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고 가르시아
(Diego Garcia, 영국령)

유 럽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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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니옹
(Reunion, 프랑스령)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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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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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800㎞ 떨어진 인도양의 섬.

마요트
(Mayotte, 프랑스령)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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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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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사하라
(Western Sahara)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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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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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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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동향
<중도기반 상실한 유럽정치…좌우 양극화 따른 기성정치의
참패> 2016년부터 불어 닥친 포퓰리즘 강풍 여파와 기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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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유권
자들의 표심이 극좌나 극우로 향하고 기성 중도 정당의 기반
은 축소됨.
프랑스에서는 5월 ‘반(反)기득권’을 기치로 내건 신예 에마
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가 이끄는 신생 정당 ‘레
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의 총선 승리로 기성 정
치를 대변하는 중도우파 공화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의 양당체
제가 와해함.
독일에서도 9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등 기존 중도 정당들이 독점했던
표가 극우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넘어가면서 중도 정당의 입지가 크게 약화.
오스트리아에서는 10월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이 3위를 차지
하며 제1당인 우파 국민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
<트럼프와 메르켈의 대립…유럽 주도권 노리는 마크롱 부
상>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
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유럽 지도국 독일의 수장 앙
겔라 메르켈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 유럽과 미국의 대립 구도
가 형성됨.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기간 때부터 자신에게 거부감을
표한 메르켈 총리가 방미했을 때 ‘악수 거부’로 냉대한 데 이어
독일의 대미 무역흑자를 놓고 “독일인들이 아주 못됐다”고 비
판하며 대립함.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됨.
메르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발언과
파리 기후협약 탈퇴 결정 등을 강력히 비판함.
이런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30대의 마크롱은 트
럼프 대통령의 기후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계 주도권
을 유럽으로 가져오려 함.
<2017년까지 이어진 테러 공포…영국이 주요 타깃> 2016년
에 이어 2017년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극단주의
에 심취해 IS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들의
테러가 이어짐. 특히 영국은 상반기에만 대형 테러가 세 번이
나 발생하는 등 주요 타깃이 됨.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상을 즐기는 민간인들을 직접 겨냥한
소프트타깃 테러가 대부분이었음. 트럭 등을 이용한 차량 테
러도 늘어남. 범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극단
주의를 배운 것으로 알려짐. IS는 실시간 미디어를 이용해 각
지의 대형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하는 선전 수법을
사용함.
2월 프랑스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 야외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군인들을 겨냥한 흉기 테러 발생.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군인의 총을 맞고 부상.
3월 영국 런던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칼리드
마수드(52)가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친 뒤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사망(범인 포함)하고 50명이 다침. 용의자는 무
장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흉기 공
격을 당한 경찰관도 사망.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객차 안에서 폭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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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1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함. 용의자는 키르기스스
탄 출신의 아크바르존 드잘릴로프(22)로, 시리아 반군 진영에서
싸우는 우즈베키스탄 테러 조직의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됨. 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우
즈베키스탄 출신의 39세 남성이 시내 중심가인 드로트닝가탄
에서 차량을 몰고 사람들에게 돌진, 5명이 사망함.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1명과 용의자가
사망하고 경찰관 2명이 중상. 공격 직후 IS가 배후를 자처함.
5월 영국 공연장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미국 팝스타 아리아
나 그란데 콘서트 도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 범인은 IS 추종하던 살만 아베디.
6월 영국 런던 시내 런던 브리지와 인근 버러 마켓에서 발
생한 차량·흉기 테러로 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
이후에도 프랑스 파리 근교도시 르발루아-페레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군인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군인 6명이 부상하는
등 작은 테러가 이어짐.

그리스
Hellenic Republic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스
아테네
★

터키

면 적	13만1천957㎢
자 원	석탄, 철광석,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인 구	1천77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아테네(Athens)
주 민	그리스계(93％), 터키계 및 기타(7%)
언 어	그리스어(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종 교	그리스정교(98％), 이슬람교(1.3％)
원 수	[대통령] 프로코피스 파블로풀로스(2015년 3월부터),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2015년 9월부터)

의 회	단원제(30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급진좌파연합(SYRIZA), 신민당, 사회당, 공산당, 극우 황
금새벽당

국내총생산   2천43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천995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만7천8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기원전 4~5세기께 도시국가로 번성. 헬레니즘시대를 거쳐
146년 로마에 귀속. 비잔틴·오스만 튀르크 등 두 제국의 지
배를 거쳐 1829년 오스만 튀르크와 독립전쟁 후 왕국으로 독
립함. 1924년 국민투표로 공화제로 전환했다가 1935년 왕정으
로 복귀.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게릴라와의 내전으로 정정 불안을
겪다 1967년 4월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 장군의 쿠데타로 서
구 최초의 군사정권이 수립됨. 1973년 6월 군부가 군주제를 폐
지함. 1973년 11월 쿠데타로 등장한 제2차 군사정권이 1974년 7
월 붕괴되면서 민정으로 복귀.

네덜란드
Kingdom of the Netherlands

★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독일

정치
입헌공화국. 임기 5년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행정
권한은 없음. 2015년 1월 25일 치러진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
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
그리스 현대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급진좌파 정권이 들어섬.
40세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가 역대 최연소 총리로
취임.

외교
유럽연합(EU)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 EU, 나토
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미 우호정책을 추진.
터키와는 키프로스 문제로 1970년대부터 갈등 관계에 있다
가 1992년 우호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에너지와 경제 중심으
로 관계를 회복함. 한국과는 1961년 수교, 북한과는 2001년 3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농업이 주산업으로 올리브·포도의 세계적 산지. 세계적
인 해운국으로 관광업도 발달. 재정적자 급증으로 2009년 말
부터 유럽을 비롯해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고, 2010년
5월 EU,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 결정,
이후 2차에 걸쳐 2천400억 유로(약 302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음.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국제 채권단과 구제금
융 협상이 결렬돼 2015년 7월 1일자로 IMF에서 빌린 18억 달러
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에 빠짐.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
민의 ‘반대’ 결정을 받아낸 뒤 시장 중심 개혁, 탈세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개혁안으로 채권단과 재협상해 3년간 850
억 유로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함.
재정 위기 이래 경제 규모가 4분의 1로 줄었고, 실업률은
23%로 치솟음.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 독일 쾰른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의 빈곤율은 2008~2015년 기간 중 40%
가 폭증해 유럽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중국과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중국 자본이 그리스 경
제를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쏠림.
2017년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40%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그리스 내 중국 자본 유입 급증.

벨기에

면 적	4만1천543㎢(내해수면 제외하면 3만3천893㎢)
자 원	천연가스, 석유
인 구	1천701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암스테르담(Amsterdam), 정부 소재지 헤이그(The Hague)
주 민	네덜란드계(78.6％), 기타 유럽계 (5.8%), 인도네시아계
(2.2%), 모로코계(2.2%), 수리남계(2.1%), 기타(5.9%)

언 어	네덜란드어(공용어), 프리시아어(일부지역 공용어)
종 교	가톨릭(28％), 개신교(19％), 이슬람교(5%) 비종교인(42％)
원 수	[왕] 빌럼 알렉산더르(Willem-Alexander, 2013년 4월 즉위),
[총리] 마르크 뤼테(Mark Rutte, 2010년 10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75명, 하원 150명
주요 정당	자유민주국민당(VVD), 노동당(PVDA), 기독민주당
(CDA), 민주66(D66)

국내총생산   8천245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9천152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만3천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13세기 말 프랑스 부르고뉴가(家)에 이어 오스트리아 합스부
르크가가 지배함. 현재 네덜란드 영토에 해당하는 홀란트, 위
트레흐트, 젤란트 등 신교를 믿는 북부 7개 지역이 1579년 가
톨릭을 믿는 스페인에 맞서 정치통합체 ‘위트레흐트 동맹’으로
결속함.
북부연합은 이후 250년간 오라녜(Orange)가와 홀란트의 이
중 지배를 받다가,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스페인에서 독
립. 1813년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뒤 1815년 나폴레옹의 워털루
패전 후 네덜란드 왕국을 세움. 1830년 가톨릭을 믿는 남부지
역이 민중봉기를 일으켜 1831년 벨기에로 분리 독립.

정치
내각책임제의 입헌군주국. 2002년 총선에서 우파가 압승,
좌파 노동당 연정의 8년 집권이 붕괴하고 기민당과 리스트당
등 우파정당만으로 새 연립정권이 출범함. 2010년 6월 총선에
서 보수 성향의 VVD가 하원 전체 150석 중 31석을 차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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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으로 부상함. 4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VVD의 마르크 뤼
테 총리 주도로 새 연정이 공식 출범함. 유로존 체제 지지하는
VVD는 2012년 9월 총선에서도 승리.
2013년 4월에는 베아트릭스 여왕이 재위 33년 만에 빌럼알렉산더르 왕세자에게 양위함으로써 ‘여왕의 나라’ 네덜란드
에서 123년 만에 남성 국왕이 탄생함.
네덜란드는 2017년 3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13개 정당이
원내 의석을 확보하는 등 여러 정당이 난립해 연정 구성에 어
려움을 겪음.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여온 제1당인 자유민주
당(VVD)과 기독민주당(CDA), 중도 성향의 민주66당(D66), 기독
교연합(CU)이 연정 협상을 타결함.

인 구	532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오슬로(Oslo)
주 민	노르웨이계(94.4%), 기타 유럽계(3.6%)
언 어	노르웨이어(공용어)
종 교	루터교(국교, 82.1％), 기타 기독교계(3.9%) 기타(2%)
원 수	[국왕] 하랄 5세(Harald 5세, 1991년 1월 즉위), [총리] 에르
나 솔베르그(Erna Solberg, 2013년 9월 취임)

의 회	변형 단원제(169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노동당, 보수당, 진보당, 사회좌파당
국내총생산   3천921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천759
억 달러(2016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7만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외교
중립 외교를 견지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독일
침공으로 무의미해짐. 1949년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수용하면서 나토에 가입, 1957년 EC 창설국으로 합류함. 한국
과는 1961년 4월, 북한과는 2001년 1월 수교. 의회가 2007년 11
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
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유럽연합(EU)의 새 개정 조약은 2008년 7월에야 비준함.
2014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함.

통 화	노르웨이크로네(NOK), 1달러=8.615NOK(2016년)

약사
14세기 말 덴마크에 병합되고 1814년 스웨덴에 할양됐다가
1905년 독립.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점령당함. 전후에 중
립정책을 포기하고 1949년 나토에 가입.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1972년과 1994년의 두 차례 시도가 모두 국민투표로 부
결됨.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2006년 볼크스크란크지(誌)가 덴마크 신문에 이어 마호메트
풍자만화를 게재해 이슬람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
2018년부터 여성도 군대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남성과 똑같이 여성도 군 징집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가 두 번째임.
통신사는 ANP. 일간지로는 드 텔레그라프를 비롯해 알헤멘
다흐 블라트, 드 폴크스란트 등. 라디오방송은 약 600개. 전국
단위 공영TV는 3개.

내각책임제, 입헌군주국. 오랫동안 소수파 정부가 집권하다
가 2005년 총선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수의석을 확보한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출범, 옌스 슈톨텐베르크가 총리로 취임
함. 세계 금융위기 속에 실시된 2009년 5월 총선에서도 재집
권함.
2013년 9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하면서 8년간
의 좌파 연립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파 연립 정부가 들어
섬. 보수당의 에르나 솔베르그 당수가 총리로 취임함.

외교

노르웨이
Kingdom of Norway

노르웨이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오슬로

★

면 적	32만3천802㎢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동광석,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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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나토 창설회원국.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자유
무역연합(EFTA)에도 참여.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서방 측에
서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승인함.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간의 비밀협상을, 1999년부터 스리랑카 내전 종식을 위
한 평화협상을 중재함. 한국과 1959년 3월, 북한과 1973년 6
월 수교. 2010년 11월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의 노벨평
화상 수상을 둘러싸고 생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2012년까
지 지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월 청와대에서 노르웨이 역사
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인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와 수산, 산림, 광물자원이 풍부함. 일찍이 해양에 진출
해 상선 보유 규모가 세계 4위. 서유럽 최대의 산유국. 사회복
지에 상당한 정부재정을 지출하고 있음.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도 2012년까지 최고 신용등급(AAA) 유지.
2011년 7월 22일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아네르스 브레이비
크가 수도 오슬로의 정부청사와 휴양지 우퇴위야섬의 노동

당 청소년 캠프에 테러를 가해 77명이 사망함. 브레이비크는
2016년 3월 당국이 고문 관련 조항을 위반했고 자신과 가족
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유럽 인권재판소(ECHR)에 제
기함.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받
고 복역 중.
통신사는 노르웨이통신(NTB). 신문은 아프텐포스트 등 61개.
국영 TV 채널 3개와 30개 이상의 전국·지방 TV가 있음.

정치
내각책임제의 입헌군주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총리
가 나토 사무총장에 지명됨에 따라 2009년 4월 자유당 소속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재무장관이 총리로 취임함. 2011년 9월
총선에서 헬레 토르닝-슈미트가 이끄는 좌파 진영이 승리, 덴
마크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함.
2015년 6월 총선에서 라스무센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야권
연합이 승리해 라스무센이 총리직에 복귀함.

외교

덴마크
Kingdom of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EEC에 1973년 가입했지만, 유럽 단일통화정책에는 불참.
2000년 국민투표에서도 유로화 도입이 부결됨. 2012년 EU 신
재정협약은 비준함. 한국과 1953년, 북한과 1973년 수교. 2011
년 5월 한국과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수립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017년 1월 1일 덴
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 은신해 있다가 불법체류 혐
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 올보르구치소에 구금됨. 2017년 4월 19
일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을 기각,
2017년 5월 31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됨.

경제 · 사회 · 문화
독일

면 적	4만3천94㎢
자 원	원유, 천연가스
인 구	560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코펜하겐(Copenhagen)
주 민	스칸디나비아계, 에스키모계, 페로스계
언 어	덴마크어(공용어), 영어(통용 제2외국어), 페로스어, 독일어 등
종 교	루터교(국교, 80%), 기타 기독교 (16%), 이슬람교(4%)
원 수	[여왕] 마르그레테 2세(Margrethe Ⅱ, 1972년 1월 즉위),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2015
년 6월 취임)

의 회	단원제(179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덴마크국민당
국내총생산   3천241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천855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첨단농법을 바탕으로 한 농·축산물 수출이 무역의 중심.
2007년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은 경제 불안 요인.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한 율란
츠-포스텐지(紙)의 2005년 만평이 유럽 각국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 이슬람권의 반발을 삼. 2015년 2월 무함마드 만평
을 그린 작가를 겨냥한 총격 테러가 수도 코펜하겐에서 발
생함.
2016년 3월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
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6’에서 행복 지수 1위를 차지해 세계
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힘.
중앙지는 코펜하겐포스트 등 20개. 국영 TV와 라디오 10개
채널.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인당 국내총생산   4만9천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덴마크크로네(DKK), 1달러=6.865DKK(2016년)

약사
10세기께 바이킹 왕국을 건설해 한때 북유럽을 석권했으나
16세기 이후 스웨덴이 분리되고 노르웨이를 할양하면서 쇠퇴
함. 1849년 입헌군주제로 이행함. 1944년 자치령이던 아이슬란
드가 독립함. 제2차 세계대전 후 중립 포기하고 서방 진영에
가담. 세계 최대 섬인 그린란드를 해외 영토로 소유함. 1949년
나토에 가입하고 1973년 유럽연합(EU)의 전신인 EEC에 가입했
으나 EU의 마스트리흐트조약에는 불참.

네덜란드

★
베를린

폴란드

독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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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35만7천22㎢
자 원	석탄, 천연가스, 철광 등
인 구	8천59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베를린(Berlin)
주 민	게르만계(91.5%), 터키계 (2.4%), 기타 (6.1%, 이탈리아계·
그리스인·폴란드인 등)

언 어	독일어(공용어)
종 교	개신교(34％), 가톨릭(34％), 이슬람교(3.4%) 기타(28.3%)
원 수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Joachim Gauck, 2017
년 3월 취임),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2005년
1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69명, 하원 622명
주요 정당	기민당(CDU), 사민당(SPD), 기사당, 자민당, 민사당, 녹
색당

국내총생산   3조6천52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조1
천500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만2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500년 사이 게르만족 정착. 프랑
크 왕국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봉건 정치체제 기초 확립. 카롤
링거 왕조(751~870년)의 카롤루스 대제는 서유럽 대부분을 장
악한 뒤 800년 서로마제국 황제위를 받음. 카롤루스 대제 사
망 후 프랑크 왕국이 분열돼 843년 베르됭조약에 의해 현재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로 분할됨.
현재의 독일에 해당하는 동프랑크 지역의 오토 1세가 962년
교황에게 황제의 관을 받음으로써 신성로마제국(제1제국)이 성
립됨. 신성로마제국 아래 할거하던 1천 개가 넘는 연방은 1806
년 나폴레옹에게 정복됐다가 1815년 빈회의를 통해 38개 주권
영주국으로 구성된 독일연방으로 출범.
1914년 프로이센 빌헬름 2세의 팽창주의로 제1차 세계대전
이 발발했고, 패전(1918년) 후 1919년 사민당 주도의 바이마르공
화국이 탄생함.
1932년 총선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민족사회민주노동당
(NSDAP, 나치)이 급부상해 1933년 나치 정권(제3제국)을 창설
함. 나치 정권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
으켰으나, 1945년 연합군에 패전, 4개 전승국이 분할 통치함.
1950년 동독은 공산당에 장악돼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
음. 1969년 서독 정부는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의 등장
으로 동방정책에 입각, 소련·동구권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
독과의 교류를 추진함.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
한 데 이어 1973년 9월 유엔에도 동시 가입해 공존 관계 유지.
1980년대 후반 냉전이 퇴조하면서 독일 통일에 유리한 국
제 정세가 조성됨. 1989년 여름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로 탈출
한 뒤 서독으로 들어간 데 이어 11월 동독의 대규모 민주화 시
위대가 베를린장벽으로 몰려 개방을 촉구함. 동독 정치국은 내
부 쿠데타를 통해 호네커를 추방하고 에곤 크렌츠를 제1서기
로 선출함. 크렌츠는 11월 9일 서독 국경선과 베를린장벽의 개
방을 선언, 무혈혁명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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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동독 측과 1990년 7월 1일 경제·화
폐 통합에 이어 10월 3일 서독 헌법 23조에 따라 동독 5개 주를
합병하는 정치 통합을 단행, 통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옛 서독의
명칭인 독일연방공화국의 이름 아래 통일 독일을 출범시킴.
통일 후 동·서독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다양한 문
제가 노출됐으나 옛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시간
이 흘러가면서 점차 안정화.

정치
연방제 연방공화국. 상하 양원제. 주요 정당은 기독교민주
당, 기독교사회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등. 1945년
가톨릭과 개신교 대표가 결성한 기독교민주당(CDU)은 기독교
정신을 기조로 하는 보수정당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자본가와 중간계급을 지지기반으로 함. 기독교사회당(CSU)은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됐으며, CDU의 자매정당으로 연정파트너
로 참여.
사회민주당(SPD)은 1875년 개량주의파와 마르크스주의파가
결합해 독일사회주의노동당으로 발족함. 자유민주당(FDP)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를 기조로 하는 중도좌파 정당으로 중소
기업경영자와 지주 등이 정치적 기반. 민주사회당(PDS)은 옛
동독의 집권정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
2005년 앙겔라 메르켈이 동독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
성 총리에 취임. 2009년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이 과반 의석을 확보
해 11년 만에 보수 연정에 복귀. 2012년 동독 민주화 운동가 출
신 요아힘 가우크가 대통령으로 취임.
2013년 9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
합이 압승, 메르켈 총리는 3선 확정. 기민-기사당과 사회민주
당이 손을 잡아 대연정 출범.
2017년 2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전 외교부 장관이 가
우크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에 당선.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출
신으로는 요한네스 라우(1999∼2004년) 대통령 이후 약 18년
만이며, 역대 대통령 통틀어선 세 번째 사민당 출신.
2017년 9월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 결과 기민당과 사민당은
각각 33%, 20.5%를 득표해 최악의 성적을 거둠. 반면 창당한
지 4년밖에 안 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하 대안당)
이 12.6%를 얻어 연방의회에 진출하며 독일 정계에 지각변동
을 일으킴.
메르켈 총리는 총선 후 5개월여 만에 대연정을 구성하면서
4연임에 성공. 독일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2018년 3
월 대연정 협약을 공식 체결함.

외교
종전 직후 미국이 마셜플랜을 통해 서독의 경제 부흥을 지
원함으로써 서독은 공산 진영에 대항하는 자유 진영의 보루로
기능함. 미국은 독일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핵우산 정책
으로 독일의 안보를 담당함. 그러나 통독 후 독일은 유럽의 경
제적 통합에 이은 정치·군사적 통합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에
서 이탈하려는 양상을 보임.
특히,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양
국의 관계가 흔들림. 트럼프 당선 직후 실시된 독일의 한 여론

조사에서 약 4%만이 트럼프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85%는 비호감(‘나쁘게 생각한다’)으로 답변. 메르켈 총리는 트럼
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가 하면, EU의 단결을 강조하며 서방의 가치를 지키려 노력함.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 예산안 갈등
에 대한 회원국 간 갈등을 조정,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고 러
시아 관계도 발전적으로 이끄는 등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함.
남한 단독 수교국이었으나 2001년 3월 북한과도 수교함.

