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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동맹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특히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게 세우며 세계 경제에 일대 변
혁을 몰고 옴. 나프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
선 것도 미국 우선주의 무역관이 반영된 행보.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하며 국내 경기 부양
에도 주력함. 해외로 떠난 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다시 불러
들이겠다는 공약의 일환임.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 6월, 12월 세 차례
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초저금리 시대와의 작별을 고하고
금리 정상화에 착수. 연준은 2018년에도 3~4차례 금리를 추
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핵개발을 가속화한 북한과의 충돌 우
려가 트럼프 1년 차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차례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화염과 분노”,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 등의 강경 발언으로 군사작전 가능
성까지 시사하며 ‘최대 압박’ 작전을 구사.
중남미에서는 4월 좌파 정부가 재집권한 에콰도르 이후
‘우클릭’ 흐름이 다시 탄력을 얻는 양상. 남미 대륙이 경제난
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12월 대선에서 칠레와 온두라스가 잇
따라 기업가 출신의 우파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탄생시켰음.
반면 베네수엘라는 국내외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무소불
위의 권력을 가진 제헌의회 출범을 강행하는 등 좌파 정권
연장을 시도 중.

북미
North America

주 민	2010년 기준 백인(72.4%), 흑인(12.6%), 아시아계(4.8%),
원주민(0.9%), 하와이․ 태평양계(0.2%), 기타(6.2%), 히스
패닉은 백인․ 흑인․ 아시아계 등에 포함(16.3%로 추정)

언 어	영어(79%), 스페인어(13%), 기타 인도·유럽 언어(3.7%),
아시아․ 태평양 언어(3.4%), 기타(1%)

종 교	개신교(46.5%), 가톨릭(20.8%), 유대교(1.9%), 모르몬교
(1.6%), 이슬람교(0.9%), 무교(22.8%)

원 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2017년 1월 20일
취임. 임기 2021년 1월 20일까지), [부통령] 마이크 펜스
(Michael R. PENCE)

의 회	양원제 - 상원 100명, 하원 435명
주요 정당	민주당, 공화당, 녹색당, 자유당
국내총생산 1
 9조3천600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5
 만9천500달러(2017년)
통 화	U.S.달러

개관
<구 성> 50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 D.C.)로 이뤄진
연방공화국. 해외 영토로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제도, 미국령
사모아, 괌, 웨이크, 태평양의 기타 제도(신탁통치령).
<지리와 기후> 본토는 동부고지, 중부저지, 서부산지로 크
게 삼분. 동부고지에는 애팔래치아 산맥, 서부산지에는 로키·
캐스케이드·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있고 중부저지에는 남북으
로 펼쳐진 넓은 평야에 세계 최장의 하천 중 하나인 미시시피
강이 관통.
본토는 북위 40도를 중심으로 온대에 속하나 남북 양단의
위도가 24도 차이가 나 지역별 기후 차가 심한 편. 북극권의 알
래스카와 열대기후인 하와이, 플로리다를 빼고 해양성(대서양
연안), 대륙성(중부), 아열대성(남부) 기후가 혼재.

약사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캐나다

워싱턴D.C.★

미국

멕시코

면 적	983만3천517㎢
자 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 동, 금, 납, 몰리브덴, 우라늄
인 구	3억2천662만5천791명(2017년 7월)
수 도	워싱턴 D.C.

<1492년 신대륙 발견 이후> 1607년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
에 영국 식민지 처음 건설. 1773년 동부에 13개 주의 식민지 건
설 후 조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영국과 갈등을 빚다 1776년 7
월 4일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선언. 독립전쟁을 거
쳐 1789년 2월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 1846년 멕
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캘리포니아주와 뉴멕시코주 획득.
1867년 제정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입. 1898년 4월 미국·
스페인 전쟁을 통해 하와이 합병. 1959년 1월 알래스카주, 8월
하와이주 편입.
<남북전쟁> 1850년대 들어 근대 공업화가 정착된 북부와
면화를 재배하던 남부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했으며 노
예제도 존속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 첨예화. 노예제 폐지를 옹
호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0년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흑인 노동력에 의존하던 남부가 연방에서 이탈해 독립을 선언
하면서 4년간 내전에 돌입한 것이 남북전쟁. 1865년 4월 북군
의 승리로 종식되고 연방제 기틀 확립.
<제1·2차 세계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처
음에는 중립을 지키다 1917년 연합군에 가담해 승전국이 됐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국의 핵심으로 승전의 주역이 되면
서 전후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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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체제 형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진영의 맹주로 자리잡고 번
영을 구가했지만 1950년대에는 매카시즘의 광풍을 겪었고 베
트남전쟁은 민권·평화운동 만개와 맞물림. 대(對)공산권 온
건 노선을 선언한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세계는 조용한 냉
전 아래 놓임. 1980년대 한때 군비 경쟁이 심화했으나 1987년
12월 구소련과 중거리핵무기 폐기에 합의하며 핵군축시대 개
막. 1988년 당선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로 시작된 탈(脫)공산화와 탈냉전시대를 주도.
1990년대부터 다시 경제적 호황 구가.
<조지 W. 부시 정부>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 조지 W. 부
시가 제4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사상 첫 부자(父子) 대통령
탄생.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돌
입. 2002년 테러 조직 소탕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개
시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이른바 ‘악의 축’으
로 규정.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테러 조직
을 지원하고 있다며 2003년 이라크전쟁 개시.
<버락 오바마 정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는 ‘변화’를 내
세우며 부시 행정부의 실정을 공격해 2008년 미국 사상 첫 흑
인 대통령으로 당선. 제44대 대통령.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1938년 이후 집권당 최악의 참패를 당했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
악하면서 건강보험 개혁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대외 관계에서는 애초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에 치중.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비전 제시와
동구권 미사일계획(MD) 철회 등으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2011년 5월 미군 특수부대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 첫 흑인 대통령 재선
이라는 신화를 이룸.
2015년 7월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
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를 도출. 그러나 여기에 반발한 사우디아
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오랜 동맹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짐.
2016년 대선 정국 속에 오바마 대통령은 1기 국무장관이었
던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클
린턴의 패배로 공화당에 정권을 내주게 됨.
<도널드 트럼프 정부> 예상을 깨고 대선에서 승리한 부동
산 재벌 출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2017년 1월 취임해
‘미국 우선주의’ 시대 개막.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 폐지를
시도하고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며 차별화를 꾀함.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에 초
강력 제재와 군사행동으로 위협함으로써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침. 역시 오바마 정부의 업적인 이란 핵합의 폐기를 시사하
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중동 정
세에도 일대 변화를 야기.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의 수사로 측근들이 기소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조사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공모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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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체(國體)·정체(政體)> 대통령 중심제·연방공화제. 연
방정부는 선전포고, 조약 체결, 화폐 발행 등의 권한이 있음.
대부분 일반 행정은 각 주에서 담당. 헌법은 전문과 본문 7개
조항, 26개 수정조항 등으로 구성. 의회의 내각불신임이 불가
능하고 장관의 의원직 겸직이 불가능한 엄격한 삼권분립 추구.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으로 군통수권
을 가짐.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의회
동의하에 조약체결권, 각료 등 고위공무원 임면권, 의회에 교
서를 보내 입법을 권고할 권한과 더불어 상·하원을 거친 법
률에 대한 거부권을 가짐. 피선거권은 출생에 의해 미국 시민
권을 취득하고 취임 시 35세 이상, 미국 거주 14년 이상인 사람
에게 부여. 임기는 4년이며 재선까지 가능. 대통령 유고 시 부
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행정 각부 장관 순으로 승계.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통해 선출(러닝메이트제)하
며 임기는 4년. 상원의장을 겸임하나 투표권은 없으며 가부동
수일 때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과 아
울러 사망, 사직, 탄핵에 의한 면직 등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한해 대통령직을 승계.
연방정부는 내각을 구성하는 15개 부처와 기타 독립기관으
로 구성. 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 이 밖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예산관리국(OMB) 국장, 무역대표부(USTR)
대표, 환경보호국(EPA) 국장 등도 장관급.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안보회의(NSC)는 국가안보에 관한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 군사 정책 등을 대통령에게 종합적으
로 자문하고 부처 간의 의견 교환과 이견 조정을 통해 통합적
안보 정책을 도출하는 임무를 수행.
□ 지방행정
각 주는 별도의 헌법을 가지며 연방헌법에 연방정부 권한으
로 규정된 것 외에는 모두 주가 권한을 행사. 독립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외에 군대(주 방위군)도 보유.
□경찰
경찰조직은 주별로 독자적이지만 대개 주(州) 경찰, 산하 각
급 행정 단위의 경찰, 카운티 보안관 등으로 구분. 연방수사국
(FBI)은 전국 단위 활동. 이 밖에 대통령과 가족의 신변 보호와
통화, 증권 범죄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재무
부 마약단속국, 국세청(IRS) 등도 소관 분야에 관해 법 집행과
수사업무 담당.
<입법부> 연방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 법안 제출권은
원칙적으로 의회만이 보유. 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약 2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다수당 의원 가운데 선출. 선거
일은 짝수 해의 11월 1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이며 대통령 선거
사이에 2년마다 중간 선거를 실시.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100명으로 구성. 피선거권 30세 이
상, 임기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 하원과 함께 갖는
권한 외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 대사, 연방법원 판사 등 대통령
이 임명하는 관리에 관한 인준권 및 탄핵심판권을 보유. 의장
은 부통령이 겸직. 2016년 11월 선거와 2017년 보궐선거 등으로
구성된 의석 분포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
하원은 각 주에서 인구 비례로 선출되는 435명으로 구성.
피선거권 25세 이상,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에서 일시에 전원 선출. 탄핵소추권을 가지며 하원의장은 다수
당에서 선출. 2016년 11월 선거로 구성된 의석은 공화당 237석,
민주당 193석, 공석 5석.
정당제도는 전통적으로 공화·민주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군소정당의 의석은 미미. 전국위원회가 중앙당과 유사한 역할.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단, 원내대표 등이 지도부 구성.
<사법부>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州) 법원으로 구분. 연방법원
은 연방최고법원(대법원), 연방항소법원(고등법원), 연방지방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주마다 연방법원에 준하는 3단계의 사법제도
를 보유. 특별법원으로는 행정법원, 청원법원, 관세법원, 특허법
원, 유산상속법원, 국제무역재판소, 군사고등법원 등이 있음.
연방법원은 연방에 관한 질의, 연방법 시행에 관한 건, 국
가 상대 소송, 조약 등을 관장.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 항소
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관한 항소 사건을 다루고 워싱
턴 D.C.와 11곳의 순회담당구역이 있으며 순회법원이라고도 함.
연방지방법원은 연방과 관련되거나 사건에 여러 주가 관련된
경우 등 주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민·형사 소송사건의 1심을
관장. 50개 주에 89곳, 워싱턴 D.C.와 4개 해외 영토에 1곳씩,
모두 94곳으로 구성.
주 법원은 주마다 이름이 다르나 대체로 최고법원, 지방법
원, 순회간이법원 세 가지로 구분하며, 대부분 형사 사건을 관
장. 대체로 배심재판에서 사실심을 맡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2
심이 되고 주 최고법원은 법률심만을 관장. 특별법원으로 소년
법원, 치안법원, 교통법원 등이 있음.
일반 시민 가운데 선임된 배심원들이 기소와 유·무죄 여부
를 결정하는 배심제도 운용. 형사사건과 20만 달러 이상의 민
사사건에 배심이 참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무
죄평결을 내리는 일반배심이 있으며 각각 7~23명, 6~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출.

외교
□ 정책 노선
트럼프 행정부는 ‘소프트파워’ 외교와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
자주의 외교로 압축되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실상 고립주의 노선
을 채택.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과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고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 오랜 동맹들에 방위비 추
가 부담을 요구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 노선은 미국 안에서도 자신의
지지층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한다는 특징을 보임.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노동자와 보수 성향의 유대인 후원자,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 그 대상. 이들이 원하는 대로 강력한
보호무역과 반(反)이민 정책을 입안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하고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한다는 결정을 내려 지역 정세에 큰 파문을 몰고 옴.
또한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
의 준수를 불인증하고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 쿠바에 대
해서도 금융거래와 여행제한을 강화하며 국교 정상화 2년 만
에 양국 관계 후퇴.

□ 한반도 관계
한국과는 강력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우
호 관계를 유지. 군사독재 시절에는 한국의 인권문제와 주한미
군 철수가 양국 간 긴장 요인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한국 경
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갈등의 상당 부분이 경제 문제로 전이.
경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
히 고조되는 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과 연계해 무역 압박
을 노골화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가
능성까지 시사하며 재협상을 유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
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검토.
한반도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를 놓고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속화로 북미 간 충돌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 북한이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북핵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
였기 때문. 북한이 9월 6차 핵실험에 성공한 것도 이런 우려
를 높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전략
적 인내’의 종식을 선언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으로 선회. 이에 따라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미국의 자체 제재를 통해 북한 경제
를 옥죄는 동시에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방위
압박. 8월 초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에 서명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압박을 높이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로켓맨(Rocket Man·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
장을 가리킨 말)이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는 등의 초강경 발
언으로 위기감을 높이기도 함.
관여(engagement) 측면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포함
한 ‘대화파’가 북한과의 협상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대
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대화에는 선을 그음.
□ 유럽 관계
기본적으로 유럽과는 2차 대전 이후 대체로 긴밀하고 우호
적 관계 유지. 이란의 핵개발 저지, 극단주의 테러와의 전쟁,
아랍권 유혈 사태 등 굵직한 국제 현안들의 해결 과정에서 유
럽과 파트너로서 협력.
이런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달라지는 분
위기.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
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난 70년간 작동한
전후 국제질서와의 결별을 선언.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본부 준공식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대
표적.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전격적으로 발을 빼고, 반(反) 이스라엘 성향을 문제삼아 유네
스코에서 탈퇴해 유럽과의 갈등 고조.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 유엔이 추진하는 ‘이주민 글로벌
협약’에서도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유럽의 집단적 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의 준수를 거부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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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사기도 함.
자신의 대선캠프와 공모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시리아 사태 해법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
이면서 예상과 달리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
□ 중동 관계
미국 주도의 국제 동맹군은 이라크 서북부와 시리아 동부에
서 국가를 참칭하고 세계 각지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킨 수니
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연합 군사
작전을 일단락.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공습의 강도를 높인 동
맹군은 10월 IS의 수도 시리아 락카를 탈환하는 전과를 거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는 시리
아를 공습한 결정도 상당한 호평을 받음.
이란에 대해서는 전임 오바마 정부와 달리 강경 노선으로
선회. 유엔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2015년 타결한 역사적인 이
란 핵합의와 관련해 10월 이란의 합의 준수에 대한 재인증을
거부하고,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
12월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지시. 여
러 종파의 공동 성지이자 분쟁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한 조치로 아랍권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 유엔총회
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찬성 128개국 대 반대 9개국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
□ 미주 관계
다른 미주 국가에 대해서는 대륙의 맹주로서 각국의 민주주
의 신장과 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해 온 것이 기본 입장. 오바마
정부에서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적대국들과도 관계 개
선을 모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시 냉각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쿠바 당국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바 개별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 이
어 10월 아바나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음파 공격’을
명분으로 워싱턴에 주재하는 쿠바 외교관 15명을 추방했으나
외교관계 단절로까지는 가지 않음.
특히 멕시코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인 ‘국경 장벽’ 건설을 실
제로 추진하고, 건설 비용을 청구해 갈등 수위가 높아짐. 멕시
코, 캐나다와의 NAFTA도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
를 들어 파기 가능성을 위협하며 재협상을 진행.
또한, 자국 내 유혈 시위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한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
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한 제재 조치를 단행.
□ 중국·일본 관계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받는 중국과는 북한
문제 해법을 위해 밀접한 공조 태세를 과시하면서도 경제 문
제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 중국이 환율조작과 덤핑으로 불
공정하게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명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무역전쟁’ 개시 가
능성을 시사. 11월에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대
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업계 청원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반
덤핑 조사를 한 것은 26년 만에 처음.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유류 밀수를 도와주고 있다며 대북제재에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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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취임 첫해에만 17번이나 통
화하는 등 긴밀한 미일 동맹을 과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놓고 어느 때보다 가까
운 공조 체계를 구축. 다만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일본에도 미국산 무
기 구매를 압박하는 등 경제면에서는 실리 위주의 외교 노선
을 견지.

경제
1980년대 침체와 1990년대 호황을 거쳐 정보기술(IT) 거품
붕괴와 9·11 테러로 잠시 위축됐다 금융시장 활성화와 이라
크 전쟁 등으로 다시 활황.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에서
의 주도권이 위태로워졌으나, 1년 차 ‘트럼프노믹스’는 주가 상
승과 실업률 하락 등의 지표로 볼 때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25% 상승.
연말에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줄이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고조. 세제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의 세
금을 감면할 것으로 전망.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모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초저금리 시대와 작별하고 금리 정상화를 본격 추진. 제롬 파
월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2018년에도 3~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

사회 · 문화
미국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종, 이민, 총기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예년보다 증폭됨.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
위 도중 발생한 유혈 충돌은 미국 사회를 둘로 쪼갠 기폭제가
됨.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편”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찬반
갈등이 격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으로 반(反)이민 노선을 분명히 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
년 80만여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공
식 폐기해 정치·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킴. 미 의회는 다카
대체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연말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 영주권 취득 방법의 하나인 ‘비
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이민 신청자의 학력, 경력, 언어 구사력
등을 점수로 매겨 선정하는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할 뜻을 밝
히는 등 이민 장벽을 높임.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총기 참사도 더욱 심각해진 모습. 10
월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58명을 숨지게 한 미 역사상 최악
의 총기 난사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11월 텍사스주의 한 교회
에서도 총기 난사로 26명이 사망.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의 수사도 미국 사회를 뒤흔든 중요 이슈. 수사 과정에서 트럼
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선거 기간에 러시아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간
의 공모 의혹이 제기됨.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선캠프 고위 관
계자들을 기소하며 수사망을 조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
모는 없었다”며 강력 반발.

캐나다

가 총리로서 정부를 구성. 2015년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40대
의 쥐스탱 트뤼도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은 집권 보수당을 누
르고 10년 만에 정권교체 성공.
캐나다 역대 최고 총리로 꼽히는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장남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
고 전 세계에 반(反) 난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시리아 난민 확대 수용 정책을 발표하는 등 신
선한 행보로 주목. 2017년 7월에는 과학자이자 캐나다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였던 줄리 파예트가 제29대 총독으로 지명됨.

Canada

외교
그린란드

캐나다

미국

오타와
★

면 적	998만4천67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은, 동, 아연, 니켈
인 구	3천562만3천680명(2017년 7월)
수 도	오타와(Ottawa)
주 민	캐나다인(32.2%) 영국계(19.8%), 프랑스계(15.5%), 스코
틀랜드계(14.4%), 아일랜드계(13.8%), 독일계(9.8%), 이
탈리안계(4.5%), 중국계(4.5%), 원주민(4.2%) 등. 복수응
답 허용으로 합계가 100% 초과.

