0%

원천 징수 대상인 고용주는 매월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연간 매출액이 2천만Rwf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세금원천징수는 분기별이며,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한다.

알아두기
기존 현지인 근로자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연금 대상이었고, INGO의 외국인 근로자는
면세대상이었으나, 최근 르완다 정부가 이를 뒤늦게 지적하며 소득세 및 사회보장연금을
소급하여 걷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 최근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이 부재한
가운데 르완다에서 파견된 한국인 NGO 근로자도 소득세 및 사회보장연금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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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Consumption Tax)
소비세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품 및 판매 장부의 일일 재고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판매

수출 및 국내 제조품과 관련한 소비세 및 관련법의 조항을 따르지 않은 납세자는 벌금이 부과된다.

세율

과일 주스

5%

레모네이드, 소다 및 기타 주스

39%

미네랄 워터

10%

맥주

60%

와인

70%

브랜디, 주류 및 위스키

70%

담배

1팩(20개) 소매가격의 36%

휘발유(벤젠 제외), 경유

휘발유 183RWF/L

윤활유

37%

엔진 용량이 1500cc 미만인 차량

5%

1500cc이상 2500cc사이의 차량

10%

2500cc이상의 차량

15%

분유

10%

통신

10%

최종소비자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교관, 국제기구가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르완다 정부와 면세협약을 맺은 NGO은 특권 밑
면제 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개인은 국세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0일 이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부록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3부. 르완다 정보

경유 150RWF/L

2부. 운영 및 활동

상품

1부. NGO 등록

장부에는 가격, 수량, 고객 이름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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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
- 수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
-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광물
- 수입품의 국제 운송 서비스 및 국내 물품의 운송 서비스
- 면세 상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가 지불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르완다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물품 및 서비스
- 르완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 국내외 자금 조달을 통해 NGO에 기부된 물품 및 서비스나 국제기구가 르완다정부와 협약을
맺고 합의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및 서비스
- 르완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파트너가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과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 비영리 목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서비스
- 건강을 목적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① 건강 및 의료서비스
② 장애인을 위하여 설계된 장비
③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성하고 국세청장이 승인한 목록에 있는 물품 및 약
- 교육부장관이 작성하고 국세청장이 승인한 목록에 있는 교육자료, 서비스 및 장비
- 도서, 신문 및 저널
-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운송서비스
① 14명 이상 좌석이 있는 차량이 육로로 사람을 운송하는 행위
② 공중 수송
③ 보트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
④ 육로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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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임대 및 판매
① 토지의 판매 또는 임대

③숙
 박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한 사람과 그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되는 집을 임대하거나
부여하는 경우

1부. NGO 등록

② 주거용 건물 전체 또는 일부의 판매

④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한 부동산의 임대
- 금융 및 보험서비스
① 생명보험 및 의료보험서비스에 부과되는 보험료

③ 공인된 금융기관에 의한 이체
④ 이자 및 예금에 대한 부담
⑤ 르완다 국립은행의 운영

2부. 운영 및 활동

② 당좌계정운영에 대한 은행 수수료

⑥ 바우처 및 은행문서에 부과되는 수수료
⑦ 상장 주식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 귀금속: 덩어리 형태의 금을 르완다 국립은행에 판매하는 행위
- 국세청장이 승인한 시신 매물 또는 화장과 관련된 모든 물품과 서비스
- 환경부 장관이 작성하고 국세청장이 승인한 목록에 나오는 에너지 공급장비

3부. 르완다 정보

⑧ 주식양도

- 노동조합가입
- 면세된 물품의 임대
- 모든 축산물(단, 가공된 유제품은 제외)
- 농림부장관이 작성하고 국세청장이 승인한 목록에 나와 있는 농업 투입물, 기타 농축산물 및 장비

- 정보통신기술부장관이 작성하고 국세청장이 승인한 정보통신 및 기술 장비
- 르완다 피난민 및 귀향민은 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록

- 이동전화 및 SIM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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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 등록 및 취소
납세 등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시작된 후 7일 이내에
납세 등록을 해야 한다. 회사의 등록은 온라인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고, 르완다 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이 담당한다. 이 서비스는 무료 이며, 등록이 완료되면 르완다 개발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인 사업자의 등록은 국세청에서 수행하며, 무료로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증명서가 발급된다.

매출액이 전 회계연도의 2천만Rwf을 초과하거나, 전 분기의 5만Rwf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연도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등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등록한 업체는 EBM(Electronic Billing Machine)을 취득해야 한다.
EBM을 통한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거나, 이외의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도 직접 부가가치세(VAT)를 등록하고, EBM을
취득 할 수 있다.

납세자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의 소유권이 A로부터 B로 변경되거나, 거래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등록 취소
합법적인 면세의 사유가 있다면, 납세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납세자는 특정 세금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등록 유지가 어려운 대상을 확인하고, 납세를 할 만큼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증명서를 발급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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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관련기관 기본정보

르완다 국세청은 1997년 11월 8일 조세, 관세 및 기타 소득을 평가, 징수, 회계 처리하는 준
자치 단체로 설립되었다. 조세 정책 문제에 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부. NGO 등록

르완다 국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 주소: Kimihurura, KG 4 Ave 8, P. O. Box 3987 Kigali
- 연락처: +250 788185500

- 홈페이지 주소: http://www.rra.gov.rw

Electronic Billing Machine (EBM)

2부. 운영 및 활동

- 이메일: info@rra.gov.rw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르완다에서 부가가치세를 등록한 모든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EBM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 시스템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거부, 기업의 수익 보호 및 강화, 불공평한 경쟁을 피하고 정직한

기록하도록 보장한다.

3부. 르완다 정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운영 및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금 정보를 안전하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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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NGO 등록

3부.
르완다 정보

2부. 운영 및 활동

3부. 르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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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르완다 정보

자료 출처
- CIA World Fact Book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rw.html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 http://rwa.mofa.go.kr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 http://www.africacenter.kr
-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 https://kov.koica.go.kr

1. 일반정보
1) 개관
르완다국기

르완다의 국장

• 공식명칭

르완다공화국(Republic of Rwanda)

• 국기

2001년 10월 25일에 재정이 되어 녹색, 황색, 청색의 삼색으로 이루어짐.
파란색은 사랑, 평화와 행복을, 노란색은 경제발전을, 초록색은 번영의
희망을, 노란색 태양은 르완다 국민의 계몽을 의미

63

• 국장

국장은 통합, 노동, 애국으로 인장은 상부에 “REPUBULIKA

녹색매듭이 있는 원형의 녹색 올무로 구성됨. 매듭의 아래에는 국시인
“UBUMWE(통합), UMURIMO(노동), GUKUNDA IGIHUGU(애국)”이
적혀 있음. 국가인장에 포함되는 글을 황색바탕에 흑색으로 함. 국가 인장은

1부. NGO 등록

Y’U RWANDA(르완다공화국)” 각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부는

다음의 도식인 빛살을 가진 태양, 수수의 줄기 및 커피나무의 가지, 바구니,
청색 톱니바퀴, 각각 우측 및 좌측에 있는 두 개의 방패를 지님.
수도인 키갈리(Kigali), 그 외 주요도시는 후예(Huye), 카롱기(Karongi),
냔자(Nyanza)
• 행정구역

2부. 운영 및 활동

• 수도 및 주요도시

3부. 르완다 정보

2006년에 행정 개편에 의해 각 행정단위는 키냐르완다어뿐만 아니라

Province(도))로 이루어짐. 그리고 각 Province는 우리나라의 시, 군, 면,
동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District(Akarere), 그 이하 Sector(Umurenge),
Cell(Akagari), Village(Umudugudu)순으로 세분화됨.

부록

영어로도 활용함. 르완다는 수도인 키갈리와 4개의 동서남북 인하라(In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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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2만 6338㎢(육지 2만 4668㎢, 육수 1,670㎢)

• 국경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위치하며,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DR콩고와 접경

• 기후

르완다는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해 있지만 높은 해발 때문에 비교적 온화한
기후로 소건기(1~2월), 소우기(3~5월), 건기(6~8월)와 우기(9~12월)로
나뉘어짐. 수도 키갈리의 연평균 온도는 20.5도, 연평균 최고기온은 27도,
우기의 평균 최저기온 14도임. 연간 강수량은 평균 830mm이지만,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쪽 사바나 지역보다 북서쪽 산악지역에 집중되어
연간 2,2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함.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건기 때 비가 내리거나 우기 때 건조한 현상이 종종 발생

• 자연재해

주기적인 가뭄, 화산활동(DR콩고와의 접경지역의 Visoke)

• 환경문제

연료를 위해 과하게 나무를 벌목함으로써 나타나는 삼림파괴, 토양고갈,
토양침식, 밀렵 등

• 인구(2016)

12,988,423명(2016년 7월), 0~14세 41.53%, 15~24세 18.87%,
25~54세 32.93%, 55~64세 4.09%, 65세 이상 2.58%

• 민족구성

후투(84%), 투치(15%), 트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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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킨야르완다어(Kinyarwanda)는 토착어로 여기에 영어와 프랑스어 총 3개가

• 종교

카톨릭(49.5%), 개신교(27%), 재림교(12%), 기타 기독교(4.5%),
이슬람(2%), 무교(4%), 기타(1%)

• 모자건강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 25~29세(2014-2015)

1부. NGO 등록

공용어로 채택

모성사망률: 정상출산 10만 건 중 290명(2015)
영아사망률: 정상출산 1,000건 중 56.8명(2016)
60.1세(남성 58.5세, 여성 61.7세) (2016)

• 의료(2014)

보건지출은 GDP 중 7.5%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0.06명(2010)

• 식수

전체 인구 중 76.1%(도시 인구의 86.6%, 농촌인구 71.9%)는 개선된 식수

2부. 운영 및 활동

• 출생 시 기대여명

사용(2015)
• 화장실

전체 인구 중 61.6%(도시 인구의 58.5%, 농촌인구 62.9%)는 개선된

• 주요질환(2016)

감염병 발생위험 높음, 식품/식수매개(박테리아성 설사, A형 감염,
장티푸스), 곤충매개(말라리아, 뎅기열), 동물접촉질병(광견병)

• HIV/AIDS

3부. 르완다 정보

화장실 사용(2015)

성인 유병율 2.89%.
감염인구수 20만1,900여 명(2015).

• 교육

교육지출 GDP의 5%(2013)
15세 이상 인구 문해율 70.5%(2015)
일인당 GDP 697.3불(2015), GDP구성은 농업 34.6%, 산업 15.1%,
서비스 50.3% (2016)

• 주요산업

시멘트, 농산품, 소량 음료, 비누, 가구, 신발, 플라스틱, 직물, 담배 등

부록

•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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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품

커피, 차, 가죽 및 모피, 주석, 광석 등 (DR콩고 19.8%, 미국 10.8%, 중국
10.3%, 스와질란드 7.9%, 말레이시아 7%, 파키스탄 6.2%, 독일 5.9%,
태국 5.5% (2015))

• 고용

농업 75.3%, 공업 6.7% 그리고 서비스분야 18%에 종사(2012년)

• 빈곤선 이하

인구 39.1%(2015년)

• 화폐

르완다프랑
787.9Rwf=1USD(2016년)

르완다 국경일(2017년)
1월 1일

신년 연휴

1월 2일

신년 연휴 공휴일

2월 1일

영웅의 날

4월 7일

제노사이드 추모일

4월 14일

Good Friday

부활절 전 금요일

4월 17일

Easter Monday

부활절 후 월요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6월 25일

라마단 종료기념일(Eia al-Fitr)

6월 26일

라마단 공휴일

7월 1일

독립기념일

7월 3일

독립기념일 공휴일

7월 4일

전승기념일

8월 4일

추수감사일(Umuganura Day)

8월 15일

성모승천일

9월 1일

희생제(Eid El Haj)

12월 25일

성탄일

12월 26일

복싱데이

※ 종교관련 휴일은 매년 변동
출처 : https://officeholidays.com/countries/rwanda/index.php

대통령령

8월 첫째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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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제노사이드를 전 지역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 기관 및
NGO의 상황에 따라 오전 근무만 하거나 개인의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편입니다.

1부. NGO 등록

정부기관 같은 경우 제노사이드 추모일 4월 7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주일 정도는 오전

2) 역사10)

복속되면서 독일 식민지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자 1923년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은 르완다의 통치를 벨기에에 위임하였으며 르완다는 1962년 독립할
때까지 벨기에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1930년대 초반 벨기에는 종족 명이 표시된 신분증을 모든

2부. 운영 및 활동

1899년 르완다는 독일이 지배하는 독일령 동아프리카(German East Africa)의 일부로

국민에게 발급하였다. 변경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벨기에는 소의 숫자에 따라 엄격하게
종족을 구분하였다. 10마리 이상의 소를 가진 자는 투치로, 그 이하는 후투로 등록하였으며 이는
자손에게도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식민지 시대 이전의 복잡했던 위계질서가 간소화되었으나,

theories)에 따라 코, 두개골의 크기와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투치와 후투를 구별함으로써 르완다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였다.

3부. 르완다 정보

상위계층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당시의 다윈 진화설(Darwinian

1961년 1월 28일 후투가 이끄는 정치세력이 공화국 정부 형태로의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국기를 발표하였으며, 1961년 2월 1일 벨기에는 사실상의 독립(de facto independence)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61년 1월에 선거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지도자 선출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UN의 압력으로 벨기에의 르완다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이 철회되면서

공식적으로 독립하였다.
※ 자료에 따라서는 독일의 르완다 지배가 1884년 또는 188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하기도 함.

