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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아시아 Asia
약사

 천457만㎢(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
총면적 4
인 구 43억4천960만 명(2014년 기준 유엔 통계. 세계 총 인구
의 약 60%)

주 민 몽골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티베트인, 위구르인, 크
메르인, 타이인, 미얀마인, 인도아리아인, 남방인종 계통
의 드라비다인, 네글리토인

언 어	알타이어 계통의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 위구르어, 터키
어, 중국어 계통의 크메르어, 말라야어, 인도네시아어, 타
갈로그어, 인도아리안 계통의 힌디어, 벵골어, 페르시아
어, 영어와 프랑스어도 일부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

종 교	전통적으로 한국·중국·일본 등은 대승불교, 태국·미얀마·
스리랑카 등은 소승불교, 몽골·네팔·티베트 등은 라마교,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은 이슬람교, 인도
는 힌두교 등. 기타 기독교, 천주교

아시아는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다양성이 큰 대륙. 유
라시아 동쪽 5분의 4를 차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 불교, 힌두교 등 세계 주요 종교의 발상지로 한
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
본, 필리핀, 베트남 등 48개국이 있음.
유럽인들이 15세기 말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식
민지화의 토대를 닦았고 20세기 초까지 인도, 인도네시아, 베
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약화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각국에서 독립 투쟁이 전개됐으며, 인
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잇따라 독립.
5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맹주로 수많은 왕조가 흥망을 이어
온 중국도 명-청 전성기를 지나 19세기 발생한 아편전쟁으로
대영제국에 패배하면서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 1912년
신해혁명으로 아시아 최초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 탄생.
국공내전과 중일전쟁 이후 중국 공산당이 1949년 10월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쳐 덩샤
오핑 시대 자본주의를 도입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미국과 함
께 세계 2대 강국으로 자리 잡음.
일본 열도에서는 1~2세기 출현한 대규모 정치 조직이 3~4
세기 최초의 통일국가인 야마토 정권(왜)으로 발전. 7세기 백제
를 돕다 신라와 당나라에 패하고 백제 지배 계층이 유입되면
서 한자 문화권에 본격 흡수. 막부(무사 정권)와 지방자치 시대
를 거쳐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이후 임
진왜란(1592년), 정유재란(1579년)으로 조선 침략. 1867년 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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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이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 통일국가를 수립해 자본주
의와 군사력 강화. 제국주의화로 청일전쟁(1894년), 러일전쟁
(1904년)을 일으켰으며,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 1941년 미국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원자탄 피폭으로 항
복. 전후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 경제력을 앞세워 정치·
군사 대국화를 노렸지만,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로 장기 불
황에 빠짐. 2010년대 이후 대규모 금융 완화 등으로 경기 회복
추세.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차세대 리더로 부상하고
있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낙후된 사회간접시설 등으로 고전
(苦戰). 그러나 정치적 안정, 경제 개방과 자유화 정책 등에 힘
입어 본격적인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자립 경
제를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베트남전이 본격화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결성해 협력을 강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
안 10개국은 2016년 기준 총 인구가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
위,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2조5천억 달러로 세계
7위의 공동체로 거듭남.

중국

네팔
인도

★

카트만두

원 수	[대통령] 비디아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2015년
10월 취임)

의 회	단원제(제헌의회 601명)
달러(2014년, PPP 기준), 197억6천만 달
국내총생산 671억4천만

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천400달러(2014년,

통 화	네팔 루피(Rupee), 1미 달러=99.531 루피(2014년)

약사
최근 동향
중국이 정치·경제면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에 대항
할 세계 2대 강대국으로 발돋움. 초강국이 된 중국은 남중국해
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을 다툼.
중국이 우경화한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위다오) 영유권
을 두고 벌이는 대립도 여전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부인으로 한국과 일본
은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지만, 2015년 말 양국 정부가 위안
부 문제를 합의함. 북한의 핵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요인임.
2017년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간 이견으로 한일관계
다시 악화.
2017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린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회(당 대회)는 ‘시진핑 1인
체제 출범’으로 평가됨. 시 주석은 주요 2개국(G2)의 지도자로
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보하고 중국 최강국 비전을 현실화하
려는 ‘중국몽’을 꾸고 있음.

네팔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면 적	14만7천181㎢
자 원	삼림, 수자원
인 구	3천155만1천305명(2015년 7월)
수 도	카트만두(Kathmandu)
주 민	체트리족(16.6%), 브라만-힐족(12.2%), 마가르족(7.1%),
타루족(6.6%), 타망족(5.8%), 네와르족(5%) 등

언 어	네팔어(공용어)
종 교	힌두교(81.3%), 불교(9%), 이슬람교(4.4%), 기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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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년 구르카 왕조의 나라얀 왕이 네와르족을 정복하면서
통일국가 수립. 184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라나 가문이
재상 직을 세습하며 전제정치를 계속. 1951년 트루부반 왕이
인도의 지원으로 왕정복고를 이루고 입헌군주제 확립. 2007년
12월 국민투표에 따라 군주제 폐지 결정. 2008년 5월 네팔 제
헌의회가 왕정 폐지와 공화정 도입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
택하면서 왕정 종식.

정치
1999년 5월 총선 이후 네팔의회당과 네팔공산당의 양당 구
도 지속. 갸넨드라 샤 국왕이 2006년 4월 야당 등의 대규모 항
의시위에 굴복해 권력을 민간에 이양. 2008년 7월 제헌의회는
네팔의회당의 람 바란 야다브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8월 마
오주의 네팔공산당 당수인 프라찬다를 총리로 뽑음.
그러나 제헌의회의 새 헌법 제정 작업은 선거제도와 통치구
조, 지방제도 등을 놓고 수년간 공전. 실제로 정국 주도권을 둘
러싼 주요 정당 간 갈등으로 2010년 7월부터 16차례나 선거를
실시했지만 총리 선출에 실패.
네팔 의회는 2011년 8월 네팔공산당의 바부람 바타라이 부
당수를 새 총리로 선출. 바타라이 총리는 새 헌법 도입을 위해
2012년 5월 여러 정당 소속 장관 7명을 포함한 통합 정부를 출
범. 그러나 네팔 정당들은 제헌 협상에 실패. 의원 임기를 한
차례 갱신하고도 헌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2012년 5월 결국 의
원들의 임기가 모두 끝났으나 총선 전 바타라이 총리가 물러
나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로 후속 선거도 제대로 못 치름.
2013년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 성향 네팔의회당이 1위를
차지하고 온건 성향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연대 네팔공산당이 2
위를 차지.
2015년 10월 치러진 대통령 선출투표에서는 통합마르크스레
닌주의 네팔공산당의 비디아 데비 반다리 부총재가 2대 대통

령으로 선출. 이로써 네팔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함. 같은
당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총재는 새 총리 자리에 오름.
그러나 2016년 7월 종래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CPN-UML)과 연정을 구성했던 마오주의 중앙공산당이 연정
을 깨고 올리 총리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올리 전 총
리가 사임함. 이에 따라 네팔에서 왕정 종식 후 첫 총리를 지
낸 반군지도자 출신 푸슈파 카말 다할 마오주의 중앙공산당
(CPN-MC) 총재가 7년 만에 다시 총리로 선출.
2017년에는 2015년 제정된 연방공화제 새 헌법에 따라 11년
만에 시장과 시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됐고, 연방 하
원과 주의회 의원 선거 투표도 치러짐.
총선에서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과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서 친 중국 성향의 좌파 연립정부 출범.

오 방송이 있음.
히말라야 산맥을 품은 네팔은 지진이 종종 발생해 수많은
피해를 보기도 함. 2015년 4월 25일에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
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8천654명 사망, 2만2천 명 부상,
가옥 50만 채 붕괴 등의 대규모 피해가 났음. 산사태와 지진으
로 2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에베레스트 등반을 2016년
재개함.

동티모르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외교
비동맹 중립 노선이 외교 정책의 기본. 대한민국과는 1974년
외교 관계 수립하고 2007년 3월 주한네팔대사관을 설치. 미
국 국무부가 네팔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네팔공산당(CPN)을
2012년 9월 테러단체목록에서 제외.
지난 수십 년간 티베트 난민의 터전이던 네팔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팔 내 티베트인 2만 명의 삶이 위협받
음. 네팔은 또 자국의 유일한 연료 공급국인 인도의 영향력 확
대를 견제하기 위해 2012년 10월 열흘간 발리우드 영화 상영
금지 조치를 취함.
2015년 9월 말 연방공화제 헌법이 통과되자 정치참여 확대
를 요구하는 인도계 소수민족(마데시족)과의 갈등이 커짐. 소
수민족의 국경 봉쇄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국경무역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름. 네팔 정부는 마데시족과 언어적·역사
적 유대가 있는 인도가 사실상 배후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보
고 외교적 해법 마련에 고심.
2016년 취임한 다할 신임 총리가 우선 과제로 인도·중국
등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와 함께 새 헌법을 둘러싼 논란 해
결을 강조하고 취임 첫 조치로 시위 도중 사망한 마데시족 시
위대와 경찰관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이후 인도가 네팔에 지진피해 복구에 쓰라며 7억5천만 달러
(8천440억원)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해소 조짐
을 보임.
2017년 네팔에 친 중국 성향의 좌파 연립정부 출범하면서
전통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온 인도의 영향을 벗어나 중
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경제 · 사회 · 문화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5.2%(2011년 기준)이며 실업률
은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2008년 기준)에 달함. 2012년 수
감된 부모를 따라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돌보는 20
대 네팔 여성 푸슈파 바스넷이 CNN 방송의 ‘올해의 영웅’에
선정됨.
신문은 반관영 골카파트라와 칸티푸르, 더 카트만두 포스트
(영어). TV 방송은 국영 네팔 TV(NTV)와 민영 칸티푸르 TV. 라
디오 방송은 정부 소유의 라디오 네팔 외 60여 개의 독립 라디

★ 딜리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면 적	1만4천874㎢
자 원	금, 석유, 천연가스
인 구	123만1천116명
수 도	딜리(Dili)
주 민	오스트로네시안(말레이-폴리네시아계), 파푸아계, 소수 중국계
언 어	테툼어(공용어), 포르투갈어(공용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종 교	로마가톨릭(96.9%), 기독교(2.2%), 이슬람(0.3%)(2005년)
원 수	[대통령] 프랜시스코 ‘루 올로’ 구테레스(Francisco ‘Lu-Olo’
Guterres 2017.5 취임)

의 회	단원제(의원은 65명)
달러(2014년, PPP 기준), 49억7천만
국내총생산 67억4천500만

달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천500달러(2014년,

통 화	미 달러(USD)

약사
1520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를 받다 1975년 11월 28일
독립을 선포했으나 인도네시아군에 점령됨. 이후 20여 년 동
안 소요 진압 과정에서 10만~25만 명이 사망함. 1999년 8월
30일 유엔 감시 하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가 동
티모르의 독립을 지지.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는 독립에 반대하
며 무장투쟁에 돌입해 1천400명을 학살함. 유엔은 같은 해 9월
15일 평화와 치안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을 파견키로 결의. 민
병대 소요가 진압되고 2002년 5월 20일 독립을 공식 선포, 21
세기 최초의 신생국이 됨. 2002년 9월 27일 191번째 유엔회원
국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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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공화국. 2001년 8월 30일 실시된 선거로 출범한 제헌의
회는 의원 88명으로 구성됨. 제헌의회 선거에서 독립 영웅 사
나나 구스마오 대통령이 이끌던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프레틸
린)이 전체 의석의 57.3%인 55석을 차지해 승리. 2006년 군인
들의 유혈 폭동 사태가 발생했으나 다국적 군대의 진주로 평
화를 되찾고 2007년 4월과 6월 각각 대선과 총선을 치름.
2008년 2월에는 무장반군이 대통령과 총리를 습격하는 사
건이 발생. 대통령과 총리는 무사했으며 주모자는 공격 중 사
망하고 반군 대부분은 같은 해 4월 정부군에 투항함. 2012년 4
월 제3대 대선에서 독립영웅이자 군총참모총장 출신인 타우르
마탄 루악이 승리. 이어 7월에는 중도좌파 성향의 집권당 ‘티모
르재건국민회의’(CNRT)가 승리해 구스마오 총리가 재집권.
2017년 3월 2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성향 동티모
르독립혁명전선(Fretilin) 총재인 프랜시스코 ‘루 올로’ 구테레스
전 국회의장이 당선됨.

외교
2002년 5월 미국과 공식 외교 관계 수립. 한국과는 2002년
5월 20일 수교. 2012년 8월 수도 딜리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티모르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없어도 사회 안정
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10월 유엔 평화유지군의 치안 권한
을 현지 경찰에 모두 이양.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12년 9월 국무장관으
로서는 처음으로 딜리를 방문하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
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조치’(WSJ)라는 해석 대두. 2013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입 추진.
2017년 12월 수십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를 둘
러싼 호주와 동티모르 간 오랜 갈등이 양측의 새로운 해양경
계 설정 합의로 해소됨.

경제 · 사회 · 문화
1996년 카를로스 벨루와 주제 라모스 오르타나는 동티모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을 수상함. 이후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인도네시아로
부터의 독립을 쟁취함.
1999년 말 인도네시아군과 독립에 반대하는 민병대에 의해
경제 기반 시설의 70%가 파괴됨. 유엔평화유지군 5천 명과 경
찰 1천300명 등이 주축이 돼 국제 프로그램 하에 재건 사업을
벌임. 2012년 독립 10주년을 맞이한 동티모르는 풍부한 해저자
원과 꾸준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점차 안정적 투자국으로 부
상. TV 방송은 동티모르 TV(TVTL), 라디오 방송은 동티모르 국
가 라디오(RTL). 신문은 수아라 티모르 로로새(STL), 티모르 포
스트 등.

라오스
면 적	23만6천800㎢
자 원	목재, 석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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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
비엔티안

★

태국

인 구	691만1천544명(2015년 7월)
수 도	비엔티안(Vientiane)
언 어	라오어(공용어), 프랑스어, 영어
종 교	불교(66.8%), 기독교(1.5%), 기타(31.7%)
원 수 [대통령] 분냥 보라칫(Bounhang Vorachith, 2016년 4월 취임)
의 회	단원제(132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라오인민혁명당(LPRP) 일당 체제
달러(2014년, PPP 기준), 116억8천만 달
국내총생산 345억3천만

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천
 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키프(LAK), 1미 달러=8천49 키프(2014년)

약사
13세기 중국 남부에 살던 타이계 민족인 라오족이 현재의
라오스 영토로 이주. 1353년 최초의 통일국가 란상왕조 수립.
17세기 중반 술리나봉사 왕 때 번성했으나 18세기로 접어들면
서 급격히 쇠락, 3국으로 분열됐다가 시암(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감.
1860년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로 진출하면서 루앙프라방
왕국을 세우고 보호령을 선포함. 1949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
으나 내전이 격화됨.
1954년 라오스의 왕실을 유지하고 공산주의 조직 파테트 라
오가 참여하는 정부 수립을 골자로 한 평화조약 수립. 1962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연합정권 출범. 1964년과 1966년 우파 쿠
데타를 거쳐 1974년 제3차 연립정부 수립, 1975년 5월 베트남
과 캄보디아 공산화에 자극받은 정치·군사 소요로 우파 각료
들이 사퇴하고 파테트 라오가 주도하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출범.

정치
1998년 2월 캄타이 시판돈 총리가 대통령에 취임해 혁명 1
세들이 국가 요직과 주요 당직을 확보. 시판돈 대통령은 2001
년 3월 제7차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라오스인민혁명당 당
수에 재선됨. 2006년 3월 라오스 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5
년 임기의 당서기장에 선출된 촘발리 사야손이 같은 해 6월 새
대통령에 취임.
2010년 12월 사임한 부아손 부파반 총리의 뒤를 이어 통
싱 탐마봉 전 국회의장이 새 총리로 선출. 라오스 의회는
2011년 6월 사야손 현 대통령을 5년 임기의 차기 대통령으

로 재선출. 퇴역 3성 장군 출신인 사야손은 집권 공산당인
라오인민혁명당(LPRP) 중앙위원회가 유일하게 지명한 후보
였음.
2014년 5월 17일 정부 핵심 실세인 두앙차이 피칫 부총리 겸
국방장관 부부가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려다 타고 가던 공
군기가 추락해 사망.

말레이시아
Malaysia
베트남

외교
북한과는 1974년 6월 수교. 한국과는 1975년 7월 외교 관계
를 단절한 뒤 1995년 10월 재수교. 1997년 아세안(동남아국가
연합) 회원국이 됨. 2004년 11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
세안+3’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을 지원하다 라오스가 공산화하자 태
국으로 탈출한 소수민족인 몽족 수천 명에 대해 태국 정부가
2009년 12월 라오스로의 강제 송환에 착수해 국제사회에서 이
들의 인권 탄압 우려가 제기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12년 7월 국무장관으로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영
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미국과 라오스는 2004년
양국 간 교역을 시작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라오
스는 미군 유해 발굴에 적극 협조.
2013년 11월 사야손 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기본약
정,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기본약정, 세
계문화유산인 라오스 참파삭 문화경관의 보존을 위한 양해각
서 등을 체결. 새누리당과 라오스 라오 인민혁명당은 지역 평
화와 양국 교류협력을 위한 정당 간 양해각서 체결. 2013년 방
한한 사야손 대통령은 북한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인사’
로 꼽힘.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면 적	32만9천847㎢
자 원	주석, 구리, 고무, 목재, 석유
인 구	3천51만3천848명(2015년 7월)
수 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주 민	말레이계(50.1%), 중국계(22.6%), 원주민(11.8%), 인도계
(6.7%)(2010년)

언 어	말레이어(공용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 태국어
종 교	이슬람교(공식종교, 61.3%), 불교(19.8%), 기독교(9.2%),
힌두교(6.3%)

원 수	[국왕] 술탄 무하마드 5세(2016년 12월 즉위, 말레이시아는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9개 주 통치자들이 돌아가면서
5년 임기의 국왕직을 맡음)

의 회	양원제 - 상원 70명, 하원 222명(상원 44명은 국왕이 임명하
고 26명은 13개 주의회가 선출, 하원은 직선)

주요 정당	국민전선(여당연합), 인민정의당(PJP)
달러(2014년, PPP 기준), 3천381억 달러
국내총생산 7천694억


경제 · 사회 · 문화
1975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지켜오다 1990년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임. 세계적으로 손꼽
히는 아편, 대마초 생산국. 상당한 광물 자원 때문에 동남아 최
빈국에서 점점 성장하는 시장으로 간주됨. 2011년 1월 한국형
시스템을 본 딴 증권거래소를 개장.
2012년 12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운데 마지
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58번째 WTO 회원국
이 됨.
‘은둔의 나라’로 불려온 라오스는 최근 매년 8%의 높은 경
제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음. 수도 비엔티엔시는 급속
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교통 혼잡, 상하수도 문제, 폐기물 처
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라오스 북부 오지의 동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약 6
만 년 전의 현생 인류 두개골 화석이 발견돼 현생 인류가 생각
보다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지역에 살았음을 입증한다고 사이
언스 데일리가 2012년 8월 보도.
TV 방송은 라오 국영 TV(TVNL), 라디오 방송은 국영 라오
라디오, 뉴스통신사는 국영 KPL, 신문은 국영 영자지 비엔티안
타임스, 국영 프랑스어 신문 르 리노바퇴르, 국영 일간지 비엔
티안 마이 등이 있음.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5천1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링깃(MYR), 1미 달러=3.2729 링깃(2014년)

약사
1403년 말라카 왕국 건설. 16세기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점령, 1824년 이후 페낭과 말라카 등을 점령한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 1895년 말라야연방 구성. 1963년 말라야연방, 싱가포르, 영
국령 보르네오(사바, 사라와크, 브루나이)를 통합해 대연방을 구
성키로 했으나 브루나이의 불참으로 나머지 지역들로 말레이시
아연방으로 통합. 1965년 8월 싱가포르가 연방에서 탈퇴.

정치
2003년 집권한 압둘라 바다위 총리는 원자재 수출 일변도
였던 경제를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산업 등으로 다양화함. 압
둘라 총리는 마하티르 전 총리의 22년 장기 통치 하에 고질화
된 정경유착 타파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에 역점을 둬 2008
년 3월 총선에서 재집권했으나 안정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2009년 4월 나집 라작 총리에게 권력을 이양. 2011년 12월 5년
임기의 새 국왕에 압둘 할림 술탄이 등극. ‘의전적’ 성격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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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직은 9개 주 통치자들이 돌아가면서 맡음. 2016년 12월 말레
이시아 연방 15대 국왕에 술탄 무하마드 5세(48) 즉위.
말레이시아 법원이 2012년 1월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야당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에 대한 남색 혐의 재판에
서 무죄 선고. 이어 4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만 명이 참
여한 시위가 열려 공정선거 요구. 이에 라작 총리는 7월 반체
제 인사와 언론 탄압에 악용됐다는 논란을 빚은 ‘선동법’을 폐
지하겠다고 전격 발표.
2013년 5월 총선에서 나집 라작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합
국민전선이 승리. 과거 나집 총리 계좌에 뭉칫돈이 입금되면
서 2015년 논란이 일었음. 2013년 총선을 앞두고 국영투자기업
1MDB와 관련된 중동 국부펀드의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나집 총리 계좌에 26억 링깃(7천300여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출처와 사용처에 의혹이 커짐. 미국, 싱가포르, 홍콩, 스
위스 사법당국도 1MDB의 돈세탁과 자국 금융기관의 연루 의
혹 등을 조사하고 나섬. 2016년에는 룩셈부르크 검찰도 조사에
나섰으며, 싱가포르 법원은 나집 총리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싱가포르 은행간부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함.
2017년 92세의 나이로 정계에 복귀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12월 야권의 총리 후보로 추대됨.

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꼽히다 실종된 지 515일 만에 MH370의
인도양에서 잔해가 발견됨. 다만 발견된 잔해는 비행기 날개의
일부인 플래퍼론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할 단서는 없었음.
7월에는 298명이 탑승한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지나다 대공 미사일에 피격, 탑승자 전원 사망. 12월에도 저가
항공인 에어아시아 QZ8501기가 자바해에서 추락, 한국인 승객
3명 포함 162명 전원 사망.
통신은 관영 베르나마(Bernama). 신문은 중국어 신문과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 더 스타, 비즈니스 타임스 등 영자지. 방송
은 국영 라디오 TV 말레이시아(RTM)와 상업방송인 TV3, ntv7,
8TV 등. RTM은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등 다국어로
프로그램 송출.

몰디브
Republic of Maldives
아라비아해

★ 말레

외교
한국과는 1960년 2월, 북한과는 1973년 6월에 각각 수교. 친
서방·반공 민족주의가 외교 노선의 기본. 수교 50주년을 맞
은 2010년 1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나
집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유전 개발과 바이오에너
지 협력 양해각서 및 한·말레이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
명. 우리 정부는 이어 2011년 5월 말레이시아와 양자 간 FTA 추
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앞으로 1년간 각각 수행하기
로 합의.
2013년 2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도를 2020년까지 건
설키로 합의.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 말레이시아를 방문,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5년 10월에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림. 2015~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됨.
2017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
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신경작용제로 암살된 것을 계
기로 북한과 극심한 갈등을 빚음. 북한과의 국교를 전면 재검
토하고 있음.

몰디브

인도양

면 적	298㎢
자 원	수산물, 관광
인 구	39만3천253명(2015년 7월)
수 도	말레(Male)
주 민	남인도계, 신할리계, 아랍계
언 어	디베히어(공용어, 신할리어계 방언), 영어
종 교	이슬람(수니파)
원 수	[대통령]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2013년 11월 17일
취임)

의 회	단원제(85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정의당, 몰디브인민당
국내총생산 4
 0억5천540억 달러(2014년, PPP 기준), 28억8천500
억 달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3천3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루피야(MVR), 1미 달러=15.42 루피야(2013년)

경제 · 사회 · 문화
1990년대 신흥공업국(NIES)으로 부상. 1982년부터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을 채택, 한국의 개발 경험을 답습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중공업 육성.
2014년에는 대형 항공기 참사가 잇달아 발생. 3월 국영 말
레이시아항공(MAS) MH370편이 239명을 태우고 남중국해에
서 실종됨. 실종 후 한동안 기체가 발견되지 않아 항공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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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2세기 회교군주국 수립. 16세기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가 지배, 1887년 영국 식민지로 편입. 1965년 7월 영국에서 독
립, 국민투표로 수장제(首長制)를 폐지한 뒤 1968년 11월 신헌
법을 채택하고 공화정 수립. 인도양 내 1천192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된 도서 국가.