라트비아
Republic of Latvia
에스토니아

★
리가

경제 · 사회 · 문화
1950년대 서독은 미국의 마셜플랜에 힘입은 경제 재건을 통
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 1960년대 본격 경제 대국으로 발전.
1970년대 서독은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현대적 복지국가
건설을 완성하고 국제적으로는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
행함.
1980년대 전반 서독 경제는 세계적 경기 침체와 2차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악화했으나 1984년부터 회복됨. 이후 독일은
EC 단일시장창설에 앞선 투자 붐과 수출 증대에 힘입어 연간
4%의 경제성장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통독 이후 고도 성장기와 1993~1995년 침체 국면을 거쳐
199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함. 세계 5대 경제국으로
서 탄탄한 제조업과 유로화 출범 이후 저평가된 통화 등을 바
탕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겨냄. 2009년 GDP 성장
률이 -5.1%였으나 2010년 통일 후 최고인 3.6%, 2011년 2.7%
성장하는 등 유럽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함. 2014~2016년에도
1.6~1.7% 성장률 유지.
2015년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대규모로 조작
한 사실이 밝혀져 폴크스바겐 그룹이 흔들리면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음.
2011년 5월 상비군 수를 25만 명에서 18만여 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안 발표. 6월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영구 중단하
는 법안 승인. 7월 징병제 폐지.
반외국인 정서가 팽배하자 2010년 10월 메르켈 총리는 다문
화사회 접근법 실패를 선언함. 극우주의자에 의한 사건은 2011
년에도 빈발했지만, 남유럽인들의 독일 이주는 이어짐. 마약
문제도 심화.
2015년 시리아 내전 악화로 난민이 급증하자 8월 메르켈 총
리가 ‘시리아 출신 난민 전원 수용’을 선언하면서 난민에 대한
유럽의 문호 개방을 주도함. 그러나 이후 대량 난민 유입에 따
른 사회경제적 부담과 테러 우려 등으로 반(反)난민 여론이 확
산하면서 장기집권 중인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도 흔들림. 2016
년 12월 베를린에서는 튀니지 출신 난민이 크리스마스를 앞두
고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트럭 테러’를 벌여 반난민 정서에 악
영향을 끼침.
신문과 잡지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등 일
간지, 슈피겔을 비롯한 주간지 등 400여 개. 통신은 dpa. 전국
방송에는 11개 주 단위 공영라디오와 TV 방송사 연합인 연방공
영방송연합(ARD)과 ZDF(제2TV). 기타 민영방송 400여 개. 독
일에서도 2012년 파이낸셜타임스(FT) 독일판이 폐간되고 소규
모 뉴스통신사 DAPD가 파산하는 등 인쇄매체의 경영이 지속
적으로 악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면 적	6만4천589㎢
자 원	이탄, 백운석, 석고, 목재
인 구	194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리가(Riga)
주 민	라트비아계(61.1%), 러시아계(26.2%), 벨라루스계(3.5%),
우크라이나계(2.3%)

언 어	라트비아어(공용어), 러시아어
종 교	루터교(19.6%), 러시아 정교(15.3%), 기타 기독교(1%), 기
타(63.7%)

원 수 [대통령] 라이몬즈 베이오니스(Raimonds Vejonis , 2015년 7월 취
임), [총리] 마리스 쿠친스키스(Maris Kucinskis, 2016년 2월 취임)

의 회	단원제(10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녹색-농민 연합, 화합센터, 조국과 자유·보수당
국내총생산   302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535억 달러
(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만7천3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라트비아라트(LVL),  1달러=0.9129LVL(2016년)

약사
17세기 스웨덴에 점령. 19세기 말 전 국토가 러시아에 복속.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점령됐다가 러시아 혁명 후 독립
파와 적군의 내전을 거쳐 1920년 독립. 1940년 소련에 병합됐
다 1991년 독립. 2004년 나토와 유럽연합(EU)에 가입.

정치
1991년 3월 국민투표에서 73%의 독립 지지율이 나왔고, 8월
소련 보수파 쿠데타가 실패한 틈을 타 독립을 선언함. 2009년
2월 이바르스 고드마니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내각이
총사퇴하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총리 정부가 출범함. 2011
년 6월 의회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9월 조기 총선에서 친러
시아 중도좌파 정당이 승리함.
2013년 말 쇼핑센터 지붕 붕괴로 54명이 숨진 사고의 책임
을 지고 돔브로브스키스 총리 사임. 2014년 1월 라임도타 스
트라우유마 농업장관이 라트비아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
2016년 2월 마리스 쿠친스키스 총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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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약사

1991년 9월 유엔, 2004년 4월 나토, 2004년 5월 EU에 가
입. 1991년 남북한과 동시 수교. 2005년 키프로스, 몰타와 함께
2007년 유로화 도입 전 단계로 유럽환율조정기구(ERMII)에 가
입. 2010년 3월 한국과 정책협의회 정례화에 합의. 2016년 1월
페테리스 바이바스 대사가 라트비아 첫 상주 주한대사로 부임.
이전까지는 주일 대사가 주한 대사를 겸임했음.

경제 · 사회 · 문화
전기, 전자, 차량, 화학공업에 주력. 1999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1999년 국어법을 제정, 러시아어의 사용을 제한
한 데 이어 2004년부터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함. 2012년 국민
투표에서도 러시아어 공용어화가 부결됨. 국경 개방 협약인 솅
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2007년 12월부터 유럽 24개국 간 자유
통행. 2013년 7월 18번째 유로존 가입국으로 공식 결정됨. 통신
사는 레타. 신문은 디에나 등 20여 개. 방송은 2개 공영 TV와
지역, 케이블 민방 다수.

루마니아
Romania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

불가리아

면 적	23만8천391㎢
자 원	석유, 목재, 천연가스, 석탄, 철
인 구	2천152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부쿠레슈티(Bucharest)
주 민	루마니아계(83.4%), 헝가리계(6.1%)
언 어	루마니아어(공용어), 헝가리어
종 교	동방정교(81.9%), 개신교(6.4%), 가톨릭(4.3%)
원 수 [대통령]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2014년 12월 취

19세기 몰다비아와 왈라키아가 오스만 튀르크에, 트란실바
니아와 부코비아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에, 바사라비
아가 러시아에 각각 정복됨. 1877년 오스만 튀르크가 러시아에
패전한 것을 계기로 독립을 선언한 뒤 1881년 완전 독립. 1945
년 구소련의 압력에 좌익정권을 수립하고 1947년 왕정 폐지와
인민공화국을 선포함. 1965년 신헌법으로 사회주의공화국을
표방함. 1989년 12월 민중봉기로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독재 정
권이 타도되고 민주개혁이 시작됨.

정치
1974년 개헌을 통해 취임한 차우셰스쿠는 철저한 국가 통제
와 개인 우상화를 통해 장기독재체제를 유지하다 1989년 12월
몰락함. 과도통치기구 구국전선이 차우셰스쿠 부부를 처형한
뒤 정치적 다원주의를 추구함. 1990년 구국전선 평의회 의장인
이온 일리에스쿠가 대통령에 당선됨.
2004년 대선에서는 진실정의동맹의 트라이안 바세스쿠가 승
리함. 2007년 유럽연합(EU) 가입. 2012년 불신임투표로 내각 총
사퇴에 이어 빅토르 폰타 총리가 취임함. 이후 새로 여당이 된
사회자유연합이 바세스쿠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2014년 11월 대선에서 부패 척결을 표방한 정치 신인 클라우
스 요하니스가 폰타 총리를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됨.
2015년 11월에는 나이트클럽 화재로 32명이 숨진 참사와 폰
타 정권 부패 스캔들의 여파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확산. 이로
인해 폰타 총리가 사임하고 치올로슈 전 EU 농업담당 집행위
원이 과도정부 총리에 임명됨.

외교
2004년 나토, 2007년 1월 EU에 가입. 1990년 한국, 1948년
북한과 수교. 2008년 9월 바세스쿠 대통령 방한, 한국과 전략
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

경제 · 사회 · 문화
빠른 속도로 서방에 접근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IMF 등으로부터 200억 유로를 지원받았고 2011년 2월 추가로
59억 달러를 지원받음. 2014년 1월부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주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이곳 출신 이
주자들의 대거 이동을 우려하는 영국, 프랑스 등과 갈등이 고
조됨. 1990년 4월 동방정교를 합법화하고, 5월 바티칸과 국교
를 회복함.
통신사는 국영 롬프레스와 민영 2개. 신문은 아데바룰 등
90여 개, 방송은 TV와 라디오 각 100여 개.

임), [총리] 비오리카 단칠라(Viorica DANCILA, 2018년 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76명, 하원 412명
주요 정당	사회자유연합, 사회민주당
국내총생산   2천49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천740
억 달러(2017년 기준,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만4천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루마니아레우(RON), 1달러=3.3492RON(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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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면 적	2천586㎢
자 원	철, 석탄
인 구	59만 명(2017년 7월 추산)
수 도	룩셈부르크(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경제 · 사회 · 문화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베네룩스경제동맹을 체결해 자본과 서
비스, 인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관세를 철폐함. 제철·제강
업이 주요 산업이었으나 화학·금융업 등으로 다각화. 조세회
피 지역으로 인기가 있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
의 제재로 퇴색함.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세계 3위.
신문은 레체뷔르거 저널 등 8개. 방송은 라디오 텔레룩셈부
르크(RTL)와 위성방송 SES 등.

리투아니아

주 민	룩셈부르크계(57%), 포르투갈계(16.1%), 프랑스계(6.1%),

Republic of Lithuania

이탈리아계(3.5%)

라트비아

언 어	룩셈부르크어(공용어), 프랑스어, 독일어(행정언어)
종 교	가톨릭(87％)
원 수	[대공] 앙리(Grand Duke Henry, 2000년 10월 즉위), [총리]
사비에르 베텔(Xavier Bettel, 2013년 12월 취임)

리투아니아

의 회	단원제(6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대안민주개혁당, 기독사민당
국내총생산   635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644억 달러

러시아

빌뉴스 ★

(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폴란드

1인당 국내총생산   10만9천1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벨라루스

통 화	유로(EUR)

약사
1354년 공국 수립. 1506년 스페인령에 편입됐다 1684년 프
랑스에 점령됨. 1713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가 지배.
1795년 프랑스에 재차 점령됨.
1839년을 독립 연도로 간주하나 국제적으로 독립을 승인받
은 때는 1867년임. 194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중립을 포기하고
이후 네덜란드, 벨기에와 함께 베네룩스동맹을 체결함. 1949년
나토 가입.

정치
내각책임제의 입헌군주국. 2000년 대공 장이 앙리 세자에
게 국가원수 직을 물려주고 36년간에 걸친 통치에서 은퇴함.
2008년 12월 의회는 군주의 법령 재가권을 없애는 군주 권한
축소 개헌안을 가결함.
유럽연합(EU)의 최장수 총리였던 장-클로드 융커 총리가 정
보기관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7월 불명예 사퇴함.
10월 치러진 총선을 통해 사비에르 베텔 총리가 이끄는 소수 3
당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19년 만에 정권 교체.

외교
베네룩스경제동맹, EU, 유럽회의, 유엔, 나토 등 회원국. 유
럽사법재판소를 비롯한 몇몇 EU 기관을 유치하고 유럽 통합
을 위해 노력함. 1962년 한국, 2001년 북한과 수교. 2005년 EU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결돼 EU 헌법안을 승인한 13번째
국가가 됨.

면 적	6만5천300㎢
자 원	철광석, 이탄, 석회암
인 구	282만 명(2017년 7월)
수 도	빌뉴스(Vilnius)
주 민	리투아니아계(84.1%), 폴란드계(6.6%), 러시아계(5.8%)
언 어	리투아니아어(공용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종 교	가톨릭(77.2%), 러시아 정교(4.1%)
원 수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e,
2009년 7월 취임. 임기 5년), [총리] 사울리우스 스크베르넬
리스 총리(Saulius Skvernelis, 2016년 12월 취임)

의 회	단원제(141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질서와정의당
국내총생산   466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906억 달러
(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1천9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리투아니아리타스(LTL), 1달러=0.912LTL (2016년)

약사
13세기 전반에 통일을 이루면서 리투아니아공국 건국, 백러
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일부 공국을 병합함. 14~15세기
에 전성기를 이룸. 1569년 폴란드에 복속됐다 18세기 말 폴란
드 왕국의 분할로 러시아에 합병됨.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8
년 2월 독일 점령하에 독립 왕국으로 탄생, 11월 공화국으로 전
환. 1940년 구소련에 합병됐다 1991년 다시 독립. 2004년 나토
와 유럽연합(EU)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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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91년 9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
이 갈수록 약화. 2009년 5월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 달리아 그
리바우스카이테 압승, 초대 여성 대통령으로 7월 취임. 2012년
10월 총선에서 야당인 중도좌파 정당들이 승리하면서 사회민
주당 당수였던 알기르다스 부트케비시우스가 총리로 취임.
2016년 11월 ‘농민-녹색당 연합’(LPGU)의 사울리우스 스크
베르넬리스가 총리로 선출됨. 현역 의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한
LPGU는 한 달 후 총선에서 38%의 지지율로 깜짝 승리를 거
둠.
2004년 EU에 가입한 뒤 약 37만 명이 영국 등으로 이주하
면서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짐. 임금 수준은 EU에서 가장 낮
은 수준이지만 2015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크게 올라 선
거에서 저임금과 노동력 유출 방지가 핵심 이슈가 됨.

면 적	160㎢
인 구	3만8천244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파두츠(Vaduz)
주 민	리히텐슈타인계(66.3%), 기타(33.7%)
언 어	독일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75.9%), 개신교(6.5%)
원 수	[대공] 한스 아담 2세(Hans Adam Ⅱ, 1989년 11월 즉위),
[총리] 아드리안 하슬러(Adrian Hasler, 2013년 3월 취임)

의 회	단원제(25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애국연합, 진보시민당, 자유명단
국내총생산   67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9억 달러
(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3만9천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스위스프랑(CHF), 1달러=0.9992CHF(2016년)

외교
1991년 8월 유엔총회 가입이 승인돼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음. 1994년 구소련 공화국으로는 처음으로 나토와 평화
동반자계획(PFP)에 서명함.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04년 EU에 정식 가입. 1991년 한국과 북한 동시 수교.
2017년 2월 러시아와 나토 간 군사 대립이 격화하자 나토
는 러시아에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에 병력 1천200명을 파
병함. 리투아니아는 앞서 2015년 러시아의 공세를 우려해 징
병제를 부활하기로 했으며, 같은 해 리투아니아 의회는 폴란
드, 우크라이나와 함께 공동으로 군대를 창설하는 협약에 비
준함.

경제 · 사회 · 문화
독립 후 고성장을 구가하다 금융위기로 발트 3국 중 가장
크게 타격받음. 이후 성장세를 회복했으나 고실업 문제는 여
전.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함. 1993년 리타스화를 도입했으나
약 9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리타스 대신 유로화를 사
용함.
통신은 BNS와 엘타. 신문은 레스푸블리카 등 30여 개.

리히텐슈타인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
파두츠

l

알프스산맥 자락의 남북 25㎞, 동서 6㎞ 크기의 작은 나라.
1719년 리히텐슈타인 가문에 의해 슐렌베르크와 파두츠 두 영
지의 통합으로 국가 기틀을 마련함. 1806년 신성로마제국 붕괴
와 함께 공국으로 발족, 1866년 완전히 독립함.

정치
1921년 헌법 제정. 입헌군주국. 1989년 프란츠 요제프 2세에
이어 아담 2세 즉위. 아담 2세는 2004년 8월 알로이스 폰 왕자
에게 대공 직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2003년 8월 발표했으나 국
가원수 직을 계속 유지함. 아담 대공은 2003년 3월 국민투표
에서 승리, 행정·사법·입법의 절대 권한을 획득함. 2017년 2
월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 ‘인디펜던트’(DU)가 18.4%의 지지
율을 얻으며 25석 중 5석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을 키움.

외교
1919년부터 외교와 국방을 스위스에 의존함. 1923년 스
위스와 사법·경제·통화 동맹을 맺음. 1990년 유엔 가입.
1993년 한국, 2001년 북한과 수교. 조세 회피처 중 한 곳이
었지만 2009년 9월 리히텐슈타인 의회가 국가 간 세금 관
련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대한 조세정
보 제공 법안을 승인, 은행 비밀주의에서 후퇴함. 2010년 4
월 은행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1개 외국 정부와 맺은
조세협정을 비준함. 2013년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 체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은행 비밀주
의 철폐가 가속됨.

오스트리아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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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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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 문화
금속가공, 기계, 정밀공업과 목재가공, 가구공업이 발달함.
관광, 우표판매가 주 수입원. 아름다운 우표로 유명함. 공항은
없고 스위스에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됨. 통화는 스위스프랑을
사용하며 스위스와는 관세동맹으로 연결됨. 1인당 GDP 유럽
최고 수준.
주요 일간지는 자이퉁겐 등 2개. 2008년 자체 TV 방송국이
개국했으나 대부분 스위스 라디오와 TV 방송을 수신.

마케도니아
Republic of Macedonia
불가리아
★
스코페

마케도니아

그리스

1993년 ‘마케도니아 구유고슬라비아공화국’이라는 잠정 명
칭 아래 유엔 가입이 승인됨. 2008년 총선 과정에서 폭력사태
와 선거부정 시비로 유럽연합(EU) 가입 협상도 무기한 연기.
결국 중도 우파인 국내혁명기구-민주당(VMRO-DPMNE)이 재
집권, 2011년 총선에서도 승리.
2016년 총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재투표 끝에 집권 보
수당이 야당보다 2개 의석을 더 얻어 1당 자리를 확정함. 마케
도니아에서는 2015년 2월 당시 총리이던 그루에브스키가 야당
지도자와 언론인을 비롯한 수천 명의 통화를 수년간 도청했다
는 야당 측의 폭로를 발단으로 여야 공방이 격화하며 2년 가까
이 정국 혼란이 지속됨. 2016년 1월 그루에브스키 총리가 사임
한 뒤 EU 중재로 2018년 예정됐던 총선을 앞당겨 실시.

외교
면 적	2만5천713㎢
자 원	납, 아연, 망간
인 구	210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스코페(Skopje)
주 민	마케도니아계(64.2%), 알바니아계(25.2%), 터키계(3.9%),
집시(2.7%)

언 어	마케도니아어(공용어), 알바니아어(공용어), 터키어
종 교	마케도니아정교(64.8%), 이슬람교(33.3%)
원 수 [대통령] 조르게 이바노프(Gjorge Ivanov, 2009년 5월 취임,
임기 5년), [총리] 조란 자에프(Zoran ZAEV, 2017년 5월부터)

의 회	단원제(123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국내혁명기구-민주당. 사회민주당, 민주통합동맹
국내총생산   114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15억 달러
(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만5천2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마케도니아디나르(MKD), 1달러=56.82MKD(2016년)

약사
주민 대부분은 고대 그리스계가 아닌 6~7세기에 이주한 남
슬라브인 계통으로 동로마제국 지배하에서 대다수가 기독교
도로 개종함. 7세기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의 지배를 받다 1355
년 오스만 튀르크에 점령됨. 19세기 후반 마케도니아해방운동
이 시작됐으나 1912년과 1913년의 1· 2차 발칸전쟁으로 북부
는 세르비아에, 남부는 그리스에 분할됨.
제1차 세계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왕국에 편입돼 제2차 세계대
전 후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공화국 지위를 갖게 됨. 마케도니아
란 국호로 1991년 독립했으나 그리스가 국호 문제를 이유로 제
동, 국제적 승인이 지연됨. 1995년 그리스의 무역봉쇄 해제로 관
계는 정상화했으나 국호와 기타 명칭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됨.

정치
1990년 11월 총선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한 야권이 집권 공산당
을 물리치고 승리. 1991년 8월 국민투표를 거쳐 9월 연방으로부
터 분리 독립을 선언. 2001년 다수인 슬라브계와 소수 알바니아
계의 7개월간에 걸친 내전으로 ‘제2의 코소보’라는 별칭이 붙음.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리스의 방해로 독립승인이 지연되고 경제제재를 당하기도 했
으나 1995년 9월 미국 중재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협정에 서명
함. 그러나 국명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됐고 그리스는 마케도니
아의 나토 가입도 막겠다는 입장. 두 나라의 국명 관련 분쟁 상
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리스와의 관계를 고려, 마케도니아 헌법
상 국명(ROM)으로는 수교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임. 미수교 상태이나 실질적 협력관계는 유지.
EU는 2005년 11월 마케도니아를 ‘가입후보국’으로 EU 정상
회의에 권고했고 정상회의는 12월 회원국 후보 지위 부여함.
그러나 2009년 12월로 예정됐던 가입 협상은 지연됐고 그리스
뿐 아니라 불가리아 등 주변국의 견제도 이어짐.

경제 · 사회 · 문화
밀, 보리, 옥수수 등 농업이 주산업. 1990년부터 경제 악화
로 농업과 공업 생산이 정체상태며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획
도 지연. 통화는 1993년 5월 새로 도입된 마케도니아디나르.
1993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12월 세계은행(IBRD)에 가입.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기계류와 부품 대부분도 수입
에 의존.
알바니아어 공용어 지정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촉발됨. 알
바니아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마케도니아 북서부에서만 공식
언어로 쓰이는 알바니아어의 전국 공용어 지정 움직임에 맞서
마케도니아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짐. 알바니아와 국경
을 맞댄 마케도니아는 전체 인구 200만 명 가운데 약 25%가
알바니아계 주민임.
통신사는 MIA 등. 신문은 드네브니크 등. 방송은 국영 MTV
와 민영 시텔 TV 등.

모나코
Principality of Monaco

면 적	2㎢
인 구	3만645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모나코(Monaco)
주 민	프랑스계(47%), 이탈리아계(16%), 모나코계(16%)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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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프랑스

Republic of Montenegro

모나코
세르비아
모나코
★

지중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이탈리아어, 영어
종 교	가톨릭(90%)
원 수	알베르 2세(Prince Albert Ⅱ, 2005년 4월 즉위)
의 회	단원제(24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모나코공국연합당, 모나코미래연합
국내총생산   6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76억 달러
(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1만5천7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지중해 연안의 소국. 1489년 프랑스 왕과 사보이 대공으로
부터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이후 1848년 프랑스 점령기
를 제외하고는 그리말디 가문이 33대째 통치 중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관광휴양지로 꼽힘.