10) 출처: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부록

9월 18일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벨기에의 행정감독이 재개되었다. 1962년 7월 1일 르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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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역사
■ 1899년 르완다 ‘독일령 동아프리카 제국(Germany’s East African Empire)’에 포함
※ 본래 르완다(Rwanda)는 부룬디(Burundi)와 분리된 왕국이었으나 당시 루안다 우룬디(Ruanda-Urundi)라는 이름으로 독일령에 모두 포함
■ 1910년 르완다의 북부 및 서부의 경계가 식민강대국에 의해 결정
■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시작
■ 1915년 벨기에 병력이 독일을 대체
■ 1923년 국제연맹은 르완다의 통치를 벨기에에 위임하고 1962년까지 벨기에가 지배
■ 1925년 식민지 영토 정비 과정에서 과거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
■ 1946년에 루안다 - 우룬디(Rwanda-Urundi)가 벨기에 통치 하에 UN신탁통치령으로 변경
■ 1951년부터 1960년까지 벨기에의 신탁통치를 구현하고 있던 투치군주제에 대한 후투의 저항이
증가하였고, 후투는 물론 투치 내부에서도 벨기에로부터의 독립 요구 증가
■ 1959년 후투와 투치 간의 분열 확대
※ 파르메후투(Party for the Emancipation of the Hutu People, PARMEHUTU)는 투치가
이끄는 독립 요구 세력인 르완다민족연합(National Rwandese Union, UNAR)과 대립하였으며,
벨기에는 그 동안 투치를 우선하던 태도를 바꿔 투치 중심의 권력구조를 제거하기 위해
낙하산부대원(paratroopers)을 파견하였음. 후투와 투치 간의 충돌이 북부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르완다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약 10,000명의 투치가 살해되었으며, 200,000명 이상이 르완다를 탈출
■ 1961년 1월 후투가 이끄는 정치세력이 공화국 수립 선포 및 새로운 국기 발표
■ 1961년 2월 벨기에가 르완다의 사실상의 독립(de facto independence)을 인정
■ 1961년 8월 UN의 압력으로 르완다공화국에 대한 벨기에의 독립인정 철회
■ 1961년 9월 파르메후투(PARMEHUTU)가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
■ 1961년 10월 의회가 후투인 그레구아르 카이반다를 공화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
■ 1962년 후투와 투치 간의 충돌로 인하여 수천 명이 피살
■ 1962년 2월 UN총회가 벨기에의 신탁통치종결에 대한 표결 실시
■ 1962년 7월 1일부로 벨기에로부터 독립 후 아프리카 단결기구의 창설회원국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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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이 남아있고, 제노사이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뿐만아니라 많은 시민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 NGO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르완다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제노사이드 관련이야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1부. NGO 등록

르완다에서는 1994년 제노사이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르완다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더 이익을 주거나 종족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행동은 삼가 해야
합니다.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키갈리 제노사이드 기념관에(http://
www.kgm.rw/) 방문하기를 권장합니다.

르완다인들 간의 분노와 상호불신, 민족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 식민지배로 야기된 사회의
변화들은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며 1962년 독립 이후 계속된 종족분쟁 및 1994년 제노사이드의

2부. 운영 및 활동

독립 이후 및 제노사이드

배경이 되었다. 제노사이드는 1994년 4월 6일 주브날 하비야리마나대통령과 시프리엔 은타리아미라
부룬디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던 비행기가 격추되는 사건으로 촉발되어, 약 100일 간 약 100만 명이

■ 1994년 8월 새로운 르완다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립될 국제재판소에 제노사이드
관련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동의
■ 1994년 1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설립

3부. 르완다 정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995년 1월 유엔이 탄자니아, 자이르와 함께 향후 5개월 동안 150만명의 후투를 르완다로
귀환하게 하는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
■ 1995년 2월 미국(6천만 달러)을 포함하여 서방국가들이 6억 달러의 원조를 르완다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국제 재정 지원 부족으로 유엔과 르완다 정부 간의 갈등고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병력을 절반 이상 축소할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
■ 1995년 7월 자이르의 고마(Goma) 주변에 거주하던 720,000명 이상의 후투 난민들이
르완다로의 귀환을 거부

부록

■ 1995년 6월 르완다 정부가 유엔군(U.N. forces)의 철수를 직접적으로 요청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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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8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과거 제노사이드 정부에 대하여 가해진 무기수출 금수조치를
해제
■ 1996년 11월 자이르로부터 대규모 본국귀환 시작하였고, 정부는 후투 난민의 귀환을 위해
제노사이드 용의자 체포를 유예하는 조치 실시
■ 1996년 12월 1994년 제노사이드에 연루된 후투에 대한 르완다 국내 법원에서의 재판 시작
■ 1996년 12월 중순 탄자니아가 난민캠프를 폐쇄하고, 100만명 이상의 르완다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
■ 1997년 1월 10일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에서 최초의 사건으로 장 폴 아카예수사건을 재판
※ 장 폴 아카예수는 Taba Commune의 행정장관으로 1994년 4월 이후 Taba에서 자행된
집단살해 및 성폭력, 고문, 살해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집단 살해 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제네바협약 공통 제 3 조 및 제 2 추가의정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 무기징역 선고
■ 1997년 1월 13일부터 17일에는 장 폴 아카예수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이 후투
극단주의자에 의하여 배우자, 7명의 자녀와 함께 피살
■ 2000년 후투 출신의 파스퇴르 비지뭉구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구성과 관련하여 투치 중심의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사임 후 장관과 의회 의원이 부통령인 폴 카가메(Paul Kagame)를 르완다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됨.
■ 2001년 전통적인 가차차(Gacaca) 법원의 구성원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
※ 가차차(Gacaca)법원: 일반인이 지위가 동등한 르완다인을 재판하는 법원으로 1994년
제노사이드 사건의 처리가 법관부족으로 적체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국가통합과 화해증진을 위해 새로운 국기와 국가(national anthem)를 발표
■ 2002년 파스퇴르 비지뭉구 전 대통령이 체포되어 불법 정치활동,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재판되었고,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구 자이르)이
평화협정 체결
※ 평화협정 내용: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르완다 병력철수’ 및 ‘1994년 제노사이드 기간 동안
소수종족인 투치를 살육한 후투 무장세력의 무장해제에 대한 콩고민주공화국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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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하였고, 폴 카가메가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실시된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최초의 복수정당제 의회 선거 실시)

징역형 선고
■ 2005년 정부가 36,000명의 재소자에 대하여 대규모 석방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1994년

1부. NGO 등록

■ 2004년 파스퇴르 비지뭉구 전 대통령에 대하여 횡령, 폭력선동, 범죄자와의 관련성으로 15년의

제노사이드에 가담한 것을 자백
■ 2006년 과거 12개의 province(우리나라 ‘도’에 해당)를 다양한 행정구역이 되도록 5개 지역으로
개편

르완다의 조사위원회가 활동에 착수
■ 2008년 스페인 법관이 40명의 르완다 군장교에 대하여 제노사이드, 테러행위,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 및 체포영장 발부

2부. 운영 및 활동

■ 2007년 제노사이드로 기소된 약 8,000명의 재소자 석방하고, 1994년 비행기 격추사건에 대하여

■ 2009년 르완다가 과거 영국식민지가 아닌 국가로서는 모잠비크에 이어 2번째로
‘영국연방(Commonwealth)’에 가입

-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상호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는 54개국으로 구성
-아
 프리카(19개국), 아시아(8개국), 아메리카(3개국), 카리브해(10개국), 유럽(3개국),
남태평양(11개국)으로 6개의 대륙과 대양을 포괄

3부. 르완다 정보

※ 영국연방(Commonwealth)

■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설치되었던 지뢰제거 후 지뢰가 없는(free of landmines) 국가의
지위를 전세계에서 최초로 달성
■ 2010년 8월 폴 카가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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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안전 정보11)
교통수단
항공
기차
오토바이 택시
모토(Moto)라고 불리 우며, 아무 곳에서나 탈 수 있어 편리하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르완다에서는
다소 위험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조끼와 헬멧에는 기사들의 등록번호,
운행지역, 전화번호가 적혀 있음. 금액은 기본적으로 거리에 비례하나 모토이용 시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

(사진: http://www.safariyako.com/content/what-know-you-plan-your-trip-rwanda)

11) 출처: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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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키갈리에 경우 대표적으로 2개의 냐부고고(Nyabugogo)와 레메라(Remera) 버스 터미널이 있고,

터미널 내에는 각 시외버스 회사의 매표소가 있고, 회사마다 행선지와 시간 정보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지방 간 이동은 수도 키갈리를 거쳐 이동하게 된다. 가격은 행선지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1부. NGO 등록

지방의 경우는 보통 쿠리가레 혹은 무리가레(Kuri gare, Muri gare)라고 터미널을 지칭한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후 탑승하지만 회사에 따라 전화로 미리 예약 가능하다. 단, 버스는 만석이
되면 출발한다.

2부. 운영 및 활동
3부. 르완다 정보

(사진: http://www.safariyako.com/content/what-know-you-plan-your-trip-rwanda)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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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시내버스는 택시라고 불리며 영어로 버스, 미니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키갈리 시내 일부
노선에서 소형 버스(흔히 마타투라고 칭함)를 운행하고 그 외에는 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
키갈리 시내에서는 18인승, 25인승 등의 대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교통비는 현지화
250RWF이다(약 350KRW_2017.07월 Oanda기준). 대형 버스에는 교통카드가 최근 도입되어
이용할 수도 있다. (환율 참고: https://www.oanda.com/)

(사진: https://krumkaker.wordpress.com/tag/kigali/)

키갈리 시내버스는 보통 Remera, Mumuzi, Nyamirambo, Kacyiru 등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부터 키갈리의 외진 곳까지 다니는 편이다. 다음 표는 키갈리 버스 서비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이 외에도 최대 400번대 버스까지 운행되고 있어 실제 노선은 더욱 다양하다.
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가고 싶은 행선지를 차장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므로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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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번호

102
103
104

(키갈리 시내버스 노선표, 출처: http://www.kigalibusservices.com)

스페셜택시

2부. 운영 및 활동

105
106
107
108
109
110

Rubirizi - Kabeza - Remera - Rwandex - Statistique - CHUK - Bank of Kigali
Kanombe Military Hospital - Airport - Remera Taxi park-Sonatube - Rwandex Statistique - CHUK - Bank of Kigali
Nyabugogo Taxi Park - Kinamba - Kacyiru - Remera Taxi Park
Remera Taxi Park - Ndera
Remera Taxi Park - Murindi - Masaka - Rusheshe
Remera Taxi park - Sonatube - Kicukiro Centre
Remera Taxi Park - Sonatube - Rwandex - Gikondo (Nyenyeri) - Bwerankoli
Masaka - Masaka Hospital - Kabuga

1부. NGO 등록

101

버스노선
Kabuga - Murindi-Remera Taxi park - Sonatube - Rwandex - Statistique CHUK - Bank of Kigali
Kabuga - Murindi-Remera Taxi park - Rwandex - Nyabugogo

일반적인 택시의 경우 현지에서 스페셜택시라고 부른다. 비싸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 택시는
미터기 유무나 회사에 따라 구분한다. 신형 택시는 대부분 한국택시와 비슷한 외형으로 차량

없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흰색 도요타 코롤라 차량을 택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터기가 없는 경우 탑승 전에 협상을 통해 요금을 결정한다.

3부. 르완다 정보

지붕에 Taxi라고 적힌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요금표나 미터기가 있고, 구형 택시는 아무런 표식이

부록

(사진: http://www.safariyako.com/content/what-know-you-plan-your-trip-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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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통 재래시장 근처에서 볼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길거리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대개 짧은 거리를
운행하지만 시골에서는 장거리 운행도 가능하다. 가격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이 측정된다.

(사진: http://ewn.co.za/2017/01/11/from-a-to-rwanda-on-a-bicycle)

차량렌트
차를 빌릴 때는 차량 대여 전문 업체나 여행사를 이용한다.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해 여행 및 출장
시에 차량 렌트를 많이 하는 편이다. 업체에서 기사까지 한 번에 고용할 수 있는데 기사 추가
시에도 렌트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협상 시 기름 값도 모두 포함된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전문 업체에 문의하는 경우 SUV를 빌리지만,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에는 버스 회사에
문의하여 18인승 버스 또는 미니버스(Matatu)를 대여하기도 한다. 비용은 현지 휘발유 가격 또는
거리에 따라 크게 변동되며 업체마다 가격이 상이하니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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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현지에는 세 종류의 이동통신 회사가 있는데, 인지도가 높은 순으로 MTN(엠티엔), Tigo(티고),
Airtel(에어텔) 등이 있다. 휴대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통신망은 거의 모든 곳에서 접속이

1부. NGO 등록

휴대전화

가능하여 매우 잘 갖춰져 있다. 다른 아프리카 지역은 2G만 이용이 가능한 반면, 르완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아프리카의 인터넷 강국이라 할 만큼 원활한 3G, 현재 수도에서는 4G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부. 운영 및 활동

■ MTN(엠티엔): http://www.mtn.co.rw
■ Tigo(티고): http://www.tigo.co.rw
■ Airtel(에어텔): http://africa.airtel.com

3부. 르완다 정보

(사진: http://www.itumanaho.com/2012/02/history-of-telecom-companies-in-rwanda/)

개통 시에는 500 ~ 1,000Rwf 정도의 USIM구입비와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통신비는
보통 에어타임(Airtime)이라고 부르는데 필요 시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후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르완다의 인터넷은 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수도 키갈리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4G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는 인터넷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고 호텔, 레스토랑 등지에서는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록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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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들은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왓츠앱(Whatsapp) 등을 주로
이용한다.
통신회사에 따라 그 요금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에어타임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
데이터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 정액제로 구입하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두 방식은
데이터에 비해 요금이 매우 높아 보통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인들은 정액제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다양한 패키지가 있으므로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휴대전화의 인터넷을 핫스팟 또는 테더링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모뎀(Modem)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모뎀의 가격이 다소 비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 이용되거나
기관이나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모뎀은 USB형태이거나 에그(Egg) 형태로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건강

식중독 및 장염
연중 발병하는 질병으로, 특히 건기에 발병률이 높다. 설사와 고열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피부병
물, 햇빛 등이 원인이 되어 연중 발생하며, 벼룩이나 벌레에 물려 피부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말라리아
르완다는 다른 인접국가보다 말라리아가 적게 발병하는 편이지만, 특히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빈발하다.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이므로, 르완다 여행계획이 있는 분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 받는 것을 권장한다. 르완다 내에서는 말라리아 백신과 예방약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국 전 여행기간을 고려하여 구비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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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2016년 1월 25일자로 르완다 총리실은 르완다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

적당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1부. NGO 등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게시하였기 때문에 르완다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에는 본인에게

개인안전

강도 및 절도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악용한 빈집 털이가 많다.

성폭행 및 성추행

2부. 운영 및 활동

외국인의 거주지를 노리는 주거 침입 및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연말 휴가 기간에

르완다에서는 스킨십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간혹 친근감을 표하는 행동들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정확하게 거부감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일이

소매치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휴대 전화 등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모토 택시 기사와

3부. 르완다 정보

반복될 때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장 및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뒷좌석 승객이 공조하여 길을 걷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 월드프렌즈봉사단 홈페이지에 그 동안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 르완다의 전역에서 활동했던
단원들의 안전관련 예시, 예방 그리고 대처방법을 “국별안전관리지침<르완다>”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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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NGO들이 전해주는 Tips!