정치
1978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마우문 압둘 가윰 후보가 이브
라힘 나시르 초대 대통령에 승리한 데 이어 1983년부터 내리 6
선을 기록하며 2008년까지 30년을 통치함. 1988년 11월 타밀
엘람해방호랑이(LTTE) 소속 용병이 싱가포르에 망명 중인 나
시르 전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가
윰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도군이 진압.
아시아 최장수 통치자 가윰 대통령은 2008년 1월 암살 위기
를 모면함. 같은 해 10월 최초로 다수 후보와 정당이 참여하는
대선을 치름. 이 선거에서 민주화 운동가 출신으로 옥고를 치
른 경험이 있는 모하메드 나시드가 승리함. 그러나 정치적 기
반이 미약한 나시드의 개혁 성향 정부와 이전 정권이 주도하
는 의회가 정면충돌하면서 2010년 6월 내각이 총사퇴.
2011년 5월에도 물가고와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대와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대가 충돌.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은 나시드는 결국 2012년 2월 수 주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경찰까지 가담하자 하야하고 모하메드 와히드 부통령에게 대
통령직을 승계. 이후에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고 주장한 나시
드 전 대통령은 10월 재임 당시 최고법관 체포명령과 관련한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됨.
2013년 대선에서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의 이복동생인
압둘라 야민 가윰 후보가 결선투표 끝에 무함마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
2015년 2월 몰디브 정부는 야당인 몰디브민주당(MDP) 총재
인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함. 뒤를 이은 모하메드 자밀 부통령도 같은 해 7월 쿠데타 음
모 등의 이유로 탄핵 당함. 후임인 아흐메드 아디브 부통령 역
시 대통령 암살 기도 혐의로 구속됨. 테러와 권한 남용 등의 혐
의로 수감됐다가 2016년 영국으로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이 2017년 2월 201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힘.

몽골
Mongolia
러시아

★ 울란바토르

몽골

중국

면 적	156만4천116㎢
자 원	석탄, 구리, 몰리브덴
인 구	299만2천908명(2015년 7월)
수 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
주 민	할흐족(81.9%), 카자흐족(3.8%)(2010년)
언 어	할흐 몽골어(공용어), 투르크어, 러시아어
종 교	불교(53%), 이슬람(3%), 샤머니즘(2.9%), 기독교(2.2%)
무교(38.6%)(2010년)

원 수	[대통령] 칼트마 바툴가(Kh. Battulga, 2017년 7월 10일
취임)

의 회	단원제(76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민주당, 몽골인민당
국내총생산 3
 48억7천만 달러(2014년, PPP 기준), 120억4천만 달
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1천9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투그릭(Tugrik), 1미 달러=1,817.9 투그릭(2014년)

외교
인도양의 전략요충지. 비동맹 중립 노선이 기본 외교정책.
독립과 함께 1965년 유엔 가입. 1974년 이슬람회의기구(OIC) 가
입. 1985년 7월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됨. 1997년 5월 말레에서
8년 만에 인도·파키스탄 총리회담도 개최. 해수면 상승에 따
른 침수 위험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취
약한 11개국 대표를 초청해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방
지를 위한 외교에 적극적임.
2012년 2월 대통령 사임을 둘러싸고 가중된 정치적 논란을
해결하려고 오스카 페르난데즈-타란코 유엔 특사가 수도 말
레를 방문해 몰디브의 전·현직 대통령과 회동.
2015년 11월 대통령 공관 인근 주차된 곳에서 사제 폭탄이,
다른 섬에서는 무기고가 발견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이에 미국 국무부는 성
명을 내고 “몰디브 정부가 즉시 비상사태를 종료해 시민의 헌
법상 권리를 완전히 회복하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구속과 기
소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힘.
2016년 몰디브는 자국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에 반발해 영
국과 과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
영국연방(코먼웰스)에서 탈퇴함.

약사
청나라 강희제가 몽골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몽골을 내몽
골과 외몽골로 분리시킴. 내몽골은 중국과 호흡을 같이 했으나
외몽골은 1911년 신해혁명 때 청나라 통치에서 벗어나 제정러
시아의 지원으로 자치를 선언.
1921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924년
11월 공산주의 정권 수립. 1946년 10월 주민투표를 통해 중국
으로부터 정식으로 분리 독립함. 1961년 중국·몽골 국경협정
체결. 1992년 복수정당제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됨.

정치
1924년부터 1992년까지 구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국
가였으나 1992년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채택함. 2000년 12
월 헌법 개정으로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대폭 강화해 의원내
각제 성격이 강화됨.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며 임기 4년에
연임 가능.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사법·국방·외교권을
행사하고 총리 등 정부 각료의 국회 선출 시 제한적인 동의권
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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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몽골민주당의 타키야 엘벡도
르지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몽골인민혁명당의 남바린 엥흐
바야르에 승리해 4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 2012년 6월 총선
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33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되고 이어 몽골
인민혁명당이 25석을 차지. 2013년 대선에서 엘벡도르지 대통
령이 재선에 성공.
2014년 11월 노로빈 알탕후야그 총리가 부패, 실정으로 불신
임 투표로 실각. 이후 몽골 의회는 치메드 사이칸비레그 의원
을 신임 총리로 인준.
2017년 7월 대선에서 최대 야당 몽골민주당 소속 격투기 선
수 출신인 칼트마 바툴가 당선돼 같은 달 10일 취임.

외교
냉전시절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가였다가 1992년 신헌법 제
정 이후 중립·비동맹국가로 변모. 1994년 4월 중국 리펑 총리
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해 우호조약 체결, 2014
년 8월 시진핑 주석이 몽골을 국빈 방문해 ‘전면적 전략 동반
자 관계’로 격상. 중국은 자국의 항구를 몽골에 개방하는 등 몽
골과의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음. 한국과는 1990년 3월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 2012년 10월 한국과 몽골 간 비자간소
화 협정 발효.
1948년 수교한 북한은 1997년 12월 심각한 경제난으로 울란
바토르 주재 대사관 폐쇄했다가 2004년 8월 재개관. 2012년 11
월 북한과 사법당국 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12년 7월 아시아 순방 차원
에서 몽골을 방문. 미국은 몽골을 독재에서 민주국가로 전환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여기면서 막대한 원조 제공. 몽골도 미국
의 요구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화답.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은 2012년 9월 몽골의 핵무기
포기 공약을 지지하는 내용의 선언문 채택. 앞서 몽골은 1992
년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당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통해
‘비핵지대화’를 선언.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2012년 9월 핵
개발을 놓고 서방과 대립 중인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시찰.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2013년 10월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외
국 정상으로 처음 방북.
몽골은 2016년 11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했다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직면함. 몽골은 중국
이 철도건설, 광산개발 등을 위한 차관 제공을 중단하자 2017
년 2월 몽골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는 달라이 라마
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중국은 경제 지원을 재개하
기로 함.
2017년 12월 몽골 노동부는 북한과의 교역을 억제하는 유엔
대북제재안에 따라 현지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1년짜리 노동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호조 등으로 GDP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고성장세를
보임. 2014년 성장률이 7.8%로 떨어지며 주춤함.
몽골은 전체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62%나 될 정도로 의
존도가 심함. 2012년 몽골 수출의 89%를 중국이 차지했음. 수
입의 37.5%가 중국, 25.6%가 러시아일 정도로 양국에 대한 경
제 의존도가 높음.
러시아로부터는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편임. 외국인직
접투자(FDI)가 감소하면서 몽골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2년 10월에는 수도 울란바토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레
닌 동상 철거.

미얀마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중국

미얀마
네피도
★

면 적	67만6천578㎢
자 원	쌀, 목재, 원유, 천연가스
인 구	5천632만206명(2015년 7월)
수 도	네피도(Naypyidaw)
주 민	버마족(68%), 샨족(9%), 카렌족(7%), 라킨족(4%), 중국계
(3%), 인도계(2%), 몬족(2%)

언 어	미얀마어(공용어)
종 교	불교(89%), 기독교(4%), 이슬람교(4%) 등
원 수	[대통령] 틴 쪼(U Htin Kyaw, 2016년 3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224명, 하원 440명(상원은 5년 임기로 168명
은 직접 선출, 56명은 군부가 지명. 하원도 5년 임기로 330명
은 직접 선출, 110명은 군부가 지명)

주요 정당	민족민주동맹(NLD), 통합단결발전당(USDP)
국내총생산 2
 천444억 달러(2014년, PPP 기준), 631억4천만 달러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4
 천8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짯(Kyat), 1미 달러=984.35 짯(2014년)

약사 ·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전통적으로 목축과 농업에 뿌리를 두다가 개방경제로 전
환해 풍부한 광물자원을 배경으로 광산 붐 전개. 2011년 기준
노동력 103만7천 명 가운데 농업은 33%, 공업 10.6%, 서비스
56.4% 종사. 1997년 WTO 가입. 2010년 이래 몽골은 자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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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에는 버마로 불렸지만, 미얀마의 집권 군부가
버마족 이외에 다른 소수민족을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미얀마
로 국호를 변경. 현재도 반체제 민주화 진영은 군사정권이 붙
인 미얀마를 거부하고 버마라는 옛 국호를 고집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정부도 버마라고 부름.

미얀마 군사정권은 1997년 11월 군부 최고지도자들의 협의
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를 설치. SPDC(의장 탄 슈
웨 국가원수)는 입법·행정·사법 전권을 장악. 민주화 지도자
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은 1990년 5
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했으나 군사정권이 정권 이양을 거부
하고 NLD를 조직적으로 탄압.
군사정권은 수치 여사에 대한 연금과 해제를 반복. 수치 여
사는 민주화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 2007년 국민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700여 명이 구금
됐으나 실패로 돌아감.
2010년 11월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했으나 군
사정권의 후원을 받고 있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의석의
80%를 차지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됨. 그러나 1989년 첫 가
택연금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15년간 구금생활을 했던 수
치 여사는 총선 직후 가택연금에서 해제됨.
2011년 1월 말 의회가 22년 만에 개원하고 상·하원 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2월에는 당시 군사정권의 핵심 인물인 테인 세
인 총리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
테인 세인 신임 대통령은 무늬만 민정일 뿐 군부의 꼭두각
시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3월 취임 이후 수치 여사와 면담하고
소수민족을 포용하기 위한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 테인 세인
대통령은 10월 일부 정치범을 포함해 재소자 6천359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고 노동조합 설립과 파업 권리를 약 50
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 미얀마는 11월 정당관계법을 개정해 수
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정식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길
을 열고, 평화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미얀마 정부는 2012년 1월 야당 인사와 정치범 등 300명 이
상을 추가로 석방하고 4월 1일 보궐선거에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선거감시단을 초청.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
의민족동맹(NLD)은 첫 민주적 보궐선거에서 45개 선거구 중
44개 지역에 후보를 내 43개 선거구에서 수치 여사 등 당선.
수치 여사는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동하고 등원.
테인 세인 대통령은 9월 수치 여사가 투표에서 국민의 지지
를 얻을 경우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
힌 데 이어 10월 수치 여사도 대권 도전 의사 피력. 세인 대통
령은 10월 집권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당수로 재선출.
미얀마 정부는 2013년 11월 미얀마 내 16개 소수민족 반군
대표들과 전국적인 휴전 협정 체결 추진. 테인 세인 대통령은
12월 모든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결정.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15
년 총선에 참가하겠다고 선언. 미얀마 집권 여당인 통합단결
발전당(USDP)은 수치 여사의 대통령 후보 출마를 막는 조항이
담긴 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2014년 1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
능하게 하는 개헌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8월 야권은 500만 명
이 서명한 개헌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군부는 여전히 개헌 반대
입장을 피력.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의 개혁을 촉구하고 수치 여사를
별도로 만나 헌법의 수치 여사 대선 출마 금지 조항을 비판.
2015년 11월 8일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자유 총선에서 아

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함. NLD는 군부 의석을 합해 총 657석인 상하원 의석 중
59%를 확보해 대통령을 배출하고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됨.
총선 승리 이후 수치 여사는 테인 세인 대통령, 민 아웅 흘
라인 군 최고사령관 등과 만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약속받
았고,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 미얀마를 철권 지배했던
독재자 탄 슈웨 전 장군도 수치 여사 지지를 표명함.
헌법에 가로막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수치 여사는
‘대통령 위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미얀
마의 새 의회는 2016년 2월 1일 출범함. 새 의회는 개원하자마
자 상원 및 하원 의장을 뽑고 곧 대통령 선출 절차에 들어감.
2016년 3월 미얀마의 차기 문민정부를 이끌 새 대통령으로
수치 여사의 최측근인 틴 쩌가 당선되고, 수치는 외무장관으로
입각함. 수치는 취임 초기 수백 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면서 국
제사회의 찬사를 받음.
그러나 미얀마의 주요 정책 결정이 수치와 몇몇 측근 및 추
종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수치는 ‘민주적
독재자’라는 비판을 들음.
2017년 미얀마 정부는 불교도 중심의 미얀마 사회에서 이
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음. 8월 로힝야족 반군단체가 미얀마에서 핍박받는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경찰초소 30여 곳을 습격하자 미얀마군은 대대
적인 소탕전에 나섬.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로
힝야족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함.

외교
1975년 남북한과 동시 수교했지만 1983년 10월 아시아 5개
국 순방에 나선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한 서석준 부총리와 이
범석 외무장관 등 한국외교사절 17명이 사망한 아웅산 묘소 폭
파 사건 직후 북한과 단교하고 국가 승인도 취소.
1987년 11월 미얀마 서쪽 안다만 상공에서 북한공작원에 의
해 기내에 장치된 폭탄이 터져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KAL) 858기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 그러나 미얀마는 2007
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그동안 북한과 핵·미사일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알려짐.
2012년 1월 테인 세인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자국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을 호소한 데 이어 12월 민 아웅 라잉 미얀마 군 참모차장은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핵무기를 개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테인 세인 대통령은 2013년 5월 북한과 외교 관계만 있을
뿐 군사 관계는 전혀 없다고 밝힘. 미국 정부는 2013년 12월 북
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미얀마 장교 1명과 기업 3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 2014년 5월 미국은 군부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
미얀마는 2011년 1월 한국과 상호 비자면제 합의. 2012년 11
월 지진 피해를 본 미얀마에 우리 정부는 20만 달러 규모의 지
원을 제공. 테인 대통령은 2013년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
세안(ASEAN)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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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비확산 정책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적
극 지지한다고 밝힘.
군부 독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됐던 미얀마
가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나서자 서방의 제재가 풀리고 외교관
계가 잇따라 복원되는 절차를 밟음. 수치 여사는 2012년 9월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인 ‘의회 금메달’
을 받고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9
일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얀마 민
주화 개혁에 대한 지원을 표명. 미국은 그동안 군사적 유대를
단절했던 미얀마에 10월 미군 관리들을 파견한 데 이어 아시
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합동군사훈련에 미얀마를 초청.
테인 세인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얀마 지도자로서는 47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오바마 대통령과 정
상회담. EU 대표단은 11월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와 미얀마
의 민주화 개혁, 경제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협력 방안
을 논의.
미얀마는 2014년부터 1년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
세안) 의장국을 맡아 역내 외교, 안보, 경제 현안을 주도.
반세기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로 문민정부가 출범한 미얀마
에 대해 미국은 19년 만에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함.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로힝야족 유혈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인종청
소’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표적 제재를 단행함.
중국은 국제사회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비난 속에 미얀마를
두둔하면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경제 · 사회 · 문화
2008년 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강타해 사망자 8만 명,
부상자 5만 명의 인명피해 발생. 미얀마는 유엔이 집계하는 빈
국 순위에서 하위 15%에 머물러 있음. 2012년 6월 코카콜라는
미국 정부가 미얀마 투자 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60여 년 만에
미얀마에서 영업을 재개. 코카콜라는 2013년 6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의 교외에 첫 탄산음료 병입 공장을 설립.
2015년 12월에는 양곤증권거래소(YEX)가 미얀마 최초로 개
설됨. 미얀마는 천연가스,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등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데다 민주화
운동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
해 경제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짐.
남자가 결혼하면 처가에서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 전체 인구 중 3분의 2가 버마족이며 나머지는
100여 개 소수민족으로 구성. 이들 소수부족은 1940년대 미얀
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민주화와 자치권을 요구하며
미얀마 정부와 무장투쟁을 전개.
2012년 8월 미얀마 정부는 언론 매체에 대한 직접 검열을
폐지하고 언론인 보호와 언론 분쟁 중재를 위한 중앙언론위원
회 신설, 2014년 3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
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언론인 체포
와 투옥이 잇따름.
2012년 시작된 불교계의 이슬람교도 로힝야족 공격 등 소수
민족 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당시 양측 충돌로 서부 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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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에서 200여 명이 숨지고, 14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뒤
이슬람교도와 불교도 사이의 폭력 사태는 중부, 동부 지방 등
으로 확산.
2014년 3월 민주화 개혁, 경제 개방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를 위해 31년 만에 인구조사 실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개혁, 개방에 박차 가함.
2017년 12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제정된 회사법을 개정해 외
국인의 현지 기업 지분투자 길을 엶.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

★
다카

면 적	14만8천460㎢
자 원	천연가스, 목재, 석탄
인 구	1억6천895만7천745명(2015년 7월)
수 도	다카(Dhaka)
주 민	벵골인(98%)
언 어	벵골어(공용어)
종 교	이슬람교(89.1%), 힌두교(10%)(2013년)
원 수	[대통령] 압둘 하미드(Abdul Hamid, 2013년 4월 취임)
의 회	단원제(350명, 50석은 여성에게 배정, 임기 5년)
주요 정당	아와미연맹(AL), 국민당(BNP), 공산당
국내총생산 5
 천365억 달러(2014년, PPP 기준), 1천838억 달러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
 천4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타카(Taka), 1미 달러=77.614 타카(2014년)

약사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다 1947년 8월 파키스탄의 동파키스탄
주로 독립.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선언. 방글
라데시는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과 민병대가 민간인 300만
명을 학살하고 20만 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

정치
1991년 9월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로 이행. 1975년 8월 세이크
무지부르 라만 초대 대통령이 쿠데타로 피살된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정국 불안정. 총 14개 정당으
로 구성된 야당연합이 2006년 4월 선거 개혁을 요구하며 전국

적인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민주화 운동이 전개됨.
2008년 12월 총선에서 아와미 연맹이 승리하고 2009년 1월
초대 대통령의 딸인 세이크 하시나가 총리에 취임. 2011년 11월,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상대였던 파키스탄에 협력하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주요 야당 인사를 상대로 한 재
판을 시작.
2012년 1월 방글라데시 경찰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야
당 지지자들에게 발포해 4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부상. 12
월에는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전범재판에 반대하고 공정 선
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고 600명
이 부상.
2013년 11월에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일부 야당 측의 반
대에도 여당 및 친여정당 인사로 이뤄진 과도정부를 출범시켜
긴장이 고조됨. 12월 인권단체 ‘아인 오브 살리시 켄드라’(ASK)
는 2013년 한 해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전범재판 결과 및 정부
의 총선 진행방식에 항의하는 야권 지지자와 경찰 간 충돌과
정에서 507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질루르 라흐만 대통령이 2013년 3월 20일 84세를 일기로 별
세. 이후 4월 치러진 대선에서 단독 출마한 압둘 하미드 국회
의장이 당선됨. 2014년 1월 야권 불참한 가운데 총선 실시, ‘반
쪽 선거’ 논란으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셰이크 하시
나 총리가 세 번째 임기 시작.
2015년 1월 새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폭력 사태가 벌어져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50여 명이 사망함. 방글라데시국민당
(BNP) 등 야당 연합이 전국적인 ‘교통 봉쇄’ 시위를 시작한 이
후 버스, 트럭 등의 무차별 방화가 이어짐.
BNP 대표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는 2014년 1월 5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은 공정성이 없어 선거를 새로 해
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전국의 도로, 철도, 수로를 마비시키
는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함.
2016년 3월 수도 다카 법원은 BNP 총재인 지아 전 총리와
같은 당 지도부 27명에 대해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외교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 추구. 미국은 일본에 이어 방글라데
시의 제2 원조 공여국이며 방글라데시 최대의 교역대상국. 사
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중시함. 한국과는 1973년 수교. 하시
나 총리가 2011년 12월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선 미얀마를 공식
방문해 경제 협력과 투자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2012년 7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종족·종교분쟁을 놓
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테인 세
인 미얀마 대통령이 방글라데시 방문을 연기. 미얀마는 로힝
야족이 방글라데시에서 밀입국했다며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음.
2014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벵
골만 영유권 분쟁에서 2만5천㎢에 달하는 분쟁 해역의 3분의
2 이상이 방글라데시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30년 이
상 지속된 양국 간 영유권 다툼 종지부. 9월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일본을 지지, 일본은
방글라데시에 6조원 경제지원.

2015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
해 40여 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 문제를 해소함. 양국의 합의
에 따라 총 6천945㏊의 인도인 집단거주지 111곳이 방글라데시
로 넘어가고 2천877㏊의 방글라데시인 거주지 51곳은 인도 영
토가 됨. 이들 지역에 사는 5만여 명의 주민은 현 거주지에 그
대로 살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고 국적도 선택할 수
있게 됨. 이들은 그동안 양국 정부 어디로부터도 교육,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음.
2016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방글라데시
를 방문해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전략적 협력 파
트너 관계를 맺는 데 합의하고 200억 달러(한화 22조6천700억
원) 규모의 투자 및 금융 지원 협약에 서명.
2017년 6월 미국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영사가 노동 착
취 등 혐의로 미국 경찰에 체포돼 방글라데시 정부가 반발함.

경제 · 사회 · 문화
섬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전체
산업노동력의 40%를 고용. 그러나 하루 평균 10~16시간 일
하는 300만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은 세계 최저 수
준인 미화 37달러 안팎으로, 저임금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2012년 초 한 의류공장 노동자의 의문사로 촉발된 시위가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 요구와 맞물려 본격적 ‘폭동’으로 번
지는 양상. 2013년 11월 정부와 사업주들은 월 최저임금 5천
300타카(한화 7만400원)에 합의했지만, 노동자들은 애초 요구
수준인 8천 타카(10만6천200원)보다 낮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섬. 경찰과 충돌해 최소한 2명이 숨지고 30
여 명이 다침.
방글라데시 법원은 2012년 2월 모국어인 벵골어 수호
를 위해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토착화된 영어인 ‘방글리시’
(Banglish) 사용을 금지.
2012년 4월 IMF는 방글라데시 경제의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9억8천7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다고 밝힘. 6월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고위급 인사의
부패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파드
마교(橋) 프로젝트에 제공키로 했던 12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취소.
2013년 1월 하시나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방글라데시에 차관 제공을 통한 무기수출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을 묶은 15억 달러(약 1조5천847억원) 규모의
패키지를 제공키로 함.
2015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을
계기로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무역과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22개의 양해각
서(MOU)도 체결.
2016년 7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공관 밀집지역 음
식점에서 테러가 발생해 일본인과 이탈리아인 등 외국 민간인
20명이 사망.
2017년에는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최소 140명이 사망하
고 주택 69만7천여 채가 부서졌으며 810만 명 이상이 직접적
인 피해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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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하노이

중국

★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면 적	33만1천210㎢
자 원	쌀, 수산물, 석탄, 석유
인 구	9천434만8천835명(2015년 7월)
수 도	하노이(Hanoi)
주 민	베트남족(85.7%), 기타 소수종족
언 어	베트남어(공용어), 영어(제2언어로 선호), 프랑스어
종 교	불교(9.3%), 가톨릭(6.7%), 무종교자가 80.8%(1999년)
원 수	[주석]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2016.4 선출)
의 회	단원제(50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베트남공산당
국내총생산 5
 천126억 달러(2014년 PPP 기준), 1천859억 달러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
 천7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동(Dong), 1미 달러=2만1천189동(2014년)

약사
중국 진시황 때부터 1천여 년 동안 중국의 속박을 받아오다
1884년 프랑스 식민지가 됨. 1954년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당이
프랑스를 몰아냈으나 같은 해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으로 분리됨.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군
대를 파견하면서 베트남 전쟁 시작. 1973년 휴전 조약 이후 미
군이 철수하고 1976년 남북 통일국가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 1980년 12월 신헌법 공포하고 개방정책 표방.