언 어	영어(공용어·58.7%), 프랑스어(공용어·22%)
종 교	가톨릭(39%), 개신교(20.3%), 이슬람교(3.2%), 무교(23.9%) 등
원 수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 [총독] 줄리 파예트(Julie Payette,
2017년 10월 취임),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2015년 1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05명, 하원 338명
주요 정당	자유당, 보수당, 신민주당, 블록퀘벡당, 녹색당
국내총생산 1
 조7천640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4
 만8천100달러(2017년)
통 화	캐나다달러(C＄), 1미 달러=1.308C＄(2017년)

약사
1497년 영국인 존 캐보트가 뉴펀들랜드를 발견한 뒤 1553년
프랑스인이 상륙해 세인트로렌스강을 중심으로 식민지 건설.
영국과 식민지 쟁탈전 끝에 1763년 파리평화조약으로 영국의
지배권 확립. 1949년 연방제를 도입하고 국명을 캐나다로 결
정. 1982년 헌법 선포, 영국에 대한 법적 종속에서 탈피.

정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상원의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총독
이 임명. 하원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 하원 다수당의 지도자

전통적으로 대미 관계 중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월 캐나다 총리로는 19년 만에 첫 국빈 방문. 나토와 영연방
등 주요 국제기구 가맹국. 미국, 멕시코와 1994년 1월부터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 1963년 1월 한국과 수교. 한
국전쟁 참전국. 북한과는 2001년 2월 수교. 쇠고기 시장 개방
지연과 관련된 문제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2009년
4월 제소.
2011년 8월 천안함 사건 등을 계기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
외한 대북제재 강화. 2011년 12월 기후변화 관련 국제 규약인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 2012년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란과 국교 관계를 단절. 2014
년 미국 주도의 이슬람국가 격퇴전에 참여했으나 2015년 정권
교체와 함께 신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면서 IS 격퇴전
철수를 결정.

경제
막대한 천연자원과 질 높은 노동력, 현대적 생산 설비를 보
유. 주요 산업은 제지, 자동차, 제당, 원자력발전. 소맥과 수산
업, 임업 등 1차 산업도 활기. G8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정도로 고도의 개방경제
유지.
주요 교역국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이지만 미국
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86%로 대미의존도가 높음.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NAFTA 재협상을 요구받는 등 미
국과 무역 갈등. 2017년 10월에는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
디어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총 300%의 ‘관세 폭탄’을 부과당하
는 등 분쟁 격화.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2010년 이후 7년간 동결
또는 인하돼 온 기준금리를 2017년 7월 기존 0.5%에서 0.75%
로 인상. 두 달 만인 9월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한 1.0%로
결정.

사회 · 문화
1982년 헌법에 의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대등한 공용어로 규
정. 퀘벡주는 주민 82%가 프랑스계로 프랑스어를 사용. 이민
국가로서 사회 분위기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관용적. 서방 선진
17개국 가운데 빈부 간 소득 불균형 격차가 가장 큼.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탄생한
트뤼도 행정부는 파리 테러 사건 등의 여파로 전 세계에 반난
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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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확대 수용 정책을 발표했고 IS에 탄압받은 야지디족 난
민 수용도 결정. 캐나다 정부는 2017년 11월 향후 3년간 이민자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정책 보고를 의회에 제출.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 기조에도 이민자와 다문화에
반대하는 극우주의자의 테러도 발생. 2017년에는 극우 성향
대학생이 퀘벡주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살해.
또한, 트뤼도 총리는 2017년 11월 100년 넘게 지속된 원주민
어린이들의 강제동화 정책의 일환이었던 원주민 기숙학교 수
용이 실상은 ‘아동 학대’였음을 고백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

중미
Middle America

과테말라
Republic of Guatemala
멕시코

벨리즈

약사
고대 마야문명권으로 1524년 스페인령에 편입. 1821년 중미
연합의 일원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나 1822년 멕시코에 합병.
1924년 중미연방공화국을 거쳐 1939년 단일국가로 출범.

정치
입헌민주공화제. 19세기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독재와 반
군 무장투쟁, 쿠데타와 군사 통치의 악순환. 1983년 오스카 움
베르토 메히야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 1990년 대선에서 호르헤
세라노 후보가 당선, 1991년 1월 취임하면서 최초로 선거에 의
한 민선 정권 교체 실현.
세라노 대통령은 집권 초 군부 통제와 경제 안정 등 성과
를 거뒀으나 부패와의 전쟁을 이유로 의회와 대법원을 해체
하고 시민권을 제한하다 국민적 저항과 국제사회 압력에 굴
복하고 국외로 탈출. 1996년 평화협정으로 35년간의 내전
종식.
2012년 1월 취임한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은 유엔 산
하 반부패 기구인 CICIG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패 스캔들
여파로 2015년 9월 사임. 10월 임시 대통령 체제 아래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 지미 모
랄레스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인기를 얻어 당선. 2016년 1
월 취임.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당인 국민통합전선(FCN)이 82만5천
달러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과테말라 의
회는 2017년 9월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안건을 표결했으나 부
결. 부결 후에도 전국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짐.

외교
과테말라
★

과테말라 시티

온두라스

면 적	10만8천889㎢
자 원	원유, 니켈, 희귀 목재, 어류, 치클, 수력
인 구	1천546만732명(2017년 7월)
수 도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주 민	메스티소·유럽계 60.1%, 마야 39.3%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68.9%, 마야어 30.9%
종 교	가톨릭, 개신교, 토속 마야종교
원 수	[대통령] 지미 모랄레스(Jimmy Ernesto Morales Cabrera,
2016년 1월 14일 취임), [부통령] 하페트 카브레라 프랑코
(Jafeth Cabrera Franco)

의 회	단원제(158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국민통합전선(FCN), 희망전국연대(UNE), 신자유민주당
(LIDER), 국민대연합당(GANA), 애국자당(PP)

국내총생산 1
 천383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8
 천200달러(2017년)
통 화	케찰(Quetzal), 1미 달러=7.323케찰(2017년), 달러화도 공식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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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니카
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등
과 불가침조약을 체결. 미국과는 인권 침해와 군부 통치 등
의 문제로 껄끄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전통적으
로 우호관계 유지. 모랄레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이 대선 기간 중남미 불법 이민자를 막는 국경 장벽을 건설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자 과테말라 일꾼을 쓰라고 조롱하
기도.
한국과는 1962년 10월 수교.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2007년 9월 뉴욕에서 헤르트 오센탈 과테말라 외무장관과 회
담을 갖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 비상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7년 8월 자신의 대선자금 의혹을 수
사하던 유엔 산하 반부패 기구인 ‘유엔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
위원회’(CICIG)의 이반 베라스케스 위원장을 외교적 기피 인물
로 선언하고 추방 명령을 내려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음. 과테
말라 헌법재판소는 베라스케스 위원장의 추방 명령에 대해 무
효 결정.
과테말라는 2017년 12월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텔아비브
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
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의 결정에 동참한 나라가 됐음.

경제 · 사회 · 문화

정치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
할 만큼 비중이 큰 반면 공업은 내수시장과 미국, 중미시장을
겨냥한 경공업과 식품가공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 주요 농업
수출품은 커피, 설탕, 바나나. 전 국민의 56.2%가 빈곤선 이하
에서 생활하며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
2009년과 2010년 한인 교민들의 잇단 피살 사건으로 교민
사회 불안. 한국의 의류와 봉제수출업체 200여 곳이 과테말라
에 진출해 있으며 교민은 1만여 명. 2012년 10월과 11월 잇따라
강진이 발생해 50명 이상이 사망. 2014년 여름 극심한 가뭄으
로 대부분 지역에 재난사태 선포. 2015년 10월에는 홍수로 인
한 산사태가 발생해 144명 사망.
2017년 3월에는 수도 과테말라시티 동쪽 산호세 피눌라에 있
는 국립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불이 나 14~17세 소녀 41명 사망.

영국 국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와 영국식 의원내각제.
1979년 군부 쿠데타로 에릭 게어리 총리 실각, 비숍 취임. 1983
년 권력 투쟁으로 비숍 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각료 살해. 같은
해 미국과 카리브해동맹국 연합군이 침공. 1984년 총선 실시,
신국민당의 허버트 블레즈가 총리 취임. 1990년 실시된 총선에
서 민족민주회의(NDC)가 연정 구성.
1995년 NNP의 키스 미첼이 총리로 취임. 2003년 총선에서
NNP가 15개 의석 중 8석을 차지하며 3기 연속 집권. 그레나다
재심재판부는 2007년 6월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의 빌미를 제
공했던 쿠데타 주역 13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즉각 석방을 명령
하고 나머지 10명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외교
영연방과 동카리브해국가기구(OECS) 회원국. 1974년 유엔
가입. 한국과는 1974년 8월 수교, 북한은 1970년 수교 후 1985
년 단교, 1991년 다시 수교. 그레나다는 2005년 1월 대만과 단
교를 조건으로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그레나다
Grenada

경제 · 사회 · 문화

카리브해

대서양

그레나다
세인트 조지스 ★

베네수엘라

면 적	344㎢
자 원	목재, 열대 과일
인 구	11만1천219명(2016년 7월)
수 도	세인트 조지스(St. George’s)
주 민	흑인(82.4%), 혼혈(13.3%), 인디언(2.2%)
언 어	영어(공용어), 프랑스 방언
종 교	개신교(49.2%), 가톨릭(36%), 기타(5.5%)
원 수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 [총독] 세실 라 그레나데(Cecile

농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용, 향료로 쓰이는
식물 육두구와 코코아, 바나나 등이 주요 작물. 관광도 주요 외
화 수입원.
2004년과 2005년 허리케인으로 관광산업과 농업이 크게 위
축되는 등 경제적으로 타격. 2011년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
권대회 남자 400m에서 키러니 제임스(19)가 우승, 전 세계 메
이저 스포츠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 획득. 제임스는 2012년 8
월 런던올림픽에서도 육상 남자 400m에서 그레나다에 최초로
금메달을 안김.

니카라과
Republic of Nicaragua
온두라스

카리브해

니카라과

La Grenade, 2013년 5월 취임), [총리] 키스 미첼(Keith
Mitchell, 2013년 2월 취임)

★ 마나과

의 회	양원제 - 상원 13명, 하원 15명
주요 정당	신국민당(NNP), 민족민주회의(NDC), 그레나다연합노동당
(GULP)

국내총생산 1
 5억9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4천700달러(2017년)
통 화	동카리브달러(XCD), 1미 달러=2.7동카리브달러(고정환율)

약사
콜럼버스가 1498년 발견했으며 프랑스령을 거쳐 1763년 영
연방에 편입. 1974년 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

태평양
코스타리카

면 적	13만370㎢
자 원	금, 은, 구리, 텅스텐, 납, 아연, 목재, 어류
인 구	602만5천951명(2017년 7월)
수 도	마나과(Managua)
주 민	메스티소(69%), 백인(17%), 흑인(9%), 아메리카 원주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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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95.3%, 미스키토 2.2% 등
종 교	가톨릭(51.6%), 개신교(33.9%)
원 수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Jose Daniel Ortega Saavedra,
1984~1990년 첫 번째 임기, 2007년 두 번째 임기 시작, 2012년
세 번째 임기 시작, 2017년 네 번째 임기 시작, 임기 5년)

의 회	단원제(92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입헌자유당(PLC),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 니카
라과보수당(PCN)

국내총생산 3
 62억2천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5
 천800달러(2017년)
통 화	코르도바(Cordoba), 1미 달러=30.11코르도바(2017년)

오르테가 대통령은 2010년 9월 수도 마나과에서 김형준 북
한 외무부상과 회담했으며,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재수립하겠다고 발표. 2016년 12월 쿠바를 방문한 최룡
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쿠바에서 오르테가 대
통령을 면담하고 2017년 1월 취임식에도 참석.

경제 · 사회 · 문화
아메리카 대륙 최빈국 중 하나로 각종 사회·경제지표가
취약하며 막대한 대외 부채 보유. 최근 몇 년간 국제 지원과
부채 탕감,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괄목할 거시경제 안정 달
성.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3대 소득원으로 자
리매김.

약사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멕시코제국과 중미연합
에 편입됐다 1838년 독립해 공화국으로 출범. 아나스타시오 소
모사 국가경비대 사령관이 1936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족벌
통치체제를 구축하며 1979년까지 집권.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정치
소모사 정권에 대항해 게릴라전을 벌여온 산디니스타민족
해방전선(FSLN)이 1979년 대규모 봉기를 통해 소모사 정권을
붕괴시키고 좌익 정권 수립.
산디니스타 정권이 사기업 국유화, 개인재산 몰수, 중미
국가 좌파 게릴라 지원 등 좌익 성향을 노골화하자 미국은
1981년 니카라과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1985년 무역제재와
함께 니카라과 레지스탕스, 일명 ‘콘트라반군’을 지원하기
시작.
소모사 정권 붕괴 이후 첫 대통령(1984~1990년)이었던 반
미주의자이자 FSLN 지도자 출신 오르테가가 2006년, 2011년,
2016년 대선에서 연속으로 승리해 2017년 네 번째 임기를 시
작. 2013년 12월 대통령 재임 횟수 제한 규정을 없애는 개헌안
이 의회를 1차 통과하면서 오르테가 대통령의 종신 집권 현실
화. 이어 오르테가 대통령은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워 2016년 11월 당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부 정부통령이 탄생. 이듬해 1월 취임.
2017년 11월 지방선거에서도 좌파 여당인 FSLN이 전체 153
곳 중 135곳의 시장을 석권하며 압승.

외교
중미안보위원회(CASC) 회원국으로서 역내 군비 감축과 국
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창. 카리브해의 산안드레스 군
도와 주변 수역을 둘러싸고 온두라스와 영토 분쟁 중, 2000년
2월 양국 해군이 교전. 코스타리카와는 산후안 강을 둘러싸고
200년 가까이 분쟁.
2009년 1월에는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총리를
‘특임대사’로 임명하고 외교 여권도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져
태국과 외교 마찰. 중국 대신 대만과 국교 수교. 대만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 제공.
한국과는 1990년 8월 수교. 한국 국방부는 2012년 5월 니카
라과를 6·25 전쟁 당시 지원 의사를 표명한 국가에 새롭게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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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 산토도밍고

면 적	4만8천670㎢
자 원	니켈, 보크사이트, 금, 은
인 구	1천73만4천247명(2017년 7월)
수 도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주 민	혼혈(73%), 흑인(15.8%), 백인(13.5%)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95%), 기타(5%)
원 수	[대통령] 다닐로 메디나 산체스(Danilo Medina Sanchez,
2012년 8월 취임, 2016년 8월 두 번째 임기 시작, 임기 4년)

의 회	양원제 - 상원 32명, 하원 190명
주요 정당	도미니카혁명당(PRD), 도미니카자유당(PLD), 사회기독
개혁당(PRSC)

국내총생산 1
 천726억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7천 달러(2017년)
통 화	도미니카페소(DOP), 1미 달러=47.42도미니카페소(2017년)

약사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후 스페인 제국에 편입. 1844년
후안 파블로 두아르테가 아이티를 서쪽으로 몰아내고 독립, 도
미니카공화국을 수립. 1865년 스페인 제국에 재편입됐다 다시
독립. 군부독재와 쿠데타가 이어지다 1978년 5월 이후 민선 대
통령이 정권 인수.

주요 정당	연합노동자당(UWP), 도미니카노동당(DLP), 도미니카자

정치
1978년 5월 대선에서 도미니카혁명당(PRD)의 안토니오 구
스만 당선. 1986년과 1990년 대선에서는 발라게르가 잇따라 당
선. 1996년과 2000년 대선에서는 도미니카자유당(PLD)의 레오
넬 페르난데스와 PRD의 히폴리토 메히아가 각각 당선됨.
2004년 대선에선 PLD의 페르난데스가 재집권에 성공.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08년 5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
1996~2000년, 2004~2008년에 이어 3기 대통령직 수행.
2012년 5월 대선에서 집권 PLD의 다닐로 메디나 후보가 당선
돼 2012년 8월 취임. 이어 2016년 5월 재선에 성공.

외교
미주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 중국 대신 대만을 인정. 최
근 국내 정정 불안을 피해 도미니카로 밀려드는 아이티인 급
증. 한국과 1962년 6월 수교, 북한과는 2007년 9월에 수교. 페
르난데스 대통령은 외교 수립 이후 최초로 2006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

경제 · 사회 · 문화

유당(DFP)

국내총생산 8
 억5천1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2천 달러(2017년)
통 화	동카리브달러(XCD), 1미 달러=2.7동카리브달러(1976년
이후 고정)

약사
1493년 콜럼버스가 발견. 1635년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하
면서 선교사들이 유럽인 최초로 거주. 영국과 프랑스가 영유권
다툼을 벌였으며 1967년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데 이
어 1978년 독립.

정치
공화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 대통령은 다
수당의 지도자를 총리로 임명하며 총리의 추천으로 각료 임명.
의원 30명 가운데 21명은 직선으로 선출하며 나머지는 임명직.

외교 · 경제 · 사회 · 문화

설탕, 커피, 담배 등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나 자유무역지
대 창설과 관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서비스부문이 농업을 제
치고 최대 산업으로 부상. 1996년 페소화 평가절하, 소득세 감
면, 수입관세 인하, 휘발유가 인상 등 일련의 경제개혁 단행.
2015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7% 경제성장률 달성. 2016년 11
월 집중폭우로 인한 홍수가 나 2만 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도미니카연방

한국과 1978년 수교. 북한과는 1979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
나, 1981년 단교 선언, 1991년 다시 수교.
바나나가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
입어 관광산업이 급성장.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17.7%를 차지하
며 농업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40%. 1994년과 1995년 허리케
인으로 큰 피해를 본 뒤 1998년 이후 경제 안정세.