“

현지에서 살면서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NGO내
주요 긴급연락망을 미리 만들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르완다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Kinyarwanda(현지 모국어)로
도와달라는 기본적인 대화는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연락처

기관

연락처

주소

110(항해 사고)
3512(성폭력)
경찰서

3511(경찰권 남용)

P.O Box 6304 Kigali, Rwanda
(www.police.gov.rw)

113(차량 사고)
112(긴급 전화/의료)
912

응급지원실

111

화재

King Faisal Hospital

(250) 252 588 888

응급실

(http://kfh.rw/)

(250) 3939 or (250) 3938

접수처

비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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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한국에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약 200명의 르완다 사람들이 만든 모임으로
주한르완다대사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르완다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1부. NGO 등록

Rwandan Community in South Korea(http://rwandainkorea.com)

르완다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대표 이메일: rwandansinkorea@gmail.com

르완다의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로, 키갈리에서의 축제, 외국어 스터디, 주거 계약, 물물교환,
중고시장, 휴양지 공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2부. 운영 및 활동

Living in Kigali(http://www.livinginkigali.com)

Expats in Rwanda (https://www.facebook.com/groups/257219504382862/)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Facebook내에서의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키갈리에서의

있으며 르완다 관련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Safe Motos(http://www.safemotos.com/)

3부. 르완다 정보

축제, 스터디, 유명 레스토랑 공유는 물론 정전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가장 발 빠르게 접할 수

많은 현지인들은 물론 한인들은 개인 차량이 없는 이상 현지에서 모토를 불가피하게 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리 사정이나 시간대에 따라 모토를 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고 시 보험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afe Motos는 최근 현지 모토 기사들을 고객들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도 한다. 가격은 평소 모토

다운로드 가능)

부록

가격보다 몇 백 프랑 더 들지만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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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기관12)
자료 출처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http://gov.rw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http://www.africacenter.kr
- The New Times(신 내각 조직개편 기사) http://www.newtimes.co.rw/section/
read/219033/

1) 르완다 정부부처
정부부처목록(2017년 8월 31일 기준)
르완다의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22개부로 구성 되며,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내각은
국무총리, 장관, 장관 휘하의 부처별 복수의 국무장관 및 그 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 대통령: Paul Kagame
■ 국무총리: Edouard Ngirente
※ Anastase Murekezi 전 총리는 Chief Ombudsman으로 기용.
No

1

2

부처

정보

MINISTRY OF AGRICULTURE

장관: Geraldine Mukeshimana

AND ANIMAL RESOURCES

홈페이지 주소: www.minagri.gov.rw

(농축산자원부)

이메일: info@minagri.gov.rw

MINISTRY OF HEALTH
(보건부)

장관: Diane Gashumba
홈페이지 주소: www.moh.gov.rw
이메일: info@moh.gov.rw

12)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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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처

정보

MINISTRY OF FOREIGN
장관: Louise Mushikiwabo

COOPERATION AND EAC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naffet.gov.rw

AFFAIRS

이메일: info@minaffet.gov.rw

(외교협력 및 동아프리카공동부)

4

MINISTRY OF JUSTICE AND

장관: Johnston Busingye

ATTORNEY-GENERAL

홈페이지 주소: www.minijust.gov.rw

(법무부)

이메일: mjust@minijust.gov.rw

5

교통분야 전문 국무장관: Jean de Dieu Uwihanganye

INFRASTRUCTURE

에너지 및 수자원분야 전문장관: Germaine Kamayirese

(인프라부)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naffet.gov.rw
이메일: info@minaffet.gov.rw

2부. 운영 및 활동

장관: Musoni James
MINISTRY OF

1부. NGO 등록

3

AFFAIRS REGIONAL

장관: Papias Malimba Musafiri
6

초중등교육분야 전문 국무장관: Isaac Munyakazi

EDUCATION

직업교육훈련분야 전문 국무장관: Olivier Rwamukwaya

(교육부)

홈페이지 주소: www.mineduc.gov.rw
이메일: info@mineduc.gov.rw

MINISTRY OF LANDS AND
7

FORESTRY

장관: Francine Tumushime

(토지산림부)
8

9

MINISTRY OF ENVIRONMENT 장관: Vincent Biruta
(환경부)

홈페이지 주소: www.minirena.gov.rw

MINISTRY OF FINANCE

장관: Claver Gatete

AND ECONOMIC PLANNING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necofin.gov.rw

(재정경제계획부)

이메일: mfin@minecofin.gov.rw

MINISTRY OF GENDER

장관: Esperance Nyirasafari

AND FAMILY PROMOTION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geprof.gov.rw

(여성가족부)

이메일: info@migeprof.gov.rw

부록

10

3부. 르완다 정보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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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처

정보

MINISTRY OF
11

DISASTER MANAGEMENT

장관: Jeanne d’Arc Debonheur

AND REFUGEE AFFAIRS

홈페이지 주소: www.midimar.gov.rw

(재해난민부)
장관: Francis Kaboneka
12

MINISTRY OF LOCAL

지방정부분야 전문 국무장관: Alvera Mukabaramba

GOVERNMENT

사회경제분야 전문 국무장관: Cyriaque Harelimana

(MIGEPROF 지방행정부)

홈페이지 주소: www.minaloc.gov.rw
이메일: info@migeprof.gov.rw

MINISTER IN THE OFFICE OF
13

THE PRESIDENT

장관: Judith Uwizeye

(대통령실)
14

15

16

17

18

19

20

MINISTRY OF YOUTH

장관: Rosemary Mbabazi

(청년부)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niyouth.gov.rw/home/

MINISTRY OF SPORTS

장관: Julienne Uwacu

AND CULTURE

홈페이지 주소: www.minispoc.gov.rw

(체육문화부)

이메일: info@minispoc.gov.rw

MINISTRY OF TRADE,

장관: Vincent Munyeshyaka

INDUSTRY

홈페이지 주소: www.minispoc.gov.rw

(통상산업부)

이메일: mineacom@mineacom.gov.rw

MINISTRY OF PUBLIC

장관: Fanfan Rwanyindo Kayirangwa

SERVICE AND LABOR

홈페이지 주소: www.mifotra.gov.rw

(공공서비스노동부)

이메일: info@mifotra.gov.rw

MINISTRY OF CABINET

장관: Marie-Solange Kayisire

AFFAIRS (내각부)

홈페이지 주소: www.primature.gov.rw

MINISTRY OF ICT

장관: Jean-Philbert Nsengimana

(ICT부)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tec.gov.rw/home/

MINISTRY OF

장관: James Kabarebe

DEFENCE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d.gov.rw/

(국방부)

이메일: info@minadef.gov.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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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

기관명

정보

One United Nation Office

홈페이지 주소: http://www.rw.one.un.org

Rwanda

위치: 12, Avenue l'armee

1부. NGO 등록

르완다 UN사무소

이메일: rcoffice.rw@one.un.org
Food and Agriculture

홈페이지 주소: http://www.fao.org/rwanda/fao-in-rwanda/en/

Organization of the United 위치: KG 7 Ave, Kigali
이메일: FAO-RW@fao.org

United Nations High

수도 Kigali에 Branch Office가 있고, Butare, Byumba, Cyangugu,

Commissioner for

Kibuye, 그리고 Rubavu 지역에 총 5개의 Field Office가 운영되고 있음.

Refugees(UNHCR)

홈페이지 주소: http://www.unhcr.org/rw/
위치: Opposite MTN Center, Nyarutarama

2부. 운영 및 활동

Nations(FAO)

이메일: rwaki@unhcr.org
United Nations Children's

홈페이지 주소: https://www.unicef.org/rwanda/

Fund (UNICEF)

위치: EBENEZER House 1370 Umuganda Boulevard, Kacyiru, Kigali
이메일: kigali@unicef.org
홈페이지 주소: http://www1.wfp.org/countries/rwanda

Programme(WFP)

위치: SONARWA Compound, Ex-TRAFIPRO Kicukiro
이메일: wfpkigali@wfp.org

World Health

홈페이지 주소: http://www.afro.who.int/countries/rwanda

Organization(WHO)

위치: Ebenezer House, Boulevard of Umuganda

3부. 르완다 정보

World Food

이메일: oluo@who.int
United Nations

홈페이지 주소: http://www.rw.undp.org/content/rwanda/en/home/

Development Programme 위치: Avenue de l'Armée 12
이메일: registry.rw@undp.org

United Nations Industrial

홈페이지 주소: http://www.unido.org/office/rwanda.html

Development Organization 위치: Avenue de l'Armée 12
(UNIDO)

이메일: a.habimana@unid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홈페이지 주소: http://ronairobi.iom.int/rwanda

for Migration(IOM)

위치: 986 Kacyiru Road

부록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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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정보

International Fund

홈페이지 주소: https://operations.ifad.org/web/ifad/operations/

for Agricultural

country/home/tags/rwanda

Development(IFAD)

이메일: a.ntukanyagwe@ifad.org

그 외의 기구
■ United Nations Volunteers(UNV)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UNESCO)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UNECA)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UNCDF)
■ United Nation Women(UN Women)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UN-HABITAT)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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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제기구 및 INGO
단체명

홈페이지 주소: https://rwanda.savethechildren.net/
위치: Nyarutarama, Plot 204, KG 28 AV, House No.23
이메일: rwanda.info@savethechildren.org

World Vision Rwanda

홈페이지 주소: http://www.wvi.org/rwanda

1부. NGO 등록

Save the Children Rwanda

정보

위치: KG 5 Ave, Kigali
이메일: infowvrwanda@wvi.org
Plan International Rwanda

홈페이지 주소: https://plan-international.org/rwanda#
위치: 821 Kagugu

Oxfam Rwanda

홈페이지 주소: https://www.oxfam.org/en/countries/rwanda
위치: 1298, Kacyiru Sud, Gasabo

Care International Rwanda

홈페이지 주소: http://www.care.org/country/rwanda
위치: KG 5 Ave, Kigali

2부. 운영 및 활동

이메일: rwandaco@plan-international.org

이메일: rwainfo@care.org
홈페이지 주소: http://www.adrarwanda.org/

and Relief Agency(ADRA)

위치: KG 567 ST. 14, Kigali

International Rwanda

이메일: info@adra.org.rw

US Agency for International

홈페이지 주소: https://www.usaid.gov/rwanda

Development Rwanda

위치: USAID/Rwanda c/o U.S. Embassy 2657 Avenue de la
Gendarmerie Kigali
이메일: kigali@usaid.gov

Action aid Rwanda

3부. 르완다 정보

Adventist Development

홈페이지 주소: www.actionaid.org/rwanda
이메일: actionaid.rwanda@actionaid.org

Peace Corps Rwanda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eacecorps.gov/rwanda/
이메일: rw01-info@peacecorps.gov
홈페이지 주소: https://www.jica.go.jp/rwanda/english/office/

International

위치: Immeuble EBENEZER Boulevard de l'Umuganda, Kacyiru,

Cooperation Agency (JICA)

Kigali, Rwanda
이메일: rwainfo@care.org

※ 이 외에도 INGO의 경우 르완다이민국의 홈페이지에 2015 ~ 2016년 등록 기준으로 약 160개의 단체 목록을 확인 가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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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O협의체

Network of International NGOs in Rwanda(NINGO)
르완다 내에서 인권과 개발을 위해 일하는 INGO들의 모임으로 르완다 내 한국 단체로는 현재
굿네이버스가 가입되어 있다.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pg/NINGORwanda

Rwanda Education NGO Coordination Platform(RENCP)
르완다 내에서 활동하는 교육분야의 NGO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공유 그리고
정부교육정책에 영향을 주고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활동하는 협의체이다. 현재 Community
Involvement, Teacher Development and Education Leadership, Early Childhood Care
Development, Girls Education 분야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renc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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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기관 활동현황

내년 2018년에는 현재활동 중인 기관 및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No

소속 기관

활동 지역
키갈리, 기소지, 룬다,

1

굿네이버스

응고마, 키다훼, 키리,
무키자, 차니카, 카메기리

활동 내용
지역개발사업(교육, 보건, 식수, 소득증대, 옹호,
난민, 아동결연, 지역 인프라구축, 농업 및 축산업
개발, 조합, 마을주민조직, 마을 도로 및 땅 개간을

열매나눔

르와마가나 내

및 비료대출),

인터내셔널

가헹게리 섹터

협동조합 역량강화(옥수수 수매 및 가공을 통한
옥수수 가루 판매)

3

4

6

7

9

유네스코

부게세라, 부레라,

한국위원회

기사가라

지구촌나눔운동

카모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휴먼인러브

더멋진세상
(The Better World)
새마을 세계화재단

옹호, 아동결연, 농업 등)
비형식교육지원
(유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기술훈련)
지역개발사업(주민조직, 농업기술교육, 성인문해,
마을도서관, 소액대출 등)

키갈리, 가사보
디스트릭트 내 3개 섹터 교육사업(영유아)
(자바나, 잘리, 붐보고)
르완다(르웨루 섹터),
부룬디, 우간다

르와마가나
카모니, 냐마가베

교육환경개선사업(장학: 중고등, 대학생 대상,
초등교육기관 구축, 교사 및 지역 청년 역량강화,
아동결연 등)
지역개발사업
(교육, 보건, 식수, 농업,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주민의식개선,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

※ 위의 단체 중 NGO는 아니지만 르완다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ODA협의체에 참석하는 단체도 포함하였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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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롱기, 루치로

지역개발사업(교육, 보건, 영양, 식수, 소득증대,

3부. 르완다 정보

5

월드비전

2부. 운영 및 활동

위한 취로 사업 등)
농부 역량강화(FFS 농부훈련학교, 농기구 지원, 종자

2

1부. NGO 등록

본 자료는 2017년 하반기에 조사된 자료로, 각 단체들의 설문에 기반한 2017년의 사업내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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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르완다 ODA협의체
르완다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긴밀하게 교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르완다대사의 주재로 르완다ODA협의체가 결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분기별로 NGO간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단체들의 활동이 르완다 지역사회 발전에 바람직하게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재: 주르완다대사
■ 주기: 분기별 1회
■ 참석 대상: 대사관, KOICA, 개발 관련 한국 NGO 관계자, 기타 한국 정부 발주 ODA
사업(KOICA 외)수행기관 관계자
※ 예: EDCF 사업 수행 기관 등
■ 주요 활동
- 재외공관이 현장에 ODA통합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현지 주재
ODA시행기관 관계자들을 모아 정기적 협의를 실시함.
- 주재국 정세·정책 브리핑, 각 기관별 분기별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등을 주 협의
내용으로 함.
- 동 협의회를 통해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간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함.
- 또한, 상기 ODA 협의체 회의 외에 각 기관 주체 현장 방문(field visit) 행사를 기획하여 실제
사업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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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ODA 협의체 회의사진 참고