정치
1986년 12월 제6차 전당대회에서 구엔 반 린이 서기장에 취
임,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채택.
2011년 7월 새 국가주석에 쯔엉 떤 상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임
위원장 선출. 베트남에서 역대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것으로
평가받는 응웬 떤 중 총리가 잇단 경제 악재로 2012년 11월 국
회에서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함. 총리직은 임기 5년이며 중
총리는 앞서 2011년 7월 연임이 확정됐음.
2016년 1월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4월 반부패와 공안 업무 등을 담당한 응우
옌 쑤언 푹 부총리가 총리에 선임된 이후 부패 척결에 박차
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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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9월 유엔 가입. 한국과는 1990년 경제협력 촉진에 합
의하고 1992년 12월 공식 수교.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9월 양
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 2014년 12월 타결.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2012년 8월 베트남을 방문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태풍 피해를 본
북한에 쌀 5천t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3년 3월 북한 인
민보안부 교관들이 남부 호찌민에서 베트남 공안, 기동타격대
등을 상대로 4주간의 특별훈련을 실시.
베트남은 2012년 3월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일부 해
양지대의 원유 및 가스개발권을 매각하려는 중국 측 움직임에
강력히 항의. 중국 정부는 같은 달 베트남과 필리핀이 남중국
해 영해 경계수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데 대해 평화를 해치
는 행위를 삼가라고 경고.
2013년 8월 베트남과 중국은 양국 간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 10월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리
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 해상, 육상, 금융 등 3개 분야
에서 남중국해 공동개발 원칙에 합의.
2014년 시추공사, 학교 설치 등 실효 지배권을 놓고 갈등, 대
치가 이어지고 반중국 기류 확산하면서 5월 반중 시위로 중국
인 수십 명 사망. 중국인 9천 명 출국. 국경 지역 긴장, 해상 무
력 충돌로 이어짐.
6월 베트남서 사태 해결 위한 고위급 접촉, 평화적 해결 원
칙 합의했지만, 영유권 주장은 고수. 8월 영유권 분쟁 해결 합
의했지만, 중국의 인공섬 건설, 사이버 공격으로 확대.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을 계기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한 17개 협력
문서에 서명. 2014년 2월 미국과 원자력 협정, 10월 미국의 베
트남 살상무기 금수조치 40년 만에 해제.
2015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이 벌이는 영토 갈등은
더욱 격해짐. 남중국해에서 중국 경비정이나 선박이 베트남 어
선의 항해와 조업을 막는 일이 빈발해 베트남이 반발함.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트남 국가 지도부가 2015년 11월 남중국
해 분쟁 억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말에는 양
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직통전화)도 개설했지만, 남중국해 긴
장은 풀리지 않고 있음.
2016년 11월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미국
에 맞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을 ‘우군’으로 끌어
들이려는 행보를 가속하는 가운데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장더
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중국 공
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공식방문, 베트남 공산당 서
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이른바 ‘빅4’ 지도자들을
모두 만남.
2017년에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음.
8월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무장관
회의 때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베트남 요구를 반영
해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를 공동성명에
언급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돌연 취소함.
6월에는 베트남이 남중국해 자원탐사에 나섰다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

도)에 있는 베트남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중국의 위협을 받
고 한 달여 만에 중단함.

부탄
Kingdom of Bhutan

경제 · 사회 · 문화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채택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실현.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산업·도시화로 농
경지 감소 추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2년 6월 미국
이 만든 통신·방송용 위성 구매 자금으로 1억2천590만 달
러를 미 수출입은행이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승인.
국영기업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 붕괴 등 경제
위기 우려 제기, 공산당 고위관료 자제들이 사회 각 분야 요직
독점으로 국민적 공분을 삼. 10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 공산당
이 당원들의 호화 결혼식을 금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월 성장둔화 등을 이유로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강등.
2013년에는 우리나라의 대(對) 베트남 수출이 처음으로 200
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됨. 베트남의 만성적인 인
플레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
데 베트남 소비자들의 외제 승용차 등 고급 소비재 구매 급
신장.
2014년 국영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2013년 한 해
400곳이 파산·청산, 432곳 민영화. 무디스 국가신용등급도 7
월 B1으로 다시 상향 조정.
2015년 세계 경제가 침체를 맞았지만, 베트남은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탄
탄한 성장을 함.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2011년 6.2%에서 2012년 5.2%로 큰 폭
으로 둔화했다가 2013년 5.4%, 2014년 6.0% 등으로 빠른 회복
세를 보임. 베트남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려고 경제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한국과 베트남의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됨.
2014년 12월 동성결혼 금지 법조항 폐기 발표, 2015년 1월
1일 적용. 2015년 11월에는 베트남 국회가 성전환자(트랜스젠
더)를 법적으로 인정해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민법 개정안 의결. 이에 따라 성전환자는 2017년 1월부터
신분증과 각종 법률 서류에 바뀐 성이나 외모를 반영할 수 있
게 됨.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의 고성장세는 2016년 한
풀 꺾여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6.2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서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닥치고 국제 유가로 석유 수출이 부진한 것이 주요 악재로 분
석됨.
통신은 국영 베트남통신(VNA). 신문은 당 기관지 난단
(Nhandan). 방송은 VTV. 라디오 방송은 ‘베트남의 소리(Voice
of Vietnam)’.
강한 내수 증가세와 수출 지향적 제조업의 활기, 농업부문
의 회복 등으로 2017년 12월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201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7%로 상향 조정함.

중국

팀푸
★

부탄

인도

면 적	3만8천394㎢
자 원	삼림, 수자원
인 구	74만1천919명
수 도	팀푸(Thimphu)
주 민	보태족(50%), 네팔계(35%)
언 어	종카어(24% 공용어)
종 교	라마교(75.3%), 힌두교(22.1%)
원 수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 2006년 12월 즉위)

의 회	양원제- 상원 25명, 하원 47명
주요 정당	부탄평화번영당(DPT), 인민민주당(PDP)
국내총생산 5
 8억7천100만 달러(2014년, PPP 기준), 19억8천300
만 달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7
 천700만 달러(2014년, PPP기준)
통 화	눌트룸(BTN), 1미 달러=61.03 눌트룸(2014년)

약사
16세기부터 푸나카 사원의 대승정(大僧正) 다르마 라자의
지배를 받음. 1907년 중부에 있던 통사(Tongsa)군의 군수(郡守)
우겐 왕추크가 영국에 의해 유일한 왕조로 인정받음으로써 영
국 영향 아래 군주제 성립. 이후 영국에 외교권을 넘겼으며 영
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가 이를 물려받음.

정치
1964년 궁정쿠데타 이후 국왕이 모든 실권을 장악. 네팔에
서의 민주화운동에 고무된 네팔족, 구르카족 등 소수민족은
현 왕정의 종족 차별정책 타파와 왕권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
를 간헐적으로 전개. 2008년 7월 국왕이 신헌법을 승인함으로
써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체제 전환. 2011년 10월 왕추
크 국왕은 10살 연하의 평민 출신 제선 페마와 소박하게 결혼
식을 올림.

외교
외교는 인도의 권고로 행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 견지. 1962년 콜롬보 플랜에 가입. 1971년 유엔 가입.
1973년 비동맹회의 가입. 1987년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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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2010년 10월 지그미 틴
리 총리가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양국 간 투자와 교류 현안
을 논의.
인도와 앙숙 관계인 중국과 거리를 두다가 2012년 6월 중국
과 부탄 총리가 양국 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지만 2014년 인도 모디 총리가 취임 직후 첫 방
문국으로 부탄을 찾은 직후, 중국 대사관 설치 불허 방침 발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015년 1월 11일 인도 서부 구자라
트주에서 열린 인도 정부 주최 투자유치 회의에 참석해 별도
로 체링 토브가이 부탄 총리와 회동. 미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부탄 총리와 만난 것임. 케리 국무장관은 국민행복을 우선하는
히말라야 소국 부탄 정부의 발전 방식에 지지를 표시함.
2016년 4월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
이 부탄을 찾아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 부탄 국왕 부부
와 만남.
2017년 중국과 인도 군이 히말라야 산지 시킴 지역 국경문
제로 대치하면서 부탄이 중국에 국경지대에서의 일방적인 공
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경제 · 사회 · 문화
농업, 목축업이 중심 산업으로 노동 인구의 90%가 종사. 수
력발전과 광공업 생산이 국내총생산의 약 40%를 차지. 세계
최초 흡연 금지국으로 2005년 담배 판매를 법으로 전면 금지
한 데 이어 2010년 강력한 담배 통제법을 공포. 부탄의 불교도
들은 흡연을 죄악시함.
국왕이 국민총행복(GNH) 증진을 추구하는 가운데 2006년
에는 비즈니스위크지에 의해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에
선정. 강이 많은 부탄은 수력발전에 대거 투자하고 있음. 인접
국 인도에 대한 전력수출로 버는 수익이 국내총생산(GDP)의
1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부탄은 2013년 2월 살충제 및 제초제 판매를 금지하는 등
자국 농업 전체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 신문은 정부
발행 주간지 쿠엔셀(Kuensel)과 일간 부탄 투데이. TV 방송은
국영 부탄방송(BBS).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반다르 세리 베가완
★
남중국해

브루나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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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011년)

언 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 방언
종 교	이슬람(78.8%), 기독교(8.7%), 불교(7.8%), 기타 4.7%
원 수	[국왕]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총리 겸임, 1967년
즉위)

의 회	단원제(33명. 국왕이 임명)
주요 정당	국가개발당(NDP)
국내총생산 3
 29억6천만 달러(2014년, PPP 기준), 171억 달러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7
 만9천9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브루나이달러(BND), 1미 달러=1.267 브루나이달러(2014년)

약사
1405년 브루나이 이슬람 왕국 건설 이래 강력한 토후국이었
으나 16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함. 1888년 영국과 보호조약 체
결. 1984년 1월 1일 영국에서 완전독립. 브루나이 왕실은 600년
넘게 브루나이를 통치.

정치
입헌군주국. 술탄 하사날 볼키아 국왕은 2004년 9월 총선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 42년 만에 첫 총
선 실시의 길을 열어둠. 그러나 2005년 9월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원 29명을 임명. 국왕은 이어 20011년 6월 의원 수를 33
명으로 늘림. 볼키아 국왕은 현재 총리, 재정·국방장관을 모
두 겸임. 29대 국왕인 볼키아 군주는 2007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갑부 군주로 이름을 알림.

외교
이슬람 왕정 수호와 독립 보장,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출 원
유가 안정 확보를 위해 친서방 정책, 아세안과의 결속, 이슬람
국가·비동맹 국가·자유진영과의 유대 강화, 유엔 등 국제기
구에의 적극 참여, 미묘한 국제 문제 관여 기피 등 중립 노선을
채택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12년 9월 이틀 일정으로 브루
나이를 방문. 클린턴 장관은 브루나이 외교부 장관인 알 무타디
빌라 왕세자를 만나 중국과 이웃 국가의 영토 분쟁 등을 논의.
2013년 6월에는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아세안
(ASEAN)+3(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2014년 방한한 볼
키아 국왕은 직접 전용기를 조종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화제.

경제 · 사회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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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5천765㎢
자 원	원유, 천연가스, 목재
인 구	42만9천646명(2015년 7월)
수 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Bandar Seri Begawan)
주 민	말레이계(65.7%), 중국계(10.3%), 토착인(3.4%), 기타

풍부한 석유자원 수입으로 세계 최고 부국 가운데 하나로
부상.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
수출의 90% 이상)로 안정된 경제를 유지. 2008년 ‘와와산 브
루나이 2035’ 계획 발표, 세계 10대 1인당 국민소득 국가로 부
상하기 위한 계획 수립.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의 참여국 12개국 가운데 브루나이도 포함됨.
2014년 5월 동성애자에 대한 투석형 등이 포함된 샤리아(이
슬람 율법) 형법 시행, 국왕 소유의 특급호텔 체인에 대한 세계
적 불매 운동 일기도 함.
2015년 브루나이 종교부는 자국 내 무슬림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선
포.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축하는 할 수 있으나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역시 처벌을 받음.

스리랑카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스리랑카
★ 콜롬보

인도양

면 적	6만5천610㎢
자 원	흑연, 운모, 보석 원석, 수자원
인 구	2천186만6천445명(2014년 7월)
수 도	콜롬보(Colombo)
주 민	싱할리족(74.9%), 스리랑카 타밀족(11.2%), 스리랑카 무어
족(9.2%0, 인디언 타밀족(4.2%), 기타(0.5%)(2012년)

언 어	싱할리어(74% 공용어·국어), 타밀어(18% 국어)
종 교	불교(70.2%), 힌두교(12.6%), 이슬람(9.7%) 로마 가톨릭
(6.1%)(2002년)

원 수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2015년
1월 취임)

의 회	단원제(225명, 임기 6년)
주요 정당	통일국민당(UNP), 통합국민자유연맹(UPFA), 타밀국가
연합(TNA) 등

국내총생산 2
 천182억 달러(2014년, PPP 기준), 749억2천만 달러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4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스리랑카 루피(Rupee), 1미 달러=130.57 루피(2014년)

약사
1502~1658년 포르투갈, 1659~1796년 네덜란드, 1797~1948
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2월 영연방 내 자치국으로 독
립. 1955년 2월 유엔 가입. 1972년 5월 독립공화국을 선포하고
국호도 실론에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 1983
년 다수 싱할리족과 타밀 분리주의자들의 내전이 시작됐으나
2009년 정부군의 승리로 종료됨.

정치
대통령 중심제이나 의원 내각제 가미. 라자팍사 대통령은
2010년 11월 두 번째 임기 시작. 그러나 2011년 7월 실시된 북·
동부 지방선거에서 타밀 반군을 계승한 야당 타밀국민연대
(TNA)가 압승. 스리랑카 정부는 ‘2008~2009년 내전으로 최대
4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유엔 조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
다가 2011년 8월 ‘내전 막바지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최초로 인정.
2012년 4월 스리랑카 북부에서 불발 집속탄이 발견돼 국제
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이 26년간 이어진 내전에서 사
용됐음이 처음으로 확인됨. 스리랑카 정부는 10월 타밀반군
(LTTE) 마지막 지도자인 셀바라사 파트마나탄을 석방.
유엔은 11월 내전 당시 국제기구로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
한 노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 수십만 명이 고통 받았다며 잘
못을 인정. 타밀 반군 진압에 대한 공을 놓고 대통령과 다툼을
벌이다가 하루아침에 전쟁영웅에서 비리 혐의자로 몰려 투옥
된 사라스 폰세카 전 합참 의장이 2012년 5월 석방됨.
2015년 1월 마힌다 라자팍사(69) 대통령의 10년 집권이 끝나
고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63) 전 보건부 장관이 새 대통령으
로 취임함. 그는 당선 이후 대통령 3선 금지 등 정치개혁을 추
진했으며 이를 위해 2016년 4월까지 임기가 남은 의회를 해산
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함. 2015년 8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통일국민당(UNP)이 승리함.

외교
비동맹 중립 정책이 기조. 최근에는 모든 국가와의 우호와
협력을 표방. 한국과 1977년 11월 수교. 북한과는 1970년 6월 수
교했으나 1971년 정부 전복 기도 사건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이
유로 공관을 폐쇄. 1975년 10월 북한의 겸임공관이 재개설됨.
양국 수교 35주년인 2012년 4월 라자팍사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 스리랑카 정부가 10개년 국가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 전력·에너지 확충, 전자정부 구축 사업 등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대폭 강화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 정부는 스리랑카에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 10월 스리랑
카에서 활동하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2명이 낙뢰
로 사망.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2015년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파키스탄의 앙숙인 인도를 택하고 곧이어 나렌
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스리랑카를 답방하는 등 인도와 적극
적인 관계개선에 나서면서 파키스탄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도 함.
2016년 스리랑카는 총리가 중국과 인도를 차례로 방문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시도함. 또한 중국과 콜롬보항
개발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중국과 인도 모두를 중요한 협
력 파트너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임.
4월에는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잇달아 회담을 하고
콜롬보항 개발뿐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함.
5월에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취임 17개
월 만에 두 번째로 인도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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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 문화
농업, 임업, 어업이 경제의 중심. 홍차, 고무, 코코넛 등 1차
상품과 의료·직물 등이 주요 수출품. 다수 민족인 싱할리족은
주로 불교도, 소수 민족인 타밀족(250만 명)은 힌두교도로 종
교 갈등이 심함.
2012년 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을 비난하며 교육 부문 지출
증대를 요구하는 교수 등 교원노조의 파업이 두 달 동안 이어
지자 스리랑카 정부는 8월 국립대 대부분을 무기한 폐쇄. 같은
해 10월 스리랑카 농민 수백여 명은 유엔이 승인한 화학비료
로 인해 수만 명이 신장병으로 죽거나 고통 받고 있다며 보상
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스리랑카 내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의 조사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는 2013년 11월
내전 당시 발생한 사망 및 실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유엔 인
권위원회도 2014년 3월 내전 당시 전범행위 조사 착수.
불교 신자가 대다수이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인 스리랑카
에서는 부부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키스하는 연인들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함. 2015년 라틴 팝스타 엔리케 이글레시
아스의 스리랑카 공연에서 여성 팬들이 그를 껴안고 키스하고
속옷을 벗어 던지자 스리랑카 대통령이 공연 주최 측에 채찍
질 형을 가해야 한다고 비난해 파문이 일기도 함.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10월 이후 스리랑
카에서 말라리아 발병 사례가 없었다며 말라리아 청정국으로
인정함.

싱가포르
Republic of Singapore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

면 적	697㎢
자 원	어업, 관광
인 구	556만7천301명(2014년 7월)
수 도	싱가포르
주 민	중국계(74.2%), 말레이계(13.3%), 인도계(9.2%), 기타
(3.3%)(2013년)

언 어	만다린어(36.3% 공용어), 영어(29.8% 공용어), 말레이어
(11.9% 공용어)(2010년)

종 교	불교(33.9%), 이슬람교(14.3%), 도교(11.3%), 가톨릭(7.1%),
힌두교(5.2%), 기타 기독교(11%), 무교(16.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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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	[대통령]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2017.9.14. 취임)
의 회	단원제(99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인민행동당(PAP), 노동당
국내총생산 4
 천543억 달러(2014년, PPP 기준), 3천79억 달러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8
 만3천1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싱가포르달러, 1미 달러=1.2671싱가포르달러(2014년)

약사
1819년부터 영국 식민통치, 1867년 직할 식민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에 점령됐으나 종전 후 다시 영국 식민지로 귀속,
1959년 영연방 자치주 성립. 1963년 말레이시아연방에 가입했
으나 1965년 탈퇴, 독립국가로 탄생.

정치
공화제, 의원내각제. 1959년 선거에서 인민행동당(PAP)의 리
콴유가 영연방자치주 초대 총리에 취임. 1990년까지 30여 년
에 걸쳐 장기 집권. 1990년 11월 고촉통(吳作棟) 부총리가 총리
직 승계. 고 총리는 2003년 8월 리콴유의 장남 리셴룽(李顯龍)
부총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한 뒤 2004년 8월 퇴임.
PAP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점차 고조된 가운데
2011년 8월 대선에서 친여당 성향의 후보(토니 탄 전 부총리)가
불과 0.34%포인트 차로 신승. 2012년 1월 리셴룽 총리가 임명
한 검토위원회는 26억 원이 넘는 총리의 연봉을 36% 삭감하
는 등 각료 급여 인하 권고안을 발표. 12월 마이클 팔머 국회의
장이 혼외정사로 사임.
2015년 3월 23일 싱가포르의 ‘국부’로 존경받는 리콴유(李光
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남. 그의
타계 소식에 싱가포르 국민은 오늘의 싱가포르를 있게 한 위
대한 지도자를 잃었다며 깊이 애도. 싱가포르 정부는 7일 동안
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장례식을 국장으로 거행. 반기문 유
엔 사무총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 등이 타계에 깊은 애도를 전함.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 자치
정부 시절부터 독립 이후 1990년까지 총리를 지내 세계 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로 재직했으며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부
국으로 건설했다는 평가를 받음.
2015년 9월 리콴유 전 총리가 타계하고 나서 처음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싱가포르 집권 여당인 PAP가 압승을 거두고 장
기집권 토대를 강화함. 싱가포르는 애초 2017년 1월까지 총선
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PAP는 리 전 총리 타계 이후 조성
된 애도 분위기, 독립 50주년에 따른 애국주의 물결 등이 자당
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조기 총선을 결정했음.
2016년 11월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가 소수인종
배려 차원에서 대통령 선출방식에 손질을 가함. 싱가포르 의
회는 장기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인종그룹에 대통령 단독
입후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가결 처리.
2017년 9월 싱가포르 대통령선거위원회(PEC)의 대통령 후
보 적격 심사를 유일하게 통과해 단일후보 자격을 얻은 할리
마 야콥(63) 전 국회의장이 무투표로 싱가포르 첫 여성 대통령
으로 확정됨.

외교
영연방 가맹국. 정치적으로는 비동맹 중립주의, 모든 국가와
의 통상외교를 중시.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참여, 사무국도
유치. 남북한 동시수교국. 2011년 2월 북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
원장의 차남 김정철이 여동생 김여정과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기 위해 싱가포르를 1주일가량 방문.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북한의 3대 교역국.
2012년 5월 미국 해군이 합동훈련차 신형 전함 한 척을 2013년
봄 싱가포르에 파견해 10개월간 배치한다고 발표.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에 동남아 주둔 병력의 물류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주둔지를 운영.
리셴룽 총리는 2013년 4월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과 정상회담한 데 이어 12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4
년 12월 리셴룽 총리는 국가 원수로는 13번째로 명예 서울시민
이 됨.
2015년 11월 중국과 대만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
음으로 연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선택됨.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대안으로 선
택된 이유는 화교의 나라로서 양국과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해왔기 때문임.
2016년 11월 홍콩이 대만에서 군사훈련에 사용한 싱가포르
장갑차를 억류함. 중국은 싱가포르에 대만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으나, 싱가포르는 대중관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017년 11월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함. 싱가포르는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였으며, 2017년 8월에는 싱가
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석유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름.

원 등을 조성, 싱가포르를 더욱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고 밝힘.
2013년 싱가포르에서 뎅기열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 해 동안
발생한 환자 수가 2만 명을 돌파, 역대 최다를 기록. 12월 남아
시아계 주민 400여 명이 시내 ‘리틀 인디아’ 거리에서 인도계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와 사고 수습에 나선 구조대를 향
해 몽둥이와 쓰레기통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임.
2014년 3월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세계물가조사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 2015
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1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도 포함됨.
2015년 8월 9일 독립 50주년을 맞음.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말레이시아 연방의 구성원이 됐다가 말레이시아 내 종
족 갈등과 분리주의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1965년 연방에서 추
방되다시피 해 독립한 지 꼭 반세기가 지난 것임.
2017년 10월 발표된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턴 캐피털의 ‘여권
지수’(passport index)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자
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은 싱가포르 여권으로 나타남.