(8.7%), 알바니아계(4.9%)

언 어	몬테네그로어(공용어), 세르비아어
종 교	정교(72.1%), 이슬람교(19.1%), 가톨릭(3.4%)
원 수 [대통령] 필립 부야노비치(Filip Vujanovic, 2008년 4월 취임),
[총리] 두스코 마르코비치(Dusko Markovic, 2016년 11월
취임)

의 회	단원제(81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사회민주당, 민주전선, 사회인민당
국내총생산   44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08억 달러
(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PPP> 기준)

입헌군주국. 1949년 즉위한 레니에 3세는 2005년 타계. 부
친 레니에 3세와 할리우드 스타 그레이스 켈리 사이에서 태어
난 공위 계승자 알베르 왕자가 2005년 알베르 2세로 즉위. 국
무장관은 프랑스 추천으로 군주가 임명하고 국방은 프랑스에
위임함. 2001년 프랑스가 모나코에 돈세탁 의혹을 제기한 데
격분해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실패. 알
베르 2세는 201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샤를렌 위트스
톡과 결혼, 2014년 모나코 왕국에서 왕실 역사상 처음으로 쌍
둥이가 태어남. 샤를렌 왕비는 딸 거브리엘러 테레즈 마리 공
주를 낳고, 2분 뒤 아들 자크 오노레 레니에 왕자를 잇따라 출
산함. 모나코는 남자가 왕위 계승 우선권을 지녀 자크 왕자가
모나코의 차기 국왕이 될 전망.

경제 · 사회 · 문화
금융·도박·관광이 주요 산업. 룩셈부르크, 지브롤터와 함
께 유럽의 대표적 조세 회피처. 소득세가 없고 거래세가 매우
낮아 외국 기업과 부유층의 투자를 유치. 조세 회피처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자 2009년 3월에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에 이어 외국 조세당국과 협력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
겠다고 선언하며 은행 비밀주의를 포기함.
신문은 주르날 드 모나코 등. TV 방송 5국과 리비에라 라디오.

l

면 적	1만3천812㎢
인 구	64만2천 명(2017년 7월)
수 도	포드고리차(Podgorica)
주 민	몬테네그로계(45%), 세르비아계(28.7%), 보스니아계

1인당 국내총생산   1만7천4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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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각국현황

통 화	유로(EUR)

약사
15세기 크르노예비치 왕조 때부터 몬테네그로 명칭 사용.
16~19세기 신권통치를 거쳐 제1차 세계대전 후 세르비아-크
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에 흡수됨. 제2차 세계대전 후 유
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편입됐다 1992년 유고연
방 해체 후 다시 세르비아와 연방을 결성함. 국민투표를 거쳐
2006년 6월 독립을 선언함.

정치
의원내각제. 독립 후 최초인 2006년 총선에서 밀로 주카노
비치가 이끄는 민주사회당(DPS)과 사회민주당(SDP) 연합이 41
석을 차지해 승리. 2010년 주카노비치의 측근인 이고르 루크시
치가 총리로 취임.
2012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다시 주카노비치를 총
리로 추대.
25여 년 동안 통치한 주카노비치 총리는 2016년 10월 사임,
같은 해 11월 주카노비치 총리의 측근인 두스코 마르코비치 전
국가안보청장이 총리로 취임.

외교
2008년 12월 유럽연합(EU)의 공식 후보국 지위를 신청함. 한
국은 2006년, 북한과는 2007년 수교. 2006년 6월 유엔의 192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2010년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 2012년 12월부터 가입
협상 시작. 몬테네그로는 2006년 국민투표로 세르비아와 결별
한 이후 사회민주당(DPS) 집권 아래 친서방 정책을 폄. 2016년
5월 나토 가입 신청, 2017년 6월 29번째 회원국으로 나토에 공
식 가입.

요충지.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로마, 아랍, 노르만인의 침략을
거쳐 중세시대 십자군의 요충지로도 인식.
1798년 나폴레옹의 프랑스에 의해 점령당했으나 1800년
민중봉기로 물리침. 1964년 영연방의 일원에서 독립. 1979
년 영국군이 철수한 뒤 국제무대에서 독립적 지위로 활동
시작.

정치
1974년 입헌군주제에서 입헌공화국으로 전환. 대통령은 의
전을 담당하고, 총리 지명권을 보유함.

경제 · 사회 · 문화
광업과 아드리아해를 기반으로 한 관광이 핵심 산업. 2006
년 세르비아와 분리 후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에 독자 가입.
2007년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2011년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몰타
Republic of Malta

외교
1987년 개헌을 통해 중립국으로 선포하고, 외국 군대 주둔
을 전면 금지함. 국민당의 아다미 총리 정권은 중립국 정책을
유지하며 2002년 나토, 2004년 EU(유럽연합) 가입. 인구 40만
명으로 EU 회원국 중 가장 적음.
2008년 유로존에 공식 편입. 2016년 10월 시리아 인근 지
중해로 향하는 러시아 항모 전단에 연료 보급을 하지 않겠다
고 밝힘.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군함들은 그동안 몰타
를 연료와 물자보급항으로 이용해 왔음.

경제 · 사회 · 문화

지중해

몰타
이탈리아

★
발레타

관광과 금융, 물류가 주요 산업. 농업은 식량 수요의 20%를
충당. 영토에 산과 강이 없어 수자원은 식수에 국한. EU 국가
와의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2012년 신
용등급이 하락함. 유럽 내에서 인구밀도가 최고임.
신문은 몰타 인디펜던트 등. 공영방송은 TV 2국과 라디오 1
국, 케이블 등 민영방송 다수.

바티칸
면 적	316㎢
인 구	41만6천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발레타(Valletta)
주 민	몰타계
언 어	몰타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90% 이상)
원 수	[대통령] 마리-루이스 콜레이로 프레카(Marie-Louise Coleiro

State of The Vatican City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이탈리아
(로마)

Preca, 2014년 4월 취임, 임기 5년), [총리] 조지프 무스카트
(Joseph Muscat, 2013년 3월 취임)

이탈리아

의 회	단원제(65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자유민주몰타연합, 민주대안당
국내총생산   12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85억3천
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2천5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기원전 2000년께부터 발달한 문화를 지닌 지중해의 전략적

면 적	0.44㎢
인 구	842명(2015년 7월)
주 민	이탈리아인, 스위스인
언 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종 교	가톨릭
원 수	[교황] 프란치스코(2013년 3월 즉위)

각국현황

l 601

약사
1929년 이탈리아로부터 교황청 주변 지역에 대한 주권을 인
정받아 라테란조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최소 독립국을 성립함.
바티칸의 영토권은 성베드로대성당과 그 주변, 로마에 있는 성
당과 궁전을 포함한 13개 건물,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하계 관
저에 국한됨.

바티칸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 최고 통치기관인 교황청 소재
지. 교황은 교황청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 등 전권과 함께 로
마 관구 주교직을 겸임함. 세계 각국, 각 지역의 추기경들로 구
성된 추기경단 비밀회의(콘클라베)에서 선출됨. 법원은 교회법
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가톨릭교회의 대법원에 해당함. 국방
은 이탈리아에 위임하고 소수의 스위스 근위병을 보유함.

외교
세계의 ‘영적 대통령’인 교황은 세계 외교 무대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 특히 2013년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혁적 성향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국
교 회복 및 2015년 12월 파리 기후협정 타결에 막후 조율자 역할
을 하는 등 각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

경제 · 사회 · 문화
교황청의 수입원은 신자들의 기부금, 바티칸 소유의 부동산
임대, 바티칸은행의 투자사업, 우표·출판물 판매와 관광수입
등. 2009년 이후 이탈리아 법령을 따르는 관행을 없애고 자체
법령을 제정함. 2011년 4년 만에 재정이 흑자로 전환. 2012년
교황청 집사가 내부 권력투쟁과 부정, 비리 등이 담긴 비밀문
서를 유출하는 ‘바티리크스’ 사건 발생.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바티칸 재정 투명화를 위한 개혁 추진.
신문은 오세르 바토레 로마노(이탈리아어). 통신은 AIF와
VIS. 1931년 개설된 바티칸 라디오 방송이 현재 37개 국어로 방
송, TV 방송은 1개. 라디오방송은 2009년 7월 80년 만에 처음
으로 광고 시작.

벨기에
Kingdom of Belgium
네덜란드

브뤼셀
★

벨기에
프랑스

l

계(2.4%), 터키계(2.0%), 네덜란드계(2.0%), 기타(12.8%)

종 교	가톨릭(50%), 개신교·기타 기독교(2.5%), 이슬람교(5%),
무교(32.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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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3만528㎢
자 원	석탄
인 구	1천149만1천346명(2017년 7월)
수 도	브뤼셀(Brussels)
주 민 벨기에계(75%), 이탈리아계(4.1%), 모로코계(3.7%), 프랑스

각국현황

언 어	네덜란드어(공용어) 60%, 프랑스어(공용어) 40%, 독일어
(공용어) 1% 미만

원 수	[국왕] 필립(Philippe, 2013년 7월 즉위), [총리] 샤를 미셸
(Charles Michel, 2014년 10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60명, 하원 15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플랑드르 연대(N-VA), 사회당(PS), 기독민주당(CD&V),
자유당(Open VLD) 등

국내총생산   5천264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6천3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4세기께부터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라망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론족으로 구성됨. 14세기와 15세기 부르고뉴(프랑
스)에 이어 합스부르크(오스트리아)가 지배함. 1830년 전제정
치에 대항해 혁명을 일으키고 1831년 독립과 헌법 제정을 통해
입헌군주국을 선포. 1839년 중립국으로서 국제적 승인을 획득
했으나 독립 후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양대 언어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남. 1980년 지방분권법 도입으로 3개 언어권(프랑
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과 3개 지역(플랑드르, 왈롱, 브뤼셀)
에 자치권을 부여함.

정치
1830년 벨기에 왕국이 성립된 이래 최고령 군주였던 국왕
알베르 2세가 2013년 퇴임하고 필립 왕세자에게 양위를 발표,
필립 왕세자는 7월 21일 국왕으로 즉위.
네덜란드 연방정부의 권한은 국방·외교·사법·통화·조
세 등에 국한. 환경·주택·교통·보건·공공사업부문은 언어
권별 지역정부와 주정부가 관할함.
네덜란드어권인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어권인 남부 왈롱으
로 나뉜 벨기에는 두 언어권을 포괄하는 전국 정당이 없을 정
도로 분리가 심화. 언어권 간 선거구 분할 갈등으로 2010년 총
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못하다 2011년 12월 엘리오 디 뤼포 총
리가 취임한 뒤 541일간 이어진 무정부 세계 기록에 마침표.

외교
1949년 나토, 1957년 유럽연합(EU) 전신인 EC 발족과 함께
가입했으며 유럽통합에 적극적임. 1967년부터 나토사령부와
EU 집행부가 브뤼셀에 설치됨.
대한민국과는 1901년 우호통상조약 체결, 1948년 8월 15일 정
부수립과 동시에 한국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임. 1965
년 11월 벨기에에 한국대사관 개설, 2001년 1월 북한과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19세기 석탄을 바탕으로 공업화에 성공. 산업은 인구가 밀집
한 플랑드르 지방에 집중. 유럽 금융위기 당시 벨기에와 프랑
스 합작은행인 덱시아 영향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됨. 이후
긴축정책을 펼쳤지만, 2011년 공공노조가 항의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등 사회 불안이 고조. 2016년 유럽연합-캐나다 간 ‘포
괄적경제무역협정’을 놓고 벨기에 연방정부가 왈롱 지방정부
를 설득하지 못해 캐나다 총리 방문이 취소되기도 함. 이후 연
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극적으로 합의함.
2014년 2월 하원이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승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
용하는 국가가 됨.
2015년 11월 파리 테러범 상당수가 벨기에 출신으로 밝혀짐.
2016년 3월 브뤼셀 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32명이
사망, 100명 가까이 부상. 무슬림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극
단주의 무장단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당국이 테러 경
계를 강화함.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테러경계경보 3단계
를 발령함. 2016년 3월 공항 테러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인 4단
계로 발령했다 다시 3단계로 하향 조정. 이후 2018년 1월 2단
계로 낮춤.
통신사는 벨가(Belga). 신문은 40여 개, 프랑스어와 네덜란
드어로 발행. 방송은 VRT(네덜란드어)와 RTBF(프랑스어) 등.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의 회	양원제 - 상원 15석, 하원 42석, 임기 4년
주요 정당	민주행동당(SDA), 민주전선(DF), 크로아티아민주연합
1990 등

국내총생산   174억6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38
억5천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만1천4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마르카(BAM), 1달러=1.729BAM(2017년)

약사
서남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 터키의 지배 아래 있다
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원으로 영토를 탈환함. 1918년 유고
슬라비아의 한 주로 편입된 뒤 1946년 북부 보스니아와 남부
헤르체고비나를 합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탄생함.
1991년 2~3월 국민투표에서 독립이 가결되고 1992년 3월
독립을 선포함. 국민투표 후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
아계 세력 간의 민족 감정에서 비롯된 유혈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 20만 명의 사망자를 냄. 1995년 12월 파리에서 보스니아
평화협정이 조인됨.

정치
1992년 유엔이 보스니아에 무력 개입 결의안을 채택함. 1995
년 12월 보스니아 평화협정에 따라 이슬람계와 세르비아계가
각각 준(準)독립국가 체제, 즉 이슬람-크로아티아연방과 스르
프스카공화국을 성립하고 외형상 한 나라로 구성됨.
1996년 총선부터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등 3
개 민족 대표로 구성된 중앙정부 대통령위원회를 구성, 3명의
대표가 8개월씩 돌아가면서 최고 지도자 역할을 수행함.

외교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사라예보

면 적	5만1천197㎢
자 원	석탄, 철광석, 동, 아연
인 구	385만6천181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사라예보(Sarajevo)
주 민	보스니아계(50.1%), 세르비아계(30.8%), 크로아티아계(15.4%)
언 어	보스니아어(공용) 52.9%, 세르비아어(공용) 30.8%, 크로아
티아어(공용) 15.4%

종 교	이슬람교(50.7%), 세르비아정교(30.8%), 가톨릭(14.6%)
원 수	중앙정부 대통령위원회 3명이 8개월씩 최고지도자 역할. 드

라간 초비치(Dragan Čović, 크로아티아계)가 현 최고 지도자
(2017년 7월 취임), 믈라덴 이바노비치(Mladen Ivanić, 세르
비아계), 바키르 이제트베고비치(Bakir Izetbegovic, 보스니아
계)가 나머지 두 위원.

1996년 유엔 안보리의 세르비아계 제재가 해제됨. 같은 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공화국이 전화와 육로, 항공교통망 복원
에 합의. 2002년 유럽의회에 4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1995년
12월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1996년 1월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
에 합의.
2009년 12월 유럽연합(EU)에 회원국 가입 신청서 제출. 김
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자 김한솔이 보스니아 국제학교
에 재학 중이었으나 신분이 알려지면서 2011년 12월 학교를
떠남.
2015년 EU 가입을 위한 첫 단계인 안정제휴협정이 발효됨.
2016년 EU 가입 신청서 제출.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
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018년 2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한 서발칸 6개국과 회원국 외교회담을 마
친 뒤 서발칸 국가가 2025년까지 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낙관적 전망을 함.

경제 · 사회 · 문화
옛 유고연방에서 마케도니아와 함께 가장 가난한 국가로 꼽
힘.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6억 달러의 구제금융
을 받음. 2010년 12월 솅겐협정 가입 절차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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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非)세르비아계 주민 수만 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
는 라도반 카라지치 전 세르비아계 지도자에 대한 전범 재판
이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법정에서 열렸고, 2016
년 징역 40년이 선고됨.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2017년 11월에도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에 대해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함.
130여 개의 신문과 200여 개의 방송 난립.

불가리아

정치
공산당은 1990년 1월 특별 당 대회에서 일당 독재를 포기, 2
월 당명을 불가리아사회당(BSP)으로 개칭함. 1990년 4월 대통
령제를 채택함. 1991년 7월 의회에서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
로 한 신헌법을 채택함. 2007년 1월 유럽연합(EU)에 공식 가입.
2011년 10월 대선에서 유럽발전시민당(GERB)의 로젤 플레브네
리에프가 당선됨. 2014년 10월 총선에서 GERB가 1당을 차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2016년 대선에서 무소속 루멘 라데프
에 패배함. 2017년 3월 조기 총선에서 GERB가 32.6%로 최다
득표. BSP는 26.8% 득표. GERB는 극우 성향 애국연합(UP)과
연정을 구성, 같은 해 5월 보이코 보리소프 GERB 대표가 세
번째로 총리 취임.

Republic of Bulgaria

외교
민주화 후 전방위 실리외교를 중시하며 서방과 관계를 강화
함. 한국과 1990년 2월 수교, 북한과는 1999년 6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함. 2004년 나토 가입. 2007년 EU 가
입. 2010년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 예비협상. 소련 붕괴 이후 친
EU 성향으로 기울었지만 2016년 대선 기점으로 친러시아가
득세함.

루마니아

★
소피아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면 적	11만879㎢
자 원	알루미늄 원광, 구리, 석탄, 동
인 구	710만1천510 명(2017년 7월)
수 도	소피아(Sofia)
주 민	불가리아계(76.9%), 터키계(8%), 루마니아계(4.4%), 기타
(0.7%)

언 어	불가리아어(공용어) 76.8%, 터키어 8.2%
종 교	동방정교(59.4%), 이슬람교(7.8%)
원 수	[대통령] 루멘 라데프(Rumen Radev, 2017년 1월 취임),
[총리] 보리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2017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24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유럽발전시민당(GERB), 사회당(BSP), 권리와자유운동

경제 · 사회 · 문화
공산권 시장의 붕괴, 자립기반의 미비, 높은 외채 비율 등으
로 경제가 부진함. 그러나 실업률은 2002년 18%에서 2006년
9.6%, 2011년 8.8%로 계속 감소 추세.
2016년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의결하고 공공장소에서 얼
굴을 가리는 복장을 하면 최대 1천500레바(약 95만원)의 벌금
을 물리기로 함. 불가리아는 반이민 정서가 강한 편임.
뉴스통신사는 BIP 등 5개. 전국단위 신문은 트루드 등 40여
개. 주요 방송은 국영 TV 1개와 민영 TV 2개, 주요 라디오는 국
영 1개와 민영 3개.

산마리노
Republic of San Marino

(DPS)

국내총생산   559억5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천
524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이탈리아

이탈리아

1인당 국내총생산   2만1천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불가리아레바(BGN), 1달러=1.729BGN(2017년)

산 마리노
★
산 마리노

약사
681년 불가리아 왕국 성립. 1018년 동로마제국에 편입된 뒤
1186년 독립. 1396년 오스만 튀르크에 정복됐다 1908년 독립.
1944년 8월 영세중립국을 선언함. 1947년 9월 왕정 폐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함. 1990년 11월 탈공산화와 함께 국명을 불
가리아공화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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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61㎢
인 구	3만3천537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산마리노(San Marino)

이탈리아

주 민	산마리노인, 이탈리아인
언 어	이탈리아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국교)
원 수	공동 집정관(Captain Regent) 엔리코 카라토니(Enrico
Carattoni, 2017년 10월 취임), 마테오 피오리니(Matteo
Fiorini, 2017년 10월 취임)

주 민	세르비아계(88.1%), 헝가리계(3.4%), 루마니아계(1.4%)
언 어	세르비아어(공용어) 88.1%, 헝가리어 3.4%, 보스니아어
1.9%

종 교	세르비아 정교(84.6%), 가톨릭(5%), 이슬람(3.1%)
원 수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시치(Aleksandar Vucic, 2017년 5월 취
임), [총리]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2017년 6월 취임)

의 회	단원제(6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기민당, 사회민주당, 국민연합당
국내총생산   16억3천300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0억

의 회	단원제(25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세르비아진보당, 세르비아민주당, 공산당 등 2016년 4

8천300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   393억7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천

월 기준 111개 정당·시민단체 등록

1인당 국내총생산   5만9천5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60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만5천2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PPP> 기준)

통 화	세르비아디나르(RSD), 1달러=112.4RSD(2017년)

약사 · 정치 · 외교
입헌공화국이며 영세중립국. 301년 가톨릭 성인인 성 마리
누스가 건국했으며 기록상 처음 나타난 것은 885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중 하나임. 국가원수는 대평의회(의회)가
6개월마다 선출하는 2명의 집정관임. 외무·내무장관이 실권
을 보유하고 외무장관이 사실상 총리에 해당함.

경제 · 사회 · 문화
유럽에서 바티칸, 모나코 다음으로 면적이 작고, 영토 내
가장 먼 두 지점의 거리가 약 13㎞에 불과함. 관광과 수공업,
포도주 등 농업이 주력 산업임. 조세 회피 자금이 모여드는
금융 중심지로 번영을 누려왔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
후 각국의 조세 회피 자금 추적을 받으면서 곤경에 처함.
금융개혁 조치로 인한 논란 끝에 2012년 의회가 해산됨.
산마리노는 2014년 이후 이탈리아와 재무 정보 자동교환조
약을 체결함.

세르비아
Republic of Serbia

루마니아
베오그라드
★

세르비아

면 적	7만7천474㎢
자 원	석유, 가스, 석탄, 철광석, 아연, 구리, 납
인 구	711만1천24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베오그라드(Belgrade)

약사
1918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 수립. 1929
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국호 변경. 1945년 11월 연방인민공
화국 수립. 1980년 5월 티토 대통령 타계 후 집단지도체제로
전환.
1989년 공산정권 붕괴 후 1991년 6월 슬로베니아, 크로아
티아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고연방이 붕괴되고 내전에
돌입함.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등을 거쳐 1999년 전쟁이
끝나고 2003년 2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이 탄생
함. 2006년 6월 몬테네그로 독립 국민투표에서 55% 이상 찬
성이 나와 몬테네그로가 6월 3일 독립함. 코소보도 2008년 2
월 독립.