1부. NGO 등록

2017년도 6월 21일(수) 2분기

2부. 운영 및 활동
3부. 르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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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기관 연락처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Plot No. 10050, Nyarutarama, Kigali, Rwanda (P.O. Box 6404)
전화 : +250-252-577-577
팩스 : +250-252-572-127
이메일 : koremb-rwanda@mofa.go.kr(국문), koremb-rwanda@hotmail.com (영문)
근무시간 : 월 - 목 08:00-12:00, 13:30 - 17:00 / 금 08:00 - 12:00, 13:30 - 15:00

KOICA르완다사무소(본부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 Plot No. 10050, Nyarutarama, Kigali, Rwanda (P.O. Box 3182)
전화 : +250-252-585-506
팩스 : +250-255-5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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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NGO 등록

부록

2부. 운영 및 활동

3부. 르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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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부록
자료 출처
-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https://www.migration.gov.rw
- Rwanda Governance Board (RGB) http://www.rgb.rw
-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http://rwa.mofa.go.kr
- 공적개발원조 http://www.odakorea.go.kr

1. 르완다 원조정책(Rwanda AID Policy, 2006.07.26)
본 책자에서는 주르완다한국대사관의 비공식번역문을 첨부하였다. 정확한 정보는 원문을
참고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원문링크 http://www.moh.gov.rw/fileadmin/templates/protocols/Rwanda_Aid_Policy.pdf

2. Rwanda Vision 2020 (2000.07)
본 책자에서는 주르완다한국대사관의 비공식번역문을 첨부하였다. 정확한 정보는 원문을
참고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원문링크 http://www.sida.se/globalassets/global/countries-and-regions/africa/rwanda/
d402331a.pdf

3. 르완다 노동법(Law regulating labor in Rwanda, 2009.5.27)
정확한 정보는 원문을 참고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원문링크 http://www.mifotra.gov.rw/fileadmin/templates/downloads/laws/NEW%20
LABOUR%20LAW%20N13.2009%20OF%2027.5.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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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Rwanda AID Policy [2012.02.15] 비공식번역문

RWANDA AID POLICY

2부. 운영 및 활동

르완다원조정책

1부. NGO 등록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WANDA

As endorsed by the Cabinet

내각 승인
2006년 7월 26일, 키갈리

3부. 르완다 정보

Kigali, 26th July 2006

2012. 02. 15
부록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 이 문서는 비공식 번역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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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빈곤퇴치는 르완다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1994년 대학살
이후 먼 길을 걸어 왔지만 모든 르완다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된 삶을 살기 위해 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십여 년 전, 르완다의 원조는 대부분 시급한 필요성에 의한 긴급구호의 형태였습니다. 이제 르완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가 르완다 국민의
삶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개발 파트너의 원조에 대한 개념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작년, 르완다는 원조의 공급과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개발
파트너와 함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에 조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파리선언의 맥락에서 발전되었고 르완다의 상황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르완다정부와 원조단체, 시민사회, 민간 부문 전반에 걸친 원조 당사자와의
폭넓은 논의의 결과물이며, 원조의 관리를 위한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르완다정부는 원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기적으로는 질 높은 원조가
르완다 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는 지난 해 고채무빈곤국(HIPC) 채무탕감
완결단계에 도달했지만 증여와 같은 효율적인 형태의 원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르완다정부는
중기적으로는 질 높은 원조로 경제개발과 빈곤퇴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르완다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James MUSONI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Kigali, Augus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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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적으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르완다가 조인한 로마선언과 파리선언은

1부. NGO 등록

1  Background and Rationale for GoR Aid Policy

개발원조가 제공되고 활용되는 방법을 향상시킬 파트너십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1.2 르완다는 1994년 대학살과 전쟁으로부터의 회복과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 경제 발전의 촉진이라는
의미있는 업적을 달성했다. 해외원조는 지난 십여 년 간 르완다의 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가기관이 점차 회복되었다. 이제 르완다정부는 개발활동과 개발활동이 의존하는 외부자원에 대해서
진정한 주도권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문서는 르완다정부의 향상된 원조 관리를 위한
비전과 그 비전을 현실화할 정책을 담고 있다.

2부. 운영 및 활동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십여 년 전 해외원조가 주로 긴급구호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질서와 안정,

OVERVIEW OF PROBLEMS
1.3 정부와 개발 파트너 양측의 조율(coordination)과 대화(dialogue)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중기적인 원조 확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Capacities

3부. 르완다 정보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원조의 제공에 있어서 계속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한하고 정부의 단기 및

1.4 르완다정부는 계속해서 역량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1994년 대학살의 잔재이기도 하고, 르완다가
긴급구호기간에서 과도기를 지나 야심찬 개발 아젠다를 펼치는 시기로 옮겨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르완다정부는 질 높고 기술력 있는 근무자를 유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계획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며, 원조 당사자간의 조율과 시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이는 MINECOFIN의 원조 관리와 조율의 역할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부록

1.5 이러한 불명확한 절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관련부처(line ministries)와 분권화된 기관이 공여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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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ability
1.6 원조의 정치화는 르완다에서 중요 쟁점이다. 지나친 원조의 조건부는 원조의 양과 질, 시기적절성과
관련해서 원조의 예측성(predictabil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빈곤퇴치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 또는 둔화시킬 수 있다. 많은 경우에서 프로젝트 지원은 예측성의 부족과 같은 문제보다는 시행의
지연 여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Transaction cost
1.7

많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대개 르완다가 원조를 수여하는 비용은 높다. 그리고 이 비용에

의미를 부여하여 수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수여 비용(transaction cost)이 높을수록 원조의
실제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공여국은 여러 가지 출장과 회의를 통해 정부에게 원조의
시기, 니즈(needs)의 보고, 기타 자원 사용을 요구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공여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은 결과적으로 르완다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역량문제를 악화시킨다.

Information and aid flows
1.8

정부에 대한 불완전한 ODA 보고(일부 NGO가 제공한 것을 포함)는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원조 모니터링과 관리 능력을 저해한다. 원조에 대한 정보는 계획과 예산책정 절차뿐만 아니라 개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일부 원조 지원단체는 정부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해외원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원조 전달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감소시킨다.
1.9

동시에 르완다정부가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발파트너에게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여러

부처와 시행처에서 정보를 요구한 다음 효과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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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흔히 공여국은 정부의 주도권을 침범하여 그들만의 정치적인 목표를 추진한다. 많은 경우에

원조는 계획과 예산 밖에서(off-budget)1) 진행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과 시스템과의

1부. NGO 등록

Alignment

일치(alignment)를 깨뜨린다. 정부정책과의 일치성(alignment) 부족으로 나타나는 몇몇 문제는 일부
분야에서 전략이 빈약하다는 (또는 전무하다는) 지표이며, 이는 종종 계획에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원조단체(donor agencies)는 자체적인 제도 장치로 인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거대한 일방적 원조(vertical funds) 는 어떤 부문에서는 개발에 이롭기도 하지만, 상위 및

하위분야(sectors and sub-sectors) 전반에 걸쳐 자원분배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하위부문에서의 고액의 월급은 다른 하위부문으로부터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끌어 모으겠지만,
그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저해된다.
1.12

2부. 운영 및 활동

1.11

기술협력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현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보다

약화시킨다고 인식된다.

1.13

르완다가 HIPC 이니셔티브의 부채탕감을 완결한 것은 중요한 성과지만 현재 르완다의 새로운

도전과제는 대외채무가 지속가능한 규모(sustainable level)을 유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르완다가

3부. 르완다 정보

Volume of assistance

Vision 2020에 제시한 것처럼 2020년까지 중소득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르완다정부는 외채가 지속가능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증여의 형태로 추가적인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1.14

역사적으로 르완다정부는 해외원조의 동원과 관리를 위한 명확한 체계와 지침이 부족했고,

위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켰다.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의 조인국으로서 르완다는 원조의 효과성을
1)	여기서 ‘계획 밖’이란 타당하고 전략적인 계획과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산 밖’의 원조는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원조를 말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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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문서는 정부와 개발 파트너에게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견고한
토대로서 역할하기 위한 것이다. 원조 효과성의 향상은 특히 르완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과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시행 가속화에 중요하다.
1.15

이 문서는 르완다가 원조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 원조의 동원과 관리에 있어서의 선호, 그리고 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명확하게 밝힌다.

2  Objectives and Guiding Principles
2.1 이 문서는 명확한 원조정책과 실행계획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첫째는 르완다가 받는 해외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단기, 중기 투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원조를 동원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IMPROVING AID EFFECTIVESS
2.2

르완다정부와 주요 개발 파트너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에 조인했다. 파리선언은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개발 파트너를 결속한다. 가령 파리선언이
제시하는 원칙은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정의의 기본이 된다.
2.3 원조 효과성 향상의 전반적인 목적(aim) 중 다음의 목표(objectives)를 밝히는 바이다:

(a)

실행개발전략

빈곤감소전략(PRS)과, 분야별 전략, 예산, 중기
국가지출계획(MTEFs), 지역 개발 계획 사이에는
수여국 정부의 우선순위분야에 대한 공여국의
일치성(alignment)을 활성화(facilitating)하는 명확한
관계성이 있다.

(b)

신뢰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르완다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PFM), 정부조달시스템,
보고시스템이 강화된다.

(c)

국가의 우선순위와 원조유입의 모든 원조유입은 전략적 계획과 함께 국가예산에
일치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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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조는 르완다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PFM)과 조달
시스템을 이용해 제공된다.

(f)

중복되는(parallel)
프로젝트실행조직(PIUs) 피하기

중복되는 프로젝트 실행조직이 감소한다.

(g)

보다 예측 가능한 원조

원조가 계획한 때에 지출되고 중기재정추계(medium
term projections)가 신뢰성을 가진다.

(h)

조건부 없는 원조

조건부(tied)2) 원조의 양의 감소.

(i)

공동협의의 이용

Sector-wide approach(SWAp)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원조의 비율의 대폭 증가.

(j)

협업과 분석

공여국과의 협업과 분석이 일반화된다.

(k)

결과 중심의 체계

조건이 조화(harmonisation)되고 성과지표가
마련된다(defined).

(l)

상호적 책임

독립적 모니터링 장치의 마련

MOBILISING INCREASED ASSISTANCE
2.4

3부. 르완다 정보

국가시스템 이용

2부. 운영 및 활동

(e)

1부. NGO 등록

(d)

(수원국-공여국 간의)
조직화된(co-ordinated) 지지를 기술협력은 르완다정부의 우선순위분야 일치되는 조율된
통한 지역역량(local capacities)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전수에 집중된다.
강화

르완다정부는 궁극적으로 원조 의존성의 감소를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중기적인 원조의

효과성의 증가만으로는 르완다의 개발목표(Vision 2020와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참고)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자의 규모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2.5 원조의 증가는 정부가 현재 원조의 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부록

2.6 추가적인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정부는 외채의 지속가능한 규모(debt sustainability)
보장을 추구할 것이다. (3.12와 3.14 참고)

2)	 이 맥락에서 ‘조건부’란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성격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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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ING PRINCIPLES
2.7

수원국의 주체성(ownership)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르완다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적인

개발 목표와 정책을 세울 것이며, 이것이 정부와 민간부문, 시민사회 간의 폭넓은 협의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8

이 문서는 르완다정부가 ‘주도(own)’하는 정부 정책을 담았다. 정부의 원조정책 주체성

(ownership)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외원조는 정부의 자치권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동원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개발 파트너와의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르완다원조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 파트너와 협의하려고 노력해왔다.
2.9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르완다 원조정책과 차후의 정책(statement)은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모든 공적개발원조(ODA)3)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르완다정부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면서도 개발 파트너의 다양한 특징과 르완다 개발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역할을 이해하는 바이다.
2.10

르완다정부의 주도권과 역량(capac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 원조가 동원될 때 해외원조가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르완다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2.11

르완다 원조정책은 실천적인 정책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개발 파트너의 요구가

시간에 걸쳐 변화하고 정부의 개혁실행 역량이 강화되면서 르완다원조정책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르완다정부는 DOEC DAC의 ODA 정의를 채용한다. (DAC Working Party on Statistics, Is it ODA?를 참고
- 사무국 주, 2001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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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 장에서는 해외원조의 양과 효과성에 관련된 몇몇 사안에 대한 르완다정부의 입장을 제시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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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licies on the Volume and Effectiveness of Assistance

하위 조항에서는 정책과 근거, 그리고 관련된 정책 추진 단계 대해 서술한다.

PLANNING AND ARTICULATION OF GOVERNMENT PRIORITIES
르완다정부의 장기 개발 비전은 Vision 2020 에 제시되어 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EDPRS)는 국가의 중기적인 우선순위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모든 원조는
궁극적으로 이것과 일치해야(align) 한다.