아프가니스탄
Islamic State of Afghanistan
타지키스탄

카불
★

아프가니스탄

경제 · 사회 · 문화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의 무역·금융·해운의 중심지.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세계에서 무역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 2012년 4월 외국 부자에
대한 정착 우대 조치를 중단. 홍콩에 이어 중국 위안화 거래를
위한 해외 허브로 부상.
싱가포르 정부는 1960년대 인종문제로 한차례 극심한 폭동
을 겪은 이래 사회화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엄중 제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에 따른 인력난을 타개하
기 위해 전과자를 고용하는 싱가포르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고 싱가포르 국무장관이 10월 밝힘. 12월 유럽연합(EU)과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2013년 1월 싱가포르 정부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자녀 있는 부부에게 공공주택 우선 분양, 남성 출산휴가 확대
정책 등을 내놓음. 이어 2월에는 더 많은 이민을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집
회를 엶. 3월 리콴유 전 총리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를 막기 위해 싱가포르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힘.
2013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싱가포르가 자산관리시장에
서 스위스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싱가포르가 관리 자산
규모에서 2020년까지 스위스를 제치고 최대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11월 싱가포르 정부는 중심가 여러 곳에 차 없는 길과 공

파키스탄

면 적	65만2천230㎢
자 원	천연가스, 원유, 석탄, 철광석
인 구	3천256만4천342명(2015년 7월)
수 도	카불(Kabul)
주 민	파슈툰인, 타지크인, 우즈베크인, 하자라인 등
언 어	다리어(50%,공용어), 파슈토어(35%,공용어)
종 교	이슬람(99.7% : 수니파 84.7~89.7%, 시아파 10~15%)
(2009년)

원 수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2014년 9월 취임)
의 회	양원제(상원 102명, 하원 250명)
주요 정파 아
 프간이슬람미션그룹, 아프간사회민주당, 아프간자유민
주운동 등

국내총생산 6
 08억1천만 달러(2014년, PPP 기준), 204억4천만 달
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천9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아프가니(Afghani), 1미 달러=57.25아프가니(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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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919년 8월 19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1973년 7월 쿠데타로
왕정에서 공화제로 이행. 1978년 4월 공산주의 쿠데타로 국호
를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으로 개칭. 1979년 구소련이 아프
간 공산정권 유지를 위해 침공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
군의 저항에 밀려 철수. 이후 내전이 이어지다 1996년 파키스
탄의 지원을 받는 탈레반 정권 수립.
2001년 9.11 테러가 발발하자 미국은 알 카에다를 비호했다
는 이유로 아프간을 침공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림. 이후 미
군과 나토군 등이 주둔하며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 미
국은 9.11 테러 이후 10년간 추적 끝에 2011년 5월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는 그의
은신처에서 사살.
미군은 개전 10년 만인 2011년부터 철군을 시작, 2014년 아
프간전 종전을 선언하고 2016년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모
두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된 치안불안으로 2016년까지 9천
8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2017년에 5천500명 규모로 축소하
기로 계획을 변경함.
2015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하거나 우세한
지역이 전체 영토의 30%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정치권과 군부 일각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함. 10년 동안 미군을 비롯해 거의 3천 명
의 서방 측 병력이 희생되고 미국 혼자서만 3천300억 달러의
전비를 씀.
2015년 12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외무장관 회의를 열
어 나토 병력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을 공식화함.
2015년 7월 탈레반을 결성한 최고 지도자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1960년생 추정)가 2년 전 숨졌다고 아프가니스탄 대통
령실이 밝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새 지도자로 물라 아크
타르 모하마드 만수르가 추대된 것으로 알려짐.
만수르도 파키스탄 중서부 퀘타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
로 가던 중 사망했다는 보도가 2015년 12월 나옴. 탈레반은 만
수르의 죽음을 공식 부인하며 탈레반을 분열시키려는 아프간
정부의 선전이라고 반박.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
리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함.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이 14년에 걸친 내전을 해소하고 평
화협상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자회의(미국, 중국,
파키스탄, 아프간)를 2016년 1월 초에 열기로 함.
2016년 다자회의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대표단의 양자 간
평화회담이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탈레반
반군이 평화 협상 재개를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짐.

정치
2002년 6월 개최된 로야 지르가(Loya Jirga. 국회 역할을 하
는 부족대표회의)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이 과도정부
수반으로 선출됨. 이후 2004년 10월 처음 실시된 대선에서 카
르자이 행정부 출범.
카르자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재선. 2014년 나토군 철수를
앞두고 2012년 탈레반 반군의 전체 공격 건수는 줄었으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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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공격과 자국 군·경을 상대로 한 공격이 급증해 나토가
아프간 군경과 합동작전 축소. 8월 카르자이 정부의 국방·내
무 장관이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해임되고 정보기관 수장마저
도 전격 교체돼 핵심 안보라인이 다 물갈이됨.
2014년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야권 후보인 압둘라 압둘라
전 외무장관이 1위, 아슈라프 가니 전 재무장관이 2위를 차지
해 결선 투표 진행. 6월 결선 투표 초반 개표에서 가니 후보
가 앞서자 압둘라 후보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중
단을 요구, 투표 결과 발표 연기.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재검
표를 촉구했지만 7월 발표한 잠정 결과에서 가니 후보 승리로
발표.
두 후보가 전면 합의한 재검표 역시 여러 차례 중단된 끝에
9월 양 후보 협상을 통해 가니 후보를 대통령으로 결정하고 통
합 정부를 구성함.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가니스
탄 정부 출범 100여 일 만에 내각 구성 완료.
2016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자국 내 탈레반 다음으로
큰 규모의 조직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반군세력 ‘헤즈브에-이슬라미 아프가니스탄’(HIA)과 평화협정을 체결. 아프간
정부가 국내 주요 반군세력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은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처음.
2017년 12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차기 대
선에서 자신과 맞붙을 경쟁 후보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을 주
지사직에서 전격 해임하자 당사자와 그의 소속 정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갈등이 커짐.

외교
한국과는 1973년 12월 수교했으나 공산정권의 수립과 함께
1978년 9월 단교. 탈레반 정권 붕괴 후 2002년 1월 복교. 우리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배후세력 색출을 위해 미군이 공격을 시
작한 아프간에 2001년 해·공군수송지원단을, 2002년 9월에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을, 2003년 2월엔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을 파견했지만, 2007년 ‘아프간 인질사건’ 이후 모두
철수시킴.
그러나 정부는 아프간에서 고전하는 미국의 요구 등을 고
려,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
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지원 인력들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을 파견.
PRT는 2010년 7월 공식 임무에 들어가 아프간 차리카기지
와 바그람기지에서 경찰, 군 병력(일명 ‘오쉬노’ 부대)을 포함해
모두 490여 명이 머물면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
원, 교육·직업 훈련, 경찰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 2년 반 만에
사실상 철수.
미국은 2009년 12월 아프간에 3만3천 명 증파했지만, 재선
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전비와 철수 여론을 들어 증
강병력을 2012년 9월까지 모두 철수함. 2012년 말 기준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6만6천 명.
9월 카르자이 대통령이 재소자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
된 바그람 미군기지 수용소 관할권을 미군이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 2014년 1월 아프간이 미국의 반대에도 바그
람 수감 테러 용의자 72명을 석방하기로 하면서 갈등 고조, 2
월에 65명 석방.

2013년 10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내년 말 북대서양조약
기구(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미군을 잔류시키
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2014년 6월 탈레반에 붙잡혔던 보 버그
달 미군 병장이 탈레반 죄수 5명과 맞교환 협상으로 5년 만에
풀려나 귀국.
11월 미군 일부를 잔류시키는 양자안보협정(BSA) 비준, 1만
여 명이 2016년까지 주둔. 2014년 말 철수할 예정이었던 나토
군도 아프간 군경 훈련 등 비전투 지원 임무를 계속하는 군사
협정 체결.
2015년 중국이 오랜 내전에 시달린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2천 억원대 지원을 약속함. 중국-아프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아프간을 방문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 부주
석은 중국이 앞으로 3년간 15억 위안(2천675억원)을 아프간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2015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리더들이 새마을 운동을 배우
기 위해 방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경제·금융 고문, 민간
부문·식량안보 고문,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부회장, BBC 아프
가니스탄 지국장 등 10명이 비영리 국제 NGO인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Nutrition & Education International·NEI)의 초청으
로 한국을 찾음.
2016년 10월 유럽연합(EU)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동 주
최하는 아프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가 4일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개막. EU를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러
시아 등 전 세계 70개국 대표와 유엔을 포함한 20여 개 국제기
구 대표들이 참석, 오는 2020년까지 아프간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
계 국가들로부터 매년 3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서약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저지를 위해 추가 파병과 적극적 군사 개입 의지를
밝힘.

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 10
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한 한
연인이 도피를 선택했다가 결국 여성의 가족에게 참수당한 일
이 발생. 여성운동가들은 나토군 철수 이후 여성인권 후퇴 위
험 경고.
11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간통죄에 대해 투석형을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며 인권 후퇴 논란이 불거짐. 2014년 2월 카르자
이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이 여권 신장에 악영
향을 끼칠 것이라는 국내외 우려가 제기되자 서명을 거부하고
수정을 명령.
2015년 10월 26일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힌두쿠시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명(아프간 115명, 파키스탄 410명)을 넘
어섬.
2016년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AI)는 지난 3년간 아프가
니스탄 국민 120만 명 이상이 내전 때문에 피란민이 됐다고
밝힘.
2017년 10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단지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자폭테러가 벌어
져 최소한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침.

인도
Republic of India

중국

파키스탄
★
뉴델리

인도

미얀마

경제 · 사회 · 문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치안불안 등 극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지원에 힘
입어 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그러나 부패 문제가
심각해 아프간 당국이 카불국제공항을 통한 거액의 자금 유출
을 방치하고 있다고 미 정부 보고서가 2012년 12월 지적. 대규
모 광물 부존자원을 경제 재건의 동력으로 삼으려 해도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가 문제.
2012년 3월 아프간에서 총기를 난사해 민간인 16명을 살해
한 미군 베일즈 하사가 미국에 송환돼 기소됨. 영국 해병대
원 5명도 10월 아프간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본국에서
기소.
앞서 2월 유엔은 아프간에서 계속된 전쟁으로 2011년 살해
당한 민간인이 역대 최다인 3천21명이라고 밝힘. 인터넷이 서
방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며 사용을 금지했던 탈레반도 페이
스북과 트위터로 선전전 펼침.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명예살인’ 등 여성에 대한
억압이 쉽게 가시지 않는 사회. 2013년 5월 아프가니스탄 여성
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던 여권신장법안

인도양

면 적	328만7천263㎢
자 원	석탄, 철광석, 석유, 망간, 보크사이트
인 구	12억5천169만5천584명(2015년 7월)
수 도	뉴델리(New Delhi)
주 민	인도-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언 어	힌디어(41% 공용어), 영어(보조 공용어), 벵갈어(8.1%) 등
종 교	힌두교(79.8%), 이슬람(14.2%), 기독교(2.3%) 등(2011년)
원 수 [대통령]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 2012년 7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245명, 하원 545명
주요 정당	인도국민당(BJP), 국민회의당, 공산당 등
국내총생산 7
 조4천110억 달러(2014년 PPP 기준), 2조501억 달러
(2014년 공식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
 천800달러(2014년, PPP 기준)
통 화	루피(Rupee), 1미 달러=61.03루피(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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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526년 성립된 무굴제국은 1857년 세포이 반란을 계기로 멸
망하고 인도 전역이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됨. 1947년 8
월 15일 마하트마 간디와 자와할랄 네루의 지도 아래 독립하고
1950년 연방제와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공화국 선포.

정치
2009년 4~5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통
일진보연합(UPA)이 압승을 거두면서 만모한 싱 총리의 2기 정
부 출범,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 가속화에 나섬. 인도 사회운동
가 안나 하자레가 2011년 인도 공무원들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
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며 4월과 8월 단식투쟁을 벌인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
아르빈드 케지리왈을 비롯한 인도의 반(反) 부패 운동세력
은 2012년 10월 창당을 선언. 7월 제13대 대통령에 여당 후보인
프라납 무커지 전(前) 재무장관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 인도에
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총리가 실권을 행사. 무커지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특히 경제적 공정성에 주안점을 두
겠다고 밝힘.
2013년 1월 인도의 정치명문가 ‘네루-간디’ 가문의 후손인
라훌 간디가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의 2인자 직에 오르면서 차
기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 2014년 5월 힌두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이 국민회의당을 상대로 총선 승리, 나렌드
라 모디 총리 취임.
2016년 모디 총리는 ‘검은돈’ 근절을 위해 고액권 사용을 중
지시키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차명 자산을 정조준하는
등 부패 척결에 속도를 냄.
2017년 12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2
개 주의회 선거에서 또다시 승리, 2019년 총선 승리에 ‘청신호’
가 켜짐.

외교
네루 총리 이래 40여 년간 비동맹주의와 균형외교를 표방.
1998년 5월 24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 강행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경제 원조 중단 등 제재를 경
고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파키스탄의 연쇄
핵실험 강행을 초래함. 영국에서 독립한 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2차례 전쟁까지 벌였던 파키스탄과는 긴장관계가 지
속됨.
2006년 3월 인도를 방문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통합형인 인도 핵시설을 군사
용과 민수용으로 분리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연료와 기술
을 공급받는 핵협력 협정이 최종 타결됨. 이에 따라 인도에 대
해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국제사회의 핵동결 조치가 풀림.
역내 최대 라이벌인 파키스탄은 물론 군사력을 확대하는
중국과 오랜 기간 긴장관계인 관계로 수년간 수백억 달러어
치의 군사 장비를 구입.
2012년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07∼2011
년 전 세계 재래식 무기 거래시장에서 인도가 10%를 수입해 1
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6%로 2위였다고 발표.
2015년 12월 25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총리로서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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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에 ‘앙숙’인 파키스탄을 깜짝 방문.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
탄 총리와 1시간여 동안 회담하고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섬.
2016년 12월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해 베이징(北京) 등 중국
북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과 인도 정부가 신경전을 벌임.
2017년 6월 16일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둥랑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면서 인도
군과 중국군이 73일간 대치함. 모디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
국 국가주석은 9월 정상회담을 하고 국경분쟁 해소를 위해 상
호 신뢰증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경제
정치적 안정, 외부에 크게 의존할 필요 없는 풍부한 자원, 광
범위한 산업 기반, 증가일로에 있는 양질의 기술인력, 경제개
방과 자유화 정책 등에 힘입어 1997년 이후 평균 7% 이상의 높
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그러나 유로존 위기 탓에 2011∼2012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은 6.5%에 그침. S&P에 이어 피치가 6
월 인도의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S&P는 나중에 소위
BRIC 국가들 가운데 인도가 처음으로 투자등급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
2012년 1월 외국인의 인도 증시 직접 투자를 허용. 3월 데니
쉬 트리벨디 철도장관이 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다가 정치적
반발로 사임.
인도 정부는 2013년 2월 2012~2013회계연도(2012.4~
2013.3) 경제성장률이 5%에 그쳐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을 기록함. 재정난에 처한 인도 정부는 3월 더 많은 해외자금
을 끌어들이고자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정부와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 5월 신용평가기관 스탠
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인도를 ‘투기 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으나 6월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인도 정
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성장 회복 노력을 평가해 신용 전
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 8월 달러에 대한 루피
화 가치가 19일 처음으로 63대를 돌파하고 주식과 채권 시장
도 일제히 폭락하면서 인도가 금융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
이 확산.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 경제정책 ‘모
디노믹스’(Modinomics)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함.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
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데 있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인도 경제는
2016년 7%대 후반의 고속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됨. 세계
은행이 발표한 ‘2016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2.9%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도는 7.8%의 고성장
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2016년 모디 총리가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검은돈 근절이
라는 취지뿐 아니라 세수 증대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고 평가했지만, 일부에서는 현금 부족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
도 경제가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
부가가치세 통합, 파산제도 단순화 등 모디 총리가 추진한
경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2017년 인도 경제는 활기
를 보임.

사회 · 문화
수많은 인종, 복잡한 언어, 이질적인 종교, 빈부 격차, 카스
트 제도 등 이질성과 다양성, 현대성과 전근대성이 혼재. 계급
간의 유혈 충돌이 빈번히 발생.
무커지 대통령은 2013년 2월 집단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숨
지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
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서명. 버스 집단 성폭행으로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인도를 찾는 해외 여성 관광객이 35% 감소.
이후 2014년에는 성폭행 누범이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성범죄자에게 잇달아 중형 선고를 내렸으며, 총선에서도 성
폭력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
2014년 8월 전통 인도 요가를 집대성해 세계 곳곳에 퍼트린
요가의 스승 아헹가 별세. 9월 인도가 만든 첫 번째 화성탐사
선 ‘망갈리안’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 미국, 유럽연합, 러시
아에 이어 네 번째 성공. 같은 달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인
도에 지부 신설 발표. 10월 아동 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
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 말
랄라 유사프자이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
2015년 인도는 미성년 범죄자에게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최
고형이던 법률을 개정해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16세∼18세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죄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규정된 살인,
성폭행, 산성물질 테러, 납치 등임.
이번 개정은 3년 전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석방된 데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
면서 이뤄짐.
2015년 5월 인도 일부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사
망자 수가 1주일여 만에 1천7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20년 만
에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
2016년 1월 동북부 마니푸르 주 주도 임팔 부근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
2017년 인도에서 ‘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가 2년 만에 크
게 유행하면서 2만 명 이상 감염돼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어섬.
개발도상국 중 언론자유가 가장 잘 보장돼 있음.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인도양
오스트레일리아

면 적	190만4천569㎢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주석, 목재, 고무
인 구	2억5천599만3천674명(2015년 7월)
수 도	자카르타(Jakarta)
주 민	자바족(40.1%), 순다족(15.5%), 말레이족(3.7%) 등
언 어	인도네시아어(공용어), 영어, 네덜란드어
종 교	이슬람(87.2%), 개신교(7%), 가톨릭(2,9%), 힌두교
(1.7%)(2010년)

원 수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 2014년 10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32명, 하원 56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민주당(DP), 골카르당, 대(大)인도네시아운동(게린드라) 등
달러(2014년)
국내총생산 8천886억

1인당 국내총생산 1만700달러(2014년)

통 화	루피아(Rupiah), 1미 달러=1만1천865.6루피아(2014년)

약사
1602년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이래 350년간 통
치. 1942년 일본이 점령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1945년 독립. 2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의 재식민지화 기도에
맞서 4년간 분쟁과 협상을 벌인 끝에 1949년 네덜란드가 주권
을 공식 인정함. 1976년 7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동티모르
섬 합병. 동티모르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해 2002년 5월
독립국가로 출범.

정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수카르노 대통령의 1인 독재체제가
지속되다 1965년 수하르토 장군이 쿠데타를 진압하며 실권 장
악. 수하르토 장군은 1967년 3월 수카르노 대통령을 축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 1998년 시위대에 밀려 하야할 때까지 32
년간 장기 집권.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딸인 메가와티 부통령이 2001년 7
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 2004년 첫 직선제로 수실로 밤방 유
도요노 대통령 당선.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7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재선에 성공. 유도요노 2기 정부는 부
패척결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으나 집권 민주당이 체육청소년
장관 등 소속 고위 인사들의 잇단 부패의혹으로 궁지에 몰림.
2014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인 투쟁민주당이 승리. 이어 7월
대선에서도 투쟁민주당 연합 조코 위도도 후보가 승리, 10월
취임.
2015년 12월 9일 전국 34개 주 가운데 8곳의 주지사, 256곳
의 시장 및 군수 등 지방 자치 단체장을 뽑는 역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지방 선거를 실시함.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
도요노 전 대통령의 집권기인 2005년에 지방정부 수장을 주민
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직선제를 시작했고 이후 산발적인 지
방 선거가 이뤄졌지만, 전국 단위로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
2016년에는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과 그를 밀어
당선시킨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커
짐. 투쟁민주당(PDI-P) 총재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4년
대선에서 자당 후보로 내세워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는 ‘상왕 정치’를 노렸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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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마찰.
2017년 여야 정치인이 대거 연루된 뇌물 비리 사건이 불거
짐. 원내 2당인 골카르당 세트야 노반토 총재 겸 하원의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집권 연정이 흔들릴 조짐을
보임.

외교
유엔과 아세안, 비동맹운동(NAM), OIC(이슬람회의기구) 등
과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 아세안에서 주도적 위치를 견지하면서 아세안 확
대를 통해 역내 협력체제 강화 노력. APEC에도 적극 참여. 남
북한 동시수교국으로 북한과는 1964년, 한국과는 1973년 9월
각각 수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리광근 합영투자
위원장과 안정수 경공업상 등을 거느리고 2012년 5월 인도네
시아를 방문해 유도요노 대통령과 회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
시 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고 발표. 6월 인도네시아 정부
가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00만 달러 이상의 식
량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현지 주간지 템포가 보도.
2013년 1월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농축산물 수입품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상회의 개최. 11월 호주 정보기관의 유도요노 대통령 내외 전화
도청 의혹 제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공식
적으로 격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
2015년 1, 4월 내외국인 마약사범 8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
자 국제앰네스티(AI), 호주, 브라질, 프랑스 등 국제 인권기구와
이들 사형수 출신 국가들이 반발. 11월 12일 조코 위도도 대통
령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2년 전 틀어진 인
도네시아-호주 간의 관계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정
상화됨. 12월 31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
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
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를 공식 출범, 총 인구가 6억3천만 명
으로 세계 3위, 총 국내총생산(GDP)이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7
위인 공동체를 결성.
2016년 10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
위원장이 동남아시아 순방차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예정이었
으나 막판에 이를 취소함. 인도네시아 집권여당 투쟁민주당
(PDI-P) 당수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과 면담이
불발됐기 때문으로 알려짐. 인도네시아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
국이지만 2016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국
회 방문과 최희철 북한 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국장
의 인도네시아 외교부 방문을 잇달아 거절하는 등 북측과 거
리를 둠.
2017년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어업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
해 일부를 ‘북나투나해’로 개명하며 견제에 나섬.

경제 · 사회 · 문화
2012년 기준 주민의 38.9%가 농업에 종사.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수출의 대부분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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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진입을 목표로 함. 인도네시아 정
부는 2012년 3월 외국인의 광산 소유 지분 한도를 추가로 제한
하는 법령을 공포하는 등 보호정책을 펴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오히려 늘어남.
약 420만 명이 마약 복용자로 추정되는 등 마약 중독과 관
련해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마약사범들을 엄단
하는 한편 연간 10만여 명의 마약 중독자 재활 치료에 나서는
중.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는 13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60여 명이 마약 사범들이며, 사형 선고를 받은 마약 사범 중
약 3분의 1은 외국인.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이 4년 만에 최저치
를 기록하는 등 추락함. 같은 달 인도네시아의 3분기 국내총생
산(GDP) 성장률이 5.62%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치를 기록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
지난 2013년까지 몇 년 동안 6% 내외의 고속 성장을 구가했
던 인도네시아는 2014년 성장률이 5년 만의 최저치인 5.02%로
떨어졌으며, 2015년 성장률도 5.0% 내외에 머무름.
2013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경 이슬람 세력의 거센
반발에도 ‘미스월드 2013’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 이어 ‘미스
월드 2013’ 대회에 대항해 무슬림 여성만 참가하는 미인대회
가 열림.
인도네시아는 브라질에 이어 열대우림 자원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국가이나 우림 파괴 속도가 빨라 온실가스
배출 순위에서도 세계 3위권으로 분류.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잦음.
2015년 6월 수마트라 섬에 있는 시나붕 화산이 분출해 인근
지역 주민 약 3천 명이 대피, 7월 인도네시아 자바 섬 동부에
있는 라웅 화산의 분출로 발리 응우라이 공항 등 5개 공항이
일시 폐쇄, 8월 라웅 화산이 또 화산재를 분출 공항 임시 폐쇄.
11월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3회 국제녹색포
럼이 이 섬에 있는 린자니산의 화산 분화로 취소 등 화산 분출
이 잦음.
2016년 12월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
하면서 100명이 넘게 숨지고 6만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함. 경제는 저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장기화로 몸살을 앓으면
서 국내 공항과 항만 지분을 대거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인도네시아 당국이 2017년 한 해 동안 마약밀매 혐의를 받
는 현지인과 외국인 79명을 단속 현장에서 사살한 것으로 드
러나 논란이 일어남.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미신으
로 치부되던 토속신앙을 2017년 정식 종교로 인정함.

일본
면 적	37만7천915㎢
자 원	목재, 석회석, 아연, 석탄 등
인 구	1억2천691만9천659명(2015년 7월)
수 도	도쿄(東京)

Japan

중국

한국

도쿄

일본

★

태평양

주 민	일본 민족(98.5%), 한국인(0.5%), 중국인(0.4%) 등
언 어	우랄알타이어계의 일본어(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 혼용)
종 교	신도(神道. 79.2%), 불교(66.8%), 기독교(1.5%), 기타(7.1%)
- 복수응답

원 수	[국왕] 아키히토(明仁, 1989년 1월 즉위) [총리] 아베 신조(安
倍晋三, 2012년 1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참의원 242명(임기 6년), 중의원 480명(임기 4년)
주요 정당	민주당, 자민당
달러(2014년)
국내총생산 4조7천670억

1인당 국내총생산 3만7천500달러(2014년)

통 화	엔(円), 1미 달러=105.86엔(2014년)

약사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을 통해 바쿠후(막부) 정권을 무너
뜨리고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유럽의 근대자본주의를 도입. 1889년 최초의 헌법을 공
표,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듬해 7월 제헌의회를
구성해 아시아 최초로 의회제를 확립.
1910년 조선을 강제 합병하고 1931년 만주 지역을 강점했으
며 1932년 상하이 사변과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킴. 1941
년 12월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한때 동남
아 일대와 태평양 주요 도서를 점령했으나 히로시마, 나가사
키에 원자 폭탄이 잇따라 투하되자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 선언.
1956년 12월 유엔 가입.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해 서방 선진7개국(G-7)에 가입.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
워 정치·군사 대국화를 노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
출 적극 시도.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2014년 7월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헌법 9조
에 입각해 ‘전수방위’를 표방해 온 전후 안보 정책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

정치
상징적인 국왕을 둔 입헌군주제. 권력 구조는 내각 책임제.
제2차 세계대전 후 결성된 보수정당 자유당과 민주당이 1955
년 11월 통합해 최대의 정당인 자민당으로 출범, 38년간 집권
했으나 1993년 8월 제1야당으로 전락해 ‘55년 체제’ 붕괴.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취임.