멕시코
Commonwealth of Dominica

United Mexican States
미국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 로소

면 적	751㎢
자 원	목재, 수력
인 구	7만3천897명(2017년 7월)
수 도	로조(Roseau)
주 민	흑인(86.6%), 혼혈(9.1%)
언 어	영어(공용어), 프랑스어 방언
종 교	가톨릭(61.4%), 개신교(28.6%)
원 수	[대통령] 찰스 사바린(Charles A. Savarin , 2013년 10월 취임),
[총리] 루즈벨트 스케릿(Roosevelt Skerrit, 2004년 1월 취임)

의 회	단원제(32명, 임기 5년)

★
멕시코시티

면 적	196만4천375㎢
자 원	석유, 금, 은, 구리, 납, 아연, 천연가스, 목재
인 구	1억2천457만4천795명(2017년 7월)
수 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
주 민	메스티소(62%), 아메리카 인디언계(21%), 아메리카 인디언
(7%), 기타(10%, 대부분 유럽인)

언 어	스페인어(92.7%), 토속어
종 교	가톨릭(82.7%), 개신교(5%), 무교(4.7%), 기타(1.9%)
원 수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2012년
12월 취임, 임기 6년)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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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양원제 - 상원 128명, 하원 500명
주요 정당	제도혁명당(PRI), 국민행동당(PAN), 노동당(PT), 국가재
건운동(MORENA) 등

국내총생산 2
 조4천6억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9천5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멕시코페소(MXN), 1미 달러=18.26멕시코페소(2017년)

약사
스페인 점령 전 아즈텍, 마야, 사포텍, 테오티와칸, 톨렉, 올
멕 등 고도로 발달한 고대문명이 번성했던 국가. 스페인 정복
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불과 2년 만(1519~1921년)에 정복에 성
공, 이후 스페인 식민 통치가 약 300년간 지속. 1810년 9월 16
일 독립 선포와 함께 스페인과 전쟁 돌입. 1821년 멕시코 독립
과 입헌군주제 채택을 골자로 한 조약이 체결됐으나 1822년 12
월 공화제 선포에 이어 1824년 공화정 출범.
1910∼1920년 혁명 와중에 1914년 신헌법이 제정되고 1929
년 설립된 제도혁명당(PRI)이 70년 이상 집권하며 사실상 단일
정당 지배 체제 구축. 2000년 야당으로선 처음으로 국민행동
당국민행동당(PAN)이 승리. PAN은 2006년 잇따라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2012년 다시 PRI가 정권을 재탈환.

정치
2000년 대선에서 제1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
스 케사다 후보가 당선하면서 71년간 유지됐던 PRI 독주 체제
종식. 2006년 대선에서도 PAN의 펠리페 칼데론 후보가 이겨
정권을 연장함.
그러나 2012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 PRI 엔리케 페냐 니에
토 후보가 이겨 12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 니에토 대통령은
2012년 12월 취임한 뒤 이듬해 교육·조세·에너지분야 등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다만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
서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책에 니에토 대통령의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오름.

외교
국경을 맞댄 미국과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 쿠바 문
제 등 일부 외교 현안에서는 이견 노출. 폭스 대통령은 2000
년 8월 당선자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양국의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도 취
임 후 첫 방문국으로 멕시코를 선택. 폭스 대통령은 국내 반
대 여론에도 불구, 미국의 9·11 테러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
입장 표명.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017년 들어서면서 멕시
코 국경 장벽의 비용 설치 문제를 놓고 양국의 갈등이 깊어
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며 멕시코산 수입제품의 고관세 부과 등으로 위협. 멕시코
는 비용 부담을 절대 할 수 없다며 반발. 2017년 8월 개시한
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커
지는 상황.
폭스 대통령은 2001년 6월 방한해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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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재확인. 또 2003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
의. 양국 간 FTA 협상은 시장개방 수위 등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로 2008년 6월 이후 중단됐다가 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
로 7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
한국과는 1962년 1월 수교. 2011년 12월 한국과 멕시코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각각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동포 인권침해 문
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멕 인권위 상호협력’ 협정을 체
결. 한국 기획재정부와 멕시코 재무부는 2012년 2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추진 MOU 체결. 북한과는 1980년 수교.

경제
NAFTA 체제 출범 1년 만인 1994년 말 페소화 폭락 사태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뒤 통화긴축과 재정적자 축소 정책,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으로 외환시장 안정 회복. NAFTA
출범에 따른 개방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IMF 관리체제를 극복
하고 견실한 경제성장 지속하며 경제 규모 세계 11위로 성장.
2001년 들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데다 9·11 테러
여파까지 겹치면서 경제에 타격. 2008년 말 세계적인 경제 위
기 여파로 또다시 심각한 경제 침체기를 겪고 2010년부터 회
복. 낮은 실질 임금과 높은 실업률, 소득분배 불균형 등은 여전
한 사회 문제임.
2011년 11월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11개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TPP)에 동참할 뜻을 밝힘. TPP는 결국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협정이 무산 위기에 놓임.
현재 멕시코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5개국과 단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NA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리한 조항으로 돼 있다고 반발하면서 2017년 8월 재협상
개시. 미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2017년 초반 멕시코 페소
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추세를 보임. 허리케인과 지진 피해까
지 더해지며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4년 만에 최저치인
1.5%를 기록.

사회 · 문화
토착문명과 서구문명, 백인과 유색인종, 전통과 현대가 공존
하는 다양성의 국가. 부패와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남북 간, 인종 간 소득수준 격차에 따른 사회 분열도 국가통합
을 저해.
억압과 빈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항의해 1994년 봉기한
치아파스주의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 정부군과 대치
를 계속하다 폭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평화협상에 참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며 2000년 12월 포포카테페틀(일명
포포) 화산이 폭발해 주민 수만 명이 대피. 2006년 12월 취임한
칼데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2011년 1~9월
에만 마약 폭력으로 약 1만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 확산.

치안 불안에 따른 멕시코 한인동포 범죄 피해도 심각. 2012
년 5월 군은 수십 구의 시신을 훼손한 마약 카르텔을 검거.
2013년 9월과 12월에도 현지 한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4월에는 한인 의류상이 강도의 총격을 받고 사망.
2014년 9월에는 게레로주 이괄라시에서 교사 임용 차별 철
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43명이 실종됐으며 갱단
에 살해됐다는 수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안기기도.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의 고리’에 속해 2017년 9월 7일 규모
8.1의 대지진을 포함해 연중 강진이 반복. 9월 19일 지진에선
한국인 사망자도 발생.

제 발족. 1961년 자치권 획득. 1966년 11월 독립. 입헌군주제. 하
원은 직선, 상원은 총독이 총리와 야당 지도자의 제청을 받아
14명, 독자적으로 7명을 각각 지명. 임기는 각 5년.
1994년 9월 총선에서 바베이도스노동당(BLP)이 19석을 차지
해 오언 아서 총리 정부 출범. 데이비드 톰슨 총리가 2008년 1
월 취임했으나 2010년 10월 23일 췌장암으로 사망. 프레운델
스튜어트 부총리가 총리직 승계. 2018년 1월 샌드라 메이슨 총
독 취임.

외교
영연방과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공동시장 가맹국, 유엔과의
관계를 중시. 미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
하면서도 쿠바, 중국, 베트남 등과 교류. 한국과 1977년 11월, 북
한과 1977년 12월 각각 수교.

바베이도스
Barbados

경제 · 사회 · 문화

대서양

바베이도스

카리브해

★ 브리지타운

동카리브해 지역 부국 중 하나로 20세기까지 사탕수수와 럼
주, 당밀이 주요 소득원. 1990년대 들어 관광업과 제조업의 비
중이 커짐. 미국과 시간대가 같고, 고학력 노동인구 비율이 높
은 이점으로 역외 금융정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하는 추세.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심
각한 경제 침체.
징병제는 아니지만 18세 이상 국민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음. 18세 이전 청년은 부모가 동의하면 군 복무 가능.

베네수엘라

면 적	43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어류
인 구	29만2천336명(2017년 7월)
수 도	브리지타운(Bridgetown)
주 민	흑인(92.4%), 백인(2.7%) 혼혈(3.1%)(2010년 추정치)
언 어	영어
종 교	개신교(66.4%), 무교(20.6%), 기타 기독교(5.4%), 가톨릭

바하마
Commonwealth of the Bahamas

북대서양
★

나소

(3.8%)

바하마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1952년 2월 6일부터), [총독] 샌
드라 메이슨(Sandra Mason, 2018년 1월 8일 취임), [총리]
프레운델 스튜어트(Freundel Stuart, 2010년 10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21명(총독 임명), 하원 30명(직선)
주요 정당	바베이도스노동당(BLP), 민주노동당(DLP), 국민권한당

쿠바

(PEP)

국내총생산 4
 9억1천900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7천500달러(2017년, PPP기준)
통 화	바베이도스달러(BBD$), 1미 달러=2바베이도스달러(달러 고
정 페그제)

약사
1627년 영국 선원들이 발견. 1627년 영국령 편입. 영국령으
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거주민이 없었음. 노예제도가 폐지된
1834년까지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사탕수수 경작. 1940년대
정치 사회 개혁이 서서히 이뤄지며 1954년 총독 임명의 내각

면 적	1만3천880㎢
자 원	소금, 아라고나이트, 목재, 경작지
인 구	32만9천988명(2017년 7월)
수 도	나소(Nassau)
주 민	흑인(90.6%), 백인(4.7%)
언 어	영어(공용어), 크리올(아이티 이민자 사용)
종 교	개신교(69.9%), 가톨릭(12%), 기타 기독교(13%)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1952년 2월 6일부터), [총독] 마
거릿 핀들링(Marguerite Pindling, 2014년 7월 취임), [총리]
허버트 미니스(Hubert Minnis, 2017년 5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6명, 하원 39명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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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민주국민연합(DNA), 진보자유당(PLP), 자유국민운동(FNM)
국내총생산 9
 3억3천900만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5천1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바하마달러(BSD), 미 달러화와 등가(고정)

멕시코
카리브해
★ 벨모판

약사

벨리즈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 발견 당시 루카얀 인
디언들이 살고 있었음. 1647년 영국인들이 정착하기 시작. 1718
년 영국 총독 파견. 스페인령, 영국령 거쳐 1964년 자치권 획
득. 1973년 7월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치
입헌군주제. 1967년 이래 진보자유당(PLP)의 흑인 정부가 집
권. 1992년 8월 총선에서 자유국민운동(FNM)이 압승, 당수 휴
버트 잉그레이엄이 총리에 취임. PLP가 2012년 총선에서 승리
해 페리 크리스티 총리가 취임. 2017년 5월 선거에선 FNM이
다시 득표율 57%로 과반을 넘겨 허버트 미니스 총리가 취임.

외교
영연방, 카리브공동체와 카리브공동시장 가맹국. 미국, 영국
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인접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우호관계가
기조. 1983년 비동맹회의에도 가입. 한국과는 1985년, 북한과는
1971년 수교. 2011년 8월 한덕수 주미대사가 코르넬리우스 스미
스 주미 바하마 대사와 한-바하마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역외탈세 거래를 적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경제 · 사회 · 문화
카리브해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두 번째로 높
은 부국. 관광과 역외 금융의 비중이 절대적. 관광은 GDP의
75~80% 이상, 직간접 고용 인원의 절반을 차지. 역외 금융은
GDP의 15%를 차지.
해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17~18세기 해적이 극성을
부렸으며 오늘날에도 불법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를 옮겨 싣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음.
2015년 6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을 아버지뿐 아니
라 어머니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한 개헌안이 국
민투표에 부쳐짐. 관련 유엔기구들의 지원 속에 정부가 적극
찬성 운동을 펼쳤으나 부결됨.

벨리즈
Belize

면 적	2만2천966㎢
자 원	경지, 목재, 어업, 수력
인 구	36만346명(2017년 7월)
수 도	벨모펀(Belmopan)
주 민 메스티소(52.9%), 크리올인(25.9%), 마야인(11.3%), 가리
푸나인(6.1%) (2010년 추정치)

언 어 영어(공용어. 인구 62.9% 사용), 스페인어(인구 57% 사용),
마야어, 가리푸나어

644

l

각국현황

종 교	가톨릭(40.1%), 개신교(31.5%), 무교(15.5%), 기타(10.5%)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총독] 콜빌 영(Colville Young,
1993년 11월 취임), [총리] 딘 배로(Dean Oliver Barrow,
2008년 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2명, 하원 31명(임기 5년)
주요 정당	국민연합당(PUP), 연합민주당(UDP), 벨리즈진보당(BPP) 등
국내총생산 3
 2억3천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8
 천3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벨리즈달러(BZD), 1미 달러=2벨리즈달러(고정)

약사
고대 마야 도시국가. 150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래 스페
인령이었으나 1789년 영국·스페인 전쟁으로 1854년 영연방이
된 뒤 1964년 자치권 획득. 1981년 영국령 온두라스에서 벨리
즈로 국호 변경,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 독립하기 전까지 영
국과 과테말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었으며 독립 후에도 영
유권으로 마찰.

정치
입헌군주제. 1998년 8월 하원선거에서 중도우파인 국민연합
당(PUP)이 승리, 사이드 무사 당수가 총리로 취임. 2008년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연합민주당(UDP)이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
딘 배로 당수가 총리에 취임. 범죄 퇴치와 정부의 부패 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2012년 3월 총선에서 UDP가 다시 승리.

외교
영국과 긴밀한 유대관계. 과테말라와 1991년 수교했으나
1993년 집권한 에스키벨 총리가 과테말라와 체결한 전 정권
의 영토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선거 이슈로 부각.
1993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중미정상회담에도 불참하는 등 냉
각 관계 지속. 과테말라는 벨리즈가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한 후에도 1991년까지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2만2천965㎢에 달하는 벨리즈의 영토 중 절반 이상의
영유권을 주장. 한국과는 1987년 4월, 북한과는 1991년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관광이 최대 외화수입원. 농산물과 수산자원 풍부. 1990년
대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와 설탕의 가격 폭락으로 경기 침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1999~2007년 GDP 증가율이 평

균 4% 육박.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2009년 마이너스
1.5% 성장. 2012년 9월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는 벨리즈를 ‘완전한’(full) 채무불이행(디폴트)보다 조금 나
은 ‘선택적’(selective)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정. 과도한 해외 부
채, 높은 실업률, 무역 적자 확대, 남미 마약산업 연루, 높은 범
죄율, 에이즈 창궐 등으로 신음.

외교
유엔과 영연방 가입.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 시 파병. 한국과
1979년 2월, 북한과는 같은 해 9월 수교. 1984년 1월 컴프턴 전
총리 방한. 1988년 3월 북한과 외교를 단절했다가 1990년 7월
복교. 2007년 5월 중국과 단교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복원.

경제 · 사회 · 문화

세인트루시아
Saint Lucia

★
카스트리스

1834년 플랜테이션에서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농
업이 주력 산업으로 망고, 아보카도 등이 주요 수출 품목. 최
근 역외 금융과 관광이 급성장하며 관광은 국내총생산(GDP)의
65%를 차지. 관광업 부침, 자연재해, 해외 원유 의존도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카리브해
킹스타운
★

베네수엘라

면 적	616㎢
자 원	삼림, 모래사장, 광물, 광천, 지열
인 구	16만4천994명(2017년 7월 추정치)
수 도	카스트리스(Castries)
주 민	흑인(85.3%), 혼혈(10.9%), 동인도인(2.2%)(2010년 추정치)
언 어	영어(공용어), 프랑스어 방언
종 교	가톨릭(61.5%), 개신교(25.5%), 무교(5.4%), 기타 기독교
(3.4%)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총독] 네빌 세낙(Neville Cenac,
2018년 1월 취임), [총리] 알렌 차스타넷(Allen Chastanet,
2016년 6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1명, 하원 17명
주요 정당	루시아국민행동당(LPM), 세인트루시아노동당(SLP), 통
일노동자당(UWP)

국내총생산 2
 3억840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3천5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동카리브달러(XCD), 1미 달러=2.7동카리브달러(고정)

약사
1503년 스페인이 발견. 1660년 프랑스령. 영국과 프랑스 사이
에서 영유권이 바뀌다가 1814년 영국령으로 최종 귀속. 그 사이
영유권이 14번이나 바뀜. 1967년 자치권 획득. 1979년 2월 독립.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면 적	389㎢
자 원	수력, 경작지
인 구	10만2천89명(2017년 7월)
수 도	킹스타운(Kingstown)
주 민	흑인(66%), 혼혈(19%), 동인도인(6%), 유럽인(4%), 카리
브해 인디언(2%)

언 어	영어, 프랑스어 방언
종 교	개신교(75%), 가톨릭(13%), 기타(12%)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1952년 2월6일부터), [총독] 프
레드릭 내대니얼 밸런타인(Fredrick Nathaniel Ballantyne,
2002년 9월 취임), [총리] 랄프 E. 곤살베스(Ralph E.
Gonsalves, 2001년 3월 취임)

의 회	단원제(21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민주공화당(DRP), 통일노동당(ULP), 신민주당(NDP)
국내총생산 1
 2억8천100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1천6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동카리브달러(XCD), 1미 달러＝2.7동카리브달러(고정)

정치
입헌군주제. 상원은 총리, 야당 지도자, 총독 등이 각각 지
명. 임기는 상·하원 각 5년. 2016년 6월 하원 선거가 있었음.
UWP와 SLP가 각각 54.8%, 44.1%의 지지율로 11석, 6석의 의석
을 나눠 가짐.

약사
1498년 콜럼버스가 발견. 국가명은 세인트빈센트의 날에 발
견된 데에서 유래. 원주민의 저항으로 오랜 기간 식민지화를
막아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끝에 1762년 영국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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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령. 1958년 서인도제도연방에 가입. 1969년 자치권 획득.
1979년 10월 독립.

정치 · 외교
입헌군주제. 국회의원 임기는 5년. 1998년 6월 총선에서 신
민주당(NDP) 승리, 4기 연속 집권. 2001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통일노동당이 승리하며 정권교체에 성공. 영연방과 카리브해공
동체, 동카리브기구 등에 가입. 중국 대신 대만을 인정. 한국과
1979년 10월, 북한과 1981년 4월 외교관계 수립. 1988년 1월 대한
항공 폭파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단교했다가 1990년 8월 복교.
2010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97번째 참여국이 됨.

약사
카리브 인디언이 수백 년간 거주한 섬나라. 1623년 서인도 제
도에서 처음으로 영국에 의해 식민지화. 프랑스와의 영토 전쟁을
거쳐 1783년 영국령에 편입. 1967년 자치권 획득. 1983년 9월 독립.

정치 · 외교
입헌군주제. 외교 정책의 기조는 친미 노선. 영연방 가맹
국. 1983년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 시 파병. 한국과는 1983년 9
월, 북한과는 1991년 11월 수교. 1983년 11월 시몬즈 전 총리 방
한. 티모시 해리스 당수가 이끄는 인민노동당(PLP)이 2015
년 1월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세인트키츠네비스노동당
(SKNLP)의 20년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교체에 성공.

경제 · 사회 · 문화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관광. 인구 대다수가 바나나 생산과 관광
업 종사. 관광객 증가와 유가 하락, 건설 경기 반등으로 경제 회
복 추세. 곤살베스 총리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공항이 2017년 초
개장. 2016년 소두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카 바이러스’ 발병.