2부. 운영 및 활동

3.2

3.3 원조와 국가의 우선순위 목표가 일치하려면 강력한 전략적 계획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분야전략계획(sector strategic plan)과 정책은 그 일치성(donor alignment)을 강화하도록 향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국가차원의 계획과 일치하고 개발 파트너와의 협의과정의 결과물이
담긴 명확한 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한 분야에 있어서 모든 해외원조 패키지(external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sector-wide approach(SWAp)을 이용하도록 한다.
3.4 정부는 모든 해외원조가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EDPRS)와

3부. 르완다 정보

assistance packages)는 해당 분야의 전략계획(sector strategic plan)의 최신 annex에 갱신되어야

분야전략계획(sector strategic plans)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MINECOFIN은 정부의
종합 원조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MINECOFIN은 관련 정부부처(line
ministries), 분권화된 독립체(decentralized entities), MINAFFET(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과
협력하여 공여국이 르완다원조정책의 원칙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제공할(channel)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3.26부터 3.46장까지는 이를 달성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3.5

르완다정부는 원조가 제공되는 형태(modality)에 있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인식하는 바이다. 하지만 특정한 원조방식의 경우에는 원조를 수여하는데 비용이

부록

PREFERRED AID MOD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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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유익성이 한정적이다. 프로젝트 지원은 종종 정부의 우선순위 목표와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
소요가(transaction cost) 높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지원은 정부시스템을 강화하기 보다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3.6

예산지원이 제공되는 때, 원조기금을 책정(earmarking of funds)하는 것이 정부의 분야별 지출

할당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 목표를 결정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정부의 계획 만큼 자원이 목표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
3.7

르완다정부는 해외원조의 형식에 있어서 별도로 사용 분야가 지정되지 않은(un-earmarked)

예산지원을 선호한다. 예산지원 원조에 대한 지나친 조건은 3.2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부가 우선순위
목표를 결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다.
3.8

정부는 모든 공여국이 예산지원의 형태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프로젝트 지원이 어떤 분야에는 특정한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착수된
프로젝트가 혁신적이거나 개척적일 수 있다.) 하지만 원조를 수혜 받기 전 정부는 원조의 정부의 우선순위
목표와의 일치성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방식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 또한 르완다가 부담하는
수혜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3.9

르완다정부의 선호도는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Un-earmarked) 예산지원 다음으로 sector

budget support, 그리고 예산과 계획에 걸맞은(on-budget and on-plan)4) 독립 프로젝트지원 순이다.
더 나아가 르완다정부는 공여국의 자원이 독립 프로젝트로 사용이 지정되는 것보다 공동기금으로
제공되는(be pooled) 것을 선호한다.
3.10

개발원조의 주요 수혜자가 분권화된 독립체인 경우, 르완다정부는 그러한 원조가 Common

Development Fund(CDF)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할 때에 르완다정부는 개발자원이 수혜
받는 독립체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공여국이 CDF를 통해 자원을 전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전 지역에 자원이 분배되는 메커니즘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선호한다. 위의 모든
경우에 원조와 지역개발계획(district development plan)과의 일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4)	이 정책의 맥락에서 자원이 국가예산에 반영된 것을 예산에 부합한다고 간주한다. 자원은 전략계획과 일치할 때
계획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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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과의

일치성이 불충분한 경우, 제시되는 수혜 조건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독립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형태의 원조 또한 지속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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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1.7에서 밝혔듯이 거래비용은 정부의 희소자원(인적자원과 재원)이 활동과 후속활동(follow-up)으로
분배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EXTERNAL DEBT
르완다정부는 Enhanced HIPC initiatives(EHI) 하에서 부채탕감을 완결하는데 성공했지만,

채무부담이 지속가능(sustainable)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강력히 선호되는 원조의
방식은 증여다.
3.13

2부. 운영 및 활동

3.12

차관 형태의 원조는(이자와 만기에 있어서) 양허성 수준이 높은(highly concessional) 경우와

3.11 조항에 제시된 조건이 고려될 것이다.
현재 르완다정부는 미래에도 해외 원조를 지속가능한 규모(sustainable level)로 유지하기 위한

해외원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르완다가 받는 원조의 큰 비율이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임을
고려하여 정부는 해외 원조의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도 전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다.

TECHNICAL ASSISTANCE
3.15

3부. 르완다 정보

3.14

르완다정부는 많은 기술협력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전문가가 단기 및 장기 계약으로

임명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르완다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목표로 해야 한다.
기술협력은 현지에 조직적인 방법으로 역량(capacity)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하고 주로 임시적으로

3.16

르완다에 제공되는 모든 기술협력은 현지인 스태프의 기술 및 능력을 배양하고 (또는) 시스템 및

정차를 개발하며, 현지 스태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성문화 함으로써 역량(capacity) 이 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중시한다.

부록

결함보충 정도의 역할만을 하여 비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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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원조단체와 정부기관은 정기적인 평가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3.16이 실행되도록 계획을 강화하고 해야 할 것이다.
3.18

모든 기술협력은 Human Resources and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Agency(HIDA)가 감독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공여 자원(donor
resources)을 모으는 것을 권장한다.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3.19

르완다정부는 르완다 내에서 지역 NGO와 국제 NGO가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3.2에서 제시하듯이 NGO가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맡아서 할 때는 국가적, 분야별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
3.20

더 나은 조직화와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르완다정부는 서비스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NGO가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간명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해서 곧 마련될 예정인(forthcoming) 국내 및 국제 NGO의 활동 규정하는 법률은 정부의 정보
요구사항(information requirements)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보급 절차는 5.5에 언급 된 절차
매뉴얼(Manual of Procedure)에 제시될 것이다.
3.21 르완다정부는 많은 NGO에서 르완다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NGO가 국가의 목표와 더불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3.22

르완다정부는 모든 단체의 활동이 (그들의 활동이 ODA로 지원을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르완다국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근본적인 임무가 있다. 이 점에서 르완다정부의
규제 역할은 르완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 NGO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에 상세히 나와있다.

VERTICAL FUNDS
3.23

르완다정부는 vertical fund(정부와 유사한 구조로 제공되는 대규모의 외부자금)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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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저해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3.24

1부. NGO 등록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조력이 될 수 있는 반면 우선순위 분야로의 효과적인 자원 분배를 약화시키고 정부

정부는 vertical funds로 지원 받은 모든 활동이 MINECOFIN과 관련 부서, 또는 동일 분야나

하위분야에 있는 다른 정부기관과 소통하는 것을 요구한다.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없을 때
자원의 할당이 정부의 우선순위 분야와 최대한의 적합성을 가지지 못한다.
정부는 vertical fund가 분야별 계획과 일치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원조를 제공하는데 유연성을

갖길 기대한다. 또한 일부 하위분야에 지나친 원조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여타의 더 유연성 있는
공여국의 활동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르완다정부는 1.11에서 강조했듯이 vertical fund로 제공된
원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왜곡(undesirable distortions)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수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2부. 운영 및 활동

3.25

RESPONSIBITIES IN THE MOBILISATION AND MANAGEMENT OF RESOURCES
지금까지 외부 자금의 동원과 교섭, 관리를 위한 명확한 절차의 부족으로 인해 몇몇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undesirable effects)가 있었다. 외부 자금을 조율하고 정부의 우선순위 분야와 일치시키는
MINECOFIN의 능력은 약화되어왔다. MINAFFET과 MINECOFIN 및 시행기관 사이의 소통이
미약하거나 전무했기 때문에 MINAFFET의 역할은 종종 불명확했다. 공여국은 건의와 원조 제안을
어디로 제기해야 할지, 어디와 교섭해야 할지 모른다.
3.27

3부. 르완다 정보

3.26

3.2에 서술된 바대로 MINECOFIN은 원조를 조율하고, 국가 기획과정(national planning

process)과 일치하는 개발활동에 효율적인 할당을 보장하는데 주역을 맡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시행 부처나 지역, 또는 정부단체(government entities)가 외부 재정지원 활동과 그것의 시행에 대한

3.28

정부는 양자간 관계라는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MINAFFET의 전문적인 개입과 조율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MINAFFET은 해외출장을 통해 원조 단체와 폭넓은 정책 논의를 지속할 책임이 있다.
그럼으로써 르완다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고, MINECOFIN과 다른 기관이 해외의 관련 부서에 원조를
요청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MINAFFET은 새로운 잠재적인 원조단체를 확인하고 그들로부터의 자원을

부록

주체성(ownership)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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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는데 있어서 MINECOFIN과 협력할 것이다.
3.29

르완다정부는 3.30부터 3.46에 서술된 역할과 과정(process)의 정의는 모든 해외원조의 요청과

교섭, 관리에 채택되는 절차(procedure)를 구성할 것임에 동의한다. 이 절차는 5.5에 제시된 것처럼
매뉴얼(Manual of Procedure)의 형태로 성문화될 것이다.

Scoping and Initial Conception
3.30

관련 정부부처나 지역(district, ‘시’), 또는 정부단체가 외부 자금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밝히고

이것이 전략계획(strategic plan)과 부합(일치)한다면, 이를 발달시키고 실행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파트너와 초기 논의(initial discussion)를 할 수 있다.
3.21

MINECOFIN은 잠재적인 개발 파트너에게 충고를 할 것이고, 관련 부처/지역(districts)/다른

단체와 같은 파트너 간에 논의를 시작하게 할 수 있다.
3.32

이러한 초기 단계에는 관련된 정부단체는 공여국과 교섭을 해서는 안되고 또한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맺으면 안 된다.

Proposals
3.33

원조를 동원하려는 관련 정부부처나 지역(district), 다른 단체(body)는 제안의 성격, 관련된

전략계획(strategic plan)과의 일치성, 그리고 개발 파트너와의 구체적인 모든 초기 논의나 관심의 표현에
대한 개요를 MINECOFIN에 보고한다.

3.34 제안의 기술적 견실성에 있어서 질을 보장하는 것은 원조 종합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관련 정부
부처나 정부 단체의 책임이다.
3.35

외부 자금 조정자(coordinator)의 권한으로 MINECOFIN은 잠재적인 공여국에게 원조 제안을

하기 이전에 국가의 우선순위 목표 및 정책(이 문서에 제시된 정책을 포함)과 제안이 일치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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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자간 원조 공여국이 접근하게 되는 MINAFFET에도 알려진다. 이 단계에서 MINAFFET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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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관련된 논의에 대한 모든 서신과 세부사항은 신속하게 관련 부서나 지역(district), 다른 정부 기구,

Negotiation
3.37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다른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공동재정지원에 대한 개발 파트너의

관련 있는 정부 부처나 다른 정부 단체에게 알려질 것이다.
3.38 관련 정부 부처나 다른 정부기관과의 기술적 간담회(technical meetings)는 간담회에서 공여국과
함께 제안을 평가하고 조건(the position)을 채택하기 위해서 MINECOFIN의 External Finance Unit에

2부. 운영 및 활동

관심을 표현하는 문서가 MINECOFIN에 전달 되면, 그것은 (3.36에서 시사 됐듯이 MINAFFET과 함께)

의해 주최될 것이다. 원조 종합계획이 (정부가 차후에 상환해야 하는) 차관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재무부장은 국채의 조정자로서 이에 대해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MINECOFIN은 External Finance Unit과 MINAFFET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원조 종합계획을

교섭하려는 정부 부처와 공여국 간의 간담회를 주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3.38 조항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MINECOFIN의 교섭의 기술과 경험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다른 단체 간에 이미 논의된 세부사항에 관한
컨센서스를 찾고 소통하는 데 이용된다.

3부. 르완다 정보

3.39

Agreement
3.40

주로 원조 종합계획의 이행을 맡게 될 MINECOFIN과 정부 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섭의 결과가

나올 때, 이것은 (양해각서 또는 유사한 합의 형태의) 기록으로 남는다. 대개 MINECOFIN이 모든

3.41 공여국이 합의서에 MINAFFET의 서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합의서는 MINAFFET에게
회부될 것이다. MINAFFET는 MINECOFIN의 동의서를 받은 한에서 공여국과의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다. 양자간 원조 공여국과의 합의서의 사본은 MINAFFET과 MINECOFIN 양측이 보관할 것이다.

부록

원조자금의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권한으로 르완다정부를 대표하여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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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MINECOFIN은 차관 협정의 효과성의(loan agreement effectiveness)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3.43 합의서와 관련한 데이터는 3.52와 3.53에 상세히 제시한 것처럼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기록된다.

Implementation
3.44

원조 종합계획의 주요 수혜자로 지명된 관련 정부부처나 다른 정부 단체는 투자나 여타 동의된

지출의 이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들은 지불의 지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행의 지체가 발생할 때와 같이
주의가 필요한 시행의 측면에서 CEPEX를 통해 MINECOFIN과 함께 정기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Evaluation
3.45

프로젝트 지원의 형태로 원조가 제공될 때, 관련 정부 부처나 다른 이행 기구는 프로젝트 이행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CEPEX와 함께 일할 것이다.
3.46 예산 지원의 형태로 원조가 제공될 때, 이행하는 정부 부처나 정부 단체는 대게 공여국과의 합의된
목표와 성과지표에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종합, 보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Annual Progress
Review Process에 사용되기 위해 MINECOFIN에게 제공되고 이는 공여국과 다시 논의될 것이다.

FINANCIAL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3.47

지속적인 국가재정운영(public finance management; PMF)의 강화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지원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예산지원 형태의 비율이 증가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장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예산과 중기국가지출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과정의 약한 연계, 일부 분야에서의 한정적 예산 집행, 일상적(반복적) 예산과 개발
예산의 빈약한 통합, 그리고 회계와 감사에서의 약점 등이 존재한다.
3.48

PFM의 향상을 위해서 르완다정부와 공여국은 조화로운(harmonised) 공공지출및재정

책임성(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EFA)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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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최근, 정부의 조달 기능과 회계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부. NGO 등록

르완다정부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르완다정부는 정부의 조달,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원조를 선호한다.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ORTING
원조자금을 받는 수혜비용(transaction cost)을 감소시키려는 목표에 따라, 르완다정부는 개발

파트너가 정부의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여 모니터링과 평가, 보고가
간편화되고 궁극적으로 정부와 원조단체 양측 모두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3.51 정부는 합동 출장과 분석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Joint Sector Review는 전략계획(strategic

2부. 운영 및 활동

3.50

plan)에서의 합의된 목표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즉 지출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 결과와 다음 해
정책 행동으로의 관련성을 보여야 한다. 르완다정부는 개발 파트너 간에 다른 형태의 합동 또는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을 추진할 것이다.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수집 과정이 간소화되어야 한다.
3.53

3.52에 의거해 MINECOFIN이 개발원조데이타베이스(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

3부. 르완다 정보

3.52 개선된 공여국의 활동 보고서는 원조 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원조단체가

DAD)를 시행했다. 이것은 정보수집을 위한 원조단체와 NGO, 정부의 접점과, 르완다로의 모든 원조자금
조회와 기초 분석연구 정보로서 이용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르완다정부의 SmartGov 시스템과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MINECOFIN은 이 도구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모니터링과 해외자금을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여국과 관련 정부부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훈련(training)하는데 책임이 있다.