2003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다시 승리해 전후 세 번째
장수 총리가 됨.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리 시절 자민당 간사장과 관방장관
등 출세 코스를 거친 우익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관방
부장관 시절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대중의
인기를 얻어 만 52세의 나이로 전후 최연소 총리에 오름.
일본의 이름난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재임 기간 대부분을
애국심 교육을 내건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강행 통과, 대북 제재 등에 쏟
아부음. 측근의 추문이 잇달아 불거지고 미국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비난하는 결의를 내놓는 등 위기에 처하자
건강 악화를 호소한 끝에 정확히 임기 1년 만에 스스로 사임.
2009년 8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절
반을 훌쩍 넘는 308석을 획득하면서 자민당의 54년 장기집권
에 종지부를 찍음.
2010년 6월 취임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취임 한 달 만
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가 대
패해 참의원 여소야대를 허용. 2011년 3월 전대미문의 동일본
대지진(규모 9.0)과 초대형 지진해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
고 등으로 취임 초기 60∼70%대였던 내각지지율이 10%대 초
반까지 추락, 결국 8월 공식 퇴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
리가 뒤를 이어 소비세 인상을 추진, 야권의 협조를 얻어 결국
뜻을 이뤘으나 당내 분란으로 의원 90명이 탈당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상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해 노다 내각은 집권
482일 만에 막을 내리고 민주당 정권도 2009년 9월 출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종막. 2006~2007년 총리를 역임한 후 한
동안 잊혀졌던 아베 전 총리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강한 일본’
을 바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자민당 총재로서 총선 압승을 주
도해 정권 탈환, 2012년 12월 총리에 취임해 5년 3개월 만에 재
집권. 한 번 퇴진한 총리가 다시 집권한 것은 요시다 시게루(吉
田茂 ) 전 총리 이후 64년 만임.
아베 총리는 조각에서 극우 성향의 측근 의원들을 대거 각
료에 배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성격짓기 위한 헌법 개정 추
진, 고노담화 수정 시도, 국방력 증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으로 우경화 행보. 2013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
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승을 거두며 안정 과반 의석을 확
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
2014년 9월 대규모 개각을 통해 역대 최다수와 같은 수의
여성 각료 5명을 발탁했지만 한 달 만에 비위 의혹으로 2명이
잇달아 낙마하며 아베 내각에 타격. 11월 소비세 재인상을 연기
하고 중의원 해산, 12월 총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압도적 승리.
2015년 9월 8일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결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단독으로 입후보, 투표 없이 집권 자민
당 총재를 연임.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직후인 2006년 10월 자
민당 총재로 취임해 1년가량 자리를 지켰으며 2012년 9월 다시
총재직을 차지. 당 총재 3선을 기록.
9월 30일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
보 정책을 대폭 바꾸는 법률을 공포.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을
일괄해 개정한 이른바 ‘평화안전법제 정비법’과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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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들 법률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타국이 공격당
했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
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안보법률은 공포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부칙이 설정됨.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을 합
쳐 과반수를 얻으며 중·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등 선전함. 10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2기 6
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 개정 방침을 정함.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2021년 9
월까지 장기 집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11월 들어
내각 지지율이 3년 만에 60%를 돌파함. 12월 취임 4년을 맞은
아베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2016년 들어 50% 전후를 유지하
면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의 기반을 구축함.
201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연초부터 잇따라 불거진 사
학 스캔들로 위기에 몰렸지만 10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
사 도발을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압승.
2월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감정
가격의 14% 수준에 매입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해당 학교의 명예회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베
총리가 한때 궁지에 몰림. 그러나 10월 22일 총선에서 자민당
이 공명당과 함께 연립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전체의 3분
의 2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
하면서 2018년 정기국회에 개헌안 제출을 검토함.

외교
전후 일본은 ‘요시다 독트린’으로 불리는 철저한 실리 위주
의 외교 원칙을 따르며 세계 최강의 경제부국을 이룩함. 일본
은 서방선진 7개국(G-7)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아시아 지역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자임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자위대 파병과 정부개발원
조(ODA), NGO(비정부기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유엔 안
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적극 도모. 특히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
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2003년
6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됨.
경제외교의 골격 속에 안전보장은 미국에 의존하던 과거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위상 강화를 모색하게 됨.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
보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음.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3
개 법안임.
2010년 12월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옛 소련의 냉전 위협
에서 중국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에 대비해 미사일 방공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방위계획대강을 승인함. 중국과 북한
은 이를 ‘침략 군사작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쟁문서’라며 강
력히 비난. 2014년 4월 무기수출을 원칙 금지한 종래의 ‘무기
수출 3원칙’과는 반대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의결.

506

l

각국현황

2014년 4월 일본 시민단체가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국민
을 노벨 평화상 후보에 등록. 총무상 등 각료들과 국회의원
들은 잇달아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아베 총리는 잇달아
공물 봉납.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7월 1일 총리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
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
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입각해 ‘전수(專守) 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내용)’를 표방해온 전후(戰
後) 안보 정책에 일대 전환으로 평가. 아베 총리는 9월 유엔
총회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피력함.
2015년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그간 일본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
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힘.
2017년 일본은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
국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대(對)한국관계>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에 통감부
를 설치한 뒤 1910년 8월 한일병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본격
적인 식민 지배를 단행.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
나면서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함.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양국은 공식 외교관계 수
립. 한일 양국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뿌리 깊은 반감과 불신
에다 어업 분쟁, 과거사 문제,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일
본군위안부 보상 문제 등 많은 갈등 요인을 안고 있음.
2002년 6월 월드컵 공동 개최.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정상
회담을 정례화했지만,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의 소위 ‘다케
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에 따른 일본의 한국 주권 침해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로 다시 갈등 점화.
고이즈미 총리는 2006년 8월 15일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 양국 관계는 더욱 경색됨. 2012년 8월 이명박 대
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항의해 노다 요시
히코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거꾸로 이 대통령에게 사
죄를 요구하는 등 양국 관계 급랭. 또 일본 정부는 독도 전문
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일본 국회는 ‘한국이 독도를 불범점유하
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
2013년에도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등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양국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긴장 극대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 유
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정권교체 이후 정상회담이 한 차
례도 열리지 못함.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1995년 8월 15일 당시 총리였
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담화로 일단락.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공동 발표한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도 ‘반성과
사죄‘를 적시하고 2005년 12월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과거를 둘러싼 한국
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인도적 관점에서, 과거에서
기인한 여러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밝히며 국제

사회 공통 과제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54년 장기집권에 종지부
를 찍고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방한
해 “신(新)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양국 과거사의 불행한 시대
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국권침탈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간
접 시인함. 전문가들은 이 담화가 총론적으로 ‘무라야마 담화’
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 특히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 때
아시아를 상대로 한 두루뭉술한 사죄를 했다면 간 총리의 담
화 내용에는 한국만을 적시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현한 부
분이 담겨있어 주목을 받음.
또 일본은 이 담화를 통해 사할린 교포 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에 이어 조선왕실의궤를 명시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이 담화는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
해 온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사
갈등의 본질격인 징용피해 보상과 위안부 배상 문제 등을 외
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됨.
앞서 일본 정부는 2009년 11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
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
당으로 단돈 99엔을 지급하기로 했음. 이에 할머니들과 일본
의 시민단체는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1년 10월 이마저 기각
됨. 이 대통령은 12월 교토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에게 일제 강점기 종군 위안부 보상 문제를 직접 제
기, 12월 명성황후 국장도감(國葬都監) 등 조선왕실의궤를 비
롯해 일본에 반출된 우리 책 1천200책을 1세기 만에 돌려받음.
2012년 8월 노다 총리는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
가 없다고 밝히고 아베 신조 신임 총리도 12월 인터뷰에서 식
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 담화는 계승하겠지
만,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는 수정
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
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면서 사죄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으로 인식돼 왔음.
2013년 고노 담화 발표 20년을 맞았지만, 아베 정권 출범 후
고노담화 수정론자가 득세하면서 고노 담화가 계승과 단절의
기로에 섬. 2014년 2월 일본정부 내 고노 담화 검증 조사팀 설
치 계획 발표.
2013년 2월 22일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차관
급 고위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준(準)정부 행사로 격상함. 3
월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검정을 거친 새 일본 교과서에 담김. 일
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도 ‘독도는 역사적·법
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음. 아베 총리는 4
월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고 발언.
2014년 1월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정부 홈페이지 개설.
같은 달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

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
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 혐한 정서 확대. 2
월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 참석. 2014
년 4월 ‘한국이 독도 불법 점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심의 통과, 2015년부터 사용.
6월 일본 정부는 ‘군(軍)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
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
었다’는 결론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 발표. 7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
8월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서울 지국장
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
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출금 조치됨. 일본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 같은 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서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상대로 한 일본 내 혐오 발언과 시
위 문제에 대해 우려 제기.
2015년 4월 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외교백서격)는 독
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영토 주장
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
4월 6일 마무리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역사·지리·
공민 등 사회과 3개 과목의 모든 교과서(18종)에 독도 기술이
담기고, 대다수에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을 포함토록 유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
베 담화)에서 전쟁에 대해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 데 그
쳤고, 전후 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주장. 일본
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정해서 거론하지 않음.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을 하고 ‘위안부 조기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수준에서 합의
를 이뤄냄.
1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1심이 무죄를 선고. 기사의
개인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최종 결론. 검찰은 항소 포기.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
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음.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
기시다 외상은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내각 총리대신으
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한다”고 사죄 표명.
2016년에는 2015년 말 한일 정부 간 합의한 위안부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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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한국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재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명확하게 약
속한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강조함. 위안부합의 1년을 맞아
일본 측의 화해·치유사업 지원은 이행됨. 그러나 일본 측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계속 요구
함. 표면적으로는 위안부 합의 이후 별다른 이상 징후는 보이
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
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것으로 알려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10월 국회 발언으로 위안부 합의의 진정
성 논란이 야기됨. 12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
되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한일 간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
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철거를 요구함.
일본 정부는 12월 한국 해군이 연례 독도방어훈련을 하자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함.
2017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
고 한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됨.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
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
서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추가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
발함.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주일 한
국대사관 공사에게 위안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항의함. 아
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옴.
일본 정부는 12월 한국 해군이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정례
적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
장함.
<대(對)북한관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10월 국교 정상화 회담 개최, 국제법 준수로 서로의 안
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 등을 담은 ‘평양선언’을 발표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전격 시
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북 시 일본으로 귀국한
납치피해자 5명의 북한 거주 가족 8명 중 5명이 고이즈미 총
리 귀국 시 일본으로 귀국. 2004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납치
문제 관련 북·일 제3차 실무회의에서 일본이 건네받은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피랍 당시 13세 소녀)의 유골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
2011년 9월 일본은 북한을 겨냥, 낮에 지구 위의 60cm 크기
물체를 식별해 촬영할 수 있는 정보수집위성(정찰위성)을 2년
만에 또 쏘아 올림.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를 계기로 2003년부터 정찰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시작,
이때까지 8기를 발사. 여기에 들어간 돈만 8천181억 엔(약 12조
5천 억원).
2012년 1월 일본과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
로 비밀 접촉. 8월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북한에 어떤 나라보다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같
은 달 일본 민간인 4명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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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방북.
2014년 3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부칠 것을 권고하는 내
용의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7월 일본인 납북자 문
제와 관련,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 양국 간 인적 왕래 제
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 일부 제재를 해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15년 6월 집권 자민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
을 정부에 제언. 일본 정부가 2014년 7월에 해제한 대북 송금
및 인적 왕래 관련 일부 제재를 부활시키는 한편 인도적 목적
을 제외하고는 대북 송금을 원칙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들
어감. 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중 방북 시 재입
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됨.
2016년 9~11월 3개월간 일본 정부가 북한 노동당 국제부 측
과 중국 지방도시에서 적어도 3회에 걸쳐 비공식 접촉을 한 것
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함. 일본에서는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에도 접촉해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타개를 모색했
을 가능성이 제기됨.
2017년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
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기로 의결함.
12월 15일에는 북한의 19개 단체를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
를 강화함.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으
로 대피시설 수를 늘리기로 함.
<대(對)미국관계> 미국과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1950~1960년대 안보 협력, 1970~1980년대 경제 협
력 시기를 거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 이후 미·일 관계는 냉
전 종식 후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변화.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패전국과 가해국이란 과거의 멍에에서 과감하게 벗어
나 ‘신일본’ 건설에 전념, 대미의존 외교에서 탈피, 자주적인 외
교를 주창.
일본 상품의 무차별 공세로 막대한 대일무역 적자에 시달리
던 미국은 1993년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새로운 경
제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경제 협의를 열기
로 합의.
1997년 10월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가 항만시설 이용이
불합리하다며 일본 화물선의 미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정박
중인 선박을 억류키로 하는 강경조치를 결정해 무역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다 극적으로 합의.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시
장인 일본이 광우병 사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등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통상마찰을
빚음.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일본을 방문, 참의원 연설
을 통해 미·일 정상회담의 키워드인 ‘안보와 경제협력’을 환
기. 2003년 7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근거가 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근
거로 자위대를 이라크 사마와에 2004년 2월 파견. 일본 자위
대의 전투지역 파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일본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입장을 적극 지

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NPT 탈퇴 철회 등을 요구. 미국과
미사일방어(MD)체계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 1998년 8
월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경악한 일본은 1999
년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
그러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등에 강경한 일본과 달리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이어서 북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
2009년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과거 자민당의 대
미 외교를 미국 추종 외교로 규정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를 중시하는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내
세움.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주
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속
히 냉각. 미·일 양국은 2006년 오키나와 현 후텐마 비행장을
2014년까지 같은 현 나고시에 있는 주일미군 슈와브 기지 연
안으로 옮기기로 합의했으나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부터 후텐마 비행장의 현외 또는 외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했으며, 8개월 만에 퇴진한 하토야마 총리에 이어 간 나오토
총리는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
(邊野古)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관련 협상을 진행.
이후 간 총리는 2011년 1월 외교방침에서 동아시아공동체보
다 미일동맹을 다시 외교의 최우선으로 내세움.
2011년 6월 미일 외교 및 국방 장관(2+2)들은 워싱턴에서 회
담을 갖고 2014년까지 돼 있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시한을 공
식 폐기하고 ‘2014년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이전을 완료
한다는 데 합의. 또 북한의 도발 저지와 6자회담을 통한 비핵
화 등을 양국의 안전보장 ‘공통전략 목표’로 상정. 2014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에서 현내 이전을 반대하는 현직 시장이 재
선하면서 기지 이전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2012년 9월 지방 정부의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사고 위험성
이 높은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며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 배치를 공식 승
인, 미 해병대는 10월부터 오스프리 12대를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 기지에 배치. 11월 도쿄에서 수천 명이 오스프리 오키나와
현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
노다 총리는 2011년 11월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내건 TPP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
위인 일본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일의 FTA로,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하게 됨.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직후 미군은 7함대를 중심으로 총
인원 1만2천여 명, 함정 20척 등을 동원해 자위대의 지진 구호
작전을 적극 지원.
2012년 10월 오키나와현 의회는 최근 주일미군의 집단 성폭
행 사건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11월 오키나와
가네다 미 공군기지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미군을 상대로 소
음공해에 따른 보상과 군용기의 야간비행금지를 요구하는 소
송을 제기.
2013년 3월 아베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
섭 참가 방침을 정식으로 표명.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18년 만에 국빈 방문,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강등과 관련해 일본
지지 발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불발. 11월 오
키나와(沖繩)현 지방 선거에서 주일 미군기지의 ‘현내(縣內) 이
전’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당선.
2015년 4월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
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강고한 양국 동맹을
강조하는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 성명에는 2차대전에서
싸운 양국이 화해를 통해 강고한 동맹 관계를 구축,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
이 포함됨.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합의
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군-자위대 연합대
응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
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됨.
이전 가이드라인은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
사)’의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
일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일본 주변’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와 비교해 새 가이드라인은 ▲평소의 협력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중요영향 사태) ▲일본
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행동 ▲집단 자위권 행사
를 전제로 일본 이외의 국가를 겨냥한 무력 공격에 대한 행동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에서의 협력 등 5개 분야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NHK가 보도.
10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이
모여 핵심 쟁점들을 최종 타결함. 협정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
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애고 신약 특
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
련 규정을 만들기로 함.
TP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
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실상 2대 주주인 일본과 미국이 아
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중국의 ‘굴기’(堀起.우
뚝섬)를 저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림.
2016년 12월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
주만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 희생자에 함께 헌화하고 추모하
는 것으로서 공고한 미일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함.
아베 총리는 11월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인과 전격 회동해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모습을
연출함.
그러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측 부담 확대 문제나 아베 총
리가 공을 들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트
럼프 당선인의 반대 입장은 공고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안
보·경제면에서의 조화가 향후 아베의 대미 외교에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됨.
2017년 2월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함.
미일 정상은 11월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거듭하
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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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면
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해관계가 걸
린 경제 분야에서는 파열음을 냄.
2월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아
베 총리와 만나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일본 방위 방침을 재확
인함.
<대(對)중국관계> 2000년 초 오사카에서 우익 단체가 난징
학살을 부정하는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모리 총리가 중일전
쟁을 침략 전쟁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아 중국과의 관계가 악
화함. 200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위인사 교류, 안보 관련
대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중 관계 구축을 모색고자
했으나 2002년 4월 및 2003년 1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양국관계가 갈등을 빚음.
또 일본은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무인도들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魡魚島’) 열도 영유권을 두
고 중국과 갈등을 빚음. 일본은 청일전쟁 당시인 1895년 일찌
감치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선언함. 1970년대 초 이 지역
에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뒤 중국과 타이완도 영유권
을 주장.
이후 2005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맞선 중국 학생과
시민들의 반일시위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함. 2006년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중과 2007년 말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방중으로 양
국 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됨. 당시 야스오 총리는 일본은 이
전 역사에 대해 진실로 반성한다고 밝히고 대만 독립과 대만
의 유엔 가입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2009년 12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일본 국왕 면담
이 성사됐지만 2010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
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됨.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상대 국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희토류 수출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불거져 각국이
희귀 자원 확보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짐. 희토류는 하이브리
드 자동차와 미사일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금속
으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점유하고 있음.
2011년 12월 노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
과 면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이뤄진 이 만남에서
노다 총리는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후 주석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장기 안정이
라는 해법을 내놓음.
그러나 2012년 9월 10일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를 결정하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영해기선을 선포. 이튿날 일본의 매매계
약 체결에 맞서 해양감시선 2척을 센카쿠 해역에 파견하는 등
강력 반발해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됨.
중국 곳곳에서 거센 반일시위가 일어나고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받자 일본은 10월 대화를 촉
구했으나 중국은 일축. 11월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도서지역 방어력 강화를 위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
2013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게 “일본은 마땅히 역사를 똑바로 보고 미래를 대하는 정신의
기초 위에서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함.

510

l

각국현황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1주년(9월 11일)을 앞두고 양국이
날 선 외교 공방과 해상 대치를 벌이며 긴장이 높아짐. 8월 일
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5개 섬에 이름을 붙여 중국 정부가 반
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베이징에서 2년 반 만에 정상회담.
2015년 7월 21일 방위백서에 중국이 진행 중인 동중국해 가
스전 개발에 대해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
용을 담아 중국의 반발을 삼. 중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일본이 실
효지배 중)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영토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며 “일본은 이에 대
해 그 어떤 비현실적 환상(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놓고도 미국·일본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사실상 중국을 겨
냥,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 시설화의 중단을 촉구.
2016년 일본은 해양 진출을 꾀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패
권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이를 합
동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방위협력
을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보안 기관을 지원하
는 소규모 전담조직 신설 방침을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섬.
11월에는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
해 외딴 섬을 점거한 무장어민에 대응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개최함.
냉각됐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 2017년 해빙 분위기가 조성
됨. 일본 정부는 중국의 광역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협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됨. 250여 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대중 경제사절단이 11월 중국을 방문해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를 면담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연대를 추
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경제
경지 면적은 국토의 약 10%에 불과하나 집약적 토지이용으
로 높은 토지 생산성을 자랑. 종래는 쌀농사 중심이었으나 최
근 원예, 축산업의 발전으로 구조가 변환. 수산업은 원양어장
진출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제1의 어획량을
자랑.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진해일로 후쿠시
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토양과 바다가 오염되면서
일본의 식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각종 조사와 측정에
의하면 수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거의 전역이 방사성 물질
인 세슘에 오염됨.
광산물은 국내 자원의 빈곤으로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세계 최정상 수준의 공업국으로 부상했
으나 상당수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제조 등에서 거세게 추격
해 온 한국에 추월을 당함. 대미통상에서는 1989년부터 시작된
미·일구조협의를 통한 미국 측의 시장개방 압력이 부담. 취약
한 금융 분야 등 경제전반에 대한 대내외의 개혁 압력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전후 최대의 경기불

황이 지속되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도 나왔음. 그러나 고
이즈미 정권 2년째(2002년) 접어들면서부터 일본 경제는 정부
의 구조 개혁과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진척 및 해외경기 호전
등을 배경으로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 2006년 11월에는 역대
호경기 지속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 그러나 2008년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그해 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어 침
체가 심화.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추진한 우정(郵政) 민영화를 일단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우정주식매각동결법을 가결함.
일본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이 5조4천742억 달러로 중
국의 5조8천786억 달러에 비해 4천억 달러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1968년 이후 42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 2위 자
리를 내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고 소비가 위축됨. 이후 대지진 복구 사
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정책금리가 사실상 ‘0’인
데다, GDP의 200%를 웃도는 정부 부채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중 최악이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도 제한돼
있어 다시 가라앉을 조짐을 보임.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영향과 대중 수출 급감, 후쿠시마 원
전 사고 이후 액화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일본의
무역 적자는 6조9천273억 엔으로 사상 최대이자 2년 연속 적
자를 기록함. 이에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공약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력하도록 통화정
책을 압박. 아베는 선거 기간 물가상승률 2%와 경제성장률 3%
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일본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시중
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함.
아베 정권의 포퓰리즘적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
일 주가가 급등하고 엔화 가치가 급락. 2013년 1월 일본 정부
는 경기 부양을 위한 20조2천억 엔(약 240조원)의 긴급경제대
책을 확정.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2% 물가
상승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합의. 7월 일본은행은 2년 반
만에 국내경기 판단에 ‘회복’이라는 표현을 명시함.
2013년 상반기 일본의 무역적자는 4조8천438억 엔(54조1천
774억원)으로 1979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
2014년 4월 1997년 이후 17년 만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 11월 2분기 연속 실질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하면서 일본 언론들은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
가 실패했다고 일제히 지적. 12월 무디스는 3년 4개월 만에 일
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국과 같은 ‘Aa3’에서 ‘A1’으로 1단계 강
등함.
9월 온타케산 분화로 51명이 사망해 88년 만에 최악의 화산
재해로 기록됨.
2015년 4월 피치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계단 강등. 9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함.
2015년 11월 19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
행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위해 본원통화(monetary base·시중의 현금과 민
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금의 합계) 규모를 연

간 80조 엔(약 728조원) 늘리기로 함.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현재의 이른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계속한다고 강조.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달성하
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간 60조∼70조 엔의 자산을 사
들이는 정책을 2013년 4월부터 추진하다가 2014년 10월 말에
연간 매입 자산을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추가 양적완화를 결
정한 바 있음.
2016년 6월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8→10%)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함. 2015
년 10월에서 한차례 연기했던 것을 두 번째로 연기한 것임. 그
동안 아베노믹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임. 물가상승률 2%
달성 시기도 종전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서 2018
년도쯤으로 늦춤. 이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의 재임 중(~2018년 4월) 2% 달성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평가됨.
2017년 11월 기준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와 지출이 껑충 오르
고 실업률은 2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
대협정(EPA) 협상 전체를 타결함. 2019년에 주요 부분에서 발
효를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
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됨.