경제 · 사회 · 문화
관광수입에 크게 의존. 2009년 해외 관광객 20여만 명 기
록. 관광산업 매출이 커지고 기존 주력 생산품인 설탕 매출은
줄자 정부가 설탕산업 중단을 결정. 이후 수출형 제조업과 역
외 금융분야를 육성해 공공부채를 2013년 국내총생산(GDP)의
83%로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세인트키츠네비스
Saint Kitts and Nevis

아이티
Republic of Haiti

카리브해

바스테르
★

세인트 키츠 네비스
카리브해

아이티
베네수엘라

면 적	261㎢
자 원	경작지
인 구	5만2천715명(2017년 7월)
수 도	바스테르(Basseterre)
주 민	토착 흑인, 영국계, 포르투갈계, 레바논계
언 어	영어(공용어)
종 교	성공회, 개신교, 가톨릭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총독] 새뮤얼 시튼(Samuel
Seaton, 2015년 9월 취임), [총리] 티모시 해리스(Timothy
Harris, 2015년 2월 취임)

의 회	단원제(14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인민노동당(PLP), 세인트키츠네비스노동당(SKNLP),
관심있는 시민운동(CCM), 국민행동운동(PAM), 네
비스개혁당(NRP) 등

국내총생산 1
 5억2천800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6천8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동카리브달러(XCD), 1미 달러=2.7동카리브달러(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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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토프랭스

면 적	2만7천750㎢
자 원	보크사이트, 구리, 탄산칼륨, 금, 대리석
인 구	1천64만6천714명(2017년 7월)
수 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
주 민	흑인(95%), 혼혈(물라토) 및 백인(5%)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크리올어(토착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54.7%), 개신교(28.5%), 부두교(2.1%), 무교
(10.2%), 기타(4.6%)

원 수	[대통령]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ise, 2017년 2월 취임),
[총리] 잭 기 라퐁탕(Jack Guy Lafontant, 2017년 3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0명, 하원 118명
주요 정당	라발라스가족당(FL) 등 수십 개 정당 난립
국내총생산 1
 98억8천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천8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구르드(HTG), 1미 달러＝65.21구르드(2017년)

약사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 1697년 프랑스령에 편입. 흑인노예
해방운동이 기폭제가 돼 1804년 독립. 최초의 흑인 독립국이자
중남미 최초의 독립국. 미군이 1915년 내란에 개입한 뒤 1934
년까지 점령.

카리브해

앤티가 바부다

정치 · 외교
종신대통령 장 클로드 뒤발리에 부자의 독재가 1957년 이래
지속. 1986년 2대째 독재 체제를 유지하던 장 클로드 뒤발리에
가 국외로 탈출, 29년 만에 독재 종식. 1988년 1월 레슬리 마니
가가 대통령으로 선출돼 31년 만에 민정 복귀. 미국의 개입으
로 민정 회복에 성공하면서 대미 의존도 심화.
2011년 인기 가수 출신의 야권 후보인 미셸 마르텔리가 대통
령으로 당선. 2012년 10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대통령의 부패
및 가난 탈피 공약 실패 등을 이유로 마르텔리 대통령 하야를
요구. 2014년 12월 로랑 라모트 총리가 선거 연기에 책임지고
사퇴.
물러난 마르텔리 전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해 2015년 10월
54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대선 1차 투표가 실시. 그러나 선
거 부정이 확인돼 1차 투표 결과가 무효로 됨. 이후 정치·사회
적 혼란 끝에 1년 1개월 만인 2016년 11월 대선이 다시 실시. 기
업인 출신으로 집권당 텟 케일 당을 대표한 조브넬 모이즈가
55.67%의 지지를 얻어 19.52%를 차지한 야권의 쥐드 셀레스탱
을 누르고 당선. 모이즈 대통령은 2017년 2월 7일 취임.
1999년 7월 카리브공동체 가입. 한국과는 1962년 9월 수교,
북한과는 수교 거부.

베네수엘라

★
세인트존스

종 교	개신교(68.3%), 가톨릭(8.2%), 기타(23.5%)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총독] 로드니 윌리엄스(Rodney
Williams, 2014년 8월 취임), [총리] 개스톤 브라운(Gaston
Browne, 2014년 6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7명, 하원 17명
주요 정당	앤티가노동당(ALP), 바부다국민운동(BPM), 바부다변화
국민운동

국내총생산 2
 3억9천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6천3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동카리브달러(XCD), 1미 달러＝2.7동카리브달러(고정)

약사
1493년 콜럼버스가 발견했을 때는 아라와크 인디언이 거주.
스페인령과 프랑스령을 거쳐 1632년 영국식민지, 1958년 서인
도연방에 편입. 1967년 자치권 획득. 1981년 독립.

경제 · 사회 · 문화
국민의 8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서반구 최빈국으
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 커피, 사탕수수, 망고
등 경작. 전체 인구 약 절반이 문맹. 2000년 미국과 EU의 원조
중단으로 통화 불안과 함께 유가 급등 등 경제위기, 2001년 이
후 안정세 회복.
2008년 잇따른 허리케인으로 최소 319명 사망. 2010년 1월
12일 200여 년 만에 최악의 강진 발생. 2011년 우기가 시작되면
서 콜레라가 창궐, 하루 평균 1천 명 넘는 환자 발생. 2012년 허
리케인 ‘샌디’로 2만 명이 집을 잃고 콜레라 재발. 2010년 대지
진 후 이어진 콜레라 확산으로 2016년까지 1만 명 이상 사망.
2017년에도 허리케인 ‘어마’ 상륙으로 큰 피해.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면 적	442.6㎢
자 원	관광자원, 사탕수수, 옥수수
인 구	9만4천731명(2017년 7월)
수 도	세인트존스(St. John’s)
주 민	흑인(87.3%), 혼혈(4.7%), 히스패닉(2.7%), 백인(1.6%)
(2011년 추정치)

언 어	영어(공용어), 앤티가 크리올어

정치 · 외교
입헌군주제. 총독이 하원 다수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 임기
는 5년. 1999년 3월 총선에서 앤티가노동당(ALP)이 승리해 6기
연속 집권. 영연방과 동카리브 안보기구 가입. 미국의 그레나
다 침공 시 파병. 한국과 1981년 11월, 북한과 1990년 11월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관광이 주산업으로 국내총생산의 60% 가까이 차지.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고전. 회복 추
세이나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침. 2017년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어마’에 이어 4등급 ‘마리아’가 상륙, 1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봄.

엘살바도르
Republic of El Salvador

면 적	2만1천41㎢
자 원	수력, 지열, 석유
인 구	617만2천11명(2017년 7월)
수 도	산살바도르(San Salvador)
주 민	메스티소(86.3%), 백인(12.7%), 원주민(0.2%)(2007년 추
정치)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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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과테말라

Republic of Honduras
온두라스

엘 살바도르
★ 산살바도르

온두라스
태평양

테구시갈파
★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나후아어
종 교	가톨릭(50%), 개신교(36%), 무교(12%), 기타(2%)
원 수	[대통령]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Salvador Sanchez Ceren,
2014년 6월 취임, 임기 5년), [부통령] 살바도르 오스카 오르
티즈(Salvador Oscar Ortiz, 2014년 6월 취임)

의 회	단원제(84명, 임기 3년)
주요 정당	전국공화동맹(ARENA),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
(FMLN), 국가통합대연맹(GANA), 국민연정당(PCN), 기
독민주당(PDC)

국내총생산 5
 69억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8
 천9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미국 달러(2001년부터)

니카라과

면 적	11만2천90㎢
자 원	목재, 금, 은, 동, 철광, 안티몬
인 구	903만8천741명(2017년 7월)
수 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
주 민	메스티소(90%), 인디언(7%), 흑인(2%), 백인(1%)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아메리카인디언 방언
종 교	가톨릭(46%), 개신교(41%), 무교(9%)(2014년 추정치)
원 수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알바라도(Juan Orlando
Hernandez Alvarado, 2014년 1월 취임)

의 회	단원제(128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반부패당, 기독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당, 국민당, 혁신

약사
1524년 스페인령 편입, 1821년 독립. 1823년 중미 5개국과 중
미연방 결성. 1841년 중미연방에서 분리 독립.

정치 · 외교
대통령 중심제. 1981년 5월 5개 반정부 좌파세력이 연합
해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을 결성한 뒤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내전 돌입. 1991년 9월 엘살바도르 정부와
FMLN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 1992년 1월 내전 종식에 공식
합의.
1994년 3월 유엔 감시 아래 12년 만에 총선 실시, 전국공화
동맹(ARENA) 아르만도 칼데론 솔이 대통령에 당선. 경제적으
로 미국에 크게 의존.
한국과는 1962년 8월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 2011년 2
월 한국 정부가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수도 산살바도르
일부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엘살바도르 치안 강화
지원.
안토니오 사카 전 대통령이 2016년 재임 기간 공공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받음. 대만의 몇 남지 않은 수
교국 중 하나.

통일사회민주당

국내총생산 4
 56억8천만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
 천5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렘피라(Lempira), 1미 달러=23.74렘피라(2017년)

약사
1520년 스페인령에 편입. 1539년 스페인의 과테말라 총독령
에 편입. 1821년 독립. 일시적으로 멕시코 지배를 받다 1838년
중미연방에서 분리 독립.

정치 · 외교
대통령 중심제. 독립 이래 군사쿠데타가 빈발했으나 1981년
민정을 회복하면서 정세가 비교적 안정. 1997년 온두라스자유
당(PLH)의 카를로스 플로레스 파쿠세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당
선돼 자유당이 4기 연속 집권. 군 총사령관이 1999년 1월 파쿠세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이양함으로써 41년간의 군부 지배 종식.
친미노선의 외교 기조. 한국은 1962년 4월 수교, 북한과는 미
수교 상태. 2013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
데스 후보가 당선돼 2014년 1월 취임.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2017
년 대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으나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됨.

경제 · 사회 · 문화
커피와 사탕, 의류 등이 주요 수출품. 주요 교역국은 미국과
중미 국가. 중미권에서 면적은 가장 작지만, 역내 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수용, 통화
정책 통제권 상실. 살인율이 세계 1위로 치안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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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 문화
중미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국가이며 농업이 경제의 중
심. 커피와 바나나가 수출의 40%가량 차지. 인구의 60%가량
이 빈곤선 이하 생활, 소득 격차가 심각함. 2006년 중미자유무

역협정(CAFTA)에 참여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해짐. 여
성단체 ‘평화를 위한 여성운동’이 2017년 1~7월에만 140명이
피살됐다고 발표하는 등 치안 불안 심각.

자메이카

2012년 1월 다시 총리가 됨. 2016년 2월 치러진 총선에선 야당
인 자메이카노동당(JLP)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5년 만에 정
권교체. 앤드루 홀니스는 다시 총리 자리에 오름.
한국과 1962년 10월, 북한과 1974년 10월 수교. 한국과 1993
년 10월 비자면제협정 체결.

경제 · 사회 · 문화
Jamaica

카리브해

사탕과 광물 수출, 관광산업, 역외송금이 국가경제 지탱. 특
히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의 70% 차지. 세계적인 보크사이트
광산 보유.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 차입을 공식 중단하고
IMF가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지속. 높은 실업률, 국가부채, 부정
부패 등이 경제성장에 큰 장애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ｍ, 200ｍ, 400ｍ 계주
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후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에 등극
한 우사인 볼트를 배출한 육상 강국.

자메이카
★ 킹스턴
카리브해

코스타리카
Republic of Costa Rica

면 적	1만991㎢
자 원	보크사이트, 석고, 석회석
인 구	299만561명(2017년 7월)
수 도	킹스턴(Kingston)
주 민	흑인(92.1%), 혼혈(6.1%), 동인디언(0.8%)(2011년 추정치)
언 어	영어, 영어 방언
종 교	개신교(64.8%), 가톨릭(2.2%), 여호아의 증인(1.9%)
원 수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1952년 2월부터), [총독] 패트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산호세

파나마

앨런(Patrick L. Allen, 2009년 2월 취임), [총리] 앤드루 홀니
스(Andrew Holness, 2016년 3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21명, 하원 63명
주요 정당	인민민족당(PNP), 자메이카노동당(JLP), 민족민주운동
(NDM)

국내총생산 2
 62억 달러(2017년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9
 천2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자메이카달러(JMD) 1미 달러=128.5자메이카달러(2017년)

약사
1494년 콜럼버스가 발견. 16세기 스페인 이민자 정착하면서
원주민 타이노족 몰살. 1670년 영국령 편입, 1957년 자치권 획
득. 1962년 8월 영연방의 일원으로 카리브연안 영국 식민지 가
운데 최초로 독립.

정치 · 외교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1974년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한 인민민족당(PNP)의 맨리 총리가 집권하며 비동
맹노선을 추진. 2011년 10월 집권 노동당의 앤드루 홀니스가 자
메이카의 영국 독립 이후 최연소 총리로 선출.
그러나 2011년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압승한
PNP의 포르티아 심슨-밀러 당수에게 총리직을 내줌. 2006
년 첫 여성 총리를 맡았다가 2007년 총선에서 패배한 밀러는

면 적	5만1천100㎢
자 원	수력
인 구	493만258명(2017년 7월)
수 도	산호세(San Jose)
주 민	백인 또는 메스티조(83.6%), 물라토(6.7%), 원주민(2.4%),
흑인(1.1%), 기타(1%)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영어
종 교	가톨릭(76.3%), 기독교 복음주의파(13.7%), 기타(4.8%)
원 수	[대통령]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Luis Guillermo
Solis Rivera, 2014년 5월 취임, 임기 4년), [부통령] 제1부통
령 - 엘리오 파야스 베네가(Helio Fallas Venega, 2014년 5월
취임), 제2부통령 - 아나 엘레나 차콘 에체베리아(Ana Helena
Chacón Echeverría, 2014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 - 57명(임기 4년)
주요 정당	국민해방당(PLN), 시민행동당(PAC), 광역전선(PFA), 사
회기독연합당(PUSC), 자유운동당(ML)

국내총생산 8
 50억2천만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7천2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코스타리카콜론(CRC), 1미 달러=573.5코스타리카콜론(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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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502년 이래 스페인령. 1821년 9월 1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
립 선언. 1823년 중미연방 편입. 1838년 중미연방 해체, 독립
정부 구성. 1948년 내란 발발. 1949년 군대 폐지, 평화헌법 제
정. 1983년 영세중립국 선언.

★

아바나

쿠바

정치 · 외교
대통령 중심제. 1948년 내란 당시 반란을 지휘한 민족해방
당의 호세 피게레스가 1954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중미에서
는 유일하게 민주정치 정착. 1949년 헌법상 군대를 영구히 폐
지, 주권과 국가 방위를 국제법에 맡기는 비무장 중립 원칙
수립.
1986년 2월 대선에서 당선된 오스카르 아리아스 대통령은
1987년 노벨평화상 수상. 친미·유엔 중심 외교 노선. 엘살바
도르 정부와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 반군 사이
의 평화협상 등 활발한 분쟁조정. 2014년 정치 신인인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후보가 승리, 50여 년 만에 제3당 출신 후보
당선.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와 1858년 국경 조약을 체결했으나
산 후안강 주변의 영유권을 놓고 여전히 갈등 중임.
한국과 1962년 8월 수교. 2012년 한국과 수교 50주년. 2016
년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외교관계가 기존 ‘우호협력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 북한과는 1974년 2
월 수교했으나 미얀마 아웅산 테러로 1983년 12월 단교.

경제 · 사회 · 문화
바나나와 커피, 설탕 등이 전통적인 주요 수출 품목. 최근에
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도 수출에 한몫하는 등
수출 품목 다양화. 미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과도 활발한
교역.
관광산업 활성화. 정치적 안정과 높은 교육수준, 자유무역지
역으로 인한 이점으로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 생활수준이 높은
편. 지나친 관료주의와 취약한 투자자 보호 등 장애물도 존재.
2007년 10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 2012년 유럽연합
(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13년 10월부터 발효.
수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발달해 2015년 3월 기준 재생에
너지로 75일간의 전력 수요를 100%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청
정에너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 2017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
해 사망자 다수 발생.

쿠바
Republic of Cuba

면 적	11만860㎢
자 원	코발트, 니켈, 철광석, 의료기기, 설탕, 담배, 어류
인 구	1천114만7천407명(2017년 7월)
수 도	아바나(Havana)
주 민	백인(64.1%), 메스티소(26.6%), 흑인(9.3%)(2012년 기준)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85%. 카스트로 집권 전 기준), 아프리카 종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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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원 수	[국가평의회의장]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Ruz, 2008년 2
월 취임)

의 회	인민권력전국회의(606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쿠바공산당(PCC)
국내총생산 1
 천329억 달러(2016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1천9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쿠바페소(Cuban Peso) 1미 달러=1쿠바페소(2017년)

약사
1511년 스페인령에 편입. 1902년 독립. 1952년 쿠데타로 2차
집권한 풀헨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이 1959년 1월 좌파 게릴
라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전복되고 사회주의 정부
수립. 2008년 2월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형의 뒤를 이어 국가
평의회장에 오름.

정치
공화제. 1961년 사회주의 노선을 선언한 카스트로는 1976년
12월 국가평의회 의장에 선출돼 국가원수는 물론 당과 군, 행
정의 전권을 독점. 정당은 쿠바공산당만 인정. 종교 활동의 자
유를 보장하며 직접·비밀선거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이 1992년 7월 승인된 뒤 첫 의회선거가 1993년 2월 실시됐고
공산당원 589명이 단독 출마해 전원 당선, 카스트로를 국가평
의회 의장에 재선출.
카스트로는 1997년 제5차 공산당대회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를 승인. 카스트로 의장은 2006년 장출
혈로 인한 수술을 받고 권력을 라울에게 이양. 라울은 2008년
2월 의회에서 최고지도자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선출된 뒤 대
통령에 취임.
2010년 2월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던 반
체제 인사 기예르모 파리나스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태 이후
정치범 석방 시작. 2011년에도 성탄절 앞두고 정치범 포함 죄
수 약 3천 명 석방.
2011년 4월 13년 만에 열린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피델 카
스트로가 당 제1서기에서 물러나고 후임자로 라울 카스트로가
선출, 쿠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름. 2013년 초 실세로 꼽혀온
리카르도 알라르콘 국회의장이 물러나 혁명 세대가 장악해 온
쿠바 공산당의 세대교체 신호탄이 됨.
쿠바 공산혁명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는 2016년 11월 25
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타계.

외교
카스트로는 비동맹운동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좌
익운동 지원을 주도했으나 냉전체제 붕괴와 경제난으로 제한
적 개방을 추진. 미국은 1961년 쿠바와 단교했으며 이후 긴장
관계 지속. 1962년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미사일 철수를 요구
하며 미국이 해역 봉쇄에 나서 한때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기
도 했으나 소련의 양보로 사태 해결.
미국은 1996년 쿠바에 투자하는 미국과 외국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헬름스-버튼법을 제정. 부시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제재 고수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2001년 금수조치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닭고기가 쿠바 아바나항에 들어오고 항공기
직항 노선이 개설되는 등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반세기가량
지속해 온 미국의 쿠바 봉쇄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 2014
년 12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53년 만에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2015년 7월 양국 대사
관을 재개설하고 국교 완전 정상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
년 3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쿠바 방문. 2016년
10월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됨. 그러나 2017년 쿠바 주재 미국 대
사관 직원과 가족 등 수십 명이 뇌손상과 청력 손실 등 괴증세
에 시달리고 그 원인으로 음파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
국 관계가 다시 경색됨. 미국은 쿠바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
60%를 철수시키고 쿠바 외교관 15명을 미국에서 추방.
1993년 7월 쿠바 주둔 옛 소련군이 완전 철수한 데 이어
2001년 들어서는 쿠바 내 러시아 레이더 기지가 폐쇄되는 등
러시아와 군사 교류는 사실상 단절.
북한과는 1960년 8월 수교 이후 긴밀한 관계 유지. 1991년 3
월 북한과 군사협정 체결, 1993년 3월 무역경제협력협정 각각
체결. 북한의 쿠바 대사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매부
인 전영진이었으나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공석이었다
가 2014년 5월 박창률 대사 임명. 2017년 리용호 북한 외무상
은 쿠바를 방문해 카스트로 의장과 회동.
한국과는 미수교. 2016년 6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
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쿠바 외교장관과 첫
공식 회담.