정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1999년 5월 슬로보단 밀로셰비
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을 코소보사태와 관련, 전쟁범죄를 저지
른 혐의로 기소함. 밀로셰비치는 2006년 3월 11일 감옥에서 숨
진 채 발견됨.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 주범으로 12년간
수배를 받아온 라도반 카라지치가 2008년 베오그라드에서 체
포돼 ICTY에서 재판받음. 2011년 ICTY의 ‘마지막 수배자’ 고란
하지치가 체포됨. 2016년 4월 극우민족주의 정당 지도자였던
보이슬라브 셰셀은 무죄를 선고받음.
2012년 5월 대선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토미슬라브 니콜리
치가 당선됨. 2014년에 이어 2016년 4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중도우파 집권당 세르비아 진보당이 압승함.

외교
2000년 10월 코슈투니차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사회에 복
귀함.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재가입, 유럽부흥은행(EBRD) 가
입 등으로 경제재건 발판을 마련함. 2009년 12월 유럽연합(EU)
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코소보와의 총리급 회담이 2012년
에, 정상회담이 2013년 1월에 성사됨.
2015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전 과정에서 세르비아
와 크로아티아 양측이 ‘인종학살’ 의도로 학살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함. 2015년 8월 세르비아와 코
소보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주요 쟁점에 합의함.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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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때 중립을 고수함.

경제 · 사회 · 문화
옛 유고연방 붕괴 후 경제가 위축됨. 산업기반이 집중됐던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의 독립으로 큰 타격을 받음. 2010년
도 들어 장기 성장계획을 발표했으나 20%가 넘는 실업률이
불안 요인임.
2016년 세르비아와 헝가리 접경지대에 난민이 급증해 사회
문제로 비화. 난민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인 발칸 루
트가 폐쇄됐지만, 난민들은 여전히 헝가리로 향함.
뉴스통신사는 민영 4개. 주요 신문은 폴리티카, 보르바 등.
방송은 유고라디오와 TV.

스웨덴
Kingdom of Sweden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톡홀름 ★

면 적	45만295㎢
자 원	철, 주석, 납, 은
인 구	996만487명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스톡홀름(Stockholm)
주 민	스웨덴계(95%)
언 어	스웨덴어(공용어)
종 교	루터파(63%), 기타(가톨릭·정교회·이슬람교 등 17%)
원 수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Carl Gustav XVI, 1973년 9월 즉위),
[총리] 스테판 뢰프벤(Stefan Loefven, 2014년 10월 취임)

의 회	단원제(349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보수당, 사민당, 중앙당
국내총생산   5천419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5천217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만1천3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스웨덴크로네(SEK), 1달러=8.442SEK(2017년)

약사
1297년 노르웨이, 덴마크와 함께 3국이 칼마르동맹 체제에
묶여 있다 덴마크에 복속됨. 1523년 독립. 1529년 루터교를 국
교로 확정.
17세기 강한 해상력으로 발트해안을 제압함. 1905년 노르웨
이를 독립시켜 영토가 축소됐으나 이후 내각책임제, 보통선거,
비례대표제를 확립하며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섬. 1~2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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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각책임제의 입헌군주국. 1900년대 초반 부상하기 시작한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등 스웨덴
근현대 정치사를 주도함. 사민당은 1970년대 경제 침체로 세력
이 약화해 1976년 총선에서 패배했으나 6년 만인 1982년 총선
에서 정권 재창출.
사민당은 2007년 총선 패배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인 모나 살린을 새 당수로 지명함. 2010년 총선에서 레인펠
트 총리가 이끄는 4개 중도우파 정당 연합이 좌파정당 연합
에 승리했으나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 2014년 사민당이 8
년 만에 정권 교체, 뢰프벤 당수 총리가 취임함. 사민당은 최
근 당의 전통 노선과 달리 ‘새로운 시대의 안보’를 주창하며
조직범죄 소탕과 국경통제 강화, 국방비 증액 등을 과제로
제시함.
지지세 하락과 최근 유럽 좌파 정당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
영한 조처라는 평가임.

외교
친서방 중립 노선을 표방함. 중립국 위치를 포기하지 않으
면서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참여. 1995년 1월 오랜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함께 유럽연합(EU) 가입. 2001
년 5월 당시 EU 순회의장이었던 페르손 총리가 북한을 방문
함. 2012년 구스타브 국왕 방한.
2015년 6월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 스웨덴은 과거 냉전시
대 때부터 ‘군사적 중립주의 노선’을 표방해 왔으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병
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와 ‘평화 동반자 관계’를 맺고 친나토 행보
를 함.

경제 · 사회 · 문화
북유럽 최대의 공업국.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조선, 금속 등
이 주요 산업.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한림원이 있
음. 진보적 사회정책으로 유명함. 1995년 EU에 가입했으나 유
로화 도입은 2003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됨. 2007년 부유세 폐
지. 2016년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함.
2010년 11월 스웨덴 사법당국이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이후 어산지와 법정공방 지속.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펼쳐 ‘난
민의 유토피아’라는 평가를 받음.
스웨덴은 2014~2015년 24만4천 명의 망명을 허용, 유럽 국
가에서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임. 그러나 이후
스웨덴도 난민 통제를 강화함. 국민 정서도 전보다 적대적으로
변함. 2016년 11월 스톡홀름에서는 네오나치 집단인 ‘노르딕저
항운동(NMR)’ 소속 600여 명이 도심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
뉴스통신사는 TT. 일간신문은 다겐스 니헤테르 등 170여 개.
방송은 반관영 스웨덴방송을 비롯해 케이블TV, 지역 라디오방
송 다수.

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독일
프랑스

국은 아니지만 2002년부터 시행된 EU 양자협약에 의해 통상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회원국에 준하는 의무
와 권리를 가짐. 1990년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스위
스에서 친형인 김정철과 함께 유학함.
스위스는 북한 문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핵 동결에 합의하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음.

경제 · 사회 · 문화
★
베른

스위스

이탈리아

면 적	4만1천277㎢
자 원	알프스산맥과 자연소호의 관광자원, 수력자원
인 구	823만6천303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베른(Bern)
주 민	독일계(65%), 프랑스계(18%), 이탈리아계(10%)
언 어	독일어(공용어) 63.5%, 프랑스어(공용어) 22.5%, 이탈리아
어(공용어) 8.1%

종 교	가톨릭(38.2%), 개신교(26.9%), 이슬람(5%)
원 수	총선으로 선출된 내각의 장관 7명이 돌아가며 1년씩 대통령직
수행 [대통령]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2018년 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46명, 하원 20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스위스국민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급진자유민주

부존자원은 빈약하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고부가가치 제품
을 생산해 수출하는 체제임. 세계적 공업국으로 정밀기계, 화
학공업 등이 발달했고 관광업과 낙농업도 유명함.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탈세방지에 박차를 가
하면서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 은행계에 압박이 강화됨. 독
일 영국 등과 탈세방지 조세협약을 맺고 미국 국세청에 탈세
혐의 미국인 예금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은행 비밀주의가 2011
년부터 빠르게 무너짐.
스위스 검찰이 2015년 5월 국제축구연맹(FIFA)의 집행위원
회 간부들을 무더기 체포해 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FIFA의 부
패가 드러나 제프 블라터 FIFA 회장 등이 물러남.
2016년 6월 전 국민에게 2천500스위스프랑을 조건 없이 보
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으나 부결됨.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도 난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무슬림 여성복장인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금
지하는 칸톤(州)이 나오는가 하면, 극우 보수 성향의 국민당
(SVP) 당직자들이 인종차별 캠페인을 기획했다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함.

당, 녹색당

국내총생산   6천806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5천167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6만1천4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스페인
Kingdom of Spain

<PPP> 기준)

통 화	스위스프랑(CHF), 1달러=0.9875CHF(2017년)
프랑스

약사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
립. 1815년 빈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인정. 1874년 23개 주
(Canton)로 연방공화국 시작, 현재는 26개 주로 구성됨. 1~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고수함.

마드리드
★

스페인

정치
내각책임제. 대통령과 부통령은 정부 각료 7명이 윤번제로
맡으며 임기는 1년. 대통령은 사실상 수석각료임. 연방정부는
1959년 이래 사회민주당, 급진민주당, 기독교민주당, 국민당 등
중도우파 4당 연립체제가 지속됨.

외교
2000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자유
무역협정을 승인함. 1963년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1974년 수
교. 2002년 3월 국민투표에서 유엔 가입안이 통과됨. EU 회원

면 적	50만5천370㎢
자 원	석탄, 철광석, 텅스텐, 올리브, 포도, 보리
인 구	4천895만8천159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마드리드(Madrid)
주 민	이베리아족과 켈트족의 후손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74%, 카탈루냐어 17%, 갈리시아어 7%,
바스크어 2%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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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 가톨릭(67.8%), 무교(18.4%), 무신론자(9.1%), 기타(2.2%)
원 수	[국왕] 펠리페 6세(Felipe VI, 2014년 6월 즉위), [총리] 마리
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2016년 1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266명, 하원 35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국민당, 사회노동당(PSOE), 카탈루냐통합당(CiU), 포데모스
국내총생산   1조3천7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조7
천690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8천2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레스 푸지데몬은 벨기에로 피신함. 카탈루냐 분리독립파는 12
월 스페인이 실시한 조기 선거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둠.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신용등급이 강
등됨. 실업률이 24%, 청년 실업률이 37%에 이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 경제성장률 1.4%, 2015년 3.2% 기록하
며 차츰 회복함. 2017년 경제 성장률은 3.1% 이상 예상되며 실
업률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스페인 정부는 2020
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합의함.
통신은 EFE 등 5개. 신문은 엘 파이스를 포함, 전국적으로
약 100개. TV 방송은 국영 스페인 TV, 라디오는 국영 라디오와
라디오 카데나.

약사
1476년 기독교도가 이슬람교도를 축출하고 스페인 왕국을
수립함. 16세기 전반에는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를 석권하고
포르투갈을 합병한 대제국을 건설. 1588년 무적함대의 패전,
종교전쟁 및 왕위계승 전쟁을 거치며 쇠퇴. 중남미 식민지의
잇따른 독립에 이어 1898년 미·스페인 전쟁에서 패배해 제국
시대가 종료됨.
1931년 왕조가 붕괴되고 공화국이 수립됐으나 1936년 7월
프랑코 총통의 우익독재체제가 들어섬. 1~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이었으나 1936~1939년 내전을 겪음. 1975년 11월 20일 프
랑코의 사망과 함께 36년간의 전제정치가 종식되고 후안 카를
로스 황태자가 국왕에 즉위, 입헌군주국으로 전환. 1978년 12월
신헌법이 승인됨.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
헝가리

정치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2008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집권했
지만, 2011년 중도우파 국민당이 승리,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같은 해 12월 취임함.
2015년 12월 총선에서는 집권 국민당이 1위를 지켰지만, 좌파
신생정당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와 우파 신생정당 ‘시우
다다노’(시민들)가 약진해 30여 년간 이어진 양당 체제가 무너짐.
10개월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를 이어가다 2016
년 10월 라호이 총리 신임안 가결로 국민당 소수 정부가 출범함.

외교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과 밀접한 관계. 1950년 한국과 수
교, 북한은 2001년 수교. 2010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
장국. 영국령 지브롤터를 놓고 영국과 영유권 분쟁.

경제 · 사회 · 문화
소수민족인 바스크족의 독립단체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
는 테러도 불사했으나 2011년 무장투쟁 종식을 선언함. 2012년
카탈루냐주 총선에서는 분리독립안이 부결됨. 2015년 9월 카
탈루냐주 분리독립 지지 정당들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분리독립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의 반대에 막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017년 10월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한
뒤 중앙정부와 주요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국가 수립
을 선포함. 43%라는 저조한 투표율 속에 투표자 90%가 독립
에 찬성함.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을 선포
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함.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던 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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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4만9천35㎢
자 원	석탄, 동, 소금
인 구	544만5천829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주 민	슬로바키아계(80.7%), 헝가리계(8.5%), 집시(2%)
언 어	슬로바키아어(공용어) 78.6%, 헝가리어 9.4%
종 교	가톨릭(62%), 개신교(8.2%)
원 수	[대통령] 안드레이 키스카(Andrej Kiska, 2014년 6월 취임),
[총리] 로베르토 피초(Roberto Fico, 2012년 4월 취임)

의 회	단원제(15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사회민주당(SD), 자유와연대(SaS), 보통사람들(OLANONOVA), 슬로바키아국민당(SNS)

국내총생산   95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천787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2천9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독립, 1930년대 경제 불
황과 나치독일의 체코 슈테텐 지방 강제합병에 편승해 1938년
자치를 선언함. 1968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1969년 연방제도
수립. 1993년 슬로바키아공화국 출범.

국내총생산   480억8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703

정치
1999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루도프 슈스터 첫 직선 대통령
이 당선됨. 2004년 이반 가스파로비치 대통령이 당선됨. 2004
년 폴란드, 체코 등 9개국과 함께 유럽연합(EU)에 가입. 2010년
중도우파 4개 야당이 연정을 구성하면서 이베타 라디코바가
첫 여성 총리로 취임. 2016년 총선에서 난민 반대정책을 내세
운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이 승리.

외교
1993년 1월 말 유엔 회원국이 됨. EU, 나토,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
화함. 2000년 OECD 가입. 2004년 EU, 나토 가입. 1993년 1월
남북한과 동시 수교. 2015년 안드레이 키스카 대통령이 티베트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 중국과 갈등을 빚음.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함께 지역협력체 비셰그라드 그룹을 구성하는
슬로바키아는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며, EU의 난민 강제할당제
에 반대하는 입장임.

경제 · 사회 · 문화
2003~2004년 18%에 달하던 높은 실업률이 2009년 12.45%
로 떨어짐. 2009년 16번째로 유로존에 가입함. 통신은 국영 슬
로바키아통신(TASR). 신문은 노비 카스, 프라우다, 나로드나 오
부로다, 프라체 등. 방송은 슬로바키아 라디오와 TV.

억6천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
 만4천1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남슬라브족 일부가 627년 슬로베니아 왕국을 건설함. 신성
로마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연합왕국의 지배를 거쳐 제
1차 대전 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와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결
성함. 1946년 유고슬라비아연방 공화국에 편입. 1991년 6월
독립.

정치
1992년 12월 독립 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함.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사회민주당의 보루트 파호르 전 총리가 당선됨. 2014년 7월 총
선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건 신당이 승리해 대학교
수 출신 당수 미로 체라르가 총리가 됐으나, 재정적자와 난민
위기로 어려움을 겪음. 슬로베니아는 난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군과 민간 경비업체까지 동원함. 체라르 총리는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시리아 난민에 지지를 표명했다가 탄핵 위
기에 처하기도 함.

외교

슬로베니아
Republic of Slovenia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
류블랴나

크로아티아

면 적	2만273㎢
자 원	아연, 석탄, 석재, 수자원
인 구	197만2천126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류블랴나(Ljubljana)
주 민	슬로베니아인(83.1%), 세르비아인(2.0%), 크로아티아인
(1.8%), 보스니아인(1.1%)

언 어	슬로베니아어(공용어) 91.1%, 세르보크로아티아어 4.5%
종 교	가톨릭(57.8%), 이슬람교(2.4%), 그리스 정교(2.3%)
원 수	[대통령]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2012년 12월 취임),
[총리] 미로 체라르(Miro Cerar, 2014년 9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국회 90명, 국가평의회 4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사회민주당, 슬로베니아민주당

유럽연합(EU)이 1992년 1월 독립을 승인함. 1992년 5월 유엔
에 가입함. 친서방 외교. 1994년 2월 나토와 평화를 위한 동반
자관계협정에 조인함. 2004년 5월 EU에 가입. 한국과 1992년
4월, 북한과 1992년 5월 외교 관계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의 고향. ‘멜라니아 효과’ 덕분에 관
광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경제 · 사회 · 문화
알프스 남동부에 위치해 수자원이 풍부함. 주요 수출품은
공산품과 기계운송장비 등. 옛 유고연방 중에서는 가장 안정
적인 경제를 운영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2011년 신용
등급이 강등됨. 국내총생산(GDP)의 40% 선으로 급증한 정
부 부채와 11%까지 오른 실업률이 부담. 통신은 슬로베니아
통신(STA). 신문은 델로 등. 라디오방송 3개. TV 방송은 공영
STV 등.

아이슬란드
Republic of Iceland

면 적	10만3천㎢
자 원	규조토, 어류, 수자원
인 구	33만9천747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레이캬비크(Reykjavik)
주 민	아이슬란드인(고대 스칸디나비아인과 켈트인의 후손)
언 어	아이슬란드어, 영어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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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아이슬란드

★
레이캬비크

를 두고 있는 미군이 아이슬란드방어군(IDF)을 조직, 아이슬
란드 방어를 책임짐. 1985년 핵무기반입금지조치를 발표함.
서구연합(WEU)의 준회원국. 2002년 11월 항공협정에 가서
명함.
한국과는 1962년 10월 수교, 1970년 4월 사증면제협정 체결,
북한과는 1973년 수교. 2009년 유럽연합(EU) 가입안이 의회를
통과함. 2010년 EU 가입협상을 개시함. 아직 EU 회원국은 아
니지만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소속임.

경제 · 사회 · 문화
종 교	아이슬란드국교(루터복음교, 73.8%), 가톨릭(3.6%), 레이
캬비크 자유교회(2.9%)

원 수	[대통령] 귀드니 요하네손(Gudni Thorlacius Johannesson,
2016년 8월 취임), [총리]   카트린 야콥스토티르(Katrin
Jakobsdottir, 2017년 11월)

의 회	단원제(63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해적당, 독립당, 좌파녹색당, 진보당
국내총생산   248억5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77
억3천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전체 수출의 75%가 수산물인 어업 중심국가. 제조업으로는
수산가공업과 알루미늄제련 공업이 발달함. 어족 자원에 대한
권리 상실을 우려해 EU 가입을 거부함. 복지체계가 발달했으
며 실업률이 낮고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이뤄져 왔으나, 2008
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국제통화기
금(IMF) 등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음.

아일랜드
Ireland

1인당 국내총생산   5만2천1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아이슬란드크로나(ISK), 1달러=111.7ISK(2017년)
북대서양

약사
북극권에 접한 최북단의 섬나라. 8세기까지 무인도였으나
북구인들이 정착함. 1262년 내전이 빌미가 돼 노르웨이에 복속
됨. 1397년 노르웨이·덴마크동맹에 편입됨. 1918년 덴마크 주
권하의 자치왕국으로 성립, 1941년 완전 독립을 선언함. 1944년
6월 공화국으로 독립함.

정치
공화제. 대통령은 주로 의전행사만 관장하는 형식적 권한
보유, 임기는 4년. 930년에 설립된 의회는 세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함. 1991년 63석 정원의 단원제 의회로 전환. 비그디스 핀
보가도티르가 1980년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됨.
2009년 1월 금융 시스템의 붕괴 속에 게이르 하르데 총리가
사퇴하고 사민연맹의 요한나 시귀르다르토티르가 아이슬란드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됨.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으로 총인구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시그
뮌 뒤르 다비드 귄로이그손 총리가 사임함.
2016년 대선과 조기 총선에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
면서 역사학 교수 출신인 정치신예 귀드니 요하네손이 대통령
으로 당선, 해적당이 원내 공동 제2당에 오름. 2017년 11월에는
좌파녹색운동이 중도우파 독립당, 진보당과 연정 구성에 성공
카트린 야콥스토티르 좌파녹색운동 대표가 새 총리에 취임함.

면 적	7만273㎢
자 원	아연, 천연가스, 구리, 은
인 구	501만1천102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더블린(Dublin)
주 민	아일랜드인(82.2%), 기타 백인(9.5%)
언 어	영어(공용어), 아일랜드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78.3％), 아일랜드 국교회(2.7%), 기타 기독교
(1.6%), 정교회(1.3%), 이슬람교(1.3%)

원 수	[대통령] 마이클 히긴스(Michael D. Higgins, 2011년 11월 취임),
[총리]  레오 바라드카르(Leo Varadkar, 2017년 6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60명, 하원 158명
주요 정당	통일아일랜드(Fine Gale), 노동당, 공화당(Fianna Fail),
신페인당

국내총생산   3천256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천448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PPP> 기준)

완전한 비무장국가. 1949년 나토 가입. 1951년 미국과 방
위협정을 체결함. 자국 군대는 없으나 케플라비크에 사령부

l

★
더블린

1인당 국내총생산   7만2천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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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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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화	유로(EUR)

약사
12세기 영국에 정복당해 1800년 합병됨. 1921년 12월 영국·
아일랜드조약으로 32개 주 가운데 북아일랜드 6개 주를 제외
한 26개 주가 자치령이 됨. 1937년 에이레로 독립함. 1949년 4
월 아일랜드공화국으로 개칭, 영연방을 탈퇴해 완전히 독립함.

프랑스

안도라

정치
내각책임제. 대통령은 직선, 임기 7년, 중임 가능함. 총리와
각료를 임명하고 내각의 조언으로 하원을 소집·해산, 법률 공
포권을 보유함. 양원 의원의 임기는 5년. 하원만이 법률안 심
의 및 개정권을 보유함. 2011년 대선에서 인권운동가 출신 마
이클 히긴스가 당선됨. 총선에서는 통일아일랜드당 엔다 케니
당수가 선출됨. 1921년 영국 독립 이후로 100년 넘게 앙숙 사이
였던 통일아일랜드당과 공화당이 2016년 새 정부 출범에 합의,
대연정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통일아일랜드당을 조
건부 지원키로 함.

외교
1921년 독립 이래 중립정책을 표방. 1999년 유로화를 채택
함. 200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됨. 1973년 유럽공동
체 가맹국이 됨. 1992년 6월 국민투표로 유럽통합을 위한 마스
트리흐트조약을 비준함. 1999년 유로화 출범과 함께 유로화를
채택함. 2011년 영국 여왕이 최초로 아일랜드를 방문하면서 양
국 간 화해가 진전됨.