자금에 관한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부록

3.54 르완다정부는 개발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에 제시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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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S FOR DIALOGUE AND COORDINATION
3.55

르완다정부는 분야별, 교차분야별 cluster(특정 분야에서 활발한 공여국과 정부 관련 단체로

조성된 포럼)의 발달에 대해 지지적이다. 또한 르완다정부는 파리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와 분야
레벨에서 ‘공여국의 상대적인 이점과 원조단체의 상보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3.56

르완다정부는 cluster의 여러 공여국 중에 한 공여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할 때에 프로그램과

활동, 과제의 집행의 권한이 해당 공여국에게 위임되는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silent
partnership)의 발달을 선호한다. 이와 동시에 공여국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본부에 의해 공여국에 부과된
필요조건에 맞게 실용적인 접근법이 차용되어야 하는 것을 인식한다.
3.57

르완다정부는 현재 르완다 우선순위 정책과의 일치성(aligning)과 조화성(harmonising)을 높일

수 있는 제한적인 지역 대표자에게만 일부 양자 및 다자간 원조 공여국이 집중되어 있음을 염려한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공여단체와 논의를 추구할 것이다.
3.58

선천적으로 (예산지원과 같이) 원조의 형태가 르완다정부와 원조 파트너 간의 신용에 고도로

의존하는 경우, 르완다정부는 원조 파트너와 함께 분쟁 해결 절차의 분명한 원칙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은
협의의 수준(level)과 성격에 관한 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한, 분쟁이 발생한 회계
연도에 원조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갑작스럽게 원조가 방해, 지연, 철회되어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3.59

르완다정부는 원조의 조율을 감독하는데 책임이 있는 고위급 기구로서의 Development

Partners Coordination Group(DPCG)에 대한 합의을 재확인 한다. DPCG는 르완다정부와 개발
파트너 양 측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속해서 원조의 조직화에 대한 대화(dialogue), 공여국의
지지(donor support)의 조화(harmonisation), 전략적 계획과 르완다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원조
자원의 일치성(alignment)을 위한 포럼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DPCG는 원조의 조직화, 조화, 일치성의
아젠다(cluster와 같이)를 위한 다른 포럼의 작용을 감시한다. 그리고 DPCG는 내각에 이러한 포럼의
형성, 해산, 권한의 개정(amendments to the mandate)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DPCG는 파리선언과
로마선언5)의 합의 사항의 진행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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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의된 기준(accepted criteria)에 반하는 개발 파트너와 정부 양측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의 원칙에 대해 개발 파트너와 동의하기로 했다.

1부. NGO 등록

3.60

4  GoR Commitments
4.1

르완다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위기 없이는 많은 양의 원조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가 촉진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르완다정부는 Vision 2020에 제시된 것처럼 빈곤 감소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EDPRS)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르완다정부의 중기 전략을 제시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민간 부문 개발,
무역 개방성, 그리고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안전성으로 달성 될 것이다.
4.3

2부. 운영 및 활동

4.2

공공 부문의 개혁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개발 아젠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직의 목표와 구조의 계속적인 검토는, 르완다의 과거의 필요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개발 활동이 증가하도록 할 것이다.
4.5

상호적 책임을 도모하기 위해서 르완다정부는 개발 파트너와 권리와 의무, 책임이 명확한 계약을

3부. 르완다 정보

4.4 르완다정부는 계속해서 기관의 권력 분산화와 분권화된 기관으로의 권력, 책임, 자원의 이전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이 계약은 르완다정부와 원조지원 단체가 서명한 양해의 각서의 형태가 될 것이다.

5  Implementation of the Aid Policy

개발 파트너의 실천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지 제시할 것이다.

5)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2005; 조화성(Harmonisation)에 대한 로마선언, 2003.

부록

5.1 이 문서의 3과와 4과가 정부의 정책과 합의를 제시하는 한편 이 과에서는 이 문서가 어떻게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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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르완다정부는 최근 진행중인 외부 재정 지원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실행이 르완다원조정책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원조의 중단은 그 가치를 증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르완다원조정책은 과거와는 다르게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DEVELOPMENT OF AN ACTION PLAN
5.3

내각이 르완다원조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MINECOFIN은 이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정부 단체 측에서는 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권한을 고려하여
계획의 우선순위를 매길 것이다. 실행계획은 5.4부터 5.13의 조항에서 밝히듯이 몇 가지의 요소로 구성될
것이다.

Communication strategy
5.4

르완다원조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중앙과 분권화된 수준의 이해당사자를

자각시키도록(sensitising) 하는 전략이 고안되고 시행될 것이다. 해외 원조의 교섭과 관리에 관련한
르완다정부의 공무원은 르완다원조정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것이다.

Manual of procedures
5.5 3.26과 3.46에 제시된 책임의 분배를 엄수하기 위해 원조의 교섭과 관리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제공하는 매뉴얼이 고안될 것이다. 이 문서는 각 단계에서 다른 정부 행위자의 책임과 필요한
기록, 요청이 실행돼야 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할 것이다.

Vertical funds
5.6

위의 3.23과 3.25 항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vertical funds의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해결하기(address) 위해서 이러한 원조 제공의 메커니즘이 얼만큼의 규모로 르완다에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이러한 원조의 교섭과 수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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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원조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역량수요에 대한 평가가 착수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역

1부. NGO 등록

Strengthening of GoR capacities for aid management

정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지원된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의 역량까지도 포함하도록 우선순위가 매겨진
역량강화 계획이 고안 및 시행될 것이다.
5.8

3.53에 제시됐듯이 원조의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training)을 착수할

것이다.
5.9 르완다원조정책이 르완다의 분권화 정책의 원칙과 일치하여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2부. 운영 및 활동

것이다. 3.20에 제시됐듯이 국제 NGO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Donor commitments
5.10

이 문서는 르완다정부가 원조 효과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국제적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려고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선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후에는 르완다원조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공동 제안을 요청할 것이다.
5.11 조항 2.9에 따라 르완다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는 정부의 원조정책채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3부. 르완다 정보

의도하는지 제시한다. 르완다정부는 이를 공여국과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고, 이러한 합의를 어떻게 각자

피력하기를 요청 받을 것이다.

Independent monitoring

Dispute resolution
5.13

조항 3.58에 따라 논의는 원조단체와의 분쟁을 처리하리 위한 명확한 규칙에 동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부록

5.12 조항 3.60에 제시됐듯이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실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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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EING IMPLEMENTAION
5.15

MINECOFIN의 The External Finance Unit은 원조의 조정(조율), 조화(harmonisation),

일치성(alignment)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활동을 감독한다.
5.16

The External Finance Unit은 Implementation Committee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르완다원조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Committee에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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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Rwanda Vision 2020 [2012.02.15] (영문+한글본)

2부. 운영 및 활동

RWANDA VISION 2020

1부. NGO 등록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WANDA

2012. 02. 15
3부. 르완다 정보

주르완다대사관
부록

※ 이 문서는 비공식 번역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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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Vision 2020은 오랜 세월의 권위주의와 배타주의 체제 이후 통일된, 민주적이며 포괄적인 르완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포부와 결의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이 Vision을 통해 르완다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교육받고, 더욱 번영하는 중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르완다는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단결되고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Vision 2020은 다음과 같은 상호 조화되는 여섯 가지 기본적 기반들(Pillars)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시장에 맞추어진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효율적인
국가와 숙련된 인적 자원, 활기찬 민간 부문, 세계적 수준의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현대적 농업과
목축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Vision은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진행된 국가적인 협의의 결과입니다. 모든 토론과 심의는 르완다
사회의 모든 분야 즉, 경제계, 정부, 학계 그리고 시민 사회의 최고 수준의 리더십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Vision은 정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르완다인을 위한 공통된 목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우리 개인의 능력, 공동체, 사업과 공공기관들 속 우리의 역할이 이 Vision을 실현하는
것에 공헌할 수 있을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공통된 목적에 의해 성공을 성취한 모든 사회와
같이, 우리의 Vision 2020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인 하나의 집단으로써 르완다인들을 묶어
주는 결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Vision 2020이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우리의 vision이 명확하고 강력하게 자리잡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힘찬 에너지에 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Vision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줄 역할을 할 모든 르완다 국민과 르완다의 우호국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Paul Kagam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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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예상할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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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단결되고 포괄적인 르완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만족하기 힘든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들이 르완다 Vision 2020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다.

정의하기 위해 개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 협의는 Vision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오늘날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인도적 원조 단계로부터 지속적인 개발로 변해가는 갈림길에

2부. 운영 및 활동

이 Vision은 1998-99년에 Urugwiro 마을에서 개최된 국가 협의 과정의 결과이다. 국가의 미래를

서 있다. 1994년 이래 르완다 정부는 개발 파트너들로부터의 중요한 조력과 함께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리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안정화시켰다. 하지만 도전 과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르완다의 인구는 2020년까지 두 배가 되어 1600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르완다의 경제를
2020의 목표를 고려하면, 적어도 7%의 연간 성장률이 요구된다. 이것은 농업기반사회를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고 높은 저축률과 민간투자를 장려하여 국가의 외부원조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성취될 수 없다.

3부. 르완다 정보

중소득국가 수준으로 (2000년도 1인당 소득 220USD에서 한 해 평균 900USD로) 변화시키려는 Vision

경제 성장이 반드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기근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은
반드시 Pro-Poor, 모든 르완다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Vision 2020은 르완다인들에게 차별 없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기본적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현대적이고 강한 단결된 국가가 되기를 목표로 한다.

기반들(Pillars)에 기초한 성취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가족 계획 복지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130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록

위에 명시된 목표와 도전 과제들의 관점에서, 르완다를 위한 새로운 Vision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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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한 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위에 정착된 사회적 자산과 국가의 재건;
- 다른 분야들과 연계를 통한 생산적, 고-가치적, 시장 중심 농업으로의 변화;
-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이 주도하는 효율적 민간 부문의 개발;
- 공공, 민간 부문, 시민 사회를 겨냥하는 광범위한 인적 자원 개발, 포괄적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인구, 보건과 성 관련 사안들과의 통합;
- 향상된 운송 수단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에너지와 수자원의 공급과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 지역적 경제 통합과 협력의 촉진;
정보통신기술, 환경적, 천연적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성 평등을 포함한 많은 교차적(crosscutting)인 문제들이 이러한 요소들에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ision 2020은 유능한 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단결과 평등의 정신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
르완다의 진행중인 개발의 중심에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국민들이 있다.

2. Current situation and the challenges
2.1. Historical Perspective
르완다가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절망적인 국가로부터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을지라도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로 약 60%의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 존재하는 격심한 저개발의 상태에 있다. 현재의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르완다를 역사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1세기 이래로 르완다는 현재의 국가 경계선을 넘어 뻗어나가 르완다의 국민, 공통된 가치 그리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로써 존재했다. 국가의 단결성은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공통된 관습과 일족
사회에 기반하고 있었다.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사상과 몇몇 종교적 단체들의 담합에 기반한 식민지적 권력이 미묘한 사회적
차이점들과 제도화된 차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태도들이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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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의 근, 현대사는 다음의 주요 사건들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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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을 만들어 내며 조화롭던 사회 구조를 무너뜨렸다.

- 1884년 베를린 의회가 르완다 왕국을 독일의 지배하에 Deutsch Ostafrica (독일의 동아프리카)로
편성하였다;
- 1910년 아프리카의 후기 분열 기간 동안 르완다의 많은 국토가 이웃 나라들에게 합병되고 이로 인해
르완다 내부 시장의 1/3과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상실하였다;
국가로써 벨기에로 위임되었다.
-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이 국제연합 (the United Nations)이 되어
르완다는 1962년까지 벨기에 행정부 아래 국제연합 (the United Nation; UN) 산하 위임 통치 지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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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차 대전에 뒤따른 독일의 패전으로 르완다는 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 산하 신탁 통치

- 식민지 시기 동안, 벨기에는 당대의 진화론을 적용함으로써 르완다의 시민 분열을 일으켰다. 이 불행한
발전은 1962년 독립을 쟁취해 낸 이후에도 1994년 제노사이드로 절정에 다다른 대학살의 밑바탕으로
간주될 수 있다.
GNU(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와 TNA(the 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가 민주적
제도들을 통해 새로운 르완다의 지평을 열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 역사적 유산이 오늘날 르완다가 직면한 도전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이는 다음에서 면밀히 검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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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F(Rwandan Patriotic Front; 르완다 애국 전선)가 1994년 제노사이드에 종지부를 찍은 후

것이다.

2.2. Major challenges facing Rwanda today

투자율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취업률로 설명할 수 있다(표1). 게다가 르완다의 주된 수출 가격
자체가 세계 시장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쉽게 받는 차와 커피로 구성되어 있어 수입량을 충족시킬 수 없다.

부록

르완다 경제의 특성은 내부적(예산부족), 외부적(수지균형) 거시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낮은 저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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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wanda’s Macro-economic indicators from 1995 to 2000
Indicateurs
CPI
GDP Deflator
Savings less inverstments
% GDP
In billion RwF
Internal absorption (% GDP)
Overall budget deficit(% GDP) Without grants
With grants
Current balance
Exd. official transfers
Incl. Official transfers
Real GDP per capita (USD)
Debt service (% Exports)

infiation rate (%)

1995
48.2
51.3
-22.3
-77.5
122.8
-13.3
-2.3
-20.5
4.5
185.6

1996
13.4
10.9
-20
-85.4
120.3
-13.1
-5.7
-19.1
-0.3
204.3
20

1997
11.7
15.6
-18.4
-103.1
124.6
-9.9
-2.5
-17.6
-4.9
216.8
14

1998
6.8
2.2
-17.4
-110.1
120.4
-8.3
-3
-16.8
-9.4
202.6
17

1999
-2.4
-3.5
-15.6
-101.8
118.7
-9.7
-3.8
-17.1
-7.6
252.5
26

2000
3.9
3.3
-16.3
-115
113.7
-8.9
0.1
-16.9
-5.1
227.7
25

출처: Rwanda Development Indicators Reports, BNR Reports

전체적인 상황은 많은 개별 도전 과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제일 잘 설명될 수 있다.
(i) Diminish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arable land distribution
노동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은 비생산적이지만 여전히 생계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작지의 분배는 국민 9명당 1헥타르 나타나고 있지만 높은 출생률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상당한 농촌 거주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1헥타르도 안되는
경작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작 가능한 목초지는 350,000 헥타르이지만 대부분 토질이 좋지 않다. 이는
개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토지의 착취와 비료의 남용에 따른 결과이다. 이로 인해 르완다 토지
생산력의 감소와 환경적 퇴보를 초래하여 르완다 국민의 영양 결핍이 나타나고 있다. 르완다의 국민들은
더 이상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제 2, 제 3의 경제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이 고안되어야 한다.
(ii) Natural Barriers to trade
르완다가 육지에 둘러싸여 항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수출입에 있어 운송비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지역적 철도 시스템에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무역이 육로를 통해 진행된다.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국내 제조품의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높은 운송비를 발생시킨다. 무역에 있어 이러한 제약들이 산업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개발에 있어 방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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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차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그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나 이는 르완다의 경제를 바로
세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경제적 기반, 특히 수출의 확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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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arrow economic base

가치 있는 다양한 광물들이 르완다의 작은 자력이 될 지 몰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만한 충분한 양의
천연 자원이 르완다에는 단 하나도 없다. 수 십 년 동안 광산업 분야는 대부분 무수한 표면 작업과
석석(Cassiterite)의 채취와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텅스텐(Wolfram)이나 Colombo-tantalite, 금
같은 다른 광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 매장량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Kivu 호수에 천연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iv) Weak institutional capacity
공적 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는 온전한 기관들과 능력 있는 인사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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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600억 평방미터 정도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측정하고 있지만 이 분야를 위한 효율적인 탐사와

역량이 부족하다. 과거의 정부들은 온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보다 손실이 크고 국내의 장기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생력을 성장시키는 데 실패한 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해왔다. 이 방면에 큰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장애물로 남아있다.