문화 · 교육
2003년 NHK에서 방송된 드라마 ‘겨울연가’로 촉발된 한류
는 2000년대 후반 아이돌그룹이 이끄는 K팝 붐으로 이어짐.
드라마가 이끌던 ‘한류 1.0’ 시대에는 중장년층, K팝이 이끈 ‘한
류 2.0’ 시대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각 한류가 확산됨.
중학교 3년까지는 의무교육. 전수학교(고등전수학교, 전문
학교)가 있으며 대학도 우리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대학과
4년제 대학이 있음. 대입경쟁이 치열. 사립학교는 소학교부터
입시로 학생 선발함.
국민 대다수가 믿는 종교는 애니미즘과 자연숭배의 원시 신
앙에 뿌리를 둔 토착종교인 신도(神道). 18세기 명치유신의 배
불(排佛)정책으로 국가제사를 지내는 신사신도(神社神道)로 변
질됨. 전후 국가 관리를 벗어남. 불교는 융성. 개신교와 가톨릭
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 내외의 신자를 보유. 신흥 종교들도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
2014년 5월 ‘실락원’ 작가 와타나베 준이치 별세. 10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일본 나고야대학 아카사키 이사
무 교수 등 일본인 3명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기타사토(北里)대 특별영예교수
2015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도쿄대
교수 2015 노벨물리학상 수상.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
대 명예교수가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2017년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나 고성능 로봇 등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2017 회계연도 추경예산
및 2018년도 예산을 합쳐 1천억 엔(약 9천692억원) 이상을 편
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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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러시아

몽골

베이징
★

한국

중국

면 적	959만6천960㎢
자 원	쌀, 콩, 면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인 구	13억7천930만2천771명(2017년 7월)
수 도	베이징(北京)
주 민	한족(漢族, 91.6%) 이외에 장족, 위구르족, 회족, 티베트족,
묘족, 만주족, 몽골족, 조선족 등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

언 어	보통화(普通話, 베이징어에 기반한 현대 표준 중국어), 쑤저우
어, 광둥어, 푸젠어, 객가어(客家語)와 기타 소수민족 언어

종 교	불교(18.2%), 기독교(5.1%), 이슬람교(1.8%), 민속신앙
(21.9%)

원 수	[국가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3년 3월 취임, 임기 5년 뒤
연임)

의 회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 5년)
주요 정당	중국공산당, 기타 8개 당파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23조1천200억 달러(2017년)
실질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만6천600달러(2017년,

통 화	위안(元), 1미 달러=6.7588위안(2017년)
달러(금 포함, 2017년 12월 31일)
외환보유고 3조1천940억

교역 규모(2017년)
* 수출 : 2조2천792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전자 장비, 기계류, 정보처
리 장비, 섬유의류, 가구, 통합회로
* 수입 : 1조7천900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전자 장비, 기계류, 석유,
화석 연료, 원자로, 보일러, 기계부품, 광학의료설비

약사와 현황
고대 황하문명 탄생 이후 중국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왕조국
가들로 언급되는 하(夏)·상(商, 은나라)·주(周)이래 5천여 년
동안 숱한 왕조가 흥망과 분열·통일을 거듭하며 이어져 내려
옴. 진 시황제가 중국 본토를 최초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를 펼친 이후 춘추전국시대, 한(漢), 위진남북조, 수(隋), 당
(唐), 송(宋), 금(金), 명(明), 청(淸) 등을 거치면서 중국은 동아시
아 문명의 패권국가로 군림, 경제적 번영과 뛰어난 문화·과학
수준을 자랑함.
그러나 19세기 들어 쇠락하기 시작한 청조는 1849년 아편전
쟁을 시작으로 서구와 일본 등에 잇따라 군사적 패배를 당하
며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 두 차례 국공내전 끝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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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후인 1949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으
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마오쩌둥의 실책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함.
그러나 마오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 정
책을 내세우며 시장 중심 경제발전에 힘쓴 결과 2000년대 들
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함.
미국과 서로 견제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G2로 불리며
아시아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대륙부터 대만, 소수민족
자치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2016
년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강경한
태도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공산정권 수립과정
1905년 쑨원(孫文)이 중국혁명동맹 조직, 삼민주의를 주창하
며 혁명 선언. 1911년 10월 10일(쌍십절) 우창(武昌)에서 일어난
혁명군은 전국적인 호응을 받아 1912년 1월 난징(南京)에서 중
화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총통에 쑨원이 취임함(신해혁명). 청조
는 268년 만에 멸망함. 군벌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쑨원의 혁
명파와 협상해 베이징에서 총통으로 취임함.
쑨원은 1919년 10월 중국국민당 조직 후 1921년 광저우(廣州)
에서 대총통에 취임하면서 군벌 타도를 선언함. 1919년 베이
징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됨
(5·4운동).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제1기 전국대
표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선언함.
1923년 쑨원의 국민당 광둥정부와 제1차 국공합작, 1924년
중국국민당 제1기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세력을 확대. 1926년 7
월 국민당은 장제스(蔣介石)를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내세
워 북벌(1926~1928년) 개시. 장제스는 1927년 상하이 쿠데타
후 공산당 숙청에 나서면서 난징에 정부를 수립.
1928년 12월 장줘린(張作霖)과의 타협성사로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통일함(난징시대 1928~37년). 마오쩌둥(毛澤東)은 1927
년 8월 우한서 긴급회의를 열어 급진정책을 채택하고 10월 징
강산(井岡山)에서 소비에트정권을 수립함.
공산당은 1931년 11월 장시성 루이진에 ‘중앙工農민주정부’(중
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 마오가 주석에, 홍군총사
령관에 주더가 취임함. 국민당 정부 압박으로 9~10만 명의 홍
군 주력부대가 1934년 10월 대장정에 나서 1935년 10월 산시성
옌안에 도착, 근거지를 마련함(옌안시대). 1935년 1월 구이저우성
쭌이에서 열린 중앙확대회의에서 마오를 당총서기로 선출함.
1931년 만주사변 후 항일통일전선형성 요구가 거세지고
1936년 시안(西安)사건, 1937년 중일전쟁 발발 계기로 제2차 국
공합작이 실현됨. 1945년 일본패전 후 국공대립 격화로 1947년
7월 전면내전으로 발전, 국민당 정부군의 패배로 국민당 정부
는 1949년 9월 대만으로 철수함.
인민해방군(홍군이 1947년 개칭)은 1949년 말 전국을 석권,
9월 베이징의 제1기 인민정치협상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마오
를 정부 주석으로 선출하고 10월 1일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을 선포. 1954년 9월 제1기 전인대(全
人大) 1차회의는 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당 주석에 마오쩌둥을
선출함.

□ 문화대혁명
1965년 11월 문예비평가 야오원위안(姚文元. 2005년 사망)이
베이징시 부시장이었던 우함이 쓴 경극 대본 ‘해서파관(海瑞罷
官)’에 대한 비평을 발표, 내란 성격의 권력투쟁인 문화대혁명
의 도화선이 됨.
1966년 5월 7일 마오쩌둥 지시(5·7지시)에 따라 중앙정치
국 확대회의는 5월 16일 문화혁명소조설치를 결정하고 8월에
열린 제8기 1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中全會)는 ‘무산계급문
화대혁명 16개항’을 결정, 동시에 홍위병운동도 개시함. 류샤오
치(劉少奇) 주석 등을 수정주의적 주자파로 몰아 1968년 10월
제8기 12중전회(中全會)에서 류 주석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
에서 해임하는 등 우파실권세력을 숙청함.
1969년 4월 9차 당 대회(全大)에서는 문화혁명을 일단 매듭
짓고 린뱌오(林彪)를 당 부주석으로 승진시키면서 당 규약에
그를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규정을 추가함. 장칭(江
靑), 장춘차오(張春橋), 야오원위안, 왕훙원(王洪文) 등 4인방
이 권력핵심부에 포진함. 1971년 9월 13일 린뱌오는 마오쩌둥
암살 음모가 탄로나 소련으로 탈출하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1973년 8월의 10전대(全大)에서 4인방이 정치국원에 선출됨.
1975년 1월 제10기 2중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은 당 부주석
으로 복권됨.
1976년 1월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 사망 후 4월 5일(청명
절) 100만 군중이 대대적인 추모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톈안먼사건(4·5운동) 발생. 배후 조종자로 덩샤오핑이 지목돼
1967년에 이어 재실각함.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으로
총리직에 취임한 화궈펑(華國鋒)이 중심이 되어 1976년 10월 6
일 4인방을 체포(10월 정변)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은 마무리 국
면으로 들어섬.
□ 덩샤오핑 체제확립과 개혁·개방
1976년 10월 7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화궈펑을 당주석과 중
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함. 1977년 7월 제10기 3중전회에서 덩
샤오핑은 당 부주석으로 복권, 그의 ‘해방사상, 실사구시, 단결
일치, 향전간(向前看. 앞을 보자)’이라는 역사적인 개혁·개방
노선이 당 지도방침으로 채택됨.
1977년 8월 11전대에서 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새 당장을 채
택하고 화궈펑체제가 출범함. 화궈펑, 왕둥싱(汪東興) 등 온건
개혁세력과 저우언라이 노선을 계승하는 덩샤오핑 등 비(非)문
화혁명 실무파 간에 다시 대립하게 됨.
비문혁파가 1978년 12월 제11기 3중전회에서 주도권을 장악
한 뒤 ‘실사구시’, ‘4항(四項)기본원칙(①사회주의견지 ②인민
민주주의독재 ③공산당지도 ④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
상)’ 등을 천명함. 공작의 중점을 ‘4大(농업·공업·국방·과학
기술)현대화’ 건설로 전환하고 톈안먼사건(1976년 4·5운동)을
재평가함.
1980년 8월 제5기 전인대 3차 회의와 1981년 6월 제11기 6중
전회에서 화궈펑은 총리직과 당 주석직을 각각 덩샤오핑의 심
복인 자오쯔양(趙紫陽)과 후야오방(胡耀邦)에게 이양하고 완전
퇴진함,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내세운 덩샤오핑의 지도체제
가 확립됨.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채
택, 문화혁명을 전면부정하고 마오쩌둥에 대해 ‘공적(功積) 제1,

오류(誤謬) 제2’라는 평가를 내림.
실권파는 1982년 9월 12전대에서 덩샤오핑을 중앙군사위 주
석으로 선임하고 당주석제 폐지, 총서기중심제 부활, ‘덩샤오
핑 중앙군사위 주석, 후야오방 당 총서기, 자오쯔양 총리’ 체제
를 이룩함. 이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장이 새로 제정.
후야오방·자오쯔양 체제는 ‘보수파는 좌파’라는 노선을 배
제하고 경제의 대외개방과 농촌경제개혁에 들어가 1984년부
터 도시경제 개혁에 착수. 덩샤오핑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합시킨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
의 건설’ 노선을 천명함.
□ 개혁정책의 동요
후야오방이 총서기로 있던 1984년 말부터 경기과열 현상이
나타남. 당 지도부가 1986년 5월부터 ‘백화제방·백가쟁명(百
花齊放·百家爭鳴)’ 운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정치개혁을 추진
하자 당내 지식인들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고, 대학생들도 12
월부터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를 전개하며 체
제에 도전함. 보수파는 이를 빌미로 개혁파를 맹공.
1987년 1월 ‘반(反)자산계급 자유화운동’을 전개하고 후야오
방 총서기가 민주화시위 처리과정에서 당의 집단지도원칙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판, 그를 사퇴시킴으로써 개혁정책의 후
퇴 조짐이 가시화함. 1987년 10월 13전대에서 덩샤오핑이 자오
쯔양을 총서기로 밀어 자신의 후계자로 부각시켰고 공산당의
기본노선인 ‘일개중심(一個中心. 경제건설), 양개기본점(兩個
基本點.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을 확고한 이론으로 제시해
개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함.
1988년 9월 제13기 3중전회에서 과열경기 진정을 위해 ‘경
제환경의 정리 및 경제질서 정돈계획’을 주장한 보수파가 지지
를 얻으며 1987년 이래 가속된 경제개혁에 제동이 걸림.
□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지도부 교체
1989년 4월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사망하자 그의 명예회복
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시작, 일반 시민이 가세해 민
주화운동으로 발전함. 4~5월에 걸쳐 민주화 요구 시위는 전
국으로 확산되고 톈안먼에서는 지식인, 노동자, 일반 시민 등
100만 명이 연일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함.
온건파인 자오쯔양 총서기 및 후치리(胡啓立) 정치국 상무
위원 측과 강경파인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과 리펑(李鵬) 총
리 측이 대립함. 당시 우위를 점한 강경파들은 1989년 6월 4일
새벽 계엄군이 톈안먼 광장서 무기한 농성 중이던 학생과 시
민들에 대한 무력진압을 전개, 군의 발포로 수천 명의 희생자
(시위대 측 주장. 정부는 200명 사망 주장)가 발생함.
톈안먼 사태 이후 1990년 6월 제13기 4중전회에서 자오쯔양
총서기는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당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등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고
장쩌민(江澤民) 상하이시당 서기가 총서기로 선출됨. 1989년 11
월 제13기 5중전회에서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은 당 중앙군사
위 주석직을, 1990년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사퇴하고 장쩌
민이 두 직책을 승계함.
□ 남순강화(南巡講話)
덩샤오핑은 1992년 12월 상하이, 선전 등을 순방, 개혁과 개
방의 가속화를 촉구함. 당시의 어록인 ‘남순강화’가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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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걸쳐 전국적으로 학습됨. 1992년 3월 당정치국 확대회의
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100년간 지속하고 ‘새로운 단계의 개혁·개
방’ 추진과 ‘방(防. 지나친 보수화 방지)’을 골자로 한 덩샤오핑
의 ‘남순강화’를 당의 공식방침으로 채택함.
1992년 10월 5년 만에 열린 당 14전대는 개정된 당 헌장에
‘사회주의시장경제’ 확립을 당 기본노선으로 확정해 10여 년간
계속된 ‘계획·시장경제’ 논쟁을 종식시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1993년 3월 8기 전인대에서 개정된 헌법에 국시로 명
시함.
□ 제3세대 집단지도체제확립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추진의 총설계사로 추앙받던
덩샤오핑이 1997년 2월 19일 사망함. 1992년 14전대에서 ‘제3세
대 영도핵심’으로 부상한 뒤 권력기반을 강화해온 장쩌민 주석
은 전인대 제8기 5차 회의(3월 1~14일)에서 차오스(喬石) 전인
대 상무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정·군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충성을 확인함.
장 주석은 1997년 9월 12~18일의 당 15전대에서 최대 라이
벌 차오스를 비롯한 고령 정치국원을 축출하고 자신의 인맥을
중심으로 한 신진테크노크라트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는 세대
교체를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함.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정책을 이어받아 개혁과 개방을 가속
화해 중국 경제의 도약을 이끎. 분세제 실시(1994년)를 통한 중
앙정부 조세통제력 강화, 이중환율제도 폐지(1994년), 주택분
배제도 개혁 및 철폐(1994~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01년) 등이 장쩌민 지도부 시기에 이뤄짐. 장 주석은 또한
2000년 공산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요
구를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을 제시해 민간 기업가들도 공산
당 당원으로 받아들임.
□ 홍콩·마카오 주권 중국 귀속
영국에 조차됐던 홍콩의 주권이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귀
속된 데 이어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주권이 포르투갈에
서 중국으로 반환돼 식민역사를 마감함. 홍콩은 1842년 영국과
아편전쟁에서 패배로 영국에 할양된 지 156년 만에 반환된 것
이고, 마카오는 1887년 청나라와 포르투갈 간 조약으로 포르투
갈의 정식 식민지가 된 지 112년 만에 반환됨.
□ 4세대 지도부
2002년 11월 제16차 당 대회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
민 뒤를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
는 4세대 지도부가 출범함. 13년간 중국을 이끌어온 장쩌민 주
석을 비롯해 리펑(李鵬), 주룽지(朱鎔基) 등 3세대 지도부가 퇴
진하며 세대교체 작업이 완료됨.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가주석
에 후진타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우방궈(吳邦國), 국무원 총
리에 원자바오를 선출, 국가최고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함. 이로
써 3세대 지도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후진타오를 주축으로 한
4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함.
2004년 9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
의에서 후진타오가 장쩌민으로부터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까
지 물려받음으로써 당·정·군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대
교체를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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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지도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초래된 빈부·지
역격차와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발전
을 추구하는 ‘조화사회론’과 ‘과학적 발전관’을 주창함.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물권법 제정(2007년) 등 시장친화적
조치를 확대하면서도 산업·지역·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
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함.
고용보장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신노동법 제정(2008년)도
그 일환임.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
로, 수출·투자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전환하려는 방안도 모
색함.
□ 5세대 지도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공식 선출되
면서 제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함. 이로써 10년 만의 세대교
체 작업이 마무리됨.
시 주석은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에서 총서
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돼 당·정·군 3대 권력을
장악함.
시 주석은 경제적으로는 후진타오 지도부가 모색한 지속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심화를 추구함. 정치적으로는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워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파괴, 사치 및 낭비풍조
근절, 부패척결 등을 앞세운 정풍운동을 주도하며 당의 기강을
잡음.
시 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를 기점으로 집권 2기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
핑 사상’을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편입시키는 등 사실
상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나 볼 수 있던 1인 지도체제로 되
돌림.

정치
□ 정치체제
헌법상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민
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당
과 국가조직의 2원적 통치체제임. 당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
고 국가조직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기능을
담당 ①사회주의 노선 ②인민민주주의 독재 ③공산당 지도 ④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주요 사상 지도 아래 공산당이 정·군까지 주도하는 일당 독
재체제임.
□ 중국공산당
<조 직> 당헌장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사업의 지도적 핵
심이며 그 목적은 공산주의사회제도의 실현, 행동지침은 마르
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1921년
7월 23일 상하이에서 당원 57명을 대표한 13명이 참석해 공산
당 창립을 선언함(당 창건기념일은 7월 1일).
중앙조직과 성(省)급 이하 행정단위를 기초로 한 지방조직,
기층행정단위 향·진(鄕·鎭)과 생산단위, 인민해방군 중대급
부대 내의 당지부인 당 기층조직으로 구성. 당원은 8천944만7
천여 명(2017년 7월).

□ 최근의 공산당 회의
<19차 당대회(2017.10.18~24)>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
직부장, 한정(韓正) 상하이시 서기, 리잔수(栗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 차기 상무위원 유력 후보 5명을 19기 중앙위원(204명)으로
선출.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과 왕쯔
민(王志民)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중련판·中聯瓣) 주임
등도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 올림.
<18기 6중전회(2016.10.24~27> 시진핑 국가주석의 ‘4대전
면’(四個全面) 지침의 하나인 전면적인 종엄치당과 반(反)부패
를 제도화하기 위해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개
정안을 통과시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위상 대
폭 강화. 마오쩌둥 시절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자아비판’의 중
요성도 집중 부각함. 6중전회 공보(결과문)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이 처음 사용되며 사실상 시
진핑 1인 지도 체제의 개막을 선언함.
<18기 5중전회(2015.10.26~29)>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 등을 통해
중국이 향후 진력할 핵심 키워드로 ‘전면적 두 자녀 도입’, ‘중
고속 경제성장’, ‘창조혁신’, ‘빈부격차 해소’, ‘군민복합형 국방
개혁’ 등을 제시. 중국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건설한다
는 것은 당이 확정한 ‘2개의 100년’(兩個一百年) 목표 중 첫 번
째 목표”라고 강조.
<18기 4중전회(2014.10.20~23)>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
통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법치국(依法治國. 법
에 의한 국가통치)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킴. 지
도부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목표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라고 규정함.
구체적으로는 ‘과학입법’(科學立法.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 ‘엄격집법’(嚴格執法. 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公正司
法. 공정한 사법제도), ‘전민수법’(全民守法. 모든 인민의 법 준
수) 등 4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
<18기 3중 전회(2013.11.9~12)>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
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심의, 통과시킴. 이는 중국 5세대 지도
부인 시진핑 체제의 개혁 청사진으로, 3중 전회 준비회의 격으
로 열린 10월 말의 정치국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함.
<18기 2중 전회(2013.2.26~28)> 국가 기구, 전국인민대표
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함. 인선안은 3월 3일과 5일에 각각 개막한 제12기 정협
1차 전체회의와 제12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 주석단에 ‘건의’
형식으로 제출됨. 그러나 당이 모든 기구의 상위에 있는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 확정된 인사안이라고 볼 수
있음.
<18차 당 대회(2012.11.8~14)> 5년 만에 열린 당 대회에서
당 대표들은 투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중국 권력의 중추역할
을 할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을 새로
선출함.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
家寶) 총리를 비롯한 제4세대 지도부는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