경제 · 사회 · 문화
주요 산업은 관광과 사탕수수 재배. 최근 시장경제의 요소
를 도입하고 대외 개방도 확대. 1999년과 2000년 5~6%의 성
장세를 보였지만, 2001년 들어 9·11테러 여파로 주된 외화수
입원인 관광산업이 큰 타격. 2010년 8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유
지 임대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 과일과 채소의 자영업 허
용, 소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 완화 등 경제개혁 단행.
2013년 1월 반세기 만에 해외여행 자유화. 같은 해 4월엔 최
초의 자유무역특구 설치 계획 발표. 부동산 중개 확대와 택시
자영업 허용 등 내부적 개혁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2015년 미
국과의 수교가 완전히 정상화하고 양국 간 항공편도 개선되면
서 개혁 개방의 물결이 빠르게 진행 중.
그러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쿠바인에 대한 미국의 이민
특혜정책이 언제 폐지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쿠바 난민의 미

국행이 가속화, 중미 전체에 골칫거리로 부상.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미국 땅에 들어온 쿠바인들을 비
자 없이도 합법적인 주민이 되게 해주는 이른바 ‘젖은 발, 마른
발(wet foot, dry foot)’ 정책을 폐기.
정부가 언론 통제. 개인의 인터넷 접근도 제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대서양
★ 포트오브스페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면 적	5천128㎢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아스팔트
인 구	121만8천208명(2017년 7월)
수 도	포트 오브 스페인(Port of Spain)
주 민	동인도계(35.4%), 아프리카계(34.2%), 혼혈 및 기타
(15.3%)

언 어	영어(공용어), 트리니다드 크리올 영어, 토바고니언 크리올 영
어, 힌두어 방언 등

종 교	개신교(32.1%), 가톨릭(21.6%), 힌두교(18.2%), 이슬람교(5%)
원 수	[대통령] 앤서니 카르모나(Anthony Carmona, 2013년 3월
취임),  [총리] 키스 롤리(Keith Rowley, 2015년 9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1명, 하원 41명(임기 5년)
주요 정당	국민민족운동(PNM), 국민연합(PP·국민통합의회, 국민
의회, 토바고국민조직, 국가공동행동위원회)

국내총생산 4
 27억8천만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3
 만1천2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트리니다드토바고달러(TTD), 1미 달러=6.709트리니다드토
바고달러(2016년)

약사
1498년 콜럼버스 발견. 영국과 스페인전쟁으로 트리니다드
섬(1802년)과 토바고섬(1814년)이 각각 영국령에 편입. 두 섬은
1961년 자치권 획득 후 1962년 8월 독립. 2010년 5월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 연합민족의회(UNC) 소속 첫 여성 총리 취임.
2013년 3월 안토니 카르모나 대통령 취임.

정치 · 외교
의원내각제. 1956년 이래 중도좌파인 국민민족운동(PNM)이
장기 집권했으나 1986년 중도보수파인 국가재건동맹(NAR)에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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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 2010년 5월 총선에서 제1야당인 UNC가 다수당을 차지,
당수인 카믈라 퍼사드 비세사르가 첫 여성총리로 등극. 그러나
2015년 총선에서 다시 PNM이 집권.
영연방 가맹국. 미국, 영국과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한국과 1985년 7월 수교, 북한과는 1986년 1월 수교. 2011년 11
월 비세사르 총리 암살 기도 적발. 마약 범죄와 싸움 선포에 따
른 보복으로 추정.

경제 · 사회 · 문화
1910년 원유 발견. 석유, 천연가스로 카리브해 연안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 석유와 가스가 국내총생산의 40%, 수출
품의 80% 차지. 토바고 지역은 관광업 성장.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을 미국과 유럽에 전달하는 중간 경유지로 유명. 마약 밀수
경로 확보를 위한 조직 간 다툼 잦아 살인사건 빈번. 비세사르
총리는 2011년 8월 마약 범죄 급증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국제 비즈니스 투자 지역으로 명성. 라틴아메리카에서 1인
당 소득,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 자원에 의존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2015년
이후 이어진 저유가 기조로 타격을 받음.

파나마
Republic of Panama

카리브해

코스타리카

파나마시티
★

파나마

콜롬비아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4천3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발보아(PAB), 미 달러 공용, 1 미 달러=1PAB(2014년)

약사
1502년 스페인령 편입. 1821년 대콜롬비아공화국 속령. 1830
년 대콜롬비아공화국 해체로 콜롬비아 일부로 남았다가 1903
년 운하 건설 추진하던 미국 도움으로 독립. 1904~1914년 파
나마운하 건설. 1977년 20세기 말에 파나마운하 미국에서 완전
이양받기로 협약. 1989년 미국의 도움으로 독재자 마누엘 노리
에가 퇴위. 2006년 파나마 운하 확장 계획 발표한 후 2016년 6
월 확대 개통.

정치 · 외교
대통령 중심제. 1981년 토리호스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숨지자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실권 장악. 1989년 미국의
침공으로 노리에가 정권 전복. 노리에가는 미국에서 마약 혐
의 등으로 21년간 복역하다 2011년 11월 본국으로 송환. 노리
에가는 파나마 법원의 궐석재판에서 살인, 횡령, 부패 등의
혐의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엘 레나세르 교도소에서
복역.
2014년 5월 대선에서 파나마당의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가 당선. 2015년 리카르노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2009~2014년) 불법 도청과 횡령 등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됨.
미국과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1962년 9월 한국
과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 2013년 7월 북한 선적 청천
강호가 미그21기 2대와 미사일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
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 70만 달러의 벌금을 냄. 2017
년 12월 북한 연계가 의심되는 파나마 선적 유류운반선이 평
택·당진항에 억류돼 국내 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파나마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해당 선적의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
2017년 6월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 바렐
라 대통령이 11월 중국 공식 방문.

경제 · 사회 · 문화
면 적	7만5천420㎢
자 원	구리, 마호가니 산림, 새우, 수력
인 구	375만3천142명(2017년 7월)
수 도	파나마시티(Panama City)
주 민	메스티소(65%), 아메리카 원주민(12.3%), 흑인 및 아프리
카계(9.2%), 물라토(6.8%), 백인(6.7%)(2010년 추정치)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원주민어
종 교	가톨릭(85%), 개신교(15%)
원 수	[대통령]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2014년
7월 취임, 임기 5년), [부통령] 이사벨 데 세인트 말로 데 알바
라도(Isabel de Saint Malo de Alvarado, 2014년 7월 취임)

의 회	단원제 - 71명(임기 5년)
주요 정당	민주변화당(CD), 민주혁명당(PRD), 파나마당(PP), 자유
공화당(MOLIRENA) 등

국내총생산 9
 94억3천만 달러(2017년, PP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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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와 운하 주변 자유무역지대 운영과 은행, 보험,
관광 등이 국내총생산의 80%가량 차지. 파나마 운하 확장 공
사로 경제 성장 모색. 2007년 9월 수로 확장 공사 시작, 운하
건설 100주년인 2014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초과 공사비 문제
로 늦춰져 2016년 6월 개통. 빈곤층이 인구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했지만, 2000년대 중후반 들어 완화.
2003년 8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미국과 FTA는
2012년 10월 말 발효. 극심한 빈부격차,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
존 등이 과제. 2012년 10월 운하 확장 공사비 조달 명목으로 5
년 만에 운하 통행료 15% 인상. 한국과 일본이 반발.
중남미 최대 금융 허브인 파나마는 2016년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탈세 의혹이 폭로된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으로 홍역
을 치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최대 로펌 모
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처 21곳의 역
외 기업과 신탁회사 등의 정보를 공개했으며, 세계 지도자와
유명 인사 다수가 연루돼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킴.

유럽연합(EU)은 2017년 12월 6일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파
나마 등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

2015년 5월 총선에서 우파 야당연합이 승리해 23년 만에 정
권이 바뀌며, 야당 연합 이끈 퇴역 장성 출신의 데이비드 아서
그레인저 대통령 취임.

외교

남미
South America

가이아나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외교의 기본 노선은 비동맹 중립. 인접국 베네수엘라, 수리
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유엔의 중재를 수락. 1991년 미
주기구(OAS)에 가입해 지역 통합을 적극 지지. 1968년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1975년 수교.
2015년 7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가이아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면서 영토 분쟁에 다시 불을 댕김. 가
이아나를 가로질러 흐르는 에세키보강 서부 지역의 영토권을
둘러싸고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는 오랜 분쟁을 벌이고 있음.

경제 · 사회 · 문화

베네수엘라
★
조지타운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

면 적	21만4천969㎢
자 원	보크사이트, 금, 다이아몬드, 견목재, 새우, 어류
인 구	73만7천718명(2017년 7월)
수 도	조지타운(Georgetown)
주 민	동인도계(39.8%), 흑인(29.3%), 혼혈(19.9%), 아메리카인디

설탕, 금, 보크사이트, 새우, 목재, 쌀 등의 수출에 크게 의존,
국내총생산의 60% 가까이 차지. 주요 수입품은 기계, 연료, 식
량. 2006년 1월 카리브 단일시장 경제권(CSME)에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특히 천연자원부문)의 확대를 기대.
2007년 3월 주채권은행인 미주개발은행이 4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 탕감. 2010년 4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 요청.
2009년 성장이 주춤했지만, 2010~2011년 다시 회복. 숙련된
노동력 부족과 공공기반시설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점. 2008년
10월 EU와 무역협정 체결.

베네수엘라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언(10.5%)

언 어	영어(공용어), 가이아나 크리올어, 아메리카인디언어, 인도어
종 교 개신교(34.8%), 힌두교(24.8%), 가톨릭(7.1%), 이슬람교(6.8%)
원 수 [대통령] 데이비드 그레인저(David Granger, 2015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 - 65명(임기 5년)
주요 정당	국가통합파트너십(APNU), 변화동맹(AFC), 국민진보당(PPP)
국내총생산 6
 3만6천700만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8
 천3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가이아나달러(GY$), 1미 달러＝207가이아나달러(2017년)

약사
17세기 네덜란드령, 1815년 영국령 편입. 1953년 공산화 막기
위한 영국의 군사 개입으로 헌정 중단 사태. 1966년 영국연방
에서 독립, 이후 대부분 사회주의 정부 통치.

정치
1992년 독립 이후 첫 자유선거 실시, 체디 제이건 대통령 취
임, 1997년 3월 사망. 1997년 미망인 재닛 제이건이 대통령 당
선, 1999년 신병 이유로 사퇴. 흑인이자 대통령직 승계 1순위인
힌즈 총리가 사퇴하고 동인도계 바라트 자그데오가 대통령 권
한을 승계하자 흑인들이 반발하는 등 인종 간 갈등 표출.

★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면 적	91만2천5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금, 보크사이트, 수력, 다이아몬드
인 구	3천130만4천16명(2017년 7월)
수 도	카라카스(Caracas)
주 민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포르투갈인, 아랍인, 독일인, 아프리카인,
원주민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원주민 토속어
종 교	가톨릭(96%), 개신교(2%), 기타(2%)
원 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2013년 4월 취임,
임기 6년)

의 회	단원제 - 167명(임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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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통합사회주의당(PSUV), 국민연합회의(MUD) 등
국내총생산 3
 천894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2천4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볼리바르(VEB), 1미 달러=437.1볼리바르(2017년)

약사
1499년 스페인령. 1821년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등과
대콜롬비아공화국을 수립했으나 1830년 분리, 공화국 선포. 독
립 후 100여 년간 쿠데타 빈발.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21세기형 사회주의’ 시행.

정치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당선. 1999년 7월 헌법 개정,
국명을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공화국(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으로 바꿈. 2000년 11월 국가 개혁에 필요한 6개 분
야 37개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선포할 수 있는 ‘무소불위법’ 제
정. 2002년 4월 국영석유회사(PDVSA) 총파업에 따른 군 병력
투입, 사상자 100여 명이 발생한 유혈 사태로 군 수뇌부가 대
통령 퇴진 요구, 4월 12일 차베스 전격 사임했다가 이틀 만에
복귀.
2006년 차베스 재선 성공, 장기 집권 체제 구축. 2009년 2
월 국민투표에서 무제한 연임 가능해짐.
차베스 대통령은 2011년 6월 암 투병, 2012년 10월 암 완치됐
다며 다시 대선 출마해 4선에 성공했지만 암 재발. 그해 12월
재수술을 위해 쿠바로 떠나기 전 마두로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 2013년 3월 14년간의 통치 끝에 차베스 대통령 타계. 같
은 해 4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가 야권 후보 카프릴
레스에 박빙 승리.
2014년 2월부터 생필품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 만연한 범
죄 등을 이유로 정부 퇴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 속출하는 등 내부 혼란이 가열
되고 있음.
유가 급락의 여파까지 겹쳐 최악의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
데 2015년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압승을 거두며 17
년 만에 다수당으로 의회에 입성. 그러나 참패한 좌파 정권이
제기한 선거 일부 무효 소송을 법원을 받아들이는 등 정국 혼
란이 이어짐.
중도 우파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의회가 니콜라스 마두
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조기 대선 실시에 총력을 기울임. 마두
로는 헌법에도 없는 제헌의회를 구성, 야당이 지배하는 의회
무력화 시도. 자신에게 맞서 제헌의회 선거 정당성을 비판한
루이사 오르테가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다음 대선을 앞두고 주
요 야당 인사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등 독재 기반을 다지고
있음.

외교
안데스그룹 회원국으로 미주 경제통합외교를 적극 추진.
주요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OPEC
내에서 큰 발언권을 행사. 2002년 미국이 차베스를 밀어내고
이틀간 집권했던 페드로 카르모나를 인정하면서 양국 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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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이후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
나 중동 국가와 유대 강화, 반미 독자 노선 추구. 고유가로 인
한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쿠바의 카스트로, 에보 모랄
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함께 중남미 좌파 동맹 축을 형성.
한국과 1965년 수교, 북한과는 1974년 수교. 2011년 5월 한국
에 주택 건설과 전력 공급 프로젝트 참여 제의.
2012년 1월 미국이 마이애미 주재 베네수엘라 총영사를 페
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 2012년 6월
페르난도 루고 당시 파라과이 대통령이 의회 탄핵으로 축출되
자 이에 반발 대사 철수. 파라과이도 베네수엘라 대사 철수, 양
국 간 외교 갈등. 파라과이는 이후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가입도 반대하며 갈등 지속.
2014년과 2015년 미국이 반정부 인사 탄압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
국 갈등 고조.
2017년 초반엔 미국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마약범죄에 연
루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자 베네수엘라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함. 같은 해 8월 베네수엘라 제헌
의회가 포고령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마두로의 독재정치를 비
판하며 미 금융기관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에 자
금 지원을 금지. 마두로와 정부 고위 인사의 미국 내 재산도 동
결하고 거래 제재.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 판매에 의존적인 경제. 전체 수출액의 95%가 석유 판
매 수입일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 2014년부터 시작된 유
가 급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음.
차베스 대통령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남미 최고 수준인 17.2%에 달함. 차베스 정부는 치솟는 물가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볼리바르 통화의 1천 배 가치
를 지닌 새 통화 ‘강력한 볼리바르’를 2008년 도입.
2007년 12월 9일 공식 출범한 남미은행 회원국. 2009년 5월
스페인의 산탄데르그룹이 소유한 베네수엘라 은행을 10억 달
러에 매입한 데 이어 불법 거래 은행을 폐쇄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통제 강화. 2010년 2월 극심한 전력난으로 에너지 비상사
태 선포.
2006년 6월부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가입을 추진했
지만, 브라질과 파라과이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 2012년 7월 가
입 공식 승인. 남미 경제블록인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이
었지만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자
2011년 4월 탈퇴 결정.
통화 조절정책에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식
량난 악화. 2014년 63%였던 물가상승률이 2017년 2천616%까
지 급등하면서 폭력사태와 약탈, 반정부 시위가 빈번해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017년 베네수
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원유 자원과 연계한
디지털 암호화폐인 ‘페트로’(Petro) 발행.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며, 카
리브 지역과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음.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볼리비아
Republic of Bolivia

브라질

정적 여론이 커지며 2015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주의운동
(MAS)이 지방정부를 장악하는 데 실패, 모랄레스 대통령의 국
정 주도권에 타격. 2016년 2월엔 개헌 국민투표에서 개헌 반대
가 우세해 4선 출마 길이 좌절되자 2017년 11월 변칙적인 방식
으로 4선이 가능하도록 개헌. 야당은 국민투표를 무시하는 행
위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외교
★ 라파스

볼리비아
★ 수크레

칠레

파라과이

면 적	109만8천581㎢
자 원	주석, 천연가스, 석유, 아연, 텅스텐, 안티몬, 은
인 구	1천113만8천234명(2017년 7월)
수 도	수크레(Sucre : 헌법상 수도), 라파스(La Paz : 행정수도)
주 민	메스티소(68%), 원주민(20%), 백인(5%)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60,7%, 케추아어(공용어) 21.2%, 아이마
라어(공용어) 14.6%

종 교	가톨릭(76.8%), 개신교(7.9%)
원 수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2006년 1월 취임), [부
통령]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Alvaro Garcia Linera, 2016년
1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6명, 하원 130명(임기 5년)
주요 정당	기독민주당(PDC), 사회주의운동(MAS), 민주통합(UN)
국내총생산 8
 35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7
 천5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볼리비아노(BOB), 1미 달러＝6.91볼리비아노(2017년)

약사
1825년 스페인에서 독립. 이후 1981년까지 200여 차례 쿠데
타 발생. 1982년 민주주의 정부 수립. 1879~1884년 인접한 칠
레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영토 60%와 400㎞에 달하는 태평양
연안을 상실해 내륙국으로 전락. 이후 칠레 정부와 태평양 진
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1978년 이래 대사급 외교관계 맺지
못함. 1932~1935년 파라과이와 차코전쟁에서 패배해 영토 빼
앗김. 독립 당시 영토의 5분의 3으로 줄어듦.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으로 해상 출구 잃고 내륙국 전락.
2004년 1월 멕시코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담에서 메사 대통령
이 칠레에 영토 분쟁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촉구했지만, 칠
레가 이를 거부하며 양국의 영토 분쟁 다시 점화. 볼리비아는
2013년 4월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2015년 5월
심리 시작.
2008년 9월 신임투표 이후 발생한 반정부 시위 배후로 미
국 대사관을 지목하며 대사 추방. 미국도 볼리비아 대사 추방
하며 양국 관계 단절.
1965년 한국과 단독 수교.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
와대에서 모랄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2년 1월 코카를 불
법마약으로 규정한 데 반발해 유엔 마약단일협약 이행 거부.
2011년 11월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 서명. 2012년 3월 양
국 대사 복귀에 합의했으나 2013년 7월 모랄레스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미국 국가안보국(NSA) 기밀 정보를 빼돌린 에드워
드 스노든 탑승 의심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
인 영공 진입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음. 배후에 미국이 있다
며 볼리비아 내 반미 정서 악화.