전문적 인사들의 극심한 부족은 개발의 모든 분야에 장애물이 된다. 목축업과 농업에 충분히 능숙한
사람들의 부족이 이 분야의 현대화에 방해가 됨과 동시에 기술자와 자격을 갖춘 관리자들의 부족이 제
2, 제 3의 영역으로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다. 문맹률은 도시와 지방의 인구 내의 48%를 차지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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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ow leve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설상가상으로 인구의 생산성이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주요 질병들의 발병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감소하고있다.
(vi) Public debt
15억 US$의 빚을 안고 있고 이 중 약 75%를 World Bank와 다른 다국적 대출자들에게 빚지고 있다.
이 빚은 국가의 부 창출 능력보다 높게 축적되고 있어, 국가의 성장을 위협하지 않고 안고 있는 빚을
자연스레 갚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2015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수출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빚에 대한
의존과 공여국의 자금 원조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다.

부록

르완다의 경제 발전의 주된 장애물은 국가부채이다. 현재 르완다는 국가 GDP인 13억 US$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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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Genocide
1994년에 발생한 제노사이드는 르완다의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해
동안 GDP가 반으로 줄었고 인구의 80%를 빈곤으로 밀어 넣었으며 토지의 광대한 부분과 가축들이
파괴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개발 제한요소들을 악화시켰다. 불완전한
상태로 이미 개발되었던 사회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숙련된 교사, 의사, 공무원 그리고 민간
기업인들이 속한 세대 자체를 강탈당했다. 이와 같이 제노사이드는 르완다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를 황폐화시켰다. 성공적인 조화 없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안전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이 이
나라에서 입지를 굳히기가 힘들 것이다.

3. Major objectives of Vision 2020
이 Vision은 2020년 까지 르완다를 중소득 국가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평균
수명 55세 (2000년 당시 49세), 빈곤비율 30%(2000년 당시 60.4%), 연간 평균 소득 US$ 900(2000년
당시 220US$)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1에 우리가 성취하여야 하는 변화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극단적으로 부족한 르완다의 자원들을 고려한다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섹션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개발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상보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산업과 서비스 부문 개발 같은 경우 경쟁력을 갖춘 기술들과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제 안정화, 원조 의존 감소, 수출 증가는 단기적인 주요 쟁점들이다. 이는 다음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3.1. The Short Term: Promotion of macroeconomic stability and wealth creation to reduce
aid dependency
르완다는 민간 부문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책들을 실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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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강조된 불균형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어왔고 이는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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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확대와 수출 증가가 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담과 외부 원조에 대한 의존성으로 이어졌다. 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채무 상황에
대처하며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관세 표준을 확장하는 효율적인 전략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반 수출적 선입견에 대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수출품의
다양화와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미 몇 개의 정책들은 무역 자유화, 민영화, 세금 개혁, 경쟁적인
경쟁적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는 농업
기반경제에서 정교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3.2. The Medium Term; Transforming from an agraria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2부. 운영 및 활동

환율, 시장 중심 이자율을 포함하여 발전되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이 더 효율적이고

비록 르완다의 농업이 높은 가치와 생산력을 갖춘 분야로 변화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성장이라 할 수 없다. 농업에 대한 의존성을 제 2, 제 3의 분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을 향한 집중 전략을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르완다의 작은 크기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의
용이함(자원이 허용되는 한)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사이의 관문으로서의 전략적 위치,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국민들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상품이 국내 요구를
충족시키며 더 나아가 수출까지 연결될 때, 기존 산업들이 이용 가능한 시장이 있는 기본적 수요들에

3부. 르완다 정보

그러나 이는 단순히 농업이나 산업, 공익에만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르완다의 상대적 이점과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사업 분야는 르완다의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 원동력이다. 르완다는 바다가 접해 있지
않은 지역이고 천연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주된 역할로는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을 공들여 만드는 것 조차도 지식기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품질과 신뢰성을 증가시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수자원 통신, 운송 등 다른 분야들에서 필요로 한다. 교육과 보건 수준의 개선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부록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고안해 내고 지역에서 경쟁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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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ansformation of economic activity 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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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ong Term: Creating a productive middle class and fostering entrepreneurship
개발 자금 조성은 장기적으로 국가자금 또는 기부금만 가지고는 충당될 수 없다. 국가자금과 기부금과
함께 이 과정의 중심은 반드시 르완다의 중산층 기업인들이 되어야 한다.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은
이익창출을 위한 기회들을 통해 중요 혁신과 고용, 부 창출과 같은 전통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 장려와 경쟁력 면에서 민간부문을 자극하는 것은 은행, 보험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재정
분야를 확대하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다. 단기, 중기적으로 창출된 개발 이익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르완다는 또한 정보통신중심이 되는 것과 같이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 르완다는 생계형 농업 기반 경제로부터 활기찬 기업가 계층을 가진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전환의 주요 단계들의 개요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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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이 적절한 행동 시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섹션 4에서는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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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Pillars of Vision 2020

2020의 주된 양상들을 밝히고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다. Vision 2020의 목표는 약 여섯 가지의 기반으로
나뉘는데 이는 세 가지 교차적인 문제들과 얽히게 된다. 섹션 5에서 교차적 문제들에 대해 언급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기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Pillars of the Vision 2020
1. Good governance and a capable state

Cross-cutting areas of Vision 2020
1. Gender equality

 rotection of environment and
2. Human resourece development and a 2. P
sustainable natural resource
knowledge based economy
3. A private sector-led economy
4. Infrastructure development

2부. 운영 및 활동

Table 2: Pillars of the Vision 2020 and its crosscutting areas

management
3.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ICT

Agriculture
6. Reg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3부. 르완다 정보

5. Productive and Market Oriented

4.1. Good Governance and a Capable State
르완다는 고유의 긍정적 문화 위에 단결되고 번영하는 현대적 국가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사회적 결합, 평등 그리고 기회의 균등함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법의 지배 아래 유능한 국가가 되는 것을
약속한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 단결, 그리고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국가의 통합과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

부록

Diaspora(난민)와 함께 세계를 향해 열릴 것이다. 르완다인들은 미래를 향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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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시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실상 국가의 역할은 부 창출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르완다의 국가로써의 낮은 역량이 이러한 변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 상황은
급격한 발전 여타 분야를 파악하고 있는 숙련된 인적 자원을 공공부문, 특히 르완다를 현대의 국제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공 부문에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부족한 자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 책임감 있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춘 굿 거버넌스를 확보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법치와 특히 인권 보호에 전념하고 민주적 구조와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초적인 단계부터의 국민 참여는 지방분권 과정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또한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굿 거버넌스와 효율적이고 역량 있는 국가 위에 자리 잡은 르완다의 재건과 사회적 자산은 다른 기반들의
조화로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4.2.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a Knowledge-based economy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의 개선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르완다가 정교한 지식기반경제가 되기 위해 이는 필수적이다.
(i) Education
‘모두를 위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 개발 목표) 중 하나 이며
르완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사람들을
초등, 중등, 고등의 모든 수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능력 없는 대다수의 교육자들로
인해 질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강력한 교사 함양 프로그램들을 편성할 것이다.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은 기술, 공항, 경영 분야에서 기술적인 직업 훈련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청소년과 여성에 특히 강조를 두어)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중퇴자들 또한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젊은 자영업 기술자들의 능력개발을 함양하기 위해서 무담보 소액대출계획안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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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공공 훈련 그리고 원격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프로그램이 공공
기관에서 실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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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될 것이다. 특별한 관심이 혁신적이고 작은 규모의 기업인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효율적인 기술의

르완다는 정보통신기술과 자연, 응용과학 분야가 극심하게 결핍된 상태로 전문적인 교육이 뒤떨어진다.
국가가 선진국들로부터 수입된 기술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될지라도 교육받고 전문화된 국민들이 의학과
농업부터 산업과 정보통신까지 이르는 기술적 시스템들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영 하는 데

Vision 2020을 성취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발과 노동 정책들을 교육 정책들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 2, 제 3의 분야로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에는 숙련된 노동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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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ii) Health and population
르완다의 인구는 2000년에 대략 80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자원 고갈과 그에 따른 가난과 기근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 증가는 많은 요소들에 의한
결과이다: (1) 여자들의 높은 출산율 (2) 다산 문화 (3) 유아사망률의 감소 (4) 비친화적인 기후와 지형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

3부. 르완다 정보

나라 중에 하나이며 매년 3%에 가까운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천연

르완다는 인구를 하나의 근본적인 자원이며 미래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미래의 인구
정책의 성공과 함께 르완다는 20년 이내에 출산율을 6명에서 4.5명으로 줄이고 인구 성장률을 2.2%까지
줄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말라리아(의료기관에서 40%의 진찰)와 HIV-AIDS(전체 인구의 13%)의 발병률이 높고 이는 주요 경제적
문제로 여겨진다.
20년 이내에 보건 분야에서 성취하려 노력하는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유아 사망률 1000명 당
107명에서 50명으로의 감소, 산모 사망률 100,000 명 당 1070명에서 200명으로의 감소, 평균 수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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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에서 55세로 증가, 말라리아와 다른 잠재적 전염성 질병의 통제 가능화, AIDS 발병률 13%에서
8%로 감소.
이러한 개선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료 정책들은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의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 인구의 극빈 계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족계획은 출생률과 HIV/
AIDS의 발병률 둘 다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현재의 인구 정책들은 보건의료 분야 속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가난은 빈약한 건강의 주된 원인이고 빈약한 건강 또한 가난의
주된 원인이 된다.

4.3. Private Sector-led Development
발전 가능성이 큰 민간 부문의 출현은 르완다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서
절대적인 해결책이다. 민간 부문의 개발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발전을 돕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깊이 새겨 줄 활기찬 중산층 기업인들의 출현을 보증할 수 있다. 비록 외국직접투자가 장려될
것이라 해도 현지 기반 사업계층은 여전히 개발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르완다 정부는 민간 부문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용과 가격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 줄 수 있는 포괄적인
민영화 정책에 전념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기반시설, 인적자원, 법적인 제도가 경제적 활동과 민간 투자를
자극하게 만들기 위한 기폭제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재정 분야의 개발은 현재 저개발 상태이고 국가의 경제적 수요에 형편없이 맞추어져 있지만 중요한
요소이다. 재정 분야는 반드시 민간 부문 개발에 필수적인 자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외국 사업가가 현지 사업 파트너를 가질 수 있는 수출 구역의 도입을 통하여 현지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르완다의 민간 부문 개발은 공식적인 분야들에 구속 받지 않을 것이다. 소매업, 보수공사와 자동차 수리,
수공업과 금속가공 같은 비공식적인 분야 또한 개발이 될 것이다.
노동 시장에는 특별한 관심이 쏟아질 것이다. 40년의 식민지 시대 동안 르완다의 경제는 농업 외 오직
200,000개의 일자리만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 만약 가족복지계획이 개선된다면 인구는 2020년까지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700만 명의 사람들의 농장 외에서 생활비를 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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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그러므로 농업 이외의 분야에 1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난 수십 년간

4.4. Infrastructure Development
사회기반시설의 재건과 개발에 있어 사업비용감축은 중대한 측면으로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일 것이다.

토지 사용 관리는 개발에 있어 근본적인 도구이다. 르완다는 극심한 토지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토지 사용 계획은 도시와 지방 개발의 최대 활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최근 르완다의 토지
자원들이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되어 국가의 우수 수용력을 악화시키고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의 수익성을 제한시켰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거주권의 안정성과 거래의 자유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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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and use management

현대적 토지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르완다는 경제적 활동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조화로운 정책들을 추구할 것이다. 적극적인 개발 센터로
활기를 창출하며 비농업 분야 수입 개발로 향하는 출구가 될 것이다. 토지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농업을
위해 적당하게 개편되고 강화될 것이다.
(ii) Urban development

3부. 르완다 정보

조직화된 지방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의 정착은 경제적

르완다의 도시화는 느리지만 가속화하고 있다. 도시화는 빠르고 조절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 공익 사업과 고용 기회들이 뒤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부터 2010년까지 모든
마을의 도시종합계획과 구체적인 토지 관리 계획은 정기적으로 갱신될 것이다. 이 나라는 농업 지역의
혼란을 없애는 것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도시의 센터와 다른 개발 잣대 속에 기초적 사회기반시설을
증가할 것이다. 마을과 도시 사이의 소득 격차는 국가의 경제 활동의 지방분권화에 기인하여 타당한 비율
안에 머물러야 한다.
(iii) Transport
르완다는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케냐와 탄자니아의 항구까지 높은 운송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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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로의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히 탄자니아의 Isaka까지 지역철도의 확장, 우간다 철도 시스템의
확장을 통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Banguela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철도와 수자원이 결합된
시스템이 고려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호수 근처의 지역적 중추로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 2의 공항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내부시장에 대해서도 르완다는 믿을 만하고 안전한 교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iv) Communication & ICT
르완다의 전자 통신 보급률은 매우 낮다. 정보통신 정책은 투자자들을 끌여 들여 이 분야가 자유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언어, 높은 인구밀도, 작은 크기의 나라라는 이점을 이용할 것이다. 2020년 까지,
르완다는 모든 중등학교와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모든 행정수준의 인터넷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전화 사업은 지방에 널리 퍼질 것이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 전자정부 정책들의 적용을 통해
증가할 것이다.
(v) Energy
가격이 높고 부적절한 전기 공급은 개발에 있어 제한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나무는 인구의 99%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산림파괴와 토양파괴를 초래한다. 수입된 석유
상품들은 외환의 40% 이상을 소비한다. 그러므로 르완다는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대체 에너지의
원천들을 다양화 할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르완다는 600억 평방미터로 측정되는 Kivu 호수의 재생 가능 메탄가스의 광대한
저장량과 함께 상당한 수력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부터 155백만 톤의 1/3까지
개발할 수 있는 토탄의 저장량과 함께 태양 에너지와 광 발전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르완다는
2020년까지 적어도 인구의 35%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2000년 2%) 현재 국가 에너지 소비의
94%를 차지하는 나무의 소비를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vi) Water
오직 52%의 르완다인들만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에서 한 사람당 물 소비량은
하루 국제 기준 20리터에 훨씬 못 미치는 8.15리터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비와 농업을 위해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 둬야만 한다. 비축해 두는 방법은 우수 (연간 900mm에서 1800mm사이)와 호수들과
시내, 물길을 포함한다. 게다가 르완다 서쪽의 고 지대에는 물 공급이 충분하여 물 부족에 직면한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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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남동쪽 지역으로 중력을 이용해 물을 제공할 수 있다.