외됨으로써 은퇴 수순을 밟게 됨.
이날 선거를 통해 장더장(張德江), 위정성(兪正聲), 류윈산
(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왕치산(王岐山), 리위안차오(李源
潮), 왕양(汪洋) 등 현 정치국원들은 무난히 중앙위원에 다시
선출됨. 멍젠주(孟建柱), 장춘셴(張春賢), 류치바오(劉奇葆), 리
잔수(栗戰書), 류옌둥(栗戰書),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장
이캉(姜異康), 판창룽(范長龍), 쉬치량(許其亮), 창완취안(常萬
全) 등 시진핑 시대 당·정·군에서 부총리·부장급 핵심 보
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도 중앙위원단에 합류함.
개정된 당장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
핑 이론, 3개 대표론과 과학적 발전관의 주요 사상을 성실히
연구하는 것은 당원의 의무”라고 규정함. 또, 개혁개방만이 중
국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
다며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내용도 추가됨.
□ 국가조직
<개 요> 중국의 국가조직은 ‘민주집중제’와 ‘의행합일(議行
合一)’을 통한 인민민주독재를 표방하고 있음. 국가권력최고기
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한편엔 전인대 상무위원
회,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가 병렬적 위치에 있고 다른 한
편에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예속적 위치.
행정·사법·검찰기구는 지방으로 연결돼 통일적인 관할체제
를 유지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중국 신헌법(1982년 헌법)에
따르면 입법·사법·행정권을 가진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으
로 전체회의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매년 1회 통상 3월에 개최
됨. 대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
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며 전체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기관적 성격임. 대표 임기는 5년, 상무위에 의해 연 1회
개최됨.
주요 기능은 ①입법권 : 헌법 개정, 기본적 법률 제·개정 ②
임명권 : 국가주석, 부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선출·면직,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과 구성원 임면, 국가주석이
지명한 총리 임면과 총리가 지명한 각료 임면 ③결정권 :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 심사 비준, 승인, 조약 체결, 전
쟁과 평화의 문제 결정 등 ④감독권 : 헌법과 법률의 집행 상황
감독과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 감독임.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인대 상설기관임. 신헌법에 의해 확
대된 직권은 ①헌법과 법률 해석·시행·감독 ②전인대 제정
법률을 제외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③전인대 폐회 기간 중 전
인대 제정 법률에 대한 보완·개정 ④전인대 폐회 기간 중 국
민경제, 사회개발계획과 국가예산 집행 과정의 부분적 조정 방
안 심사·승인 ⑤국무원·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의 직무
감독 ⑥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국가권력기관의 행정
법규, 지방법규에 대한 결의, 명령 취소 등임.
<국가중앙군사위> 1982년 개정된 4차 헌법으로 부활함. 당
중앙군사위와 구성원, 군지도기능이 거의 일치함. 사실상 1개
기구로, 주석은 전인대가 선출하고, 주석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짐.
<국무원> 중앙정부로, 전인대의 집행기관이며 국가최고행
정기관임. 전인대와 상무위에 업무를 보고함. 총리는 국가주
석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함.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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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무원 상무회의(일종의 핵심내
각)를 구성함.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임기는 5년, 1차 중임 가
능함.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인민민주통일전선’ 조직으로
1949년 9월 공산당 제의에 따라 구성됨. 공산당과 민주제(諸)
당파, 인민단체, 인민해방군, 소수민족, 화교, 중국계 등의 대표
들이 참가함. 건국 초기 임시헌법 역할을 한 ‘정협공동강령’을
제정함. 1954년 9월 전인대 구성으로 본래의 인민민주통일전
선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보유함. 제9기 전인대 1차회의
에 맞춰 제9기 정협 1차회의에서 지도부 개편함. 전인대와 함
께 매년 봄 한 차례 회의.
□ 최근의 전인대(全人大) 주요 회의
<제12기 5차회의(2017.3.5~15)> ‘바오치’(保七)의 고속성장
을 마감하고 2017년 경제성장률을 6.5% 정도로 제시함.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와 태아의 재산상속 등을 규정한 민법총칙 초
안은 총 126곳을 수정해 통과시킴.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조
직법상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
기관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쉬셴밍(徐顯明) 전
인대 상무위원이 제출한 사직서도 수리함.
<제12기 4차회의(2016.3.5.~16)> 향후 5년간의 발전 청사진
이 담긴 ‘13차 5개년계획’(13·5 규획·2016∼2020년) 요강 초
안을 통과시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6% 증액한다는 내용
이 포함된 예산 결의안도 통과.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시장
의 안정을 촉진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제12기 3차회의(2015.3.5.~15)>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
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을
향해 “역사를 직시할 것”을 공개 촉구하고, 중국경제와 관련해
서는 장기간의 ‘중고속 성장’을 낙관하면서도 필요하면 ‘부양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제12기 2차회의(2014.3.5~13)>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이 2014년 추진할 정책목표를 ‘중점분야의 새로운 돌
파구’, ‘대외개방의 새 국면 개척’, ‘내수의 주요엔진 역할 강화’,
‘농업현대화’, ‘신형도시화’, ‘경제구조의 최적화·고도화’, ‘교
육·보건·문화 강화’, ‘민생보장’, ‘생태문명’ 등 9가지로 나눠
제시함.
2014년 경제성장 목표치는 7.5%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의지
를 피력함.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3.5%로 통제하고 도시 실업
률은 4.6%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천명함. 산업·행정개혁을 심
화하는 한편으로 보장성 주택 700만 가구 착공, 농민 재산권
확대 등 사회복지와 민생 관련 정책을 강조. 스모그 대책과 관
련해서는 석탄보일러 5만 대 폐기와 탈황·탈진시설 강화 등
정책목표를 마련함.
<제12기 1차회의(2013.3.14~17)>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를 공식 출범시킴. 이로써 국가주석과 총리 외에 부
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및 국가위원회 주석, 인민은행장, 심
계서장(한국의 감사원장 격) 등 국무원 조각이 완료돼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본격 가동을 위한 내부체제가 정비됨. 또 국회
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장더장(張德江)을 선임하는
등 입법부 구성도 마무리함.
시진핑은 전인대 폐막식 연설을 통해 “본인을 중화인민공
화국 주석으로 선출하고 각 대표와 각 민족이 신임을 보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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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표시한다”면서 “항상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 인민에 봉사하겠다”고 취
임 소감을 밝힘. 그는 “본인 스스로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
겠다”고 덧붙임. 또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부강한 민주
문명을 갖춘 조화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의 건설을 통해 중
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
조함.
□ 정치동향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
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총리의 영역이던 경제권력까지 장악하
며 권력 독주를 가속화함. 그는 총리가 맡아온 중앙재경영도소
조와 함께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와 대내와 안보정책을 총괄
하는 ‘국가안전위원회’와 ‘인터넷영도소조’, ‘심화국방군대개혁
영도소조’ 등 주요 조직의 조장을 직접 맡아 정치, 안보, 군, 경
제, 사회 등의 개혁과 변화를 직접 지휘하고 있음.
집단지도체제란 현 제도가 무색할 만큼 과거에 비해 시 주
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리커창 총리의 위
상은 상대적으로 하락함.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함. 이미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시진핑 사상’이 추
가됐고 국가주석 3연임 이상 제한 규정은 삭제됐음. 이날 전인
대 표결로 중국 헌법에도 당헌과 동일한 기술이 이뤄짐에 따
라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됨.
앞서,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
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
해와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시진핑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를 걸고 있으며 ‘부패 인사’를 척결하고 정적을 숙청하는 것으
로 통치기반을 다짐.
시진핑 지도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는 기득권층으로
자리잡은 당 고위 간부 등 지도층에 대한 개혁의지를 천명해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회불안요소를 통제
해 공산당의 집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인민해방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군부 반발을 잠재웠
다는 분석도 나오며 시진핑 1인 권력기반 강화에 걸림돌이 될
만한 파벌 인사들은 한직으로 이동, 반부패 처벌 등의 방식으
로 세력이 급속히 약화함.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리커창
(李克强) 총리의 정치 기반인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파벌과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권력기반인 상하이방(上海幇)·
장쑤방(江蘇幇)이 척결 대상임. 이미 제거가 완료된 보시라이
(薄熙來)와 저우융캉(周永康) 계열 인맥들에 대한 ‘확인 사살’
도 2016년 진행됨.
2015년 10월 중국군이 현행 7대군구(大軍區) 체계를 동·
서·남·북의 4대 전구(戰區) 체계로 개편을 발표함. 시 주석
은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함. 중국군
병력은 현재 23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임.
시 수석은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군사굴기 목표에 대
해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한 다음 2035년
까지 군사이론, 군대조직, 군사인력,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
면 추진하고 205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한

다는 청사진을 제시함.
2017년 첫 항모 랴오닝(遼寧)함의 실전 투입에 이어 자국 기
술로 건조한 두 번째 항공모함을 지난 4월 진수함. 독자 개발
한 4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실전 배치한 데 이
어 미국의 F-35에 대응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1 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아울러 둥펑(東風) 계열의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부터 근·중·장거리 및 지상, 해상의 면(面)·
점(點) 목표물의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포트폴리오를 완비함.
2017년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조444억 위안(175조원)으로 처
음 1조 위안 선을 넘어서면 군사비 투입 규모가 미국에 이어 2
위로 올라섬.

외교
□ 기본원칙
①독립·자주 ②완전평등 ③주권과 영토의 상호 존중 ④국
내 문제 불간섭 ⑤우호·발전 관계의 건립 등 평화공존 5원칙
을 표방. 중국의 1990년대 중·후반 대외정책 방향은 ①주변
각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 강화와 북한과의 우의 발전, 일본·
러시아·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 확대 ②중·미
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서 대화를 통해 이견 해소 ③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확약한 핵
무기 보유국들의 회담을 통한 전면 핵실험금지조약 체결 등을
지지.
덩샤오핑이 ‘칼날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의 도광양회
(韜光養晦)를 외교 정책으로 내건 뒤 장쩌민 전 주석 시절에는
이를 충실히 지키며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
국제 질서의 안정 속에 경제 급성장이라는 실리를 챙겼음. 그
러나 제4세대 지도부 들어 ‘화평굴기(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
가 외교 전면에 등장. 즉 정치, 경제, 군사 등에서 ‘굴기’하되 평
화적으로 ‘굴기’한다는 것.
2010년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
에서 ‘대국굴기(대국으로 우뚝 일어섬)’ 기조로 전환함.
2012년 댜오위댜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는 중일 간 무
력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재점화됨. 일본 정부가 센
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자 중국이 이를 ‘도발’로 간주
하고 강력한 ‘응징’에 나섬. 2013년에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신
조 일본 총리가 본격 권력을 잡은 이래 중일 갈등은 더욱 심해
져 동북아의 화약고로 부상함. 아베 총리는 역사 관련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 방문 등으로 감정을 자극했고 중국도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됨.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시 중화민족의 부흥과 평화
발전을 강조하며 내놓은 ‘중국의 꿈’(中國夢)에 이어 2014년 11
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아태의 꿈’(亞太夢想) 실현을 위해 지역국가의 협력이 중요하
다며 지역공동체 차원의 비전을 제시함.
시진핑 지도부는 대규모 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와 이
를 위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추진. 신실크로드는 중국 중
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로와 중국~동남아~
인도양~유럽을 잇는 해상 교역로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로 낙
후한 중서부 지역 개발, 자원 확보, 아시아 경제개발 주도권 장
악, 국제적 지위 제고 등을 겨냥함.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
국의 갈등이 고조됨.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중국 주
권 범위 내에 있으며 목적은 평화적이고 공익적인 것이라고
주장. 미국은 긴장과 불안을 초래해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
다는 입장임. 2015년 11월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항해. 중국은 군함으로 미군
구축함을 추적하며 ‘맞대응’함.
이어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가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재를 신청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줌. 미국은 이 결정을 존중하라고 압박했으나 중국은 수용
을 거부함.
미국과는 통상 문제를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
통령 당선으로 미묘한 갈등 관계에 놓임. ‘아메리카 퍼스트’(미
국 우선주의) 원칙을 분명히 밝힌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입
장을 밝혔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면
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듦. 중국은 자
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임.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외국산 철
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드는 등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해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짐. 중국은 무
역 분규 해소를 위해 류허(劉鶴)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
실 주임을 미국에 보냈으나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음.
류 주임에 앞서 양제츠(楊潔篪)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정치국
위원도 2월 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등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함.
□ 대(對)한국 관계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경제는 뜨겁고 안
보는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경제적으로 중국은 2004
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중국으로서도 한국은 미
국, 일본, 홍콩에 이은 제4위 교역국임. 그러나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북한 편향은 양국 관계를 매끄럽지 않게 만들고
있음.
탈북자 문제는 화약고와 같으며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
업을 둘러싼 마찰이나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도
잠재적 갈등 요인임.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정서적 대립도 수면 위로 불거진
지 오래임.
특히 한국이 북한 도발 등에 대한 방위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충돌함.
2013년 중국은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관련 망언에 맞서 한
국에는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동 대응을 촉구함. 6월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
로 합의함. 2014년에도 양국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
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함.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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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 자
리에서 열병식을 지켜봄.
한중관계는 한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급격히 냉각됨.
2016년 한중 양쪽의 공방이 계속됐으며 이는 2017년에도 이
어짐. 한미는 북한 도발을 위한 방어 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자국에 대한 핵심이
익 침해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함. 중국 정부는 사드 반대 입
장을 지속적으로 공개함. 또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중
국 내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 유커 한국 관광
제한, 한류스타에 대한 활동 제한, 한중 합작드라마·영화
무산 등 전 분야에 걸쳐 벌어지는 압박은 ‘사드 보복’으로 해
석됨.

가 됨.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비율은 10.92%로 미국 달러
(41.73%), 유로화(30.93%)에 이어 3번째로 높음.
중국의 투유유(屠呦呦·85·여)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
가 2015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음.

홍콩
(Hong Kong, 香港) 특별행정구
중국

경제 · 과학
중국 경제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고속 성장 시대의 막을 내리고 중속 성장 시대로 들
어섬.
2016년 중국 경제는 6.7% 성장하는 데 그치며 26년 만에 최
저치를 기록함. 중국 경제가 성장률 7%대 벽인 ‘바오치’(保七)
의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성장률 6%대 수성을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바오류’(保六) 중속 성장 시대로 들어섰음을 보여
줌. 시 주석이 집권한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
년 6.7％를 기록함.
중국은 2018년 3월 전인대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107년도와 같은 수준인 6.5% 정도로 제시함. 공급 측 구조 개
혁 가속 차원에서 철강은 3천만t, 석탄은 1억5천만t 정도 감산
하고 30만㎾ 이하인 화력발전 설비를 도태시키거나 폐쇄하기
로 결정함.
중국은 해외 반도체업체 인수·합병(M&A)에 이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등 ‘반도체 굴기’도 본격
화함. 1천500억 달러(약 177조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반도
체 산업 육성 중.
중국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이에
2013년 12월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를 쏘아올리고 창어가
달에 착륙하면서 중국은 옛 소련과 미국에 이은 3대 달 착륙국
가가 됨. 2014년 10월에는 달 탐사위성의 지구 귀환비행을 위
한 무인 실험체 발사와 귀환에 성공함. 이어 2016년 10월에는
독자적 우주정거장 구축의 핵심 임무를 맡은 7번째 유인우주
선 선저우(神舟) 1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
중국 우주항공 당국은 1990년대 말 1차 우주인 14명을 선발
한 데 이어 2010년 2차 7명을 선발하고, 6차례의 유인 우주비
행을 실시해 이 중 11명을 우주로 보냈음. 2018년 3차 우주인을
선발할 예정임. 중국은 1992년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에 착수했
으며, 유인 우주공정판공실 부주임인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
가 2003년 10월 선저우(神舟) 5호에 타고 중국 최초로 우주에
진입함.
중국은 2015년 11월 30일 IMF 집행이사회에서 위안화의 국
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함.
이로써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유럽연합(EU) 유로화, 영국 파
운드화, 일본 엔화에 이어 SDR 바스켓에 편입된 5번째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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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1천108㎢(서울의 약 1.8배)
 콩섬 81㎢ 주룽반도 47㎢ 신계와 도서 976㎢ 1887년 이후
홍
간척지 67㎢

자 원	채소, 어패류, 장석
인 구	719만1천503명(2017년 7월)
주 민	중국인(92%), 필리핀인(2.5%), 인도네시아인(2.1%), 기타
(3.4%)

언 어	광둥어(공용어, 89.9%), 영어(공용어, 4.3%), 만다린어(공용
어 1.9%)

원 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캐리
람(林鄭月娥)(2017년 7월 취임)

의 회	입법회의(60석) - 직선 30명, 간선 3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민주건항연맹(民主建港聯盟), 민주당, 자유당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4천530억 달러(2017년)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6만1천

통 화	홍콩달러, 1미 달러=7.802홍콩달러(2017년)
외환 및 금 보유고   3천983억 달러(2017년 12월 31일)

교역 규모(2017년 추산치)
수출 : 5천400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전자 기계, 전자기기, 섬유, 의류,
제화, 시계, 장난감, 플라스틱, 귀금속
수입 : 5천614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원자재, 반제품, 소비재, 자본재,
연료

약사와 현황
중국 광둥성 주룽반도(九龍半島)와 홍콩섬(香港島) 등으로
구성된 홍콩은 19세기 초 인구 6천 명의 소촌이었음. 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며 난징조약을 체결, 홍
콩섬을 영국에 할양함. 제2차 아편전쟁으로 1860년 베이징조
약을 체결하면서 주룽반도도 할양함.
중국은 1982년 신헌법을 통해 조차 만료기간인 1997년 7

월 1일부로 홍콩 주권 회복을 선언하고 1982년 9월부터 중국
과 영국의 홍콩 주권반환 협상을 시작함. 1984년 12월 19일
중국을 방문한 대처 영국 총리와 자오쯔양(趙紫陽) 중국 총
리는 주권 반환에 관한 공동선언에 조인하고 1985년 5월 비
준서를 교환함. 1997년 7월 1일 식민지 155년 만에 중국으로
반환됨.
홍콩은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공동선언에 따라 중국의 특
별행정구로서 외교와 국방 이외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음. 언론과 출판, 집회 등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
항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 1997년 중국으
로의 주권 반환 이후 50년간은 일국양제(一國兩制)를 적용받
게 됨.
중국 전인대는 1990년 4월 주권 회복 이후 홍콩의 헌법이
될 홍콩특별행정구(SAR) 기본 법안을 채택하고 사실상의 주권
인수 작업에 들어감. 1996년 12월 홍콩의 해운왕 둥젠화(董建
華, 전 동방해외그룹 회장)가 홍콩 주권 회복 이후 발족하는 홍
콩특별행정구를 이끌 5년 임기의 초대행정장관에 선출됨. 선
거인단은 임시입법회의 의원 60명도 선출함.
1997년 2월 각료 23명 중 21명이 유임되며 초대내각이 구성
됨. 1997년 7월 1일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출범.
홍콩특구는 형식적으로 홍콩 주민이 뽑은 행정장관이 관리
하지만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담당함. 중국 인민해방군 1만 명
이 홍콩에 주둔. 2012년 3월 25일 제4대 행정수반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져 홍콩정부자문기구인 행정회의 소집인(의장)을
지낸 렁춘잉(梁振英)이 당선됨. 임기는 2012년 7월1일부터 2017
년 6월 30일까지임.
정부의 통제가 심한 중국 본토와 달리 언론자유 보장의 수
준이 높아 홍콩 언론은 중국을 보는 ‘창’ 역할을 하고 있음. 신
문은 영자지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어 신문으
로는 명보(明報), 문회보(文匯報), 대공보(大公報), 동방일보(東
方日報), 빈과일보(Apple daily) 등이 대표적임.
대부분의 신문은 친 중국계로 볼 수 있으나 명보는 객관적
인 보도로 정평이 나 있으며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빈과일보
는 대중지이면서도 중국의 민주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매체임.
방송사로는 공중파의 TVB와 ATV가 대표적이고 아이-케이블
(i-Cable)과 봉황TV 등 유선방송 채널도 다수 있음.
2014년 8월 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가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한
2017년 행정장관 선거안을 의결하자 9월 28일부터 홍콩 시민
들이 선거안 철회와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며 도심 점거 시위에
돌입함. 한때 하루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등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시위 여파로 학교와 은행이 일시 휴
업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됨.
시위대가 홍콩 정부청사를 봉쇄하자 정부는 청사를 폐쇄
하기도 함. 12월11일 홍콩 경찰이 시위현장 캠프 철거를 완료
할 때까지 75일간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200여 명이 체포되고
500여 명이 부상함.
서방 언론들은 홍콩 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시위
대가 우산으로 경찰에 맞서는 모습에 ‘우산혁명’이라는 별칭을
붙였으나 중국은 외세 개입에 따른 ‘색깔혁명’(정권 교체혁명)
이라며 강경 대응함.

2015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선거
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행대로 선거위원 1천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선제가 유지됨. 앞서 4월에 홍콩정부와
전인대가 확정한 선거안은 2017년 행정장관 선거부터 간선제
를 직선제로 변경하되 후보 추천위원의 과반인 600명 이상으
로부터 지지를 얻는 예비후보 2∼3명에게만 최종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6년 9월 4일 입법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인 자치파가 입법
회의원 선거에서 30석을 차지해 기존 의석수보다 3석 늘리며
선전함. 우산혁명 지도자와 친독립 성향 청년 후보들도 잇달아
당선됨.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 중국은 일국양제(一國兩制·
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함.
2017년 3월 강경 친중파 캐리 람(林鄭月娥)이 선거인단 1천
194명 중 777표를 얻어 행정장관에 선출됐으며 4월 11일 리커
창(李克强) 중국 총리로부터 임명통지서를 받음. 홍콩 첫 여성
수반인 람 장관의 임기는 5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선거를 통해 한 차례 연임 가능. 7월 1일 공식 취임함.

마카오
(Macao, 澳門) 특별행정구
러시아

몽골
한국
중국

마카오
★

면 적	28.2㎢
자 원	채소, 어패류, 장석
인 구	60만1천969명(2017년 7월)
주 민	중국인(88.7%), 포르투갈인(1.1%), 기타(9.2%) 등
언 어	광둥어·영어(공용어), 푸젠어, 베이징어
원 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페르
난도 추이(崔世安, 2009년 12월 취임, 임기 5년, 중임)

의 회	입법회(29석) - 직선 12명, 직능간선 10명, 행정수반 임명 7
명, 임기 4년

국내총생산 실질구매력 기준 730억5천800만 달러(2017년)
기준 11만4천400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실질구매력

통 화	파타카, 1미 달러=8파타카(2017년)
교역 규모(2015년)
수출 : 19억5천900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의류, 직물류, 장난감, 전자
제품
수입 : 130억5천200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자원, 반제조품, 소비재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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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현황
1557년 명나라가 포르투갈인에게 해적 토벌을 지원한 공으
로 마카오반도를 특별거주지역으로 할양함. 포르투갈은 마카
오를 유럽의 대아시아 무역 기지와 가톨릭의 선교 본부로 활
용하며 1849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 마카오의 전 영토를 점
령함.
1887년 포르투갈은 청조와 우호통상조약을 체결, 정식으로
마카오를 영구 조차함. 1979년 중국·포르투갈 수교 후 마카
오의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함. 중국과 포르투갈은
1986년 5월 신임총독 취임 이후인 6월부터 마카오 반환 교섭
을 개시. 1987년 3월 양국은 4차 협상 끝에 마카오 주권 반환
협정에 조인함. 1999년 12월 20일 자정을 기해 442년 만에 포
르투갈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공식 반환됨.
1990년대 이래 기간산업은 카지노와 관광산업임. 1990년대
카지노 산업에서 나오는 세수는 마카오 정부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충당했으며 2007년에는 70%를 차지함(2007년 재정수
입 미화 51억 달러 가운데 36억 달러가 카지노 세수).
2002년 4월 카지노 영업권 독점 종식과 2003년 중국인의
개인 관광객 허용으로 카지노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 2011년
마카오 내 카지노 34곳에서 2천670억 파타카(약 38조 원)의 총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됨. 2010년 1천883억 파타카보다 42%
증가함.
관광업도 주요 수입원. 1992년 이래 관광업과 관련 서비스 산
업으로 인한 소득은 마카오의 대외 수출액을 초과함.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수출지향적인 섬유·의류업종이 주류임. 그러
나 임금 증대와 주변 개발도상국들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해 규
모 축소 등의 전반적인 하락세임. 반면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 카지노 산업과 관광업은 호황을 누림.
마카오는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이룸.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양제’ 체제 아래 자치를 보장받고 있으나 홍
콩과 달리 체제순응적이고 친중국적 성향을 보인다는 평도 이
러한 배경 때문임.
2014년 8월 간선으로 치러진 4대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페르
난도 추이 행정장관이 단독 입후보해 순조롭게 재선에 성공함.
그러나 2016년 10월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
행되기도 함.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고강도 반부패 사정 여파
로 주 고객인 중국 부유층의 도박 수요가 위축하며 마카오 카
지노 산업이 위축됨. 중국 당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심화한
2014년 6월 이후 2년 2개월간 마카오 카지노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8월 증가세로 전환됨. 2016년 10월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은 218억1천500만 파타카(약 3조1천320억 원)로 21
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함.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 추세임. 2017년
9월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유권자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14
명 중 범민주파가 5석을 획득하고 나머지는 친중파 의원이 당
선됨. 총 33명의 마카오 입법회는 직접선거 14명 외에 간접선
거로 선출하는 직능단체 대표 12명, 행정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의 의원으로 구성됨.
4년 임기의 입법회 의원은 마카오의 주력 산업인 카지노 운
영업체 간부 등 친중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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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태국

캄보디아
★
프놈펜
베트남

면 적	18만1천35㎢
자 원	고무, 목재, 원석, 철광석, 망간 등
종 교	불교(96.9%), 이슬람교(1.9%), 기타(0.8%)
인 구	1천620만4천486명(2017년 7월)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주 민	크메르족(96.3%), 참족(1.2%), 베트남인(0.1%), 중국인
(0.1%), 기타(0.9%)

언 어	크메르어(공용어, 96.3%), 불어, 영어
정치체제	입헌 군주 하에서의 다당제 민주주의
원 수	[국왕] 노로돔 시아모니(Norodom Sihamoni, 2004년 10월
즉위) [총리] 훈 센(Hun Sen)

의 회	양원제 - 상원 61명, 하원 123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캄보디아 인민당(CPP),  푼신펙
(Funcinpec, 민족연합전선), 삼랑시당 등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640억2천1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4천
 달러(2017년)
통 화	리엘(Riel), 1미 달러=4천55리엘(2017년)
외환보유고 1
 10억2천900만 달러(2017년 12월 31일)
교역 규모(2017년)
수출 : 100억4천500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의류, 목재, 고무, 어류, 담
배, 쌀
수입 : 140억6천500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석유생산품, 담배, 금, 건
설자재, 기계류

약사와 현황
1세기께 푸난왕조가 크메르제국을 건설. 6세기경 캄보디아
앙코르왕조가 창건돼 9~13세기에 크게 번성함. 1863년 프랑스
보호령이 됨. 1941년 노로돔 시아누크가 국왕에 즉위함. 1949년
11월 부분적으로 독립을 확보,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완전
독립함. 1970년 우익 쿠데타로 친서방 론놀 정권 수립돼 1972
년 국명을 크메르공화국으로 개칭함.
론놀 정권이 군주제를 폐지하자 시아누크 국왕은 베이징에
망명정부를 수립. 정부군과 시아누크를 지지하는 크메르루주
군 사이에 내전이 시작됨. 미국은 정부군에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 1975년 4월 시아누크를 지지하는 크메르루주군이 프놈
펜을 점령, 론놀 정권을 축출하고 캄보디아를 재건함. 1976년

크메르루주는 시아누크 국왕을 축출, 키우 삼판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캄보디아정부를 수립함.
1978년 12월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
1979년 1월 친베트남 세력인 캄보디아구국전선군이 프놈펜을
점령하고 삼판과 폴포트를 축출함. 1975년 폴포트 정권은 캄
보디아인 200여만 명을 학살하는 폭정을 일삼다 베트남 침
공으로 붕괴됨. 캄보디아구국전선군 지도자 헹삼린은 크메
르루주 등 반정부세력들과의 전투를 계속하면서 경제개혁을
단행해 1985년 10월 제5차 인민혁명당대회에서 서기장에 재
선됨.
크메르루주파의 키우 삼판과 시아누크, 우익크메르인민해
방전선의 손산 등 반정부 3대 파벌 지도자들이 1982년 캄보디
아연정 수립을 선포하면서 캄보디아 내전이 악화됨. 1990년 유
엔 주도로 평화 정착 방안이 마련됐으며, 1991년 4개 정파의 파
리평화협정 서명으로 13년간의 내전이 종식되고 1993년 새로
운 캄보디아정부가 출범함.
태국과 국경분쟁을 빚어온 캄보디아는 2011년 4월 20일부터
태국과 8일간 교전을 벌인 뒤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2011년 12
월 태국과의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키로 합의함. 2011년 8
월 북한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설치 등
의 내용을 담은 ‘경제무역 협력 강화’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 설립한 크메르루주 전범재판
소는 2011년 6월 캄보디아에서 양민 200여만 명을 학살한 크
메르루주 정권(1975~1979년)의 핵심인사인 누온 체아,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 아엥 사리 전 외교부 장관, 아엥 타리트 전
사회부 장관 등 네 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함. 이 중에서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은 2016년 11월 대법원 선고에서 종신형이
확정됨.
2012년 10월 15일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이 향
년 89세로 치료차 머무르던 중국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함. 2013년 7월 28일 총선에서 훈센이 재집권에 성공함. 그러
나 민주화 상징인 삼랭시가 이끄는 통합야당 캄보디아구국당
(CNRP)의 대약진으로 입지가 흔들림.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 정국은 혼돈에 빠졌고 여
기에 의류산업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하고 시위에 가세함.
2014년 1월에도 수만 명이 총선 재실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당국은 이를 유혈진압, 사망자 5명 등 수십 명의 사
상자 발생.
2017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
(CNRP)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1천646개 코뮌 중
약 500개 코뮌에서 승리하며 약 44%의 득표율을 기록. 이에
따라 야당이 2018년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32년 권좌를 허물
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같은 해 9월 경
찰은 CNRP 대표의 집을 급습해 켐소카 대표를 체포함. 캄보디
아 대법원은 11월 CNRP 해산을 결정함.
제1야당의 해체 속에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은 2018
년 2월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약 96%의 득표율을 기록하
며 58개 의석 모두 차지함. 이에 따라 훈센 총리의 집권 연장
이 가속화함.
훈센 총리는 2017년 9월 “10년 더 집권하겠다”고 선언함. 미

국과 유럽연합(EU), 국제인권단체 등은 야당 해산을 비판하며
원조를 축소하거나 재정 지원 계획을 보류함.