★
안도라 라 베야

스페인

수 도	안도라 라 베야(Andorra la Vella)
주 민	안도라계(46.2%), 스페인계(26.4%), 포르투갈계(12%), 프
랑스계(5%)

언 어	카탈루냐어(공용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카스티야어), 포르
투갈어

종 교	가톨릭
원 수	[공동 국가원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호안 엔리크
비베스 시실리아(Joan Enric Vives Sicilia) 스페인 우르헬교구
주교, [총리] 안토니 마르티 페티트(Antoni Marti Petit, 2015
년 4월 취임)

의 회	단원제(28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자유당(PLA), 안도라민주당(DA), 시민발안당(IC) 등
국내총생산 2
 7억1천200만 달러(2016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2억2천700만 달러(2015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경제 · 사회 · 문화
과거 농축산업이 주산업이었으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
축산업의 비중은 점차 축소됨. 외자와 기업유치에 적극적임.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2010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850억 유로 구제
금융 받음. 적극적 재정긴축으로 2012년 들어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 조건을 양호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음. 2013년 12
월 유로 위기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남. 2015년
경제성장률이 7.8%를 기록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2016년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함. 낮은 법인세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와 IT기업이 아일랜드에 몰려 있음.
2015년 기준 출산율은 인구 1천 명당 14.2명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음. 낙태 금지법이 있어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
게 의료복지를 제한하고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아일랜
드는 2017년 9월 낙태금지 규정 헌법 개정을 높고 2018년 국민
투표 실시를 결정함.
2015년 국민투표 거쳐 동성결혼을 허용함. 2017년 6월 새로
취임한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도 동성애자임.

약사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를 이루는 피레네산맥 중심에 위치.
중세 때 스페인 우르헬 교구의 주교가 통치함. 12세기 이 지역
의 영주였던 프랑스의 카보이에 가문과 보호조약을 체결함. 현
재도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헬 교구 주교가 국가
수반임.

정치
사법권과 외교권은 프랑스가 대행, 입법권은 4개 교구에서
뽑은 28명으로 구성된 총평의회가 보유함. 1982년 입법행정권
을 분리했고 1993년 개헌으로 총평의회 의원도 교구 대표들의
간선에서 주민직선으로 전환됨. 공동 국가원수는 조약체결권,
입법 관련 거부권만 보유함. 1993년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 입
헌공화국으로 탄생함.

외교

안도라
면 적	468㎢
자 원	목재, 납, 철광석
인 구	7만6천965명(2017년 7월 추산치)

1인당 국내총생산   4만9천900달러(2015년)
통 화	유로(EUR)

Principality of Andorra

1994년 7월 유엔 가입. 군대가 없고 국경 방위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1993년 6월 3국 간 선린우호협력협정을 통해 공동
방위키로 합의. 한국과는 1995년 2월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한국과 안도라는 2014년 10월 역외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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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 문화

외교

관광과 금융업이 주요 산업. 조세 회피처로도 유명. 금융위
기 거치며 금융업 비밀주의는 약화하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
기 부진에 따른 악영향을 받음.

알바니아

장기간 폐쇄주의 외교 정책 이어오다 1990년대부터 국제사
회로 복귀함.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 1991년 8
월 한국, 이스라엘과 각각 수교, 1948년 11월 북한과 수교. 2009
년 4월 나토 가입. 2010년 12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함
께 솅겐협정(유럽통행자유화 협정)에 가입함. 유럽연합(EU) 가
입을 추진함. 2014년 6월 EU는 알바니아에 EU 가입 후보국 지
위를 부여함.

Republic of Albania

경제 · 사회 · 문화

티라나
★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면 적	2만8천748㎢
자 원	크롬, 니켈, 철광석
인 구	304만7천987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티라나(Tirana)
주 민	알바니아계(82.6%), 그리스계(0.9%), 기타(1%)
언 어	알바니아어(공용어) 98.8%, 그리스어 0.9%
종 교	이슬람(56.7%), 가톨릭(10%), 알바니아 정교(6.8%)
원 수	[대통령] 일리르 메타 (Ilir Meta , 2017년 7월 취임), [총리] 에디

철저한 중앙통제경제와 고립주의의 후유증으로 경제는 동
구권에서 가장 낙후됨. 지하경제 규모가 공식 GDP의 50% 정
도로 추정됨. 전반적으로 지중해식 농업이 발달함. 1990년 11월
신앙 활동을 허용함.
알바니아계 출신인 테레사 수녀의 시복을 기념하기 위해 10
월 19일을 새 국경일로 지정함. 1946년 군주제 폐지로 알바니
아의 마지막 후계자인 레카 왕자가 2016년 여배우 엘리아 자
하리아와 결혼함.

에스토니아
Republic of Estonia

발트해

★
탈린

라마(Edi Rama, 2013년 10월 취임)

에스토니아

의 회	단원제(14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민주당(PD), 사회당(PS), 공화당(PR) 등
국내총생산   13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58억7천
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라트비아

1인당 국내총생산   1만2천5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레크(ALL), 1달러=121.9레크(2017년)

약사
400여 년간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1912년 독립.
1939년 이탈리아에 합병.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항복
으로 독일이 점령함.
1944년 11월 해방, 1946년 1월 인민공화국 선포, 1976년 인민
사회주의공화국을 선언함. 1991년 4월 대통령제 도입, 국호를
알바니아공화국으로 개칭.

정치
1990년 1월 정경 개혁을 결정함. 1997년 조기 총선 실시로
사회당이 승리했으나 정쟁이 지속됨. 2012년 대통령 선출 과정
에 야당이 불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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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4만5천228㎢
자 원	셰일오일, 석회석, 희토류
인 구	125만1천581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탈린(Talin)
주 민	에스토니아계(68.7%), 러시아계(24.8%), 우크라이나계(1.7%)
언 어	에스토니아어(공용어) 68.5%, 러시아어 29.6%
종 교	루터교(9.9%), 정교회(16.2%), 기타 기독교(2.2%)
원 수	[대통령] 케르스티 칼루라이드(Kersti Kaljulaid, 2016년 10월
취임), [총리] 주리 라타스(Juri Ratas, 2016년 11월 취임)

의 회	단원제(101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개혁당(RE), 중도당(K), 사회민주당(SDE) 등
국내총생산   256억8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12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1천5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1219년 덴마크의 왕이 이끄는 십자군이 침입해 탈린(Tallinn)
을 건설함. 14세기 후반까지 독일기사단이 전국을 지배. 1561년
스웨덴의 지배를 받음. 1710년 러시아-스웨덴 전쟁 이후 러시
아 영토에 편입됨. 1918년 2월 독립 선언. 1940년 소련에 합병.
1991년 8월 독립 선언.

정치
1988년 발트해 3국에서 처음으로 공산당 이외의 정치 단체
인 인민전선이 결성됨. 1991년 구소련 쿠데타를 계기로 독립.
1992년 6월 국민투표로 대통령제 헌법 채택. 대통령은 군 통수
권자로 국가를 대표함. 총리 중심 정치체제.
2016년 케르스티 칼루라이드가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됨.
2011년 3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개혁당-IRL 승리해 친(親)서방
성향의 연립정부가 구성됐지만, 2016년 갈등 격화로 연정이 붕
괴돼 타비 로비아스 총리 퇴진.

면 적	24만3천610㎢
자 원	원유, 석탄, 천연가스, 주석, 석회석, 철광석
인 구	6천564만8천100명(2016년 7월 추산치)
수 도	런던(London)
주 민	백인(87.2%), 아프리카계(3%), 인도계(2.3%)
언 어	영어(공용어)
종 교	기독교(59.5%), 이슬람교(4.4%), 힌두교(1.3%)
원 수	[국왕]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Ⅱ, 1952년 2월 즉위), [총
리] 테리사 메이(Theresa May, 2016년 7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809명, 하원 650명(2016년 12월 기준)
주요 정당	보수당(CP), 노동당(LP), 자유민주당(LD), 스코틀랜드독
립당(SNP) 등

국내총생산   2조5천65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조
880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3천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파운드(GBP), 1달러=0.783파운드(2017년)

외교
1991년 9월 유엔 가입. 1994년 8월 러시아군 철수 완료.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2002년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 확
정. 한국과는 1991년 수교, 2001년 사증 면제 협정, 문화교육학
술협정을 체결함.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 2014년 러시아의 크
림반도 병합 이후로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에 대한 러
시아의 무력시위가 지속됨.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에스토니
아는 1991년 독립한 이후 EU와 나토에 잇달아 가입하며 친서
방 노선을 걸어 러시아와 갈등 관계임. 미국은 러시아와 맞닿
은 에스토니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논
의 중임.

경제 · 사회 · 문화
기술집약산업이 발달함. 1992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
행(IBRD) 가입. 같은 해 6월 독자통화인 크룬을 공식 화폐로 지
정, 루블 통화권에서 이탈함.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11년부터 유로화 사용.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약사
기원전 55년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침입 이후 4세기까
지 로마의 지배를 받음. 449년 앵글로색슨족이 침입해 잉글랜
드 왕국을 건설하면서 현재 영국 민족의 기틀을 닦음.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 16세가 노르망디 왕조를 세운 뒤
플랜태저넷(1154∼1399년), 랭커스터(1399∼1461년), 요크(1461∼
1485년), 튜더(1485∼1603년), 스튜어트(1603∼1714년), 하노버
(1714∼1917년), 윈저(1917∼) 왕조로 변천.
1215년 제정된 마그나카르타(대헌장)는 현 영국 헌법의 기초.
1338년 에드워드 2세의 프랑스 왕위 요구로 발발한 프랑스와
의 백년전쟁에 패배해 프랑스 내 영토를 상실함. 1534년 영국
국교회 성립.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인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
대를 격파, 해상지배권을 확립함. 17세기에 청교도들이 탄압을
피해 북미로 이주함. 1649년 크롬웰의 혁명으로 공화제를 선포
함. 1688년 명예혁명으로 국왕을 추방한 의회는 윌리엄 3세를
새 국왕으로 추대하고 권리장전을 통해 입헌정치체제를 마련
함. 1707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하는 그레이트브리
튼 왕국이 출범함. 1714년 의원내각제를 확립함.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 아프리카 다수의 영토를 정복
하고 북미, 인도, 아시아 등으로 진출함. 1~2차 세계대전을 전
후로 다수의 해외 식민지들이 독립함. 옛 식민지 국가들과는
경제적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영연방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
축함.

정치

아일랜드

영국
런던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입헌군주국. 헌법은 불문헌법. 국왕
은 정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실권은 의회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에 귀속됨. 상원은 왕족, 세습귀족, 영국교회의 대주교
들로 구성되며 정원은 없음. 하원은 정원 659명, 임기 5년.
1689년 휘그당과 토리당 양대 정당이 발족해 1832년 휘그당
은 자유당으로, 토리당은 보수당으로 개칭, 양당 시대가 개막
됨. 1920년대부터는 노동당-보수당 양당체제. 1979년부터 마
거릿 대처와 존 메이어가 보수당 정부를 운영함. 199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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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이 노동당 정부를 운영함.
2013년 말부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영국 연방 분리독립
을 추진함.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분리독립을 위
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55%, 찬성 44%로 부결되면서
무산됨. 2016년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
민투표가 가결됨.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함. 2016년 7월 13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취임함.
유럽연합(EU)은 2017년 5월 영국의 탈퇴 협상 개시를 결정
하고 미셸 바르니에를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로 공식 위임
함. 1단계 협상은 그해 6월 19일 시작돼 12월에 타결됨.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과 EU 27개국에서 생활하는 영국 국
민은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함. 영국
재정기여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명시하지 않음.

외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EU와 나토 회원국임. 영연방의 지
도국으로 옛 식민지 국가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 EU, 나
토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외교 정책의 근간이며 나토 창
립회원국, 유럽연합의 전신인 EC에 1973년 가입함. 유럽의회와
서구 동맹에도 참여함.
1993년 8월 마스트리흐트조약을 비준했으나 유럽의 정치·
경제적 통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임. 1994년 9월 독일·프랑스
가 제안한 다단계 유럽통합안을 거부함. 1999년 1월 출범한 단
일통화 유로에도 참가를 거부함.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자치
령인 캐나다 등 4개국이 영국과 대등한 영연방을 결성, 경제적
인 공동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정치적 협력체로 발전함.
영연방 53개국은 2년마다 정상회담 개최. 홍콩과는 1984년
11월 중·영 공동선언을 통해 1997년 중국 반환을 확정함. 1949
년 1월 한국을 승인, 1951년 대사관 설치. 북한과는 2000년 12
월 수교. 2011년 포클랜드 주민이 아르헨티나 국적 취득한 것
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와 전쟁. 영국에서 이민자 문제 등으로
EU 반대 여론이 고조되면서 2016년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
정함.

경제
풍부한 석탄과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공
업국. 1990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1994년부터 견실한 성장
세로 반전됨. 수출품은 공업제품과 기계류, 석유, 화학제품, 어
업제품, 수송 장비 등이 주종. 수입품은 자동차와 농산물 등임.
세계 9위의 산유국. 런던외환시장은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
대 외환시장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
입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함.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긴
축정책에 들어갔으나 2010년 3월 말 기준 재정적자가 GDP의
11.6%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위기가 커지자 6월 비상긴축
예산안을 발표함.
2011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마련된 재정안정화 기준 등 신
협약 참여를 거부함. 경제 부진 속 최고 등급인 신용등급에 대
한 강등 경고가 2012년 들어 잇따름. 세계 주요 기준금리인 리
보를 은행들이 조작해 왔음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곤두박질친 영국 경제는 2013년 들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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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로 돌아섰다는 평가임. 영국 경제는 2013년 1.9% 성장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함.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 브렉시트 결정 직후 영국 파운드화가 31년 만에 최저 수
준으로 하락함.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하고 EU 단
일시장을 이탈할 예정임. 유럽 금융허브 역할을 해 왔던 런던
의 위상도 위협받음.
2017년 11월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예상치를 근거로 영국이 세
계 경제대국 5위 자리를 프랑스에 내줬다고 인정함. 파운드화
가치 급락도 미 달러화 기준 영국 GDP 하락에 영향을 끼침.

사회 · 문화
1980년 영국국교회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바티
칸을 처음 방문함.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영국 캔터
베리 방문으로 영국성공회 창설 이후 450년 만에 가톨릭과 화
해함. 2011년 4월 왕위 계승 서열 2위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
들턴이 결혼함. 2013년 ‘로열 베이비’ 조지 왕자가 출생함.
2016년 12월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이 여성 2명
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
하는 ‘세 부모 체외수정’을 세계 최초로 허용함.
2017년 영국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함. 3월 런던 웨스트민
스터 다리와 의사당 인근에서 차량·흉기 테러가 발생해 6명
이 사망함. 5월 영국 공연장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미국 팝스
타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도중 폭발로 19명 사망, 50여 명이
부상함. 6월 런던 시내 런던 브리지와 인근 버러 마켓에서 발
생한 차량·흉기 테러로 6명 사망, 20여 명이 부상함.
2017년 11월 영국 왕위계승 서열 5위 해리 왕자와 할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이 약혼함. 2018년 5월 윈저성 왕실 전용 예
배당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함. 마클이
이혼한 미국인이며 흑인 혼혈이라는 점에서 영국 왕실의 개방
성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임.
박지성을 비롯한 한국인 축구 선수들이 축구 종가 영국의
프로리그에서 다수 활약함. 2012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함. 2017
년 현재 한국 출신 축구 선수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활약 중임.
로이터통신이 영국의 뉴스통신사였으나 캐나다의 톰슨
이 인수해 톰슨로이터가 됐음. 내신전문통신인 PA(Press
Association), 경제통신 Exchange Telegraph 등이 있음. 신문
은 약 120개의 일간지와 1천100개의 주간지. 더 타임스와 가디
언, 파이낸셜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디펜던트 등이 유
력지. 대중지로 더 선과 데일리 메일 등. 라디오방송은 BBC 등
114개. TV 방송국은 BBC와 ITV 등.

오스트리아
면 적	8만3천871㎢
자 원	철광석, 석유, 목재, 마그네사이트, 석탄
인 구	875만4천413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빈(Wien)

Republic of Austria

로 취임함. 민주선거로 뽑힌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최연소를
기록함.

체코

외교

독일
★
빈

오스트리아

주 민	오스트리아계(91.1%), 유고슬라브계(4%), 터키계(1.6%)
언 어	독일어(공용어) 88.6%, 터키어 2.3%
종 교	가톨릭(73.8%), 개신교(4.9%), 이슬람(4.2%)
원 수	[대통령] 알렉산더 판데어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2017년 1월 취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2017년 12월)

의 회	양원제 - 상원 62명, 하원 183명
주요 정당	사민당(SPOe), 국민당(OeVP), 자유당(FPOe), 녹색당 등
국내총생산   4천93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천341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9천2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955년 10월 영세중립국에 관한 헌법을 채택함. 국제원자력
기구(IAEA),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국 등 국제기구 본부
를 유치함. 1995년 1월 EU 가입. 나토와도 평화동반자관계협정
에 조인. 2003년 체코와 국경지대 영토 4만2천500㎡ 교환에
합의함. 한국과 1963년 9월, 북한과 1974년 12월 수교. 2011년
한국과 조세협정에 가서명함.

경제 · 사회 · 문화
주요 수출품은 기계, 수송기계, 섬유류 등. 수입품은 화학제
품과 연료. EU 가입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급증함.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동구 민주화와 구유고연방의 붕괴로 난
민이 유입, 우경화 추세로 외국인에 대한 테러 등이 사회문제
로 대두됨. 난민 문제로 이탈리아와 함께 국경 통제를 강화하
자는 주장이 거셌고, 2016년 난민신청 상한선을 연 3만7천500
명으로 제시했다가 독일과 갈등을 빚음.
2017년 말 취임한 쿠르츠 총리도 EU의 난민할당제가 실패
한 정책이라며 거듭해서 수정을 촉구함.
통신사는 오스트리아통신(APA). 방송은 국영 오스트리아 방
송사(ORF). 빈필하모닉관현악단, 빈소년합창단으로 유명.

통 화	유로(EUR)

약사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 1483~1806년 신성
로마제국의 제위(帝位)를 독점함.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서 패배함.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연합왕국이 탄생함. 제
1차 세계대전 후 제정이 붕괴되고, 1919년 헝가리와 분리해 공
화국을 수립함. 1938년 독일에 합병됨. 1945년 종전으로 미국
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이 분할 점령함. 1955년 7월 독
립. 11월 영세중립국 선포.

이탈리아
Republic of Italy

프랑스

로마
★

이탈리아

정치
2004년 대선에서 하인츠 피셔 대통령이 사회민주당 후보로
나서 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 2006년 총선에서 중도좌파
사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알프레트 구젠바워 당수가 2007년 대
연정 정부의 총리직에 오름.
2008년 대연정 정부가 의료개혁과 유럽연합(EU) 정책을
둘러싼 대립 끝에 붕괴됨. 같은 해 11월 사민당과 보수우파인
인민당이 대연정에 합의함. 사민당 당수 베르너 파이만이 12
월 신임 총리에 올랐지만, 경제 대응 실패와 강경한 난민통
제 정책으로 비판받음. 2016년 사민당이 대선 결선진출에 패
하면서 사임함. 대선에서는 극우파인 노르베르트 호퍼가 초
반 기세를 올렸으나 무소속 알렉산더 판데어벨렌이 재선거
끝에 당선됨.
2017년 10월 치른 총선에서는 중도 우파 국민당이 31.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함.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함. 국민당의 31세 제바스티안 쿠르츠(31) 대표가 새 총리

면 적	30만1천340㎢
자 원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트, 수은, 대리석
인 구	6천213만7천802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로마(Rome)
주 민	이탈리아계
언 어	이탈리아어(공용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80%)
원 수 [대통령]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2015년 2월 취
임),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2016년 1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15명, 하원 630명
주요 정당	중도좌파연합, 중도우파연합, 오성당(M5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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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1조9천21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조
3천70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8천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기원전 7세기 건설된 도시국가와 이후의 로마제국으로부터
유래.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뒤 프랑크 왕국과 신성로마제국에
편입됨. 중세에는 도시국가가 난립함. 1870년 통일국가 탄생.
1923년 정치·경제 불안으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등
장함. 무솔리니 정권은 1937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제2차 세
계대전에는 추축국의 일원으로 참전함. 1943년 7월 무솔리니
정권은 쿠데타로 붕괴, 1946년 왕정이 폐지됨. 1948년 1월 공화
국으로 출범함.

정치
1948년 공화국 수립과 함께 내각책임제 채택. 양원제 의회
로 의원의 임기는 각각 5년. 2006년 당선된 조르조 나폴리타
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공산당 출신임. 실비오 베를루
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 최초로 총리를 세 번이나 역임함. 그
러나 2011년 들어 정부 부채 악화와 부패 문제가 겹치면서 베
를루스코니가 사임함. EU 집행위원 출신 마리오 몬티가 새 총
리에 취임함.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2013년 4월 이탈리아 최초
로 연임에 성공함. 2014년 2월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대표가
39세의 나이로 이탈리아 최연소 총리로 취임함. 2016년 상원
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국
민투표가 부결되면서 렌치 총리가 사임함.
2017년 11월 치러진 시칠리아 지방선거에서 극우 실비오 베
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전폭 지원한 우파 연합 후보가 당선되
며 우파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과시.

외교
나토, 유럽연합(EU)과의 유대 강화, 대미 협조, 유럽통합 추
진 정책을 유지함. 구소련, 동구권, 중동 등과도 전방위 외교
노선을 채택. 지중해 연안의 아랍 국가들과는 지리적·역사적
연대감이 강해 역내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한국과는
1956년 수교, 북한과는 서방선진 7개국(G7) 중 최초로 2000년
수교함.