2020년까지는 음용 가능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현재 52%에서 매년 2.5%씩
증가시켜 나가야만 한다.
(vii) Waste management
못한다. 더럽고 안전하지 못한 물의 소비가 수인성 질병들의 원인이 된다. 적절한 배수시설 없이
무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마을의 건설 때문에 위생 관련 문제들이 악화된다. 하수와 우수는 공공
도로를 파괴하고 침체시킬 수 있으며 인간과 동물에게 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가옥들이 언덕의 꼭대기 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물가를 타고 내려오는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한

2부. 운영 및 활동

인구의 85%가 배수와 하수처리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62%의 화장실이 최소위생기준을 지키지

오염과 하수들이 수자원을 위협한다. 인간의 정착과 산업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비효율적인 오수관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부서가 생길 것이다. 가정에서는 위생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방법들과 오물
처리 방법들을 배워 익숙해 질 것이다.

4.5. Productive High Value and Market Oriented Agriculture

3부. 르완다 정보

지방과 도시에서는 충분한 하수처리 시스템을 2020년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모든 마을에 오물을

독립 이후 르완다의 경제 정책들은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계속해서 저조한 상태에 있고 끊임없이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다. 실용적인 생계
수단으로써의 농업에 대한 과거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개발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사회적 통념과는 반대로 르완다의 농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의 크기가 아니라,
소작농 중심의 생계 유지적 농업과 연관된 낮은 생산성이다. 농업정책지향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연간
4.5%에서 5%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화를 촉진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고가치의 농작물과 현대적 목축 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 Vision은 2020년까지 생계 유지적

부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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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을 완전히 상업적인 농업 분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기 위하여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토지 소유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
- 토지 자산 시장 개발;
- 공익사업의 확장과 광범위 조사;
- 지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수확량이 많은 품종의 사용과 집중적 투입, 특히 비료;
- 농업 기반 제조업의 촉진;
- 토질의 감소를 막기 위한 환경적 관리 방법;
- 지방 재정 기획과 시장;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르완다를 위한 실용적인 경제 전략은 농업 분야에서 벗어난 다양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농업은 경제의 다른 분야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농업-사업의 개발로 시작해서 부산물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위에서 언급된 우선 정책 분야가 농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방 경제에도 이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확실하다.

4.6.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tegration
르완다는 Vision 2020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써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꼽는다.
이를 위하여 외국직접투자를 격려하는 정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무역의 장벽들을 최소화하며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패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쟁적인 기업과
수출,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들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생산을 위한 경제 구역이 르완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장시켜 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큰 지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르완다를 정보통신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르완다의 상대적인 전략적 위치는 중계
무역과 상업의 관점에서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산업적 개혁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수출
처리 구역들은 이 나라를 정보 통신과 공익 사업의 틈새를 통합하고, Great Lake와 Eastern African
지역에서 지역적 협동을 키워 이득을 창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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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oss-cutting issues of Vision 2020

여성들은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 수단으로써의 농업에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대게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며 그들의 기초적 교육을 책임진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소녀들은
있어서 그들의 입지는 매우 좁다.
성 평등성과 형평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르완다는 계속적으로 성에 관련된 법령을 갱신하고 조정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지원할 것이고 모든 차별을 근절하고 가난에 대항하여 싸우며

2부. 운영 및 활동

중등학교에서 찾아 보기 힘들어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성은 모든 개발정책과 전략들 안에서
포괄적인 사안으로 통합될 것이다.

5.2.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있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이의 불균형이다. 이 퇴보는 대규모의 산림파괴, 생물 다양성의 고갈, 침식과
산사태, 수로의 오염과 늪과 습지와 같은 변하기 쉬운 생태계의 악화를 통해 관찰된다.

3부. 르완다 정보

르완다의 환경 보호 분야의 주된 문제는 인구와 천연 자원들(토지, 물, 동식물, 수 십 년 동안 퇴보하고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의 연간 평균 인구 성장률은 3%로 2.2%로 추정되었던 농업 생산성 증가
비율보다 빨랐다. 이는 한계지역의 더 많은 점유와 꺠지기 쉬운 생태계의 빠르고 계속적인 토양 악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환경 문제들은 산업의 저급한 위치와 그 폐기물을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수로나
호수들로 직접 폐기하는 것에 의해 악화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증하기 위해서 르완다는 생물

5.3. Science, Technology and ICT
르완다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문화적 뿌리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사실이 개발 과정의 모든 측면 속에서

부록

다양성 정책과 함께 적절한 토지와 수자원 관리 기술을 실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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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으로 작용하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 르완다는 미래를
아우르고 과학과 기술 분야의 개혁을 문화적 강점을 완성하기 위한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르완다에서 사회경제적 면에 있어 과학과 기술의 통합과 적응 비율은 매우 낮고 기술적으로 자격 있는
전문가들의 부족이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 르완다는 매우 숙련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국가의 경제적 필요성에 맞춰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위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듯이
기술적 혁신뿐 만 아니라 과학적 기술을 사회, 경제적 개발 과정 속으로 통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교육이 중등학교와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상 수준의 기술 사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정부의 ICT계획에 따라 행정적
분야 수준까지 발전시킬 것이다.

6. The Road Map
이 장의 로드맵은 국가의 계획 과정을 통해 르완다 Vision 2020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또한 목표 달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과정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세워준다. Vision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요건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시 경제적 예측들과 중요한 추측 또한 행해진다.

6.1. Rwanda’s Planning Process and the Realization of Vision 2020
Vision 2020과 위에서 제시된 목표 성취의 원만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체 기획 과정 그리고
특히 중기, 단기 수단들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Vision의 장기 목표들은 the National
Investment Strategy(NIS) 뿐만 아니라 the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변환될 것이다.
PRS는 지방,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알려주는 중기 부문 전략들을 통해 운영된다. 이 분야별 전략들과
분권화된 개발 계획은 the Public Investment Programmes (PIP)을 주류에 편입시킨 3년 동안, 완전히
통합된 예산을 통하여 실제화된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을 통해 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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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MTEF를 통해 달성된 빈곤 감소는 꾸준히 모니터링되고 지방 발전계획의 정교함에 대한 평가를

Figure 2: Converting Vision 2020 into a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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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Financing of Vision 2020: Macroeconomic Assumptions and Projections
Vision 2020의 이행은 르완다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필요성을 고려한다.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거시경제적 관점으로의 고안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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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성장률이 2020년까지 평균 2.7%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2) 900USD 정도의 인당 연 소득으로 중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위하여 르완다는 이 기간동안 연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3) ICOR 접근에 기반하여 르완다는 목표로 하는 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GDP의 30%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4) 처음에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각 20%, 37%의 성장률을 나타냄과 반대로 농업은 2010년까지
GDP의 45% 이상을 차지했다. 그 이후 2차 산업과 3차 산업 부문이 이를 넘어서 2020년까지 3차
산업은 42%, 2차 산업은 26%, 농업은 33%의 GDP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민간 투자가 GDP의 평균 20%를 차지하고 공공 투자는 8%이다;
(6) 공공 기금 지출이 RwF 6,05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 Key Economic Variables of the Vision 2020
Population (Million)
Population growth rate
Nominal GDP (Billion)
GDP Growth Rate

2005

2010

2015

2020

8.65

9.88

11.29

12.90

2.7%

2.7%

2.7%

2.7%

1,218.75

2,147.85

3,957.28

7,291.04

7%

8%

9%

9%

GDP per Capita (Rwf)

140,915.87

217,369.10

350,540.18

565,298.46

GDP per Capita (USD)

231.39

336.48

542.63

875.08

Agriculture (billion)

560.63

923.58

1,582.91

2,376.88

Agriculture (% of GDP)

46%

43%

40%

33%

Services (Billion)

439

795

1,504

3,048

Services (% of GDP)

36%

37%

38%

42%

Industry(Billion)

219

430

871

1,867

Industry(% of GDP)

18%

20%

22%

26%

321.75

614.29

1,131.78

2,085.24

Public

124.19

163.26

314.35

605.25

Private

197.56

451.02

817.44

1,479.99
29%

Gross Domestic Investment (GDI)

Gross Domestic Investment((GDI) % of GDP)

26%

29%

29%

Public

10%

8%

8%

8%

Private

16%

21%

21%

20%

124.19

163.26

314.35

605.25

Total Capit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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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ribution of Sectors in GDP (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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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DP and Investment Projections for Vis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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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섹션에서는 르완다가 Vision 2020속에 세워진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될 도전들에
중점을 둔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계획 과정을 간소화하여 Vision이 자원의 할당과 우선 순위 집합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로써 수행 가능한 계획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국가, 기부 단체 또
민간 부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재정 자원 동원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자원들이 계획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면 Vision안에 세워진 목표들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6.3.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wanda Vision
Vision 2020의 이행은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NGO들, 분권화된 권력, 민간 단체, 종교 단체들과
개발협력 파트너들 모두의 영역 안에 있다. Vision 2020 이행의 제일 중요한 정책입안자는 정부의
내각이다. 경제 기획을 책임지는 부처는 이 Vision을 감시, 조정, 그리고 평가를 한다. Vision 2020에
기반한 전략적 계획들과 구역 개발 계획이 모든 분야의 부처와 지역에 의해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기획부는 구체적으로:
- Vision 2020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직화한다
- Vision 2020의 우선적 분야에 자원들을 유통시키고 분배한다
- Vision의 이행을 책임지는 계획 기관들과 다른 기관들을 지지한다
- 전략적 계획들과 구역 개발 계획에 기반을 둔 Vision 2020이 준비되고 the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와 연간 예산에 연계되는 것을 보증한다
- Vision을 위한 감시와 평가 틀의 설립을 책임진다
- 정기적으로 Vision 2020의 목적과 목표 성취에 대한 현 상황을 내각에 보고한다
Vision 2020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는 Vision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Vision 2020 이행을 중심으로 합의 형성이 실현되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 The Consultative
Committee는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 시민 사회, 민간 부문과 다른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인적자원을
위한 수단이 되어 이 Vision을 수행한다. The Committee는 조직화되고 The Ministry in charge of
Economic Planning의 의장이 이끌 것이다.
Vision 2020의 기술적 발판들은 Vision 2020의 기반들과 함께 차례로 수립될 것이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를 촉진하고 다른 분야의 행동과 정책들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통된
비전을 만들어낸 것처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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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20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은 아래의 조직도에서 보여진다.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of Vision 2020
Vision 2020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
The Cabinet

2부. 운영 및 활동

Ministry in charge of
Economic Planning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for the Vision 2020

Technical
platform

Technical
platform

Technical
platform

Technical
platform

Technical
platform

Technical
platform

Technical
platform

National Steering Committee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술적 발판들에 대한 책임감과 과업의 정의 그리고
참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용어들을 준비할 것이다.

3부. 르완다 정보

The Ministry in charge of Economic Planning은 르완다 Vision 2020이행의 관리에 관여하는 the

Conclusion
Vision 2020은 르완다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소득 경제로 탈바꿈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어떤 이들은 이 계획이 너무 야심차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은
속에 머무르는 것은 르완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Vision을 성취하기 위해 자원을
유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들을 고안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것은
비슷하게 불리한 초기 개발 시기를 겪은 나라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계획이다. 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호랑이들’의 개발 경험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

부록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르완다가 가진 선택권은 무엇인가? 단순히 현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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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es
Annex 1: Key Indicators of the Rwandan Vision 2020
Indicators
1. Rwandan population

Situation In
2000

Target in
2010

Target in
2020

7,700,000 10,200,000

International level

13,000,000

2. Literacy level

48

80

100

3. Life expectancy (years)

49

50

55
4.5

4. Women fertility rate
5. Infant mortality rate (0/00)
6. Maternal mortality rate for 100000 live birtbs

6

5.5

107

80

50

1,070

600

200

7. Child Malnutrition (Insufficiency in %)

30

20

10

8. Population Growth rate (%)

2.9

2.3

2.2

9. Net primary school enrolment (%)

72

10. Gross primary school enrolment (%)

100

100

100

100

11. Secondary school transitional rate (%)

42

60

80

12. Gross Secondary school enrolment (%)

7

40

60

20

100

100

50

106

13. Rate of qualification of teachers (%)
14. Professional and technical training centres

1

4

6

16. gender equality in tertiary education (F %)

15. The rate of admission in tertiary education(0/00)

30

40

50

17. Gender equality in decision-making positions ( % of females)

10

30

40

18. HIV/AIDS prevalence rate (%)

13

11

8

19. Malaria –related mortality (%)

51

30

25

20. Doctors per 100,000 inhabitants

1.5

5

10

21. Population in a good hygienic condirtion (%)

20

40

60

22. Nurses per 100,000 inhabitants

16

18

20

2

5

5

60.4

40

30

6.2

8

8

9

8

6

23. Laboratory technicians per 100,000 inhabitants
24. Poverty (% < 1 US S/day)
25. Avergage GDP growth rate (%)
26. Growth rate of the agricultural sector (%)

100

100

100

50

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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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In
2000

Target in
2010

Target in
2020

International level

27. Growth rate of the industry sector (%)

7

9

28. Growth rate of the service sector (%)

7

9

11

0.454

0.400

0.350

29. Ginni Coefficient (income disparity)
30. Growth national savings (% of GDP)
31. Growth national investment (% of GDP)

1

4

6

18

23

30

220

400

900

33. Urban population (%)

10

20

30

34. Agricultural population (%)

90

75

50

3

20

50

0.5

8

15

1

15

20

35. Modernized agricultural land (%)
36. Use of fertilizers (Kg/ha/year)
37. Financial credits to the agricultural sector (%)
38. Access to clear water (%)
39. Agricultural production (kcal/day/person (% needs)
40. Availability of proteins/person/day (% of needs)

42. Annual electricity consumption (kWh/inbabirants)
43. Access to electric energy (% of population)
44. Land portion against soil erosion (%)

80

100

2,000

2,200

35

55

65

0.54

0.56

0.60

30

60

100

2

25

35

20

80

90

94

50

50

45. Level of reforestation (ha)
46. Wood energy in the national energy consumption (%)

100

70

3부. 르완다 정보

41. Road network (km/km2)

52
1,612

30

2부. 운영 및 활동

32. GDP per capita in US S

12

1부. NGO 등록

Indicators

47. Non-agricultural job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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