경제 · 사회 · 문화
라틴아메리카 최빈국 중 하나.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자원
보유. 전 세계 코카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마약 재배 성
행. 2010~2011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2012년 1월 미국, 브라질과 브라질-볼리비아 접경 지역
의 코카인 재배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재배를 막기 위한 ‘삼각
협정’ 체결. 2012년 12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가입 의사
공식화.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대서양

정치
2005년 12월 대선에서 반미 노선을 표방해 온 야권의 에보
모랄레스 당선. 볼리비아의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 마약 원료
인 코카 재배 농민 출신인 모랄레스는 코카 재배를 금지하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 코카 양성화 정책을 취하면서 코카인 불
법 재배와 유통이 늘어남.
빈곤층 감소와 물가 안정, 경제 성장 등의 성과를 이루며
2009년 재선에도 성공. 헌법을 개정해 애초 단임제였던 대통
령 임기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4년 3연임.
그러나 부정축재와 혼외자 논란, 장기집권 반대 등으로 부

브라질
볼리비아

★ 브라질리아
남대서양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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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851만5천770㎢
자 원	보크사이트, 금, 철광석, 망간, 니켈, 석유
인 구	2억735만3천391명(2017년 7월 예상치)
수 도	브라질리아(Brazilia)
주 민	백인(47.7%), 물라토(43.1%), 흑인(7.6%), 아시아인(1.1%)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64.6%), 개신교(22.2%), 무교(8.8%)
원 수	[대통령] 미셰우 엘리아스 테메르 룰리아(Michel Elias Temer
Lulia, 2016년 8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81명(임기 8년과 4년), 하원 513명(임기 4년)
주요 정당	노동자당(PT),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브라질사회민
주당(PSDB), 진보당(PP)

국내총생산 3
 조2천190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5천5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헤알(BRL), 1미 달러=3.214헤알(2017년)

약사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1888년 노예 해방 전까지 군
주제 유지. 1889년 군부에 의해 공화국 선언. 1930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집권 전까지 커피 수출업자들이 정치적으로 군림. 반
세기가량을 대중(영합)주의 정치와 군부 통치를 오가다 1985년
군부가 민간 정부에 권력 이양.

정치
1935년부터 우파정권의 군사독재가 계속되다 2002년 루이
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집권하면서 브라질 최초 야당 좌
파 정권 출범. 룰라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03년 국제통화기
금(IMF)의 재정흑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높은 기대를 받았으나 집권 노동자당이 야당
의원을 매수한 의혹이 폭로돼 탄핵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위
기에 몰림.
2010년 11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노동당 소속 지우마 호
세프 후보 당선,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집권 첫해인 2011년 비
리 의혹으로 각료 여섯 명이 사임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셌지
만, 국정 운영 평가 여론조사는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으
로 역대 최고.
2011년 6월 호세프 대통령은 극빈곤층 구제를 위한 ‘빈곤 없
는 브라질’ 계획을 발표. 2012년 5월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포
함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는 진실위원회 설치.
호세프 대통령은 2014년 10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후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리 의혹 등과 맞물려
국정 평가와 지지도가 바닥 수준을 이어가며 탄핵 위기에까지
내몰림.
2015년 5월 브라질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
하는 청원서를 연방하원에 제출함에 따라 하원이 12월 탄핵 절
차에 착수했으나 같은 달 연방대법원이 ‘탄핵 절차가 잘못됐
다’며 제동을 걸어 탄핵이 중단.
2016년 탄핵 절차가 다시 진행돼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을 이끄는 테메르 당시 부통령이 5월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음. 8월 말 호세프 탄핵이 최종 가결되자 테메르는
공식으로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새 정부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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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테메르도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로 기소와 재판 회
부, 부결 반복. 2017년 6월 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정지 위기
에 처했으나 의회에서 재판 회부 안건이 부결돼 가까스로 위
기 모면. 9월에도 사법 방해와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연
방대법원에 재차 기소.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경기 침체로 룰라 전 대통령이 2018
년 예정된 대선 유력 후보로 부상. 룰라가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라는 점이 걸림돌.

외교
중남미에서 집단 안보와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음. 아마존
조약, 라틴아메리카통합협회(ALADI),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
르) 등 지역기구의 창설을 주도.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 분쟁
중재. 중동, 아프리카 등의 유엔 평화유지군에도 적극 참여하
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 노골적 반
미 대신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미 최초
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화.
2009년 11월 중국과 국방협력 협정 체결. 한국과는 1959년,
북한과는 2001년 수교. 2010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1년 7월 프랑스 기술지원으로 재래식 핵잠수함 다섯 척
건조 착수, 2021년과 2023년에 건조 완료 예정. 10월 제2차
한·브라질 재무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교역품목 확대와
투자 활성화 합의. 11월 중남미 국가 최초로 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EAN)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 구축.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파문으로 미국과
의 관계가 악화했다가 2015년 회복 움직임.

경제
세계 5위를 자랑하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 인구 등
중남미 최대 경제 대국. 2007년 11월 ‘투피’ 심해 유전에 이어
2008년 1월 대서양 연안 산투스만 심해 유전에서 대규모 유전
이 잇따라 발견,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입 적극 추진. 2007
년 12월 9일 공식 출범한 남미은행 회원국.
2012년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동성 공급 나서. 2012년 12
월 브라질 소가 2010년 광우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일본과
이란 등이 수입 중단 조치.
2014년 말부터 불거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
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페트로브라스의 경영난이 가
중되고 연루 기업들도 잇따라 파산신청을 하는 등 후폭풍.
부패와 정치 혼란 속에 극심한 경기침체 지속. 호세프 정부
5년간 헤알화 가치는 137% 가까이 추락. 재정 적자 규모가 커
지면서 2015년 9월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12월 피치가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
정부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 등에 힘입어 2017년 들어선 국
가위험도가 침체 이전 수준으로 낮아짐. 중앙은행은 2017년 국
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예상.

사회 · 문화
유럽계 백인과 혼혈 인종, 아프리카계 흑인, 동양계 이민자
등이 어울려 사는 다인종 국가. 2005년 2월 환경 운동가인 미

국 출신 도로시 스탱 수녀와 디오니시오 히베이로가 괴한들에
게 살해돼 아마존 환경 보존에 대한 전 세계 관심 촉발.
삼바축제로 불리는 리우카니발은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
음. 월드컵 5회 우승의 축구 강국으로 2014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 멕시코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월드컵을 두 차
례 개최하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됨. 리우데자네이루는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
2012년 1월 남부지역 가뭄 피해 확산, 식수 부족, 식료품 가
격 폭등으로 400여 개 도시 비상사태 선포. 2013년 6월 열악한
공공 서비스에 항의하고 2014년 월드컵 개최 준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
2015년 말부터 ‘이집트 숲 모기’(Aedes Aegypti)가 옮기는
‘지카(Zika)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소두증 아기 출산으로 혼란
에 빠짐.
극심한 경제 침체와 정치 혼란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더해
지카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치러짐. 무난한 대회였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대회 이후 올림
픽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경기장은 방치됐다는 보도가 나옴.
브라질 보건부는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2년
여 만인 2017년 5월 피해가 현저히 줄었다며 비상사태 해제 선
언. 2017년 황열병이 확산돼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 정부
가 90여 개 도시에 보건 비상사태 선포.

수리남
Republic of Suriname
★

가이아나

파라마리보

주요 정당 민주개발신전선, 국가민주당, 국민진보동맹 등
국내총생산 7
 9억2천800만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3천9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수리남달러(SRD), 1미 달러=7.69SRD(2017년)

약사
1498년 콜럼버스 발견 이후 1600년대 네덜란드와 영국, 프
랑스 등이 식민화 시도. 1651년 영국이 첫 식민지화. 1667년 영
국이 지금의 뉴욕과 교환, 네덜란드령이 됨.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 식민지를 오가다 1975년 독립. 1980년 군부 비상사태 선
포, 의회 해산. 1984년 민주화 방안 채택. 1990년 군부 쿠데타
가 있었지만, 1991년 민주주의 정부가 다시 권력 장악.

정치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단원제 의회 의원 51명은 5년마
다 열리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의회가 5년 임기의 대통
령을 선출. 1980년 2월 데시 보우테르세 중령이 쿠데타로 실권
장악. 1982년 군부정권이 야당 인사와 언론인 등 15명을 살해
한 사건 이후 미국과 네덜란드의 군사·경제 지원이 중단, 경
제가 급격히 악화.
2000년 5월 율레스 위덴보시 정권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총파업 격화. 대통령 불신임안
통과, 조기 총선 실시. 1991년 집권한 바 있는 로날드 베네티안
대통령 재선. 2010년 7월 독재 전력 있는 보우테르세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 8월 병으로 로버트 아미랄리 부통령에게 권력
을 며칠간 임시 이양. 2012년 4월 의회에서 보우테르세 대통령
에 대한 사면법 통과.
2015년 3월 보우테르세 대통령의 아들 디노 보우테르세가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에 근거지를 제공하려 한 혐의로 미
국 법정에서 16년형 선고받음.

외교
수리남

브라질

면 적	16만3천820㎢
자 원	목재, 수력, 어류, 고령토, 새우, 보크사이트
인 구	59만1천919명(2017년 7월)
수 도	파라마리보(Paramaribo)
주 민	동인도계(27.4%), 마룬족(21.7%), 크리올인(15.7%), 자바
인(13.7%), 혼혈(13.4%)

언 어	네덜란드어(공용어), 영어(널리 쓰임), 수리남어, 통고타키타키
어, 힌두어방언

종 교	개신교(23.6%), 힌두교(22.3%), 가톨릭(21.6%), 이슬람교
(13.8%)

원 수	[대통령] 데시 보우테르세(Desiré Delano Bouterse, 2010년 8월
취임), [부통령] 어슈인 아딘(Ashwin Adhin, 2015년 8월 취임)

의 회	단원제 - 51명(임기 5년)

비동맹노선. 베네티안 대통령이 취임 후 군정 시기에 악화
했던 네덜란드, 미국,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가 개선. 1992년 6
월 네덜란드와 1982년 쿠데타로 중단됐던 원조 재개를 위한
협정 체결.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와는 장기간 국경 분쟁.
2004년 가이아나와 해안 경계선 논쟁의 해결을 위해 유엔국제
심판 개최. 2007년 9월 가이아나와 경계선 유엔에서 결정.
한국과 1975년 11월, 북한과는 1982년 10월 수교. 수리남은
한국전 당시 네덜란드군 소속으로 115명이 참전해 다수의 전투
에 참여. 2007년 2월 한국과 15년 만에 공동위원회를 개최, 우
호협력관계 확인. 한국은 2008년 2월 수리남에 건립되는 한국
전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지원.

경제 · 사회 · 문화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카리콤(CARICOM) 회
원국. 국토의 90%가 원시자연림으로 광물과 산림자원이 풍
부. 알루미늄, 금, 석유 등이 수출의 85% 차지. 보크사이트 채
굴, 알루미늄 생산, 서비스, 농업이 경제의 가장 큰 비중 차지.
1980년대부터 반정부 게릴라의 공세로 광업부문이 큰 타격.
2003년 미국 국무부는 수리남 등 15개국을 ‘인신매매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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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지목. 소수 흑인 통치에 다수 인도계 주민의 반발로 정
정 불안. 2004년 1월 그동안 쓰이던 화폐 길더를 경제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수리남 달러로 교체. 2006년 대홍수로 이재민
2만여 명 발생.

아르헨티나
Argentine Republic
칠레

브라질

부에노스 아이레스 ★

아르헨티나

면 적	278만400㎢
자 원	팜파스 옥야, 납, 아연, 주석, 구리, 철광석, 망간, 석유, 우라늄
인 구	4천429만3천293명(2017년 7월)
수 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주 민	이탈리아·스페인계 백인(97.2%), 아메리카인디언(2.4%)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종 교	가톨릭(국교, 92%), 개신교(2%), 유대교(2%)
원 수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2015년 12월
취임), [부통령] 가브리엘라 미체티(Gabriela Michetti, 2015
년 12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72명(임기 6년), 하원 257명(임기 4년)
주요 정당	공화주의제안당(PRO), 시민연합(CC), 승리를위한전선
(FPV), 혁신전선(FR)

국내총생산 9
 천115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7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아르헨티나페소(ARS), 1미 달러=16.92페소(2017년)

약사
1516년 스페인이 발견. 1810년 자치 체제로 이행. 1816년 독
립 선언. 20세기 중반까지 연방제 반대자와 연방제 지지자, 민
간정부와 군부의 내부 정치 투쟁으로 점철. 1976년 군사독재.
1983년 민주주의 회복.

정치
1983년 민주 정권이 들어섰지만 군부와 마찰, 노조 파업
등 사회 혼란으로 초인플레 발생, 조기 정권 이양. 1999년 델
라루아 대통령 취임, 2001년 긴축정책 일환으로 예금 인출을
제한하자 반대 시위. 2001년 12월 델라루아 대통령 하야. 이
후 11일 사이에 대통령 다섯 명이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 경
험. 2002년 1월 에두아르도 두알데 임시 대통령 선출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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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사태 일단락.
2001년 1천320억 달러 외채 상환 유예 선언으로 국가부도
사태. 두알데 대통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2002년 고정환
율제 폐지, 페소화 평가절하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7천
500달러에서 2천500달러로 급감. 경제개혁 계속했으나 위기
지속.
2007년 첫 여성 대통령 페르난데스 당선. 취임 초 지지율
높았으나 인플레이션 지속과 경제 활동 둔화, 권위적 통치 스
타일 등으로 신뢰도 하락. 2009년 중간선거에서 야당에 참패.
2010년 1월 보유 외환을 이용한 외채상환 조성 문제를 둘러싸
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마르틴 레드라도 중앙은행 총재가 대
립하면서 한때 중앙은행 총재가 세 명이 존재하는 이례적인
상황 연출.
2010년 10월 남편이자 전 대통령인 키르츠네르가 갑작스
럽게 서거, 동정론으로 지지율 급상승. 2011년 10월 연임 성공.
1976~1983년 군사독재 기간에 수많은 사람을 살해·납치·고
문한 용의자 12명 종신형 선고. 2012년 1월 페르난데스 대통령
갑상샘암 수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16년 2월 공공입찰 과
정에서 친한 사업가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
경제난이 심화하고 정부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2015년 11월
대선에서 보수 중도우파 성향의 야당인 공화주의제안당(PRO)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당선되며 12년간 부부 대통령 시대 마
감.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직후 수출관세를 철폐하고 환율통
제를 해제하는 등 자유무역주의와 개방경제, 친기업 정책을
펼침.

외교
라틴아메리카면서도 194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적 이해관
계, 문화적 요인 등으로 유럽에 편중된 대외관계를 유지하다
1980년을 전후해 다변화. 역내국과 관계 강화 추진. 남미에서
는 유일하게 걸프전과 아이티 침공에 참가하는 등 미국과 긴
밀한 관계 유지. 2003년 좌파 성향의 키르츠네르 대통령 집권
후 친(親)쿠바 정책으로 선회하며 미국의 반발을 삼.
1982년 포클랜드전쟁을 치르면서 영국과 단교했으나 1990
년 2월 외교관계 정상화. 영국과는 지금도 포클랜드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
특히 전쟁 발발 30주년을 앞두고 영국이 포클랜드에 최신형
구축함을 배치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반(反)영국 분위기 속 시
위가 발생하면서 양국 정상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논란 가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16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
랜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줌.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관세동맹 결성. 한국과 1962년 2월 수교, 북한과 1973년 수교했
지만, 북한 공관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1977년 6월 단교.
2011년 2월 아르헨티나가 연방경찰 특수훈련을 지원하기 위
한 미군 군용기에서 미신고 무기와 장비를 입수하면서 미국과
신경전. 6월 압수 물품을 반환키로 하면서 외교 갈등 일단락.
2012년 2월 영국과 해묵은 포클랜드 갈등. 유엔에 공식 제
소. 5월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아르헨티나 보
호무역주의 관련 제소.
2015년 12월 우파 성향 마크리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의 관계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 좌파 블록과의 연대는 약해질 것으로 예상.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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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교육률, 수출 지향적 농업 발달.
1890~1939년 1인당 소득이 프랑스, 영국 수준으로 경제가 발
달했으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외향적 경제 성장에서 내향적
경제 성장으로 전환. 폐쇄적 경제정책과 실정으로 경제력 급
감. 1992년 새로운 통화 페소 도입, 인위적 고정 환율제 추진으
로 지속적 무역 적자, 이후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재정적자 확
대 초래.
1998년 메넴 정부 말기 잇따른 정책 실패로 경제 침체.
2001년 모라토리엄 선언, 사회 혼란. 2007년 12월 최악의 에너
지난으로 14년 만에 서머타임 부활. 2011년 10월 2호 원전 준
공, 3호 건설 추진. 대선 앞두고 자본 국외 유출 가속. 이후 정
부 규제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유출 지속. 마크리 대통령의 환율 통제 해제
정책으로 페소화 가치 급락. 미국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를 이
행하지 못해 2014년 5월 기술적 디폴트에 빠졌지만 채무 상
환에 합의. 15년에 걸친 채무상환 협상 끝에 2016년 국제 자본
시장에 복귀.
중도우파 마크리 대통령이 취임 이래 경제 통계 신뢰도가
나아졌음.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11월 인플레이션 등 각
종 경제통계의 조작 의혹을 받은 아르헨티나에 취한 ‘불신임’
(censure) 조치 해제. 2017년 디폴트(채무 불이행)에서 벗어난
지 1년 만에 100년 만기 국채 발행.
2010년 7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동성결혼 허용법을 공식
선포하면서 중남미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2012년 11월 의회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 통과,
정부는 민주주의 확대 조치라고 홍보했지만, 다가올 선거에서
여당 표를 늘리려는 조치라는 비판. 스페인, 이탈리아계 등 유
럽계 백인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문화와 사회 전반에
유럽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음. 노벨상 수상자 다섯 명을 배
출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 발전도 상당한 수준. 2013년 프란치
스코 교황 배출.
2017년 11월 15일 44명의 승조원을 태운 TR-1700급 잠수함
산후안호 실종 사고. 54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수개월간 수
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 중단.
한인 2세 변겨레 씨가 2016년 4월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문
화부 차관보에 임명.