경제
농산물은 보리, 올리브, 포도주가 주종. 주요 산업은 철강,
자동차, 선박, 기계류, 피혁, 섬유류. 주요 수출품은 기계금속,
섬유·의류, 화학제품, 수입품은 기계류, 식품, 광물, 원유. 1999
년 유로화 채택.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2011년 재정위기 재발로 구제
금융 직전 상황까지 몰리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충격
을 줌.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 매입과 은행 장기대출(LTRO)
만기 연장 등으로 간신히 최악의 사태는 피함. 그러나 신용등
급은 하락.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 말 30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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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함. 2012년 들어 채권시장에서의 불안감 확산은 줄었으나 신
용등급이 추가 하락하는 등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방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가 방카 안톤베네타를 90
억 유로에 인수한 이후 손실이 커지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구
제금융 투입을 결정함.
2017년에도 경제 성장은 여전히 정체 상태임. 예상을 뛰어
넘는 1.5% 상승률을 보이며 1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존 평균 성장률인 2.5%에는 훨씬 못 미침.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에서 그리스 다음 정
도의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 2007년 5.7%이던 이탈리아의 실
업률은 2014년 13%대로 올라서며 정점을 찍었고, 2017년 하반
기 기준 11% 선에 머무름.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는 남부의
경우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8.3%, 청년 실업률은
46.6%에 달함.
생필품을 구입하기조차 힘든 절대 빈곤에 처한 인구가 2016
년 기준 470만 명에 달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함. 또 전
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8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됨.

사회 · 문화
선진 지역인 북부와 후진 지역인 남부의 갈등으로 사회가
이중적 구조임. 시칠리아섬을 거점으로 한 마피아는 밀수와 마
약 밀매, 매춘, 납치 등 각종 범죄와 공공사업을 위장해 자금을
축적함.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긴축안의 여파로 사회 불안이
고조됨. 2016년 8월 중부지역에서 규모 6.2 강진이 발생해 최
소 120명이 사망함.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 유
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됨. 2014년 이후 유입된 난민이
60만 명 이상임. 이에 따라 난민과 이민자로 인한 사회 문제가
생겨나며 ‘반(反) 난민’ 정서가 고조되는 분위기. 2017년 9월 일
간 라 레푸블리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
이 개인의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
문에 46%가 ‘그렇다’고 답변함.
영국, 독일, 스페인과 더불어 유럽 4대 축구 강국으로 축구
협회에 가입된 클럽만 2만 개가량임.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보수적인 국가지만, 서유럽 국가 가
운데 마지막으로 2016년 하원이 동성 커플의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을 가결함.
통신은 ANSA와 AGI. 신문은 라 스탐파와 라레푸블리카, 일
메사게로, 일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이 유력지. 방송은 국영
RAI(이탈리아방송협회) 외에 900개의 TV 방송과 1천여 개의
라디오방송.

체코
면 적	7만8천867㎢
자 원	석탄, 목재, 고령토
인 구	1천67만4천723명(2017년 7월 추산치)

Czech Republic

외교

독일

폴란드
★
프라하

체코

오스트리아

수 도	프라하(Prague)
주 민	체코계(64.3%), 모라비아계(5%), 슬로바키아계(1.4%)
언 어	체코어(공용어) 95.4%, 슬로바키아어 1.4%
종 교	가톨릭(10.4%), 개신교(1.1%)
원 수	[대통령] 밀로스 제만(Milos Zeman, 2013년 3월 취임), [총
리] 안드레이 바비스 (Andrej Babis, 2017년 1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81명(임기 6년), 하원 200명(임기 4년)
주요 정당	시민민주당(ODSP), 사회민주당(CSSD), 기독민주연합

공산권 붕괴 후 서구 편입을 위해 유럽연합(EU), 나토 가
입을 적극 추진함. EU에는 1996년 1월 가입 신청서 제출.
1999년 3월 헝가리, 폴란드와 함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
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이 됨. 2003년 10월 오스
트리아와 국경지대 영토 4만2천500㎡를 교환하기로 발표.
2004년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제7회 서울평화상
을 받음.
체코는 판문점 정전협정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일원으로 휴
전선에 병력을 파견했으나 1993년 북한의 압력으로 철수. 1990
년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1948년 수교했고, 1998년 이중과세
금지 및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
부인 김평일이 체코 주재 북한 대사.

경제 · 사회 · 문화
1995년 동구권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1993년 독자 화폐 사용. 현대자동차가 현지에 공장 운영. EU
신재정협약에는 2012년에도 가입을 거부함. 언론기관으로 통
신은 국영 체코통신(CTK). 신문은 믈라다 프론타 드네스(우익
지), 루드 프라보(좌파지), 방송은 국영 라디오와 TV.

(KDU-CSL) 등

국내총생산   2천97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천726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5천2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크로아티아
Republic of Croatia

<PPP> 기준)

통 화	코루나(CZK), 1달러=23.34코루나(2017년)
슬로베니아

약사

★
자그레브

9세기께 체코와 슬로바키아 민족이 통일국가를 수립함. 10
세기 초 슬로바키아지방이 헝가리에 점령돼 1천 년간 체코와
단절됨. 1620~1918년 공화국으로 독립함. 1960년 체코슬로바
키아 사회주의인민공화국 선포. 1969년 4월 체코와 슬로바키
아 등 두 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함. 1993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됨.

정치
1989년 12월 민주화운동으로 동구권 최초로 비공산정권이
탄생함.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소멸하고 체
코공화국이 탄생함. 의회는 1월 27일 바츨라프 하벨 전 연방대
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2007년 시민민주당 중심의 기
독민주연합녹색당 참여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구성됨. 2008년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재선됨. 2013년 1월 첫 직선제 대
선을 치러 밀로스 제만이 대통령에 당선됨. 2013년 6월 페트르
네차스 총리가 부패 스캔들로 사임함. 2014년 1월 총선거 이후
제1당이 된 사회민주당의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당수가 총리로
취임함.
2017년 10월에는 재벌인 안드레이 바비스가 이끄는 긍정당
(ANO)이 29.6%의 득표율로 제1당에 오름. 긍정당은 실용주의
적인 중도 우파 노선을 내세우며 포퓰리즘 성향도 있음. 바비
스는 연정을 포기하고 소수 정부를 구성함.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면 적	5만6천594㎢
자 원	원유, 석탄, 보크사이트, 철광석
인 구	429만 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자그레브(Zagreb)
주 민	크로아티아계(90.4%), 세르비아계(4.4%)
언 어	크로아티아어(공용어) 95.6%, 세르비아어 1.2%
종 교	가톨릭(86.3%), 세르비아정교(4.4%), 이슬람교(1.5%)
원 수	[대통령]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Kolinda Grabar
Kitarovic, 2015년 2월 취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Andrej Plenkovic, 2016년 10월 취임)

의 회	단원제(151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 사회민주당(SDP), 크로아티
아국민당(HNS) 등

국내총생산   534억8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천2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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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   2만4천1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기준)

통 화	쿠나(HRK), 1달러=6.568쿠나(2017년)
북대서양

약사
924년 크로아티아 왕국 건설. 1102년 헝가리 영토에 편입. 제
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독립해 유고슬
라비아 왕국을 형성. 1946년 유고연방인민공화국 내의 공화국
이 됨.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하고 내전을 거쳐 독립함.

포르투갈

스페인

★ 리스본

정치
1991년 독립 선언. 연방군이 9월 크로아티아로 진격, 12월 우
크라이나 지구의 세르비아계 주민이 독립을 선언함. 1991년 내
전이 사실상 종식됨. 2000년 중도좌파 야당연합의 스테판 메
시치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됨. 2009
년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의 야드란카 코소르가 첫 여성 총
리에 오르고 2010년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사회민주당 이보
요시포비치가 승리함. 2015년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가
첫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됨.
2015년 중도우파 크로아티아민주동맹이 소수 정당 모스트
와 손잡고 총선에서 승리함. 정치경험 전무한 제약사 임원 출
신 티호미르 오레스코비치 총리로 취임했지만, 2016년 집권여
당의 갈등으로 불신임투표가 가결됨. 2016년 10월 콜린다 그
라바르 키타로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크로아티아민주동맹
(HDZ) 당수인 안드레이 플렌코비치를 신임 총리로 지명.

1994년 적대 관계에 있던 신유고연방과 관계 정상화. 1995
년 보스니아 회교도 정부와 협력강화협정 체결. 한국·북한과
1992년 11월 수교. 2009년 4월 나토 가입. 유럽연합(EU) 회원국
인 슬로베니아가 영토 분쟁을 이유로 EU 가입 협상을 반대했
던 것을 철회함에 따라 2009년 9월 EU 가입 협상도 재개함.
2011년 11월 EU 가입 조약에 서명, 2013년 7월 가입함.

의 회	단원제(23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포르투갈진보연대(PAF), 사회당(PS), 좌파블록(BE) 등
국내총생산   2천117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천113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만3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구유고연방 해체 이전에는 슬로베니아와 함께 산업이 번영,
독립 이후 공산 경제의 유산과 내전에 따른 파괴로 침체, 2000
년부터 회복됐다가 2012년 들어 유럽의 전반적인 부진과 자연
재해가 맞물리며 다시 침체됨. 2016년 기준 실업률이 13%에 이
르고 국가부채가 GDP의 85% 수준, 경제 성장률은 2%에 그침.
크로아티아는 관광산업이 고용과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함. 리예카와 스플리트는 이 나라 굴지의 무역항.
통신은 관영 HINA. 신문은 비에스니크 등. 방송은 국영 라디
오와 TV.

각국현황

1143년 왕국 수립. 15~16세기에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지
로 진출, 식민제국으로 발전함. 한때 세계 최대 영토를 보유했
지만, 18세기 중반 나폴레옹의 침입과 19세기 말 식민지 브라
질의 독립으로 국력이 쇠퇴함. 1910년 혁명으로 공화국 선포.

1926년 군사독재 정권 등장. 1932년 안토니오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가 총리로 취임해 1968년까지 장기 집권함. 1974년 무
혈 쿠데타로 독재에 종지부를 찍음. 1976년 4월 새 헌법 채택.
독재 반대자인 마리우 수아레스 대통령이 최대 임기인 10년을
채움. 2009년 총선에서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가 이끈 중도좌
파의 집권 사회당이 중도우파인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함.
2011년 1월 대선에서 실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2015년
사회당이 급진 좌파블록, 공산당, 녹색당 등과 연합해 좌파 정
부를 출범시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6년 보수성향의 리스
본대 법대 교수 마르셀루 헤벨레 지 소자가 대통령에 당선됨.

외교

포르투갈
면 적	9만2천90㎢
자 원	구리, 아연, 금, 은, 우라늄

약사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l

2016년 3월),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2015년
11월 취임)

통 화	유로(EUR)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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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1천83만9천514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리스본(Lisbon)
주 민	이베리아계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81%)
원 수 [대통령] 마르셀루 헤벨루 지 소자(Marcelo Rebelo de Sousa,

Portugese Republic

1974년 혁명 후 문호 개방 정책을 표방. 제3세계, 공산권과
의 관계를 확대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함.
유럽연합(EU), 나토에 대한 적극 참여가 외교의 기본 노선임.
1949년 나토, 1986년 EU, 1989년 서구동맹(WEU)에 가입함.

1996년 7월 식민지였던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
우,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등 6개국과 상호 협력을 증
진하기 위해 ‘포르투갈어사용국가연방(CPLP)’을 창설함. 1999
년 유로화 채택. 1999년 12월 동티모르 사태로 빚어진 24년간
의 반목을 끝내고 인도네시아와 국교를 재개함. 한국과 1961년
4월, 북한과 1975년 2월 외교 관계 수립.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됨.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2017
년 1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00명, 하원 46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법과정의당(PiS), 시민강령(PO), 폴란드국민당(PSL) 등
국내총생산   5천10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조111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경제 · 사회 · 문화
식민지를 통치하던 제국시대에는 광물자원을 이용해 막대
한 부를 축적했으나 본토의 경제는 산업자원이 부족해 주로
농산물과 수산물 수출에 국한됨. 1974년 쿠데타로 사회주의화
이후 경제가 악화. 1994년부터 회복세로 전환. 금융위기에 따
른 공공부채 악성화로 2011년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EU로
부터 구제금융 받으며 유럽 금융 불안의 원인 제공국 중 한 곳
이 됨. 신용등급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함.
2012년 들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긴축정책을 폈지
만, 신용등급 하락세가 이어짐. 2014년 8월 포르투갈 중앙은행
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국 최대 은행 방쿠에스피리투산투
(BES)에 49억 유로(6조7천826억 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키
로 결정함.
그러나 중도 좌파 집권 사회당은 2016년 3월 투자자들의 우
려에도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3월 임금도 인상
함. 그러면서도 재정적자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는 등 완만하게
나마 성장세를 이어가는 편.
민속음악으로 파두(Fado)가 세계적으로 유명함.
통신은 포르투갈통신(AEI), 루사(LUSA)통신. 신문은 36개. 라
디오 방송은 국영라디오(RDP)와 민영 7국. TV는 국영 RTP와
민영 2국. 케이블TV 14개국.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독일

언 어	폴란드어(공용어) 98.2%
종 교	가톨릭(87.2%), 동방정교(1.3%), 개신교(0.4%)
원 수	[대통령] 안드레이 두다(Andrzei Duda, 2015년 8월 취임),

폴란드

바르샤바
★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면 적	31만2천685㎢
자 원	석탄, 동, 유황, 암염
인 구	3천847만6천269명(2017년 7월 추산)
수 도	바르샤바(Warsaw)
주 민	폴란드계(96.9%), 독일계(0.2%)

1인당 국내총생산   2만9천3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즐로티(PLN), 1달러=3.748PLN(2017년)

약사
10세기 후반 통일왕국 수립. 18세기 후반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국토가 분할된 뒤 멸망함. 제1차 세계대전 후 공
화국으로 재탄생함.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독일과
소련이 분할 점령함. 1941년부터 독일군이 대소전쟁을 개시하
면서 전 영토 장악. 점령 기간 중 유대인과 폴란드인 600만 명
이 사망함.
1944년 12월 공산당이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함. 1945년 6월
공산정부를 수립함. 1947년 총선에서 노동자당(공산당)과 사회
당이 압승해 정권을 장악함. 1948년 양당은 통일노동자당으로
합당함. 1952년 헌법을 제정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함.

정치
1980년 7월 정부와 노조가 파업권과 자주관리 노조 결성에
합의. 9월 솔리대리티(연대) 노조 결성. 1981년 12월 계엄령 선
포, 1983년 7월 해제. 1989년 4월 노조 복권. 6월 동구권 최초로
제한적 자유선거를 실시해 임기 4년의 양원을 구성함.
1989년 동구권 최초의 비공산 연립정부 출범. 2010년 4월 레
흐 카친스키 대통령 부부와 각료 등 97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러시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이에 따라 치러진 6
월 대선에서 보르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카친스
키 대통령의 쌍둥이 형 야로스와프 카친스키에게 승리함. 2011
년 총선에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시민강령
이 승리함. 2015년 대선에서 안드레이 두다가 최연소 대통령으
로 선출됨. 같은 해 11월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법과정의당의
베아타 시드워 총리가 취임함.
폴란드 정부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고 언
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두다 대통령은
2018년 독립 100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
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교육개혁법안을
추진함. 이에 9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
는 등 반발에 직면함.

외교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999년 나토 가입.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정권의 좌·우익 성향과 관계없이
친미·친서방 정책 추진. 한국과 1989년 대사급 수교. 1995년
2월 북한의 강요로 정전위의 폴란드 중립국대표단이 철수함.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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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3월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직원 감축과 평양주재
자국대사 소환으로 대응함.
러시아와는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였으나 2010년 카친스키
대통령 타계 후 러시아 정부가 1940년의 카틴숲 폴란드인 학
살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드미트리 메드베데
프 러시아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화해 발판을 마련함.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안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미
공군 전력을 2014년 연말까지 폴란드에 주둔시키기로 미국과
합의함.
도날트 투스크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을 역임하고 2016
년에 재선됨.
EU가 2015년 결정한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거부, 이에 EU가
2017년 6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함.

경제 · 사회 · 문화
동구권 국가들 중 가장 전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
1990년 말부터 시작한 경제개혁으로 1992년부터 회복세로 반
전.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성장을 이어갔
으나 2012년 들어 내수 위축 등 유럽 위기의 영향을 받음. 만도
등 자동차 관련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함.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함. 유럽 대표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도 폴란드 출신임. 2016년 집
권 법과정의당이 낙태전면금지법을 입법하려 했으나 10만 명
이 넘는 여성이 검은 옷을 입는 ‘검은 시위’를 벌여 무산시킴.
통신은 국영 폴란드통신(PAP), 신문은 가테자 비로르차(선거
신문), 지치에 바르샤비, 제치포스폴리타 등. 라디오방송은 국
영 라디오와 TV, 위성방송사인 폴샤트 등.

French Republic

★
파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면 적	64만3천801㎢
자 원	철, 보크사이트, 석탄, 우라늄 등
인 구	6천710만6천161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파리(Paris)
주 민	켈트족, 라틴족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100%
종 교	기독교(63~66%), 이슬람교(7~9%)

l

취임),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Edouard PHILIPPE, 2017년 5
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48명(임기 6년), 하원 577명(임기 5년)
주요 정당	공화당(UMP), 사회당(PS), 국민전선(FN) 등
국내총생산   2조5천75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조8
천260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3천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기원전 5세기께부터 켈트족이 거주. 기원전 1세기에 로마가
지배. 5세기에 게르만계의 프랑크족이 통일왕국을 건설함. 이
후 프랑크 왕국은 메로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를 거쳐 843
년 베르됭조약으로 왕국이 분열돼 현재 프랑스의 모태가 됨.
987년 성립한 카페 왕조에선 전형적인 봉건제도가 성립됨.
발로아 왕조 치하에서는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영국군을 국토
에서 몰아냈으나 인구가 급감했고 국토가 황폐해지는 시련을
겪음. 부르봉 왕조 루이 16세 치하인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나
면서 자유·평등·박애의 가치가 전 유럽으로 퍼짐.
이후 나폴레옹 제정 시기와 부르봉 왕가 부활, 1848년 혁명,
제2제정, 보불전쟁을 거친 후 1875년 제3공화국이 수립됨.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침공으로 제3공화국이 붕괴됨. 1948년
10월 제4공화국이 등장했다가 알제리 독립문제로 다시 붕괴
됨. 6월 종전 직후 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드골이 정권에 복귀
함. 드골은 강력한 대통령제 헌법에 바탕을 둔 제5공화국을 선
포하고 1959년 1월 초대 대통령에 취임함.

정치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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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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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으로 대통령중심제. 현 헌법은 1958년 6월 공포
됨. 대통령 임기는 5년 직선제. 대통령은 총리와 각료의 임명
권, 하원해산권, 개헌과 국민투표 발의권, 비상시 독재적 권한
을 행사함. 1995년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에 당선됨. 1997년 4월
조기 총선으로 좌파연합이 승리, 사회당을 주축으로 공산당,
녹색당 등 좌파 연립내각이 출범, 좌우동거정부가 탄생함.
2007년 대선에서 대중운동연합(UMP) 사르코지 후보가 대통
령에 당선돼 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을 주도함. 2012년 대선에
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서 17년 만에 좌
파정권이 탄생함. 이후 경기 부진으로 지지율이 4%까지 떨어
져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음.
2017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 당시 서
른아홉 살로 프랑스 현대 정치사의 최연소 국가수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구직자
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 마크롱 대통
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 58%로 최고에 올랐다가 44%까지 떨
어졌으나 2017년 말 다시 54%로 반등.

외교
초강대국에 대한 독자 외교 고수.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
후 친미 정책으로 선회. 2009년 프랑스는 43년 만에 나토 복귀

를 선언함. 한국과 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95년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함.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병인양요 때 프
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가 한국에 영구 대
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환키로 합의함.
2011년 G20 의장국으로 활동.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사건 때문에 터키와 갈등이 심화함. 코트디부아르 내전에 이어
2012년 말리 내전에도 개입. 브렉시트 가결 후 유럽에 분열 바
람이 불면서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당수 마린 르펜이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함.
마크롱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대표적인
친유럽연합(EU)파. 두 사람은 향후 EU를 이끌 쌍두마차로 불
림.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
예산, 재무장관, 공동대응군, 유럽난민청 신설 등 EU 재건 구상
을 공개함.

통신사는 AFP, 일간지는 르 몽드(중립), 르 피가로(보수), 리
베라시옹(좌파), 뤼마니테(공산당 기관지), 프랑스 수아르(보
수) 등. 주간지는 렉스프레스(중립), 르 포엥(보수), 파리 마치
등. TV 방송은 민영으로 TF1(제1방송, 1986년 6월 민영화), 국
영 방송은 프랑스2(제2방송), 프랑스3(제3방송).

핀란드
Republic of Finland

러시아

경제
서유럽 최대의 농업국. 서방 선진 경제교역국 G8의 일원으
로, 화학과 기계, 식료품, 섬유, 우주항공과 전자, 정보통신과
같은 첨단산업도 발달. 무역수지는 1992년부터 대외 경쟁력 향
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함.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속에 정부
가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고자 퇴직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
장하는 연금개혁법안을 발표함.
2011년 들어 시중은행이 부실화하면서 정부는 금융위기 차
단을 위해 노력함. 2012년 들어 성장률은 둔화했으나 재정적자
폭은 2009년보다 낮아짐. 2012년 EU 재정협약 승인. 부유세에
반발한 일부 부유층이 외국으로 국적을 옮기는 현상도 나타남.
주요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가 2012년 최고 등급이던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
관광업이 발달했으나 파리, 니스 등지에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광객 수가 급감함.
2017년 4분기 투자와 산업생산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2% 증가, 2016년 1.1%에서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6년 만에 최
고치를 기록함. 실업률도 하락세, 유로존 경제 회복에 더해 마
크롱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와 노동규제 완화 등 정책이 효과
를 발휘한 덕분으로 분석됨.

사회 · 문화
1945년 전면적인 사회보장제 시행. 1997년 ‘주 35시간 근무
제’ 시행. 국립교향악단 라디오프랑스교향악단, 파리국립오페
라단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 파리는 세계 예술의 중심
지로 꼽히며 국·공립 박물관 1천200여 곳에 2억1천만 점의 예
술품이 소장돼 있음.
프랑스는 2012년에도 세계에서 방문자가 가장 많은 국가임.
정명훈과 백건우, 윤정희가 2011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을 받음. 유력 대선 후보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
재는 성추문에 연루돼 정치 생명을 상실함.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총기난사, 유대 식료품점 인질극
에 이어 같은 해 11월 파리에서 동시다발 총기난사가 일어나
130명이 사망함. 2016년 7월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트럭이
군중을 덮치는 테러가 발생해 80여 명이 숨지는 등 테러가 사
회 문제로 부상함.