대 만(타이완)
Taiwan(Republic of China)
중국
★
타이베이

대만

남중국해

면 적	3만5천980㎢
자 원	석탄, 시멘트, 사탕, 쌀
종 교	도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회교
인 구	2천350만8천428명(2017년 7월)
수 도	타이베이(臺北, Taipei)
주 민	대만인(84%), 중국인(14%), 원주민(2%)
언 어	보통화(표준 중국어), 대만어
원 수	[총통]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의 회	단원제 입법원 113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국민당, 민진당, 대만단결연맹, 친민당(親民黨), 신당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1조1천750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4만9천800달러(2017년)

통 화	뉴타이완달러(TWD), 1미 달러=30.68대만달러(2017년)
외환보유고 4
 천680억 달러(2017년 12월 31일)
교역 규모(2016년)
수출 : 2천805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전자제품, 기계류, 금속, 섬유
수입 : 2천310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전자제품, 기계류, 원유, 정밀기계

약사와 현황
명말청초(明末淸初)에 대륙인들의 이주가 시작됨. 명 말기
인 1620년대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점령, 1683년부터는 청이
지배함. 청일전쟁으로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일본에 할양됐으나 일본 패망 후 1945년 10월 중국에 반환됨.
1949년 12월 국·공 내전에서 패한 국민의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감.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국민당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
고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대륙 수복의 기치 아래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 신장에 주력함.
1971년 10월 유엔결의안 2758호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국에 내주고 유엔에서 축출돼 외교적 입지 크게 위
축됨. 국제무대에서 고립 상황이 계속됨. 1975년 장제스 총통
사망 후 총통에 오른 장징궈(蔣經國)가 1988년 1월 사망하고
내성인 출신인 리덩후이(李登輝)가 총통에 취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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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통은 복수정당 허용 등 민주화를 추진함. 1993년 2
월 외성인인 하오보춘 행정원장 퇴진 후 대만 출신으로 대만
성 주석직을 역임한 롄잔(連戰) 행정원장의 새 내각이 발족됨.
1993년 8월 국민당 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리 총통을 당 주석
으로 재추대함. 리 총통은 1996년 3월 처음 실시된 총통 직접
선거에서 당선됨.
2000년 3월 총통 선거에서 롄잔 후보가 천수이볜 민진당
후보에 패배하며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집권이 마감됨. 천 총
통은 2004년 3월 재선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 2008년 3월 대
선에서도 민진당 후보를 당선시켜 3기 연속 집권을 하려고 진
력했으나 2008년 3월 선거에서 마잉주 국민당 후보가 승리하
며 국민당 집권시대가 열림.
중국과 대만 관계는 마잉주 총통이 2008년 집권하면서 화
해의 급물살을 탐. 양안 직항기가 운행되기 시작했고 중국 자
본의 대만 투자가 허용되는 등 ‘3차 경제 국공합작’이 가시화
됨. 양안 분쟁의 상징인 진먼다오(金門島)에 중국과 대만이 공
동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안이 나오는가 하면, 대만에서 중국
을 겨누고 있던 미사일이 철수됨.
외교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의 반발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대만은 명
분상으로는 1912년 건국 이래 이념적으로 중국의 정통성을 유
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1971년 10월 중국의 가입
으로 유엔에서 축출된 이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 중임.
2012년 1월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선거에서
51.6%를 득표해 45.6%를 얻은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주석
을 누르고 연임에 성공함. 마 총통은 친중국 성향이며 미국의
지지를 받음.
중국과 함께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과 갈등 관계임. 2013
년 5월 필리핀 해경이 분쟁 수역에서 대만 어부를 사살한 일로
필리핀과 외교관계가 악화함. 6월에는 중국과 서비스 산업분
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
안관계가 강화됨.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이끄는 집권 국민당이 중국과
의 서비스무역협정을 비준하려 하자 경제의 중국 종속이 가속
화한다며 협정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2014년 3월 18일 기습
적으로 입법원(국회) 점거 시위를 함. 30일에는 타이베이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열림. 대학생들은 점거 23일 만인 4월 10일
자진 해산했으나 대 중국 정책을 둘러싼 대만 사회의 분열상
과 청년세대의 위기의식이 노출됨.
시위는 일단락됐으나 마잉주 정부의 친중 노선과 부패의혹,
실패한 경제정책 등에 대한 반발은 11월 29일 전국 지방선거에
서 집권 국민당의 참패로 이어짐. 국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
인 타이베이와 타이중시를 포함해 직할시 6곳 중 5곳의 시장
직을 야권에 내줌. 이 여파로 장이화 행정원장(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한 데 이어 마잉주 총통은 국민당 주석 직에서 물러남.
2015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싱가
포르에서 중국과 대만이 분단 66년 만의 첫 정상회담을 함. 중
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에도 정부 대 정부,
국가원수 대 국가원수 자격의 회담을 받아들이며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대(對) 대만관계를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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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
2016년 1월 16일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이 국
민당의 주리룬(朱立倫) 후보를 누르고 승리해 105년 대만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함. 8년 만의 정권교체.
차이 주석은 5월 20일 취임. 중국의 양안관계 원칙인 ‘하나
의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평화로운 대화’를 추구한다고
발언하는 등 ‘탈중국’ 노선을 걷는 것으로 평가됨. 차이 주석은
2016년 12월에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킴. 미중 수교 37년 만에 처음 일어
난 일임.
2016년 2월 6일 남부 지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해 부실
시공된 건물이 무너지고 117명이 사망하는 등 16년 만에 최악
의 피해를 봄.

태국
Kingdom of Thailand
라오스

미얀마

태국
방콕
★
캄보디아

면 적	51만3천120㎢
자 원	쌀, 고무, 주석, 텅스텐, 납, 천연가스
종 교	불교(93.6%), 이슬람(4.9%), 기독교(1.2%)
인 구	6천841만4천135명(2017년 7월)
수 도	방콕(Bangkok)
주 민	타이족(94.6%), 미얀마인(1.3%), 기타(1.1%)
언 어	타이어(공용어), 영어, 버마어, 기타
원 수	[국왕] 와치랄롱꼰 버딘드라데바야와랑꾼(Wachiralongkon
Bodinthrathepphayawarangkun, 2016년 12월 즉위) [총
리]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2014년 8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200명(임기 6년), 하원 500명(임기 4년)
주요 정당	신열망당, 민주당, 국가발전당, 민족당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1조2천290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1만7천800달러(2017년)

통 화	바트(Baht), 1미 달러=34.34바트(2017년)
외환보유고 1
 천935억 달러(2017년 12월 31일)
교역 규모(2017년)
수출 : 2천360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보석
류, 쌀, 어류, 고무제품, 설탕, 카사바
수입 : 2천218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기기·부품, 철강, 금·은 포함 보석
류, 컴퓨터·부품, 밀, 면, 유제품

약사와 현황
1세기께 중국 동남부 지역의 타이족이 남하해 7세기 중
엽 난차오 왕국을 수립. 수코타이(1238~1378년), 아유타야
(1350~1767년), 톤부리(1767~1782년) 왕조를 거쳐 1782년 라마
1세가 지금의 짜끄리 왕조를 창건. 19세기 말 유럽 열강의 아시
아 침략에도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함. 1932년
무혈군사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로 전환.
1946년 즉위해 세계 최장수 재위 기록을 지녔던 푸미폰 아
둔야뎃 국왕(라마 9세)이 즉위 70주년인 2016년 10월 13일 서
거. 그 뒤를 이어 장남 와찌랄롱꼰(라마 10세) 국왕 즉위.
입헌군주제 수립 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쿠데타가 발생할
만큼 정치가 격동을 거듭함. 2000년 11월 푸미폰 국왕이 릭
파이 총리가 제출한 새 선거법을 재가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2001년 1월 총선 실시.
야당인 타이락타이당이 총 500석 가운데 248석을 확보, 제1
당으로 올라서면서 신열망당, 차타이당과 연정을 구성, 타이락
타이당 탁신 친나왓 당수를 제23대 총리로 선출. 탁신 총리는
초기 지지율 80%대의 인기를 누렸으나 세금 회피 의혹 등으
로 지지 기반 와해.
손티 육군사령관이 중심이 된 군부는 2006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정부를 전복시켰고 수라윳 출라논 추밀위원(군 출
신)을 신임 과도정부 총리로 추대.
2007년 12월 23일 전국에서 실시된 총선(하원의원 선거)에
서 친탁신계 민권당(PPP)이 전체 480석 중 233석을 차지하면
서 쿠데타 이전 집권 세력이 다수 의석을 점유. 그러나 2008
년 5월 집권 민권당이 개헌을 시도하면서 반정부 시위 발발.
2008년 8월 탁신 전 총리가 영국으로 도피하고 9월에 친탁신
계 사막 총리가 하야하면서 후임으로 솜차이 총리(민권당)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 출범.
2008년 10월 초 솜차이 총리가 실각하고 민주동맹 측 아피
싯 웨차치와가 2008년 12월 새 총리로 선임됨. 그러나 시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국 불안이 계속됨. 2010년 상반기에만 시위
로 92명 사망. 2011년 5월 9일 푸미폰 국왕이 아피싯 총리의 의
회 해산 요청 승인. 7월 3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푸어타이당이 승리하면서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
왓이 신임 총리로 취임.
10월 이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반
대하는 퇴역 장성 분렛 깨우쁘라싯이 이끄는 반정부 세력인
‘삐딱 시암’의 주도로 대규모 시위가 열림. 잉락 총리의 친오빠
인 탁신 전 총리는 부정부패 혐의로 해외도피. 또 아피싯 웨차
치와 전 태국 총리가 2010년 9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해 살인혐의로 기소됨.
2013년 11월 하원이 탁신 전 총리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정치 사면법안을 승인하자 잉락 총리 퇴진과 탁신체제
근절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림. 규모 10만 명이 넘는 시
위가 연달아 열렸고 정부청사가 점거되기도 하자 잉락 총리는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결정함.
해를 넘겨 이어진 시위는 2014년 1월에 ‘방콕 셧타운’(시내
점거) 시위로 확대됨. 2월 2일 조기총선이 시행됐으나 헌법재
판소는 이를 무효화한 데 이어 5월에는 권력남용을 이유로 잉
락 총리 해임을 결정함.

잉락 총리 실각 후 친정부-반정부 시위로 혼란이 계속되자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이끄는 군부는 5월 20일 계
엄령을 선포. 이틀 뒤인 5월 22일 정파 간 타협에 실패했다며
쿠데타를 선언하고 잉락 전 총리를 비롯한 ‘탁신 일가’와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고 쿠데타 반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함.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26일 이를 승인함. 태국군의 쿠데
타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19번째, 탁신 친나왓 전 총
리를 실각시킨 2006년 쿠데타 이후 8년만임.
쿠데타 후 산발적인 쿠데타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경제성장
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정국 불안이 이어졌으나 군부는
반대세력 탄압, 언론 통제, 한시 통행금지령 등을 통해 권력 장
악을 공고히 함. 군 최고 실권자이자 쿠데타 주역인 쁘라윳 장
군이 8월 총리로 공식 취임.
2016년 8월 쁘라윳 총리의 군부가 마련한 개헌안이 국민투
표를 통과함. 이에 따라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가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직접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선출 과정
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됨.
선출직 의원이 아닌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도 총리를 선
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이 가결돼 군부 지도자가 차기 총리
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됨. 쁘라윳 총리는 2018년
11월에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

파키스탄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아프가니스탄

★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인도

면 적	79만6천95㎢
자 원	면화, 쌀, 천연가스, 석탄, 암염, 철광석
종 교	이슬람(96.4% : 수니파 85~90%, 시아파 10~15%), 기독
교ㆍ힌두교(3.6%)

인 구	2억492만4천861명(2017년 7월)
수 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주 민	펀자브인(44.7%), 파슈툰족(15.4%), 신드족(14.1%) 등
언 어	우르두어·영어(공용어), 펀자브어, 신드어 등
원 수	[대통령] 맘눈 후세인(Mamnoon Hussain, 2013년 9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87명, 하원 217명(임기 4년)
주요 정당	인민당, 이슬람연맹, 아와미국민당 등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1조560억 달러(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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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 5천400달러(2017년)

통 화	루피(Rupee), 1미 달러=105.1루피(2017년)
외환보유고 2
 00억2천만 달러(2017년 12월 31일)
교역 규모(2017년)
수출 : 217억 달러로 주요 품목은 섬유, 쌀, 피혁제품, 스포츠용품, 화
학용품
수입 : 416억2천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석유,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플라스틱

약사와 현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의 이슬람교도들이 인도에서 분
리해 회교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 1947년 8월 영
국 철수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독립 정책에 따라 독립
함. 1956년 3월 영연방 내 파키스탄회교공화국으로 정식 발족.
1999년 10월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참모총장 겸 합동참모본
부장이 카슈미르 사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함.
장기 집권하던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8월 1월 선거를 두 달
앞둔 2007년 11월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되고 파키스탄
정정이 급속히 혼란에 빠지면서 정권 장악력이 떨어져 권력에
서 물러남. 뒤를 이어 고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됨.
그러나 정정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
고,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부도 사태에 몰림.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에 2008년 11월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같은
달 IMF는 23개월간 76억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
‘비공인’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은 외교적으로 비동맹노선을
추구하고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으로 대중국
관계를 가장 중시함.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며 대미 관계에
힘썼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부침을 거듭함. 2011년 5월 1일 미국
이 파키스탄 측 동의 없이 네이비실을 보내 파키스탄 아보타
바드의 저택에서 은신 중이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
덴을 제거한 뒤 심각한 갈등이 생김.
여기에 더해 2011년 11월 26일 아프간 국경과 가까운 파키스
탄군 초소 두 곳의 병사 24명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오
폭 사고로 사망함. 이후 파키스탄은 자국에서 아프간으로 가는
나토 물자보급로를 차단하고 남서부의 샴시 공군기지에 주둔
해온 미군을 10년 만에 철수시킴.
2012년에는 잇단 공장화재로 이틀간 최소 314명이 사망했으
며 10대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다 탈레반에 피격됨.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는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패혐의에 대해 스위스 당국의 재기
소 요청을 거부했다가 파키스탄 대법원에서 ‘법정모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총리직을 박탈당함.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5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
4년여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3월 귀국함. 그는 부토 전
총리 암살사건과 관련해 부토에게 적절한 경호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보석허가를 받은 덕에 귀
국 시 체포를 면함. 그러나 법원에서 총선 출마가 금지된 데
이어 4월 경찰에 체포됨. 5월 초에는 수사 검사가 피살됨. 11
월에는 2007년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해 반역죄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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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넘겨짐.
5월 11일 열린 총선에서는 나와즈 샤리프 총재가 이끄는 제
1야당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가 승리함. 두 차례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샤리프 총재는 건국 이래 첫 민주적 정권 교체에
서 총리에 오름.
그러나 야권 등은 파키스탄무슬림리그의 총선 승리가 부정
선거 때문이라며 반정부시위에 나섬. 2014년 8월부터 본격화
된 시위에서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은 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며
4개월간 의회 앞 연좌시위를 주도함.
2014년 10월 파키스탄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가 인도의 아동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동가 카일라시 사
티아르티(60)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함. 이런 가운데
에도 말랄라를 공격한 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은 북서부 페샤
와르의 군 부설 학교 학살테러를 일으켜 학생과 교직원 등 150
여 명이 사망함.
2015년 12월 2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 총리로
서는 11년 만에 ‘앙숙’인 파키스탄을 방문해 나와즈 샤리프 파
키스탄 총리와 1시간여 동안 회담을 하면서 양국 관계가 진일
보함.
2016년 3월 북동부 펀자브주(州)의 주도인 라호르의 한 어린
이공원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벌어져 74명이 숨지고 300명 이
상이 부상함. 11월에는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한 수
피교도 성지에서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의 폭탄테러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는 등 테러가 여러 차례 발생.
2017년 11월에는 약 3주 동안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강경
이슬람주의 시위가 잇따라 결국 자히드 하미드 법무장관이 사
임함. 시위대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예언
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선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서 규정이 바뀌자 이슬람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며 장
관 해임을 요구한 것임.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마닐라

남중국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면 적	30만㎢
자 원	목재, 석유, 금, 은, 동, 니켈, 바나나
종 교	가톨릭(82.9%), 이슬람(5%), 복음주의 기독교(2.8%), 그리
스도의 교회(2.3%). 기독교 기타 종파(4.5%)

인 구	1억425만6천76명(2017년 7월)
수 도	마닐라(Manila)
주 민	타갈로그족(28.1%), 세부아노족(13.1%), 일로카노족(9%),
비사야/비니사야(7.6%), 힐리가이논 일롱고(7.5%), 비콜
(6%), 와라이(3.4%)

언 어	필리핀어·영어(공용어), 타갈로그어
원 수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2016년 6월
30일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24명(임기 6년), 하원 212명(임기 3년)
주요 정당	라카스당, 국민연합당, 자유당, 신사회운동당, 필리핀민
주당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8천745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8천200달러(2017년, 실질 구매력 기준)
통 화	페소(Peso), 1미 달러=50.21페소(2017년)
외환보유고 815억3천만 달러(2017년 12월 31일)
교역(2017년)
수출 : 532억2천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반도체, 전자제품, 의류, 구리
제품, 석유제품, 목재 제조품, 가공식품, 코코넛오일
수입 : 900억4천200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전자제품, 화석연료, 기계
류, 수송 장비, 철강재, 섬유, 곡물, 플라스틱

약사와 현황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인 선조 말
레이족은 대부분 사냥이나 어업에 종사함. 1521년 탐험가 마젤
란의 상륙을 계기로 1571년 스페인 식민지에 편입됨. 1898년 미
국-스페인 전쟁 후 스페인은 2천만 달러를 받고 필리핀을 미
국에 양도함. 1899~1905년 미국에 대항해 민중봉기를 일으킴.
1942년 일본에 점령됐다가 1946년 7월 독립함.
1987년 2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아키노 정부가
승리하고 임기 6년, 중임불가를 원칙으로 한 대통령중심제의
신헌법이 발효됨. 라모스-에스트라다-아로요를 거쳐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꼽히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
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가 2010년 5월 대선에서 승
리함.
디바오 시장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범죄소탕과 부패
척결을 핵심공양으로 내세워 2016년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됨.
외교적으로는 1968년 6월 아세안에 가입함. 아세안을 외교
의 주요 지주로 삼아 지역 안보와 통상 증대 도모함. 아세안 우
호협력조약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면서 역내 유일의 안보대화
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중요성 강조함. 미국의 동맹
국이기도 한 필리핀은 상호 고위급 왕래를 이어가며 꾸준히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함.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영
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분쟁이 진
행 중임.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11년 11월 선거 결과 조작 혐
의로 기소된 데 이어 중국 기업과의 고속 데이터통신망 계약
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됨. 아로요 전 대통령
은 지난 2011년 11월 마닐라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저지된 뒤
마닐라 군 병원에 구금됐으며 2012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가 10월에 다시 구금됨.
필리핀 정부는 2012년 10월 필리핀 최대 이슬람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 40년 만에 역사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함.
2013년 5월 필리핀 해경이 분쟁 수역에 진입한 대만 어부를
사살, 대만과 외교 갈등을 겪음. 2014년 3월에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유권을 둘러
싼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져 상대국 외
교관을 잇따라 초치하는 등 갈등이 고조됨.
2013년 11월 8일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15㎞에 달하는 태
풍 하이옌이 중부 레이테 섬 주변을 강타하며 8천 명 가까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10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전파 또는 부분
파손되는 등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함. 하이옌은 2013년 세계
최대 재해로 꼽혔음. 정부는 12월 피해 규모가 129억 달러(13조
5천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81억7천만 달러(8조5천900
억원) 규모의 복구 사업을 공개함.
2014년 3월 필리핀 정부와 최대 이슬람 반군조직 모로이슬
람해방전선(MILF)가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40여 년간의 내전을
종식했으나 반군의 무장해제와 이슬람 자치지역 신설 문제 등
에서 이견을 보이며 일부 극단주의 반군의 반발로 충돌이 재
개되는 양상임.
2015년 11월 마닐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상회의가 열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에 도착한
직후 마닐라만에 있는 필리핀 해군 함정 ‘그레고리오 델 필라’
호에 승선, 장병을 만나고 필리핀 해양 안보에 대한 지원을 약
속하는 등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투는 필리핀과의
군사공조, 남중국해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과
시함.
필리핀 내 치안 불안 속에 2016년 한인 피살이 잇따름. 로드
리고 두테르테 다바오시장이 2016년 5월 대선에 출마해 당선,
6월에 취임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
으며 취임 이후 실제로 마약범 사살 등 범죄와 부패 소탕전에
나섬.
국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만, 서방과 인권단체로부
터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짐. 경찰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
후 4천 명에 가까운 마약 용의자가 사살된 것으로 집계함. 시
민단체 등은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사살된 인원이 1만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7년 11월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함. 두 정상은 서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인권 문제 등으로 껄끄러운 관계였음.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
지 않은 채 밀착행보를 보임. 또한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등 친미 일변도의 기존 외교노선을 버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방위 협력에 박차를 가함.
2017년 5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이
마라위 시를 점령하자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벌임. 같은 해 7월 의회 승인을 받아 계엄령 발동
기간을 5개월 연장함. 필리핀 남부지역에서는 마우테를 비롯
해 아부사야프 등 여러 IS 추종반군이 내·외국인 납치와 테러
를 일삼음. 필리핀 정부와의 평화협상이 깨진 공산 반군도 두
테르테 대통령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됨.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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