에콰도르
Republic of Ecuador

면 적	28만3천561㎢
자 원	석유, 어류, 목재, 수력
인 구	1천629만913명(2017년 7월)
수 도	키토(Quito)
주 민	메스티소(71.9%), 몬투비오(7.4%), 아메리카인디언(7%), 백
인(6.1%)

에콰도르

페루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93%), 케추아(4.1%)
종 교	가톨릭(74%), 기독교 복음주의(10.4%), 여호와의 증인(1.2%)
원 수	[대통령]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Garces, 2017년 5월
취임)

의 회	단원제 - 137명(임기 4년)
주요 정당	PAIS연합, 기회창조당(CREO)
국내총생산 1
 천885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1천2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미국 달러(2001년부터)

약사
1533년 잉카제국이 스페인에 정복돼 식민지로 편입. 이후
대콜롬비아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1830년 분리 독립. 1920년대
국제 코코아 시장 붕괴,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외부 충격으로
1931~1948년 정치·경제·사회적 불안 가중, 21개 정부가 난
립하고 모두 중도 퇴진. 군사 독재 거쳐 1978년 민주화.

정치
1996년부터 대통령 세 명이 중도 축출되는 등 정치적 불안
정 격화. 2002년 11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예비역 대령 출신인
중도좌파 루시오 구티에레스가 알바로 노보아를 누르고 당선.
공금 유용 혐의를 받아온 노보아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도
미니카 공화국으로 망명. 구티에레스 대통령은 2005년 4월 마
약 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의회 만장일치로 강제 축출됨.
2006년 11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민족주의 성향의 라파
엘 코레아 후보가 ‘바나나 재벌’인 우파 노보아를 누르고 당선.
코레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제헌의회를 구성, 대통령의 경제
개입 확대를 축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
2009년 4월 대선에서 코레아 대통령 재선 성공. 2011년 5월
투우 금지, 부정 축재 처벌을 포함한 10대 개혁안 추진. 2013
년 2월 대선에서 코레아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해 1979년 민주
정부가 다시 들어선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10년간 대통령직
수행.
2017년 대선에선 좌파 후보 레닌 모레노 당선. 야권의 반발
로 부분 재검토가 이뤄졌으나 결국 당선 재확인. 강도가 쏜 총
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모레노는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거론. 집권당은 내홍 끝에
11월 모레노 전 대통령의 당 대표직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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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었으나 1992년 11월 탈퇴.
1990년 9월 중남미 주요국 모임인 리우그룹에 가입. 독립 이후
페루와 지속적으로 국경 분쟁, 무력 충돌까지 갔지만 1998년
영구적 평화협정 체결. 무역량 증가.
1970~1980년대 자국 해역에서 조업하던 미국의 참치어선
을 나포해 미국과 불편한 관계였으나 구티에레스 대통령의
2003년 2월 미국 방문을 계기로 관계 개선. 2004년 5월부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 코레아 대통령이 2007년
11월 O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15년 만에 OPEC에 공식 복
귀. 2008년 11월 브라질 국책은행에 대한 외채 상환 취소를 위
해 국제소송을 제기, 양국 관계 급랭.
한국과 1962년 수교. 1999년 9월 북한의 수교 교섭 제의 거
부. 2010년 9월 코레아 대통령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1년 4월 미국 대사가 코레아 대통령을 비난한 사실이 위
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지자 기피 인물로 선언하고 추방, 이에
미국도 에콰도르 대사를 맞추방하면서 관계 다시 악화. 2011
년 9월 새 대사 임명 절차에 돌입하며 화해무드. 2012년 6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정치적 망명 요구를 에
콰도르 정부가 허가하면서 영국과 외교 분쟁. 어산지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2017년 12월 에콰도르에
귀화.
2015년 8월 한국에서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후 12월 예비협의를 통해 협상 세칙에 합의. 2016년 11
월까지 5차 협상 진행.

경제 · 사회 · 문화
풍부한 석유자원과 경작지 보유. 석유를 비롯해 바나나, 새
우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음. 1999년 엘니뇨현상에 따른 여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 수
크레 화는 70%나 가치가 급락. 2001년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 2004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
장) 준회원국 가입 결정. 2006년 3월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
는 전국적 시위 발생. 2007년 12월 9일 공식 출범한 남미은행
회원국.
수도인 키토는 유네스코 선정 인류문화유산. 해발 수천m의
화산이 현재도 활동. 2003년 8월 안데스산맥 중부의 퉁구라후
아 화산 폭발. 2008년 정부가 민영방송국 2곳 소유주가 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방송국을 접수하면서 언론 자유 탄압
논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천76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상황 악화. 외국인 대상 강력 사건도 빈발.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10월 2일 67일간 비상사태 선포. 2010년 9~10
월 경찰의 폭력시위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코레아 대통
령이 시위대에 억류되는 사태 발생.
2010년 미국 석유업체 셰브런에 대해 아마존 오염 혐의로
손배소. 2011년 2월 에콰도르 법원은 오염 책임 물어 80억 달
러 벌금 판결. 셰브런의 항소에 2012년 1월 180억 달러 배상 판
결. 2012년 11월 아르헨티나 법원에 셰브런 자산 동결 요청. 같
은 해 12월 메르코수르 가입 의사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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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코토팍시 화산에 소규모 분출이 잇따르는 등 화
산 활동이 증가하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선포. 한국 정부는 9
월 화산 지역에 여행자제 경보 발령.
2016년 5월 16일 북부 해안 지역을 뒤흔든 규모 7.8의 강진
으로 660명이 사망하고 4천605명이 부상.

우루과이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

면 적	17만6천215㎢
자 원	농경지, 수력, 희소광물, 어류
인 구	335만1천16명(2016년 7월)
수 도	몬테비데오(Montevideo)
주 민	백인(88%), 메스티소(8%), 흑인(4%)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포루투뇰, 브라질레로(국경지대에서 사용
하는 혼용어)

종 교	가톨릭(47.1%), 기타 기독교(11.1%)
원 수	[대통령] 타바레 바스케스(Tabare Vazquez, 2015년 3월 취임),
[부통령] 루시아 토포란스키(Lucia Topolansky, 2017년 9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1명, 하원 99명(임기 5년)
주요 정당	광역전선(FA), 콜로라도당, 독립당, 백색당
국내총생산 7
 84억1천만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2천4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우루과이페소(UYU), 1미 달러=28.77페소(2017년)

약사
1516년 스페인이 발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영유권 다툼 이
후 1821년 브라질로 합병. 1828년 독립. 1917년 이래 중남미 최
초의 의회민주주의 확립.

정치
대통령 중심제. 1973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계속
되다 1984년 국민투표. 1985년 민정 이양. 군정 종식 후 1986년
국민투표, 54% 찬성으로 군정시절 군부와 경찰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금하는 사면법 제정.
경제 개혁으로 1990년대 연평균 4% 경제성장, 사회 안정.
1990년대 후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와 2001년 구
제역 발생으로 경제난 직면, 2002년 회복. 2004년 10월 대선과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해 전통 정당인 홍당과 백당이 170
년간 교차 집권해 온 정치 구도 종식.
2009년 11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중도좌파연합 광역전
선(FA)의 호세 무히카 승리. 좌익 게릴라 지도자 출신인 무히카
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강화 등 ‘룰라식 실용노
선’ 표방. 2010년 10월 군사독재자 후안 볼다베리 전 대통령에
게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됨. 2011년 10월 과거사 청산 작업 본
격화, 사면법 취소, 11월 독재시절 인권 범죄 조사 착수. 무히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월급 40만 달러를 모두 기부하는 등 ‘세계
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알려짐.
2014년 12월 대선에서 2005~2010년 대통령이었던 의사
출신 중도좌파 후보 타바레 바스케스가 53.6%의 득표율로
승리해 2015년 3월 취임. 5월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실무그룹’
을 구성하고, 군사독재정권(1973~1985년) 시절 인권범죄 조
사 착수.
2010~2015년 재임한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의 부인인 루시
아 토포란스키 우루과이 상원의원이 2017년 9월 첫 여성 부통
령으로 취임.

적 낙태법안 상원 통과. 신문은 엘 디아리오(중립), 과엘 파이
스(국민당계) 등.
2012년 7월 마리화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논의 시
작. 10월 쿠바에 이어 낙태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했으나 반대
여론이 일면서 2013년 국민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가 무산. 2013
년 4월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졌으며
12월에는 의회가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 합법화. 우루과이 정부
는 2014년 5월 마리화나 합법화법을 공포했지만, 시행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17년 7월부터 시행. 18세 이상에 한해 일반 약국
에서 1인당 월 40g까지 구매 가능.
2015년 12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는 처음
으로 브라질과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자
동차 FTA 체결. 2017년 3월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우
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실종.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축구 공동개최 추진 결정.

칠레

외교
군정 당시 친미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 추구.
중남미 국가들과의 연대가 외교의 기조. 미주자유무역지대 설
립 논의에도 주도적 역할.
1995년 10월 피델 카스트로 당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공식 방문했으나 2002년 4월 쿠바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
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대해 우루과이가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둘러싸고 갈등 표출, 외교관계 단절. 2004년 좌파 집권
이후 쿠바와 관계 복원.
한국과 1964년 10월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한 우루과이
대사관이 2002년 11월 우루과이 경제위기로 철수했으나 2004
년 8월 재개설. 바스케스 대통령은 2008년 9월 1964년 수교
후 처음으로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 2011년 9월 유엔평화유지군 소속으
로 아이티에 파견간 병사들이 소년을 성추행한 사건 발생, 논
란 일자 대통령 공식 사과. 2012년 9월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
2015년 4월 우루과이 외교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인권 상황을
독재정권에 비유해 논란이 일기도.

경제 · 사회 · 문화
농업, 목축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위주 경제구조, 전체 수출
의 50% 이상 차지. 제조업도 육류, 농산물, 양모, 피혁 가공분
야 위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 경제 의존도 높음. 아
르헨티나 경제·금융위기의 장기화로 2002년 5월 세금 인상
등 비상대책 발표. 2002년 8월 은행예금 인출사태가 이어지면
서 은행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위기를 겪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금융지원으로 파국은 면함.
2004년 11월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01년 구제
역 발생으로 우리나라에 신선육 수출 중단. 2011년 수출 재개
노력. 4월 유전 발견. 최근 40년간 60만~100만 명이 외국 이
주. 사회 공동체 형성과 경제성장 유지 어려움으로 2011년 12월
이민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2011년 12월 제한

Republic of Chile

아르헨티나

태평양

★ 산티아고

칠레

면 적	75만6천102㎢
자 원	구리, 목재, 철광석, 귀금속, 질산염, 몰리브덴, 수력
인 구	1천778만9천267명(2017년 7월)
수 도	산티아고(Santiago)
주 민	백인과 백인계 혼혈(88.9%), 마푸체 원주민(9.1%)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99.5%), 영어(10.2%)
종 교	가톨릭(66.7%), 기독교 복음주의파(16.4%)
원 수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2014년 3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38명(임기 8년), 하원 120명(임기 4년)
주요 정당	폭넓은 사회운동(MAS), 민주혁명당(RD), 칠레바모스당(CV)
국내총생산 4
 천521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2
 만4천6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칠레페소(CLP), 1미 달러＝653.9페소(2017년)

약사
1541년 스페인이 발견. 1818년 독립. 20세기 초 정치적 불안
정 지속.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옌데 승리, 사회주의 정책
채택. 세계 최초로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 1974년 이후 16
년간 군정. 1990년 문민정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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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공화제. 6년 임기의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 1973년 9
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
16년간 군정 실시. 1988년 연임을 위해 개헌을 시도했으나 국
민투표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실패. 1989년 12월 대통령선거에
서 반군정파의 파트리시오 아일윈 후보가 당선, 민정 복귀.
2000년 1월 결선투표에서 집권 좌파연정의 리카르도 라고
스 후보가 당선. 라고스 대통령은 군부의 위협에도 불구, 피
노체트를 재판해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2004년 8월 칠
레 대법원은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2006년 1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집권 중도좌파연합의 미첼 바첼레트가 칠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 17년간 칠레를 철권통치한 피노체트는
2006년 12월 심장질환 합병증 등으로 사망.
2010년 1월 대선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가 콘세르타시온
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후보를 큰 표 차로 제치고 승리. 2011
년 피녜라 대통령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
(1973~1990년) 종식 이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
율인 23% 기록.
1973년 쿠데타 도중 대통령궁에서 숨진 아옌데 전 대통령
타계 원인 공식 조사 착수, 2012년 9월 자살로 결론. 2013년 12
월 대선에서 중도좌파 여성 후보 미첼 바첼레트 다시 당선.
2006~2010년 첫 임기 마치고 퇴임할 당시 세계 최고 지지율
인 85%를 얻었던 바첼레트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 후 가족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권력형 비리와 경제 침체, 교육 개혁
안에 대한 불만 등으로 2015년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
2017년 12월 1차 대선 결선투표에서 다시 우파 야당이 득세
하며 ‘칠레 바모스’(CV) 후보로 나선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
통령이 승리. 피녜라는 신용카드 사업, 항공사, 방송사 등을 소
유해 ‘칠레의 트럼프’로 불림.

외교
중남미 및 미국과 관계 중시. 1879~1983년 영토 분쟁 끝에
전쟁을 치른 볼리비아와는 영사 관계만 유지. 1998년 11월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국과 FTA 체결에 합의.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공식 발효. 2003년 2월, 2004년
1월에는 유럽연합(EU), 미국과 각각 FTA 공식 발효.
한국과 1962년 6월 수교, 북한과는 1972년 6월 수교했다
1978년 9월 단교, 1992년 9월 복교. 2009년 11월 방한한 바첼레
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칠레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FTA를 심화·발전시키기로 합의.
2011년 12월 볼리비아와 태평양 진출 문제 놓고 신경전 지
속. 2013년 9월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와 관세장벽 없애기로
합의. 2014년 3월 페루와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따른 태
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130여 년에 걸친 분쟁
마무리.
볼리비아와의 태평양 출구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로까
지 옮겨져, 2015년 5월 첫 심리 진행.

경제 · 사회 · 문화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 한국을 비롯해 40여 개국과 FTA
를 체결해 국내시장을 과감히 개방. 2010년 1월 11일 남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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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 전
세계 구리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 포도주 강
국.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와 함께 유럽계 이민자의 국내 총인
구 비율이 높음.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배출.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으로 구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최
근 타격. 경제성장률은 2014년 2.83%, 2015년 2.75%, 2016년
2.44%로 하향곡선. 2017년에도 1.6%로 더 떨어질 전망.
수년간 사건 사고 잇따라 2010년 2월 27일 규모 8.8의 강진
과 지진해일로 700여 명이 숨지고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 발생. 2010년 8월 북부 산호세 광산 매몰로 지하 700m
갱도에 갇혔던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구조됨.
2011년 1월 남부지역 시위로 관광객 3천 명이 일주일 이상
고립. 5월 콜롬비아, 페루와 주식시장 통합, ‘중남미통합시장
(MILA·밀라)’ 공식 출범.
교육 투자와 무상교육 확대 요구 시위가 몇 달간 이어짐. 6
월 남부지역 화산 폭발로 주민 3천500명 대피, 항공대란. 7월
대학생, 노동계 대규모 시위. 교육 개혁 요구. 8월 노동계 총파
업. 2011년 지진 수차례 발생.
2012년에도 지진, 교육개혁 시위 지속. 2012년 1월 초등학교
교과서에 피노체트 집권 시기를 ‘군사독재’에서 ‘군사정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다 비판 여론에 독재 표현 유지 결정. 2012년
7월 성별, 인종, 종교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공포.
2015년 9월 규모 8.3의 강진이 다시 덮쳐 10여 명 사망. 2017
년 중남부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 최소 11명이 숨지고
서울 면적의 2배 규모인 605.28㎢ 소실. 2월에는 폭우로 최소
4명 사망. 7월에는 45년 만에 최대 폭설 피해.

콜롬비아
Republic of Colombia

베네수엘라

★ 보고타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면 적	113만8천91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니켈, 금, 구리, 에메랄드, 수력
인 구	4천769만8천524명(2017년 7월)
수 도	보고타(Bogota)
주 민	메스티소 및 백인(84.2%), 아프리카계(10.45), 원주민 3.4%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가톨릭(79%), 개신교(14%)
원 수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칼데론(Juan Manuel Santos
Calderón, 2010년 8월 취임), [부통령] 오스카르 나란호
(Oscar Adolfo Naranjo Trujillo, 2017년 3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02명, 하원 166명(임기 4년)
주요 정당	대안민주주의축(PDA), 콜롬비아보수당(PC), 자유당(PL), 민
주중앙당(CD)

국내총생산 7
 천125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4천5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콜롬비아페소(COP), 1미 달러=2,957페소(2017년)

약사
1538년 스페인 식민지. 1810년 12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를 포함하는 대콜롬비아공화국 수립 선포. 1830년 베네
수엘라와 에콰도르가 분리 독립. 1903년 속령 파나마가 분리
독립. 독립 이후 보수·자유 양당체제를 확립했으나 천일전쟁
(1899~1902년)으로 약 10만 명, 폭력시대(1946~1957년)에 30
만여 명이 피살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음.

정치
1957년 보수당과 자유당은 폭력시대 종식을 위해 국민전선
을 결성하고 권력 분배(교대 집권)에 합의. 1978년 국민전선 종
식. 1990년 선거 유세 중 대통령 후보 세 명이 암살되는 등 마
약조직 간 주도권 다툼으로 치안 악화.
2002년 치안 회복 공약으로 내건 무소속 알바로 우리베
벨레스 당선. 집권 이후 납치 사건이 3분의 1가량 줄어들고
2003년 11월 우익민병대가 해산을 시작하는 등 치안 개선
조짐.
2006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우리베가 좌파 후보 카를로
스 가비리아를 누르고 재선. 2008년 1월 좌익 반군 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에 납치돼 6년간 억류됐던 클라
라 로하스 전 부통령 후보와 콘수엘로 곤살레스 전 의원이
석방됨.
2008년 7월에는 무장혁명군(FARC)에 6년 이상 인질로 붙
잡혀 있던 잉그리드 베탕쿠르 전 대통령 후보가 극적으로 구
출됨. 2010년 5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당선. 2011년 11
월 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알폰소 카노 정부군에 사살.
2012년 3월 FARC 지도자가 무장투쟁 중단 선언, 최후 인질 석
방. 11월 FARC와 반세기 만에 평화회담, FARC가 두 달간 정전
을 선언했으나 2013년 1월 정전 종료 선언 뒤 평화협상 교착
상태 지속.
2014년 6월 대선에서 산토스 대통령이 재임 성공. 2015년 9
월 산토스 대통령이 FARC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와 직접 대
면한 뒤 2016년 3월까지 평화협정 체결 약속, 51년간 내전 종
식의 이정표가 마련됨. 이후 정부와 FARC는 희생자 보상, 전범
처벌 조항 등에 대부분 합의.
2016년 9월 산토스 대통령은 FARC와 평화협정을 맺었지
만, 협정 관련 국민투표에서 부결됨. 양측은 재협상 후 같은
해 11월 수정된 새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국민투표 없이 상하
원에서 만장일치로 새 평화협정을 승인. 평화협정이 반군에게
면죄부를 준다며 반대하는 세력과의 갈등은 이어짐.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노벨평화
상을 받음.
협정에 따라 FARC는 2017년 무기 인도 절차를 모두 완료,
반세기간 지속된 내전 사실상 종식. 정부는 10월 제2반군인 민
족해방군(ELN)과도 한시적인 정전 합의. 정전은 2018년 1월 12
일까지 102일 동안 발효.