스웨덴

핀란드

헬싱키 ★

면 적	33만8천145㎢
자 원	임산물, 동, 아연, 철광석, 은
인 구	551만8천371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헬싱키(Helsinki)
주 민	핀란드계(93.4%), 스웨덴계(5.6%), 러시아계(0.5%)
언 어	핀란드어(공용어) 89%, 스웨덴어(공용어) 5.3%
종 교	루터교(국교, 72.0%), 정교회(1.1%), 기타 무교(25.3%)
원 수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토(Sauli Ninisto, 2012년 3월 취임),
[총리] 유하 시필라(Juha Sipila, 2015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20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중도당(Kesk), 핀란드당(PS), 민족연합(Kok), 사회민주당
(SDP) 등

국내총생산   2천515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천424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4천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유로(EUR)

약사
8세기께 핀족이 정착, 12세기부터 로마 가톨릭의 전파를 받
아들이면서 스웨덴에 종속. 1809년 러시아에 완전 병합. 1920
년 독립공화국 수립. 1941년 대소전쟁에서 패해 1944년 국토
의 12%를 할양하고 거액의 전쟁 배상금 지불. 1948년 중립국
선포.

정치
대통령이 내각을 지명하고 외교권과 의회 해산권, 입법 거
부권 보유.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방식의 대통령직
선제로 전환, 임기는 6년. 2003년 3월 헌법을 개정, 대통령의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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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와 내각의 기능 강화.
2000년 2월 대선에서 외무장관 출신의 타르야 할로넨이 핀
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취임. 2003년 6월 마티 반하넨이
총리로 선출되면서 여성 대통령·총리 시대 열림. 2011년 총선
에서는 극우정당 부상. 2012년 대선에서 국민연합당의 사울리
니니스토 후보가 당선됨.

교(1.8%)

외교
동서 균형외교 노선을 고수, 구소련 붕괴 이후 친서방 정책
으로 선회. 199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정회원국. 1973년
남북한과 동시 수교. 1976년 북한의 밀수 사건 등으로 친한국
으로 선회.
군사적 중립국 노선을 유지해 온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내분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 군사 위협 우려
가 커지자 2017년 6월 영국 주도 신속 대응군에 참여하는 협정
에 서명.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나라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억지 활동
과 인도적 지원 임무도 수행.

경제 · 사회 · 문화
삼림을 이용한 목재, 펄프, 제지공업 발달, 광물도 풍부. 산
업 다양화 정책으로 금속기계 산업이 주도적 산업으로 성장.
자동화처리기술과 의료기기, 통신분야와 환경산업 첨단기술
국.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 대표기업 노키아의 부
진 속에 벤처 활성화 시도.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복지 관련 수당을 받는 생산가
능인구 가운데 무작위 선발 과정을 거쳐 보편기본소득을 지급
하는 새로운 실험 진행 중.
언론기관으로 통신은 STT. 신문은 헬싱긴 사노마트 등 6개.
방송은 국영 라디오와 TV.
2017년 1월부터 복지수당 받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2천 명
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슬로바키아

★
부다페스트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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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9만3천28㎢
자 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보크사이트
인 구	985만845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부다페스트(Budapest)
주 민	헝가리계(85.6%), 루마니아계(3.2%), 독일계(1.9%)
언 어	헝가리어(공용어) 99.6%
종 교	가톨릭(37.2%), 칼빈교(11.6%), 루터교(2.2%), 그리스정

각국현황

원 수	[대통령]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2012년 5월 취임), [총
리] 오르반 빅토르(Orban Viktor, 2010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386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청년민주동맹(Fidesz), 기독민주당(KDNP), 요비크
(Jobbilk) 등

국내총생산   1천32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천836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만8천9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포린트(HUF), 1달러=229.5포린트(2017년)

약사
896년 마자르인이 왕국 수립. 1526년 오스만 튀르크의 침략
으로 붕괴.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연합왕국 수립, 1918년
왕국이 붕괴되면서 공화국 독립. 1920년 명목상의 왕정 부활.
1944년 12월 독일군 철수 후 소련군이 진주. 1946년 2월 공화국
선언. 1948년 6월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합동으로 노동자당
결성. 1949년 5월 총선에서 노동자당이 압승해 8월 인민공화
국을 선포. 1956년 10월 대학생, 노동자들이 대규모 반소·반
공 봉기를 일으켰고 정부도 11월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와 중
립을 선언, 소련군의 진주로 좌절됐고 친소 카다르 정권 수립.
1989년 공산당 해체.

정치
1990년 복수정당제 도입. 2010년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인
제1야당 피데스(FIDESZ·청년민주동맹)가 여당인 사회당에 압
승하면서 중도우파 정부 출범. 5월 피데스의 오르반 빅토르 총
재(1998~2002년, 총리 역임)가 신임 총리로 취임. 8월 여당 출
신인 슈미트 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취임. 2012년 슈미트 대
통령이 논문표절 파동으로 사임한 뒤 국회의장이던 아데르가
대통령 취임. 2014년 4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여당인 청년민주
동맹이 지지율 44.8%를 얻으며 승리.
헝가리는 2018년 4월 8일 총선을 치를 예정.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세 번째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 오르반 총리는 1998
년 35세 나이로 처음 총리가 된 뒤 2002년 사회당에 정권을
내줬다가 2010년과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에서 장
수 총리가 됨. 2017년 말 현재 우파 여당인 피데스가 여론조사
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

외교
공산정권 붕괴 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중유럽 국가들과의
역내 협력 강화. 1999년 나토 가입.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1989년 한국과 수교했고 북한과는 1948년 수교. 2011년 EU의

재정적자 기준 미달. 2012년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
융 협상 시작.

경제 · 사회 · 문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농업국, 1968년부터 사회주의시
장경제 발전을 목표로 경제개혁.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한국 기업 진출. 계속
되는 재정 불안에 신용등급 투자 부적격 수준 하락. 경기둔화
를 막기 위해 2016년 하루짜리 예치금리를 0.10%에서 -0.05%
로 인하.
EU 내에서 가장 폐쇄적인 난민 정책 고수. 2016년 난민할당
제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투표율이 너무 낮아 무효 처리. 인
종차별과 반유대주의 글을 쓴 언론인 바예르 졸트에게 십자기
사 훈장을 수여했다가 기존 수상자 100여 명이 훈장 반납 의사
를 밝히며 반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와 대립 중. 인권 유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경
철조망을 높이며 반난민 정책 고수, 난민 문제에 위기 느낀 유
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음.
통신은 헝가리통신(MTI). 신문은 네프샤바자크 등 5개 종합
일간지. 라디오방송은 국영라디오 코수트 등 4개 채널. TV는
MTV1(지상파)과 MTV2(위성방송) 등 2개 국영 채널 등 3개 지
상파, 2개 위성채널 운영. 각 지방에 유선 방송사 다수.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스웨덴
핀란드
★
모스크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면 적	1천709만8천242㎢(세계 1위)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희토류
인 구	1억4천225만7천519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모스크바(Moscow)

한국

주 민	러시아계(77.7%), 타타르계(3.7%), 우크라이나계(1.4%)
언 어	러시아어(공용어) 85.7%, 타타르어 3.2%
종 교	러시아정교(15~20%), 이슬람교(10~15%)
원 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2012년 5월 취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iy Medvedev, 2012년 5
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68명, 하원<국가두마> 45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통합러시아당, 공산당(CPRF), 자유민주당(LDPR), 우파
연합(SPS) 등

국내총생산   1조4천690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조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만7천9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루블(RUB), 1달러=58.39RUB(2017년)

약사
832년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키예프 공국 건설. 몽골 지배를
거쳐 1480년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3세가 전제군주국가 수
립. 1800년대 들어 제정 러시아 체제 동요. 1905년 ‘피의 일요
일’을 계기로 혁명. 1917년 혁명과 무장봉기 통해 소비에트정권
수립. 스탈린의 공포정치와 공산당 서기장 지도체제.
1986년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
(개방) 노선 천명. 1990년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식 포기. 1991
년 소련 해체. 이후 부채 누적과 부패로 부진한 모습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해 정부 권력 강화, 석
유를 발판삼아 강대국 대열에 재진입.

정치
1991년 대통령제 도입. 5년이던 대통령 임기는 1993년 4년으
로 변경됐다가 2008년 6년으로 연장됨. 2000년 푸틴 대통령
이 연임한 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후계자로 만들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총리로 있던 푸틴을 다시 대선 후보로
내정.
2011년 들어 푸틴-메드베데프 순환 집권에 대한 불만이 누
적되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계기로 거리시위가 잇따르는 등
시민 불만 폭발. 형식적이던 야권이 이를 계기로 세력화했으나
2012년 대선에서 푸틴이 선출돼 5월 취임. 2015년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괴한의 총격으로 숨지는 등 반정부 인사가
암살당하는 일이 횡행.
러시아는 2018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러시아 중앙선관위
원회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 알렉세이 나발니의 후보 등
록을 거부. 변호사 출신 반부패 운동가에서 대표적 야권 정치
지도자로 변신한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에 맞설 유일한 대항마
로 평가받음.
이에 푸틴 대통령은 안팎에서 비판받음. 그러나 여러 여론
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
타나 6년 임기의 4기 집권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의 당선
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짐. 예상대로 푸틴이 대선에서 승리해
2024년까지 통치하면 30년 이상 권좌를 누린 이오시프 스탈린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됨.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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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냉전 붕괴 이후 잠시 유화적이었던 대미 관계는 1998년 이
후 대립 구도로 바뀜. 이라크 전쟁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수립 문제, 조지아,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가 미국과 대립을
보이는 주요 현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등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심화. 우크라이
나 동부지역의 친러시아계 분리주의 반군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이 주된 관측이지만, 러시아는 부인.
구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맹주로서 나토와 적대 관계.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가 유럽과의 갈등
유발 요인. 2011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내정 불간섭 입장을 보이다가 독재정권
이 자국민의 학살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음. 시리아 내전에
서 정부군과 함께 공습에 참여. 벨라루스와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 2013년 우크라이나
의 유럽연합(EU)의 협력 협정 체결에 반대함.
1990년 한국과 수교 후 1998년 갈등하기도 했으나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선언,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로 격상. 북한과는 1948년 정권 수립 때부터 맹방 관계. 북한
지도자들은 필요시 철로로 러시아 방문. 주로 경제 문제 논의.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사망 전인 같은 해 8
월 열차 편으로 러시아 방문. 북핵 문제 6자회담 참가국. 중국
과 함께 친북한 입장. 2011년 12월 154번째 회원국으로 WTO 공
식 가입. 2013년 G20 정상회의와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해킹 사건을 통해 개입했다
는 의혹. 미국은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했으나 러시아는
보복조치 나서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우호적
인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
았다”고 말해 비난을 받기도 함.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은 마이크 플
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 보좌관을 기소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정조준.

기업의 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다시 기업의 투자 축소와 주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7년 12월
중순 기준금리를 연 7.75%로 0.5%포인트 인하하면서 2018년
경제성장률을 1.7~2.2%로 전망.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되
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

사회 · 문화
볼쇼이극장과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차이콥스키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 신자 3천500만 명의 러시아정교회 본산.
1990년 정교분리법 통과 이후 신앙의 자유 보장. 체첸 자치공
화국의 러시아에 대한 반발은 불안 요인.
한국 과학로켓 ‘나로호’ 제작 과정에 러시아 참여, 2차 발사
까지 실패였으나 2013년 1월 3차 발사 성공. 블라디보스토크에
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학 단과대학이 있었으나 통폐합 과정
에서 사라질 위기 맞기도.
구소련 공산당의 전위였던 타스통신은 옐친에 의해 1992년
이타르-타스통신으로 변경. 정부 기관지였던 이즈베스티야는
반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원 일부가 외국과 합작으
로 노바야 이즈베스티야를 새로 창간함. 유력 종합지는 이즈
베스티야,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로시
스카야 가제타, 코메르산트 등. 방송은 Ｎ-TV，러시아 TV 등.
2011년에는 이슬람 TV도 등장.

몰도바
Republic of Moldova

루마니아

몰도바
★
키시너우

경제
소련이 해체되고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체제로 이동하면서
공기업 사유화 조치, 교육·의료·연금 등의 국가 부담 등으로
혼란 봉착. 1998년 금융위기 피해. 1999년 하반기부터 석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에 숨통이 트이
면서 경제구조는 물론 정치·군사·사회 개혁 드라이브 시동.
2011년 세계 최대 산유국. 경제성장률은 1998년 이후 2008년까
지 매년 평균 7% 기록.
1992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러 교역량은 90배 이상 증
가. 러시아는 한국의 12번째 교역 상대국. 북한을 거쳐 러시
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가스관 건설 계획이 제시됨.
2012년 진행된 한·러 어업쿼터 협상은 결렬됨.
2014년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급락, 루블화 폭
락 등으로 경제 위기 심화.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2.8%, 2016년 -0.2%의 마이너스성장. 외화 소득의
6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는 추세. 주민들의 소비 둔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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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3만3천851㎢
자 원	석고, 인광석
인 구	347만4천121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키시너우(Kishinev)
주 민	몰도바계(75.8%), 루마니아계(7%), 우크라이나계(6.6%),
러시아계(4.1%)

언 어	몰도바어(공용어) 58.8%, 루마니아어 16.4%, 러시아어 16%
종 교	정교회(90.1%), 기타 기독교(2.6%)
원 수	[대통령] 이고리 도돈(Igor Dodon, 2016년 12월 취임)
의 회	단원제(101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사회당(PSRM), 자유민주당(PLDM), 공산당(PCRM) 등
국내총생산 7
 9억4천500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00
억7천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천7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몰도바 레우(MDL), 1달러=18.03레우(2017년)
리투아니아

약사

★
민스크

서쪽으로 루마니아, 동쪽과 남·북 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
경. 14세기 몰다비아 공국(현 루마니아)이 점유. 16세기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권에 들어갔으나 1812년 러시아-튀르크 전쟁으
로 러시아에 합병. 1940년 8월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
화국이 창설돼 소련 합류. 1991년 국명을 몰도바공화국으로 변
경하고 8월 독립.

정치
2009년 총선에서 패배한 공산당과 여당연대가 대통령 선출
에 필요한 절대의석에 미달, 대통령 선출을 못하다가 2012년
의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티모프티 대통령 선출. 몰도바 내 친
러시아 자치공화국인 프리드네스트로브예(영어명 트란스드네
스트르)는 2006년 9월 17일 주민투표에서 97.1% 찬성으로 독립
지지. 2016년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이고리 도돈이 당선.
이후 친러시아 대통령과 친서방 파벨 필립 총리 내각과 갈등
이 지속되는 상황.

벨라루스

언 어	러시아어(공용어) 70.2%, 벨라루스어(공용어) 23.4%
종 교	동방정교(48.3%), 가톨릭(7.1%), 기타(3.5%)
원 수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1994
년 7월 취임, 2010년 4선 성공), [총리] 안드레이 코바코프
(Andrey Kabyakov, 2014년 1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64명, 하원 11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공산당(KPB), 농민당(AP), 노동정의당 등
국내총생산   527억8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천
759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만8천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외교
1994년 헌법에서 중립국 선언. 군사동맹 참여가 금지돼 있
으나 1994년 나토의 평화동반자계획에는 참여. 기존 정권들
은 친러시아 성향으로 중도좌파 노선을 견지. 한국과 1992
년 1월, 북한과 1992년 2월 수교. 소련 붕괴 이후 친 유럽연합
(EU) 성향이 강해지면서 2014년 6월 EU와 정치·경제협력협
정 체결.
몰도바 외무부는 2017년 5월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 5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내
몰도바를 떠나라고 명령.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음.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도돈 대통령과 친서방 연정으로 구성된
현 정부의 대결이라는 분석이 나옴.

통 화	벨라루스루블(BYR) 1달러=1.9BYR(2017년)

약사
9세기 동슬라브족의 여러 공국이 존재. 10세기 키예프 루시
에 통합. 서북 발트해 연안지방과 교역하는 상공업 중심지로
발전. 11∼12세기 키예프 루시가 분열. 13세기 몽골족 침입 후
영역의 절반이 몽골의 지배하에 귀속. 몽골 지배하의 주민을
흑러시아, 독립을 유지한 서쪽 주민을 백러시아로 칭함. 1919년
백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수립. 1922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에 참여. 1991년 8월 독립, 9월 국명을 벨라루스로 변경.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농업이 경제의 중심. 구소련 국가와의 무역이 전체의 40%
이상 차지. 몰도바인은 루마니아인과 언어, 문화적으로 유사.
공용어인 몰도바어는 루마니아어의 한 방언.
통신사는 몰드프레스. 신문은 네자비시마야 몰도바 등. 방송
은 국영 TV·라디오방송국.

벨라루스
Republic of Belarus

면 적	20만7천600㎢
자 원	목재, 석회석
인 구	954만9천747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민스크(Minsk)
주 민	벨라루스계(83.7%), 러시아계(8.3%), 폴란드계(3.1%) 등

1994년 개헌으로 대통령제 도입. 같은 해 대선에서 친러시
아 성향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초대 대통령에 피선. 1996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2004년 3선 연임을 묻
는 국민투표 실시, 77% 지지. 2006년 3월 19일 치러진 대선에
서 3선 성공. 2010년 대선에서도 루카셴코가 승리했지만, 야권
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 2012년 총선에서도 여권은 완승을
선언했지만, 야권은 부정선거라 주장. 13년째 벨라루스를 장기
통치하는 루카셴코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려.
2016년 9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루카
셴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2명의 야권후보가 하원의원에
당선.

외교
1991년 12월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협정에 서명. 친러시아
성향. 러시아와 함께 CIS 5자 관세동맹(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의 축을 형성. 러시아에서 공급받아 유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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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내는 원유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마찰. 루카셴코 정권의
야당 탄압 등을 이유로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음. 2012년에는
유럽연합(EU)과 외교 갈등 표면화.
1992년 남북한과 각각 외교 관계 수립. 북한은 2016년 벨라
루스에 대사관을 개설했다고 밝혔으나 벨라루스 측은 공식 개
설되지 않았다고 설명.
2014년 12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
탄과 2015년 1월 1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출범키로
합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근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와
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모색 중. 2015년
10월 치러진 평화적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서방과의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으며 정치범 석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국제적 비판을 완화
하는 데 기여. EU는 2016년 2월 5년간에 걸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며 미국도 일부 제한조치 완화.

경제 · 사회 · 문화
1991년 독립 당시 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 석
유와 가스 부족으로 석유·화학공업은 초기 단계 유지. 에너지
공급은 러시아에 의존. 만성적 외화 부족으로 2011년에 신용등
급 강등. 2017년 12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가입.
통신사는 벨타(Belta).

아르메니아
Republic of Armenia

아르메니아
★
예레반
터키

국내총생산   110억400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72
억1천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9천1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드람(AMD), 1달러=487.9드람(2017년)

약사
기원전 2000년부터 고대 문명이 발생한 곳. 수도 예레반은
기원전 782년에 건설. 4세기 초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화.
16세기 이래 이란, 터키, 러시아의 세력 각축장이 됐다가 19세
기 러시아에 합병. 1920년 아르메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 수립. 1922년 아제르바이잔·조지아와 연방을 구성, 소련에
가입. 1936년 아제르바이잔 등과 분리해 현재의 국가로 정착.
1991년 공화국 독립.

정치
2008년 세르즈 사르키샨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당선.
2011년 아르메니아 국회의 비준으로 러시아군 주둔 기간 30년
연장. 2012년 총선에서 집권 공화당이 승리했으나 부정선거 의
혹. 2016년 7월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면서 오벅 아브라미얀 총
리 사임.

외교
러시아와 돈독하면서도 서방과 협력 모색. 1992년 2월 남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 인접한 아제르바이잔 안의 나고르
노-카라바흐 지역 인구의 80%를 아르메니아인이 차지하고
있어 분쟁 발생. 2003년 WTO 가입. 2010년에는 러시아 중재
로 분쟁 포로 교환 합의도 했지만, 2011년 들어 아제르바이잔
과 협상 실패. 2012년에도 충돌 지속. 터키와도 오스만제국
의 20세기 초 아르메니아 학살 문제를 놓고 긴장 관계. 2016
년 카라바흐 영토 분쟁으로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무력충
돌 발생.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도 무
력 충돌 발생.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나고르노-카라바
흐 지역은 국제법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
가 실효 지배 중. 1990년대 초반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
이 무력으로 이 지역을 장악.

경제 · 사회 · 문화
면 적	2만9천743㎢
자 원	동, 아연, 몰리브덴, 알루미늄
인 구	304만5천191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예레반(Yerevan)
주 민	아르메니아계(98.1%), 쿠르드계(1.1%)
언 어	아르메니아어(공용어) 97.9%
종 교	아르메니아정교회(92.6%)
원 수	[대통령] 세르즈 사르키샨(Serzh Sargsian, 2013년 4월 연임),
[총리] 카렌 카라페티안(Karen Karapetyan, 2016년 9월 취임)

의 회	단원제(131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공화당(RPA), 번영아르메니아당, 아르메니아국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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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섬유, 금속가공 등 제조업 발달. 농업은 면화와 포
도 등 청과류. 주요 수출품은 광물, 기계, 주류(브랜디, 코냑). 동
서양 문명의 교차로로 여겨짐.
통신은 아르멘프레스(Armenpress), 신문은 레브푸블리카 아
르메니아 등. 방송은 아르메니아 국영 TV와 아르메니아 라디오.

아제르바이잔
면 적	8만6천60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철, 알루미늄

Republic of Azerbaijan

외교
1991년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협정에 조인. 1999년 CIS 집
단안보조약 탈퇴. 한국과 1992년 3월, 북한과 1992년 1월 수교.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가 얽힌 아르메니아와는 2011년에도
대립. 2016년에는 양측 군인이 교전을 벌여 30여 명 사망.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쿠 ★

이란

인 구	996만1천396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바쿠(Baku)
주 민	아제르바이잔계(91.6%), 레즈긴계(2%), 러시아계(1.3%),
아르메니아계(1.3%)

언 어	아제르바이잔어(공용어) 92.5%, 러시아어 1.4%
종 교	이슬람교(시아파, 96.9%), 기독교(3%)
원 수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2003년 10월 취임,

경제 · 사회 · 문화
카스피해 연안 원유 개발과 송유관 건설로 오일 러시를 이
룸. 대규모 유전이 위치한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산업기지가 발
달함.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아연, 알루미늄, 구리 등이 생산
되고, 산업은 화학, 섬유, 면화, 수산물 가공 등이 발달.
TV 방송국 2개. 통신은 국영 아제르바이잔통신(Azer
TAG) 등.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2013년 3선), [총리] 아르투르 라시자데(Artur Rasizade,
2003년 11월 취임)

카자흐스탄

의 회	단원제(125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신아제르바이잔당(YAP), 시민연대당(CSP), 민주개혁당 등
국내총생산   392억1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천

우즈베키스탄

668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타슈켄트
★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7천4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투르크메니스탄

통 화	마나트(AZN), 1달러=1.723AZN(2017년)

약사
고대에는 알바니아(동구국의 알바니아와 구별)로 불리다 8
세기께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 아랍, 터키, 몽골, 페르시아의 침
입을 차례로 받으며 속국 상태 지속. 19세기 아락스강을 경계
로 러시아와 이란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 점령.
1918년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선언, 바쿠 이외의 지역을 지
배했으나 석유노동자 봉기와 적군 진격으로 1920년 아제르바
이잔소비에트공화국 수립.
1922년 조지아·아르메니아와 연방 결성, 소련 가입. 1936년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분리해 독자 공화국 수립. 1991년 국명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으로 변경. 1991년 8월 최고회의에서 독립
선언 채택.

정치
1992년 5월 구소련 최고회의가 기능을 정지하면서 최고회의
가 선출한 50명으로 구성된 국민회의에 전권을 이양. 1992년
첫 다당제 대통령 선거에서 아불파즈 엘치베이가 당선됐으나
1993년 쿠데타로 실각. 구소련 KGB 출신 알리예프가 1993년
대선에서 승리, 2008년 재선, 2013년 3선. 2016년 개헌 국민투
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권한을 구소련 수
준으로 강화.

면 적	44만7천400㎢
자 원	원유, 석탄, 천연가스, 금, 중석, 우라늄
인 구	2천974만8천859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타슈켄트(Tashkent)
주 민	우즈베크계(80%), 러시아계(5.5%)
언 어	우즈베크어(공용어, 74.3%), 러시아어(14.2%), 타지크어
(4.4%)

종 교	이슬람(수니파, 88%), 동방정교회(9%)
원 수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야예프(Shavkat Mirziyoyev, 2016
년 9월 취임), [총리] 압둘라 아리포브(Abdulla Aripov, 2016
년 1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00명, 하원 150명
주요 정당	자유민주당(LDPU), 민족부활당, 인민민주당(NDP) 등
국내총생산   675억1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천
217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7천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숨(UZS), 1달러=3,906.17UZS(2017년)

약사
우즈베크인의 선조인 몽골계 유목민이 13세기까지 정착민
과 혼합 생활. 14∼15세기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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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구가. 16세기 우즈베크족이 부하라와 히바 왕국을 수립
해 중앙아시아를 지배.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지배권에 편입되
고 1924년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창설, 소련 일원
으로 복속됨. 1991년 8월 독립 선언, 국명을 우즈베키스탄공화
국으로 개칭.

정치
1991년 이슬람 카리모프가 첫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 카리모
프는 2000년과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 그는 1995년과 2000
년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했고, 2002년 1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또다시 연장하고 단원제인 의회 제도를 양원
제로 바꾸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킴. 25년간 우즈
베키스탄을 철권 통치했던 카리모프 대통령이 2016년 뇌출혈
로 사망하고 총리였던 샤브카트 미르야예프가 조기 대선에서
승리.

외교
1992년 3월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구소련 국가들과 전통
적인 우호 관계에 중점. 러시아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럽·미국과 관계 강화에 나섬. 1992년 남북한 동시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농업은 면화 생산에 주력. 금은 구소련에서 러시아에 이어
매장량 2위.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중앙아시아 인
구의 50% 차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 히바, 사마르칸트 등은
고대 실크로드가 지나던 곳으로 문화 유적도 풍부. 스탈린 치
하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다수 거주.
통신은 외무부 정보국 소속인 자혼(Jakhon). 신문은 나로드
니예 슬로보 등. 방송은 국영 우즈베크 TV·라디오.

우크라이나
Ukraine

벨라루스

언 어	우크라이나어(공용어. 67.5%), 러시아어(29.6%).
종 교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개신교
원 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2014년 6월
취임), [총리]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Volodymyr Hroysman,
2016년 4월 취임)

의 회	단원제(45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포로셴코-단결블록(BPP), 인민전선(NF), 조국당 등
국내총생산   1천41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천664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8천7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흐리브냐(UAH), 1달러=26.71흐리브냐(2017년)

약사
4∼6세기 동슬라브족이 현재의 우크라이나로 이동. 9∼12세
기 러시아 제국의 기원이 돼 ‘러시아의 어머니’라 불리는 키예
프 공국 건설. 1240년 몽골 침입으로 공국이 붕괴돼 동슬라브
족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백러시아인으로 분화. 18세기 러
시아 일부로 편입.
러시아 혁명 후 러시아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언한 정권과
소비에트정권이 동시에 수립돼 3년간 내전. 1919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수립. 1922년 소련 가입. 1941년 나치
에 점령. 1991년 8월 독립 선언과 함께 현재의 국명으로 변경.

정치
2004년 야당 대선 후보였던 빅토르 유셴코는 재투표를 통
해 당선되며 ‘오렌지 혁명’ 성공. 유셴코와 경쟁했던 야누코비
치는 2010년 대선에서 승리. 유셴코와 혁명을 주도했던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는 2011년 가스 공급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음. 2012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
했지만, 부정 의혹. 총선 후 내각 총사퇴.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협력협정 협상을 중단
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 2014년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재벌 출신 정치
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당선. 같은 해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가
임명됐지만, 경제난과 집권 연정 내 이견으로 2년 만에 자진
사퇴.

러시아
키예프 ★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면 적	60만3천550㎢
자 원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망간
인 구	4천403만3천874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키예프(Kiev)
주 민	우크라이나계(77.8%), 러시아계(1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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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크라프추크 초대 대통령은 미·유럽과 러시아 간 줄타기 외
교 전개. 유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조지아 전쟁 때 조지아 입장
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를 자극. 2011년에도 가스 공급 문제
로 러시아와 반목. 한국과는 1992년 2월, 북한과는 1992년 1월
수교.
동부지역 분리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2014년 3월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에 합병됐으며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
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선언. 2015년 민스크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지만, 2017년까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러시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교전 이어져. 유엔은 2014
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

경제 · 사회 · 문화
풍부한 천연자원, 곡창지대 보유. 농경지 비중은 전체 면적
의 80%인 5천만ha. 석탄과 철, 비철금속 등 광물자원도 풍부.
내전과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9.9%를
기록.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구제금융과 차
관을 받음.
신문은 프라우다 우크라이나, 골로스 우크라이나 등. 방송은
국영 우크라이나 라디오, TV와 크리미아 라디오·TV 등.

조지아

에트정권의 등장으로 소련 가입.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재독립.

정치
1991년 4월 헌법 제정으로 대통령제 도입. 2003년 사실상 셰
바르드나제 대통령 신임 성격인 총선이 실시됐지만, 여당 측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무혈혁명인 ‘장미혁명’ 발발. 미하일 사카
슈빌리 국민행동당 당수가 2004년 대선에서 승리. 2008년 러
시아와 전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함.
2013년 대선에서 여당 ‘조지아의 꿈’의 게오르기 마르그벨라
슈빌리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2016년 총선에서도 여당 승리.
조지아의 꿈과 야당 UNM은 모두 친서방 노선.

Georgia

외교
1993년 12월 독립국가연합(CIS)의 12번째 회원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후 CIS 탈퇴. 1992년 한국과 수교, 1994년 북한과
수교. 2011년에도 구소련과 관련된 상징물을 없애는 등 러시아
와 대립 지속.

러시아

조지아
★
트빌리시
터키

면 적	6만9천700㎢
자 원	망간, 철광석, 동, 석탄, 석유
인 구	492만6천330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트빌리시(Tbilisi)
주 민	조지아계(86.8%), 아제르계(6.3%), 아르메니아계(4.5%)
언 어	조지아어(공용어) 87.6%, 아제르어 6.2%, 아르메니아어
3.9% 러시아어 1.2%

종 교	조지아정교(83.4%), 이슬람교(10.7%)
원 수	[대통령] 게오르기 마르그벨라슈빌리(Giorgi Margvelashvili,
2013년 11월 취임), [총리] 게오르기 크리카슈빌리(Giorgi
Kvirikashvili, 2015년 12월 취임)

의 회	단원제(15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조지아희망연대, 통합민족운동(UNM) 등
국내총생산 1
 52억3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393
억2천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경제 · 사회 · 문화
석탄, 철광석, 망간, 구리 등 지하자원이 풍부해 광업이 발달
했고 온난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농업, 특히 과수농업이
발달. 포도주가 유명. 석유매장량이 많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러
시아를 거치지 않고 조지아를 거쳐 터키 수출항까지 연결되는
카스피해 연안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조지아)~지중해
의 세이한(터키)을 잇는 카스피해 송유관(BTC)이 건설돼 있음.
통신은 이프린다. 방송은 트빌리시 라디오 등.

카자흐스탄
Republic of Kazakhstan
러시아

★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6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라리(GEL), 1달러=2.535라리(2017년)

약사
2천500년 역사. 4세기께부터 기독교 신봉. 10세기께 조지
아 왕국 수립.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터키와 페르시
아의 속령이 되기도 함. 18세기 조지아 통일왕국 수립, 1783
년 ‘게오르기예프스키협정’ 체결 후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건
으로 러시아 제국에 편입.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제정러시
아 지배에서 벗어나 약 3년간 독립을 누렸으나 1921년 소비

중국

면 적	272만4천900㎢
자 원	석유, 석탄, 가스, 철, 동, 아연, 우라늄
인 구	1천855만6천698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아스타나(Astana)
주 민	카자흐계(63.1%), 러시아계(23.7%), 우즈베크계(2.9%) 등
언 어	카자흐어(공용어) 74%, 러시아어(공용어)
종 교	이슬람교(70.2%), 러시아 정교회 등 기독교(26.2%)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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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1991년 12월 취임), [총리] 바키찬 사기타예프(Bakytzhan
Sagintayev, 2016년 9월 취임)

카자흐스탄

의 회	양원제 - 상원 47명(임기 6년), 하원 107명(임기 5년)
주요 정당	누르-오탄당, 민주당 등
국내총생산   1천562억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4천743

★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만6천1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중국

<PPP> 기준)

통 화	텡게(KZT), 1달러=326.3텡게(2017년)

타지키스탄

약사
터키와 몽골 유목민으로 구성된 카자흐족이 13세기 현 지역
으로 이동. 15세기 카자흐인은 키르기스 초원으로 이동. 18세기
중국 청 왕조에 복속됐으나 이후 러시아 지배권에 편입. 러시
아 혁명과 내전을 거쳐 1920년 8월 러시아공화국 내 카자흐자
치공화국으로 편입. 1936년 카자흐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으로 소련에 편입. 1991년 12월 독립, 국명을 카자흐스탄공화
국으로 변경.

정치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독재국가. 독립 이전인 1990년 취임
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5년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
를 통해 임기를 연장한 데 이어 1997년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1
천여㎞ 떨어진 아스타나를 새 수도로 선포. 그는 1999년 조기
대선과 2005년 조기 대선에서도 잇따라 승리한 데 이어 2011
년 대선에서도 98%의 지지를 얻어 2020년까지 임기를 확정.
2016년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 누르오탄이 압승.

1992년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이슬람권임을 내세워 이란,
터키 등과 활발히 접촉. 미국과 러시아 사이 균형 외교. 1992년
1월 남북한과 각각 수교. 한국과 민관 교류 활발. 시리아 평화
회담 아스타나에서 개최.

경제 · 사회 · 문화
CIS 전체 농경지의 35% 보유. 사막지대가 넓고 수자원이 부
족함. 우라늄 매장량 세계 최대. 고려인 동포 10만여 명 거주.
한국과 경제·문화 교류 활발. 보수적인 동방정교회 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2016년 교황 방문에도 동방정교회는 1천 년
전 교리 차이를 들어 미사 불참 통보.
통신은 카즈아그(KazAAG). 방송은 국영 TV와 라디오. 신문
은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등.

키르기스스탄
면 적	19만9천951㎢
자 원	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인 구	578만9천122명(2017년 7월 추산치)

l

(공용어) 9%

종 교	이슬람교(75%), 러시아정교회(20%), 기타(5%)
원 수	[대통령]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y Jeenbekov, 2017
년 11월 취임), [총리] 사파르 이사코프(Sapar Isakov, 2017
년 8월 취임)

의 회	단원제 - 12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사회민주당(SDPK), 공화국당, 공산당, 아타-메켄 등
국내총생산   70억6천100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26억4천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천7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솜(KGS), 1달러=68.35솜(2017년)

약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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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비슈케크(Bishkek)
주 민	키르기스계(73.2%), 우즈베크계(14.6%), 러시아계(5.8%)
언 어	키르기스어(공용어) 71.4%, 우즈베크어 14.4%, 러시아어

각국현황

Kyrgyzstan Republic

6세기께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에 키르기스인의 선조인 몽
골계 유목민이 정착. 8세기 위구르제국, 13세기 원의 지배를
받다가 1876년 제정 러시아의 지배권에 편입. 러시아혁명 후
인 1918년 러시아 공화국의 일부가 됐다가 1926년 자치공화국
으로 승격. 1936년 12월 키르기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 1990년 12월 주권 선언, 1991년 1월 국명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으로 변경, 8월 독립.

정치
아스카르 아카예프는 1990년 최고회의에 의해 대통령에
임명된 뒤 1991년 직접선거에서 신임을 받음. 1993년 신헌
법을 채택하고 국명을 ‘키르기스스탄공화국’으로 개칭. 아카
예프는 1995년 재선 성공, 2000년 부정선거 시비 끝에 3선
성공.
아카예프는 2005년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국민 항의(일명
튤립혁명)로 축출됨. 야당 지도자 바키예프가 새 대통령에 취
임. 바키예프는 독재정치로 기운다는 비판을 받다 2010년 폭동
으로 축출됐고, 이어 과도정부를 이끈 로자 오툰바예바가 대통
령에 취임. 2011년 대선에서 전 총리 아탐바예프 당선. 2012년
들어 연정 붕괴. 키르기스는 그 이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부
패를 막기 위해 6년 단임제를 채택.

2017년 10월 대선에서 제엔베코프가 당선. 이 대선은 키르기
스스탄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완전히 마치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첫 사례였음.

외교

1인당 국내총생산   3천1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통 화	소모니(TJS), 1달러=8.764소모니(2017년)

약사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서방권의
지원을 얻는 데 노력. 남북한과 1992년 1월 각각 수교.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과 반테러
정책에 협력 강화.

경제 · 사회 · 문화
주요 생산품은 육류, 모, 가죽, 담배 등. 전 국토의 절반 이상
이 산지 방목이나 이목 형태로 여름에는 이동 사육하고 겨울
에는 저지에서 사육. 유목민 전통을 중시. 부패와 기반시설 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중앙아 최빈국에 속함. 고려인 2만 명
거주. 2016년 8월 수도 비슈케크 중국대사관 정문에서 자폭테
러 발생. 2017년 9월에는 국가 행사 중 테러를 시도하려던 이
슬람국가(IS) 조직원을 체포. 키르기스 내 많은 민병대원이 이
슬람 무장조직으로 전향하는 추세.
통신은 국영 키르타그(KIRTAG). 신문은 키르기스 소스, 슬
로보 키르기스타나, 키르기스 TIAL 등. 방송은 국영 키르기스
TV·라디오.

튀르크계가 주류인 구소련 소속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
게 페르시아계가 주축. 지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음. 1866년
제정 러시아에 복속. 1917년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된 뒤 튀르크
멘자치공화국의 일부로 러시아 공화국에 포함. 1924년 소련 우
즈베크공화국 내 타지키스탄자치공화국으로 됐다가 1929년 타
지키스탄공화국으로 승격. 1991년 9월 독립.

정치
독립 이후 첫 대통령인 강경공산주의자 라흐몬 나비예프가
는 1992년 반공 시위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의 끈질긴 퇴진 압
력에 사임. 1994년 에모말리 라흐몬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이
슬람 반정부 세력과 대립, 다시 내전 돌입. 1999년 대선에서 라
흐몬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 라흐몬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개헌을 통해 5년이던 임기를 7년으로 연장, 2006년과
2013년 대선에서도 승리. 종신 집권을 위한 대통령 임기 제한
삭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 2012년 들어서는 반군과 휴
전 상태.

외교

타지키스탄
Republic of Tajikistan

중국
★
두샨베

타지키스탄

1992년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러시아와는 1993년 상호
군사지원 방위협정 체결. 이란과는 인종·종교·문화적으로
밀접. 이란에 타지키스탄 난민 20만 명이 거주. 한국과 1992
년 4월, 북한과 1992년 2월 수교. 한국과는 2009년 11월 이중
과세방지협정 체결.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원 부국 타지키스탄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현지의 허약한 법치주의와 약탈적 상
업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국은 2015년 타지키
스탄에 2014년보다 160% 급증한 2억7천300만 달러를 투자
해 외국인 총 투자액의 58%를 차지, 기존 최대 투자국인 러
시아를 넘어섬.

경제 · 사회 · 문화
아프가니스탄

면 적	14만3천10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금, 갈탄, 중석, 우라늄
인 구	846만8천55명(2017년 7월 추산치)
수 도	두샨베(Dushanbe)
주 민	타지크계(84.3%) 우즈베크계(13.8%)
언 어	타지크어(공용어), 러시아어
종 교	이슬람 수니파(85%), 시아파(5%)
원 수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khmon, 2013년 11월
4선), 코히르 라술조다(Qohir Lasulzoda, 2013년 1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4명, 하원 63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인민민주당(PDPT), 농민당(APT), 경제개혁당(PERT) 등
국내총생산   72억3천400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276
억7천만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국토의 93%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파미르산맥 지역.
구소련 국가 중 최빈국. 면화와 과수를 재배하나 목축이 주요
산업. 알루미늄 생산도 활발. 2012년 WTO 가입 승인. 고려인
약 2천 명 거주.
통신은 호바르(Khovar). 신문은 사드이마르드 등. 방송은 국
영TV·라디오.

투르크메니스탄
면 적	48만8천10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유황, 소금
인 구	535만1천277명(2017년 7월 추산치)

Turkme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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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America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아슈하바트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 도	아슈하바트(Ashkhabad)
주 민	투르크멘계(85%), 우즈베크계(5%), 러시아계(4%) 등
언 어	투르크멘어(공용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종 교	이슬람교(89%), 동방정교회(9%)
원 수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medov, 2007년 2월 취임)

면 적	4천254만9천㎢
인 구	10억155만9천 명(유엔 2016년 추정치)
언 어	미국은 영어, 캐나다는 영어·프랑스어, 중남미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채택.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사용.

종 교	북미는 개신교, 중남미는 가톨릭 우세

의 회	단원제(125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공산당 후신·공식적 일당독재)
국내총생산   416억7천만 달러(2017년, 명목, 공식환율 기준), 1천
35억 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PPP> 기준)

개관

1인당 국내총생산   1만8천700달러(2017년 추산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통 화	마나트(TMM), 1달러=4.125마나트(2017년)

약사
기원전 6세기께 페르시아가 지배. 몽골 등 외세에 지속해서
지배를 받다 19세기 말 러시아에 편입. 1924년 러시아공화국
내 투르크멘자치공화국, 1925년 연방에 가입. 1991년 10월 국민
투표 통해 독립.

정치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의 스탈린
식 개인 우상화와 철권통치가 2006년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
까지 이어짐. 2007년 대선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승리. 야당의
존재가 법적으로 금지된 일당독재 체제. 2017년 대선에서도 베
르디무하메도프 97.7% 득표율로 압승.

외교
러시아와의 관계 중시. 이란 등 인접 회교국과도 밀접한 관
계. 1995년 12월 영세중립 선언. 한국과 1992년 2월, 북한과
1992년 1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지대로 오아시스에서 면화 양산.
천연가스가 대표적 지하자원.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고립
된 나라로 꼽힘. 미국 국무부는 2018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 북
한 등 10개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
통신은 국영 투르크멘 프레스(Turkmen Press). 방송은 국영
TV·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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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유럽인들의 발견 이전 아시아 대륙에서 이주해 온 인디언과
소수 에스키모가 거주. 15세기 말 유럽인의 탐험이 시작되면서
식민지 건설 본격화. 중남미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북미에
는 영국과 프랑스가 진출, 원료 공급과 판매 시장 확보를 위한
식민지 건설에 주력.
18세기 들어 이주민들이 점차 본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반발
하기 시작.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1776년 독립
을 선언. 이후 다른 중남미 나라들도 잇따라 독립.
미주 국가들은 미주기구(OAS)와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카리브해공동체
(CARICOM) 등을 통해 지역 협력과 경제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과 각
국의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도 달라 난항.
2017년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주 국가 간 갈등이 고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NAFTA 재협상에 착수하며 이웃 나
라들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시도.

최근 동향
미국은 2017년 1월 20일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45
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또는 ‘세
계의 경찰’이라는 별명으로 상징되던 기존의 개입주의 노선과
결별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국제질서
를 다시 쓰기 시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파리기후변
화협약, 유네스코 등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각종 국제협정과
기구에서 발을 뺀 것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