외교
비동맹, 중립 외교가 기조이나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을 강
화,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시. 중남미 지역 내 경제통합,
특히 안데스공동체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 미국은 자국
마약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세계 최대의 마약생산국인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 근거지 척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콜롬
비아에 재정 지원은 물론 필요한 경우 군 병력까지 제공.
2008년 7월 베네수엘라와 외교관계를 정상화. 2009년 10월
콜롬비아 내 7개 미군기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콜롬
비아 군사협정을 체결, 중남미 국가들 강력 반발.
한국과 1962년, 북한과 1988년 10월 수교. 2008년 11월 제
1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
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키로 함. 이
에 따라 2010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2011년 9월 산토스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2012년 11
월 니카라과와 영유권 갈등 속에 니카라과 영해가 7만여㎢ 늘
어나도록 결정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반발, ICJ 판결 구
속력 보장한 보고타 조약 탈퇴 선언.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타에서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FTA의 조기 발효 노력 등에 합의.
2015년 8월 베네수엘라가 밀매에 따른 치안 불안 등을 이
유로 콜롬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콜롬비아 이주민을 추방하면서 양국이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갈등.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 석탄, 금, 백금, 에메랄드 등 광물자
원 풍부. 세계 2위의 화훼 수출국으로 부상. 1999년 9월 페소
화 가치의 급락과 외자 유출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
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세계 최대의 코카인과 헤로인 공급국
으로 마약밀매조직들이 밀림지대에 거점을 구축. 빈곤층이 전
체의 약 50%를 차지. 빈부 격차 심각. 2004년 12월 메르코수르
준회원국으로 가입.
2011년 4~5월 집중호우로 60만여 명 피해, 비상사태 선포,
각국에 긴급지원 요청. 7월 한국 정부 20만 달러 지원.
10월 교육개혁 시위 한 달여간 지속, 11월에 고등교육법 개정
안 철회. 2011년 4월 미국과 FTA 타결, 2012년 5월 발효. 2012년
6월 한국과 FTA 타결.
2016년 4월 남미에서 네 번째로 동성 결혼 합법화. 2017년 9
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10월 수도 보고타에 6.25 참전용사
를 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 우호회관’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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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Republic of Paraguay

브라질

2011년 7월 루고 대통령의 연임 시도를 위해 개헌안을 제출했
지만, 상원에서 부결. 2012년 6월 대통령 탄핵안 가결. 부통령 겸
상원의장 페데리코 프랑코가 대통령직 승계. 루고 전 대통령 새
정부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며 전직 각료로 별도의 내각 구성.
2013년 4월 대선에서 중도우파 콜로라도 당 후보인 오라시
오 카르테스 당선. 2017년 대통령 연임 허용하는 개헌한 의회
통과. 카르테스 대통령의 2018년 대선 불출마 선언에도 전국에
서 항의 시위.

파라과이

외교
아르헨티나

★

아순시온

면 적	40만6천752㎢
자 원	수력, 목재, 철광석, 망간, 석회석
인 구	694만3천739명(2017년 7월)
수 도	아순시온(Asuncion)
주 민	메스티소(95%)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과라니어(공용어)
종 교	가톨릭(89.6%), 개신교(6.2%), 기타 기독교(1.1%)
원 수 [대통령]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2013년 8월 취임),
[부통령] 후안 아파라 마시엘(Juan Afara Maciel, 2013년 8월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45명, 하원 80명(임기 5년)
주요 정당	국가공화연합(ANR), 진성급진진보당(PLRA), 연대국가
당(PPS), 진보민주당(PDP)

국내총생산 6
 80억5천만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9
 천8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과라니(PYG), 1미 달러=5,628.1과라니(2017년)

약사
1811년 독립. 1844~1870년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 대통
령 독재. 1864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개국을 상대
로 한 전쟁 감행, 완패로 영토 절반 상실. 1870~1953년 소수
독재자 집권. 1932~1935년 볼리비아와 차고 지역 영유권 문
제로 전쟁.

정치
대통령제와 상하 양원제의 의회민주주의 체제. 1954~1989
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너 군사독재. 1989년 안드레스 로드리
게스 쿠데타로 스트로에스너 브라질 망명. 1993년 5월 독립 이
후 182년 만에 최초로 자유민주선거. 후안 카를로스 와스모시
당선, 그러나 지지기반 부족으로 국정 운영 어려움.
2008년 4월 대선에서 가톨릭 사제 출신의 페르난도 루고가
빈곤층과 농민, 진보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
콜로라도당의 61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키며 승리. 루고 대통령
은 2008년 6월 당선인 신분으로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 2010년 루고 대
통령은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 끝에 완치 판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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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창립 회원국이며 리우그룹 회
원국으로 중요한 정치·외교적 사안에는 리우그룹에 동조. 남
미에서는 유일하게 쿠바와 국교를 맺지 않았으나 2000년 11월
아바나에서 열리는 이베로-미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40년 만
에 쿠바와 국교를 재개.
파라과이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유엔 한국재건단
(UNKRA)을 통해 한국 재건을 지원,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
해 온 전통적인 우방. 1962년 6월 한국과 단독 외교관계 수립.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 파라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경제
협력 강화 논의. 2016년 1월엔 한국과 국방분야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012년 6월 대통령 탄핵으로 중남미 지역과 관계 악화. 아르
헨티나는 단교 선언. 메르코수르는 새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을 금지하는 등 남미지역 국제기구들이 파라과이 제재 시작. 메
르코수르와 남미국가연합은 파라과이에 회원국 자격정지 조치.
카르테스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보이콧했다가 2013년 말 복귀
의사 천명. 2013년 10월엔 베네수엘라와 외교관계 정상화 합의.

경제 · 사회 · 문화
정치적 불안과 부패, 구조적 개혁의 미비, 부족한 인프라 등
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농업, 목축업, 임업이 노동인
구의 40% 차지. 석유, 석탄과 같은 연료자원은 없으나 수력발
전자원이 풍부해 전력을 주변국에 판매. 세계 최대의 수력발
전 댐인 이타이푸댐 보유. 수출품은 콩과 면화, 목재 등이며
기계류 등을 주로 수입. 2007년 12월 9일 공식 출범한 남미은
행 회원국.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뎅기열 창궐, 2007년 2월 국가비
상사태 선포. 원주민인 과라니족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접목된
‘과라니-스페인문화’라는 독특한 혼합문화를 형성. 2011년 9월
구제역 발생, 쇠고기 수출 일시 중단. 2012년 1월 구제역 재발.
2011년 10월 남미국가연합 순번 의장. 2012년 6월 경찰과 빈농
충돌로 90여 명 사상. 11월 군사독재자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
르 전 대통령 유해 귀환 반대 시위.
2015년 의부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소녀의 낙태 허용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논쟁이 이는 등 산모의 생명이 명백
하게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한 법을 둘
러싸고 잦은 논란.
2016년엔 브라질과 파라과이 접경 도시에서 마약밀매조직
과 폭력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폭력사건으로 사상자가
잇따름. 2017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와 2030년 국제축구연
맹(FIFA) 월드컵 축구 공동개최 추진키로 합의.

페루
Republic of Peru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페루
★ 리마
남태평양

면 적	128만5천216㎢
자 원	구리, 금, 은, 석유, 목재, 어류, 철광석, 석탄, 인산염, 수력, 천연가스
인 구	3천103만6천656명(2017년 7월)
수 도	리마(Lima)
주 민	원주민(45%), 메스티소(37%), 백인(15%)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84.1%), 케추아어(공용어, 13%), 아이마
라어(공용어, 1.7%)

종 교	가톨릭(81.3%), 기독교 복음주의파(12.5%), 기타(3.3%)
원 수	[대통령]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2016년 7월 취임), [제1부통령] 마르틴 알베르토 비스카라
(Martin Alberto Vizcarra, 2016년 7월 취임), [제2부통령] 메
르세데스 아라오스(Mercedes Araoz, 2016년 7월 취임)

의 회	단원제 - 130명(임기 5년)
주요 정당	민중권력당, 변화를 위한 페루인 당(PPK), 진보연합
(APP), 남미혁명인민동맹(APRA), 국가연대(SN)

국내총생산 4
 천246억 달러(2017년,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3천300달러(2017년, PPP 기준)
통 화	누에보솔(PEN), 1미 달러＝3.265누에보솔(2017년)

약사
1533년 스페인이 침입해 내란 상태였던 잉카제국 정복. 남
미 독립운동의 영웅 호세 데 산마르틴이 1821년 7월 28일 독립
선언, 이어 3년간 스페인과의 전쟁을 거쳐 독립 쟁취.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 쿠데타로 민선 정부가 전복되는 일이
빈번.

정치
1985년 알란 가르시아 페레스 대통령 취임. 40년 만에 처음
으로 민선 정권 교체 실현. 은행 국유화, 외채 상환 거부 등 급
진적 경제정책으로 경기 침체, 고인플레이션 등 정치·경제 불
안 지속.
2001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당선.
2011년 7월 좌파 성향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 취임. 쿠바와 관계
회복 시도. 2013년 2월 브라질, 볼리비아와 마약 퇴치 공조 합의.
2016년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변화를 위한 페루인 당’ 페드
로 파블로 쿠친스키 후보가 50.12%의 득표율로 게이코 후지모

리 민중권력당 대표를 0.2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페루 대선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림. 알베
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후지모리는 ‘부녀 대통령’을
노렸지만 패배.
쿠친스키 대통령은 재무장관 시절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
러나며 2017년 탄핵 위기에 내몰렸으나 12월 의회에서 탄핵안
부결. 1990~2000년 재임 시절 자행한 학살, 납치, 횡령 등의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2017년 건강 이상으로 병원 이송.

외교
칠레(1879~1983년), 에콰도르(1941년) 등과 영토 문제로 전
쟁. 1999년 11월 칠레와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조약에 서명.
1999년 12월 후지모리 대통령은 페루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칠레를 방문. 후지모리 퇴임 이후에는 그의 신병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불편한 관계. 2003년 8월 남미공동시장(메르
코수르) 준회원국으로 가입.
2005년 페루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후지모리 신병 인도
요청. 그러나 일본이 후지모리에게 일본 시민권을 발급해 주는
등 ‘후지모리 감싸기’에 나서자 페루 정부는 일본 주재 자국 대
사를 철수시키는 등 외교적 대응. 페루 정부가 2006년 9월 주
일본 대사를 임명, 후지모리 신병 인도 문제로 불거진 페루·
일본 간 외교 분쟁이 일단락됨.
한국과 1963년 4월, 북한과 1989년 11월 외교관계 수립. 가
르시아 대통령은 2009년 11월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
담.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 2011년 1월 찬차마요 시에서
정흥원 씨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중남미 최초 한인 시장이 됨.
2012년 5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협력 강화.
2014년 3월 칠레와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따른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130여 년에 걸친 분쟁 마무리.
12월 리마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개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리마에서 우말라 대통령과 정
상회담을 갖고 경공격기 FA-50 수출 등 협의.

경제 · 사회 · 문화
남미에서 유일하게 4천 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로 잉
카문명의 형성지. 세계적인 광업국으로 동광석이 최대의 외화
수입원. 톨레도 대통령 취임 이후 구리와 금 등 원자재 가격 상
승에 힘입어 4~5%의 견실한 경제성장.
2002년 6월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조치로 제2 도시 아레
키파에서 대규모 반정부 폭동이 발생해 계엄령 선포, 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 2007년 8월 남부 지방을 강타한 리
히터 규모 8의 지진으로 최소 510명이 숨지고 1천600명이 부
상. 2011년 10월 중부해안 지역에 규모 6.9의 지진으로 1천 명
넘는 이재민 발생.
통신은 국영 안데스통신. 저항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마리
오 바르가스 요사가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
2012년 2월 1980년대 페루 최대 좌익 게릴라 조직 ‘빛나는
길’ 지도자가 군에 생포. 6월 한국인 8명 탑승한 헬기 연락 두
절, 암벽에 부딪혀 탑승자 전원 사망. 2012년 7월 광산개발 반
대 시위 발생, 일부 지역 비상사태 선포. 9월 아마존 원주민에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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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저지 권한 부여하는 대법원 판결. 10월 공공부문 의
사들의 한 달간 총파업으로 의료대란.
2016년 5월엔 아마존 지역에서 불법 채굴행위로 수은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페루 정부는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
포. 2017년 3월 엘니뇨로 인한 집중호우로 최소 90명 사망, 이재
민 12만 명 발생. 한국 정부도 3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

각국 영토
푸에르토리코
(Commonwealth of Puerto Rico, 미국자치령)

면 적 1만3천790㎢
인 구 335만1천827명(2017년 7월)
수 도 산후안(San Juan)
[지 사] 리카르도 로셀로(Ricardo Rossello, 2017년 1월 취임)

1493년 스페인령. 1898년 미·스페인 전쟁으로 미국령 편입.
1917년 미국 시민권 인정, 대통령 투표권은 없음. 1967년, 1993
년, 1998년 세 차례 헌법상 지위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했
지만 자치령을 유지키로 결정,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것 저지. 과거 설탕 생산이 주산업이었으나 낙농, 축산업 비중
확대. 1950년대 이후 미국 기업 투자 활발. 관광이 주요 소득
원.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천273억 달러(PPP), 1인당
GDP는 3만7천900달러.
2011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50
년 만에 공식 방문. 마약 밀매 기승으로 2011년 6월 미국 사법
기관과 공조해 마약과의 전쟁 돌입. 마약 갱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2011년 8월 허리케인 아이린 강타로 주 전역 비상사
태 선포. 2012년 5월 영어 공용화 추진 검토. 11월 미국 대선 때
자치령에서 미국의 한 주(州)로 편입하는 주민투표 통과. 미국
의회 승인과 대통령 추인 절차 밟으면 연방에 편입하게 됨.
재정난 속에 2015년 8월 만기가 도래한 5천800만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해 첫 디폴트. 이어 12월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갚아 2차 디폴트는 모면했으나 재정 상태가 악화돼 디폴트 위
험 지속. 2016년 5월 두 차례 채무 만기를 지키지 못하고 디폴
트를 다시 선언. 2016년 6월 미 의회가 푸에르토리코 구제 법
안을 승인. 2017년 9월 4등급 허리케인 마리아로 역대 최악 피
해. 2차 피해까지 고려할 때 사망자 1천 명 이상으로 추정.

수 도 샬럿 아말리에(Charlotte Amalie)
[지 사] 케네스 맵(Kenneth Mapp, 2015년 1월 취임)

의회는 단원제(15명, 임기 2년). 서쪽이 미국령, 동쪽이 영국
령. 17세기 영국과 덴마크령으로 분리 이후 1917년 미국이 덴마
크령 매입. 미국령의 경우 영어가 74.7%, 스페인어와 크리올어가
16.8% 통용. 19세기 초까지 노예노동을 통한 사탕수수 생산이 경
제 중심을 이뤘으나 1848년 노예제도 폐지 이후 경기 하락.
지금은 관광이 주산업으로 국내총생산의 80% 차지. 2008년
방문객 240만여 명. 식료품은 대부분 수입. 세인트크루아섬에
세계 최대 석유 정제공장 위치. 석유 정제, 럼주 증유, 섬유, 전
자기기 등이 제조업 중심. 미국 하원에 표결권 없는 대표가 상
주. 주민은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대통령 투표권은 없음.
2017년 9월 초강력 허리케인 ‘이마’로 공항, 도로, 건물이 파
손되고 전기, 통신 두절. 2주일 뒤 또다시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해 상당한 피해.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37억9천
200만 달러(PPP), 1인당 GDP는 3만6천100달러.

영국령 버진 제도
(British Virgin Islands)

면 적 151㎢
인 구 3만5천15명(2017년 7월)
수 도 로드타운(Road Town)
[총 독] 거스 재스퍼트(Gus Jaspert, 2017년 8월 취임)
[총 리] 올랜도 스미스(Orlando Smith, 2011년 11월 취임)

영국 자치령으로 60여 개의 산호초와 화산섬으로 이뤄진 군
도. 1672년 영국에 합병. 1967년 자치권 획득. 서쪽 미국령 버진
제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미국 달러를
화폐로 사용. 관광이 주요 수입원으로 전체 소득의 45% 차지.
2008년 한 해만 관광객 93만4천여 명이 방문.
해외기업 등록도 세입의 상당 부분 차지. 2000년 말 기준으
로 40만여 개 기업이 등록.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5억
달러(PPP), 1인당 GDP 4만2천300달러로 카리브해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권 중 하나. 2016년 사상 최대 조세회피 의혹 자료
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나오는 회사 이름 가운데 과반이 ‘영국
령 버진아일랜드’로 등록돼 다시 주목받음. 2017년 9월 허리케
인 ‘어마’ 상륙을 틈타 교도소에서 재소자 100여 명이 탈출하
는 사건 발생.

버뮤다
(Bermuda, 영국령)

미국령 버진 제도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면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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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10㎢
10만7천268명(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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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54㎢
인 구 7만864명(2017년 7월)
수 도 해밀턴(Hamilton)
[총 독] 존 랜킨 (John Rankin, 2016년 12월 취임)
[총 리] 데이비드 버트(David Burt, 2017년 7월 취임)

1609년 버지니아로 향하다 난파된 영국 선원에 의해 발견돼
영국령 편입. 1995년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 현 정부에서 독립 관련 문제 다시 이슈화. 1인당 국민 소
득이 세계 4위로 미국보다 50% 이상 높음. 2013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51억9천800만 달러, 1인당 GDP 8만5천700달러.
전통적으로 관광이 중요했으며 최근에는 국제 비즈니스업
증가 추세.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서비스업 발달. 대표적
인 조세회피처로 미국 기업 진출 가속화. 토지의 20%만이 경
작 가능해 대부분 식료품은 수입. 2012년 1월 한국과 조세정보
교환협정 서명.

앙길라

인 구 5만2천570명(2017년 7월)
수 도 콕번타운(Cockburn Town)
[총 독] 존 프리먼 (John Freeman, 2016년 10월 취임)
[총 리] 루퍼스 어윙 (Rufus Ewing, 2012년 11월 취임)

40여 개 섬 가운데 8개만 주민 거주, 나머지는 무인도. 대부
분이 흑인(87.6%). 주요 산업은 관광, 역외 금융, 어업. 자본재
와 식료품 대부분 수입.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6억3천
200만 달러(PPP), 1인당 GDP는 2만9천100달러. 2006년 총선
으로 총리를 선출했지만 2009년 정치권 부패, 총리 사치 혐의
로 영국 조사단에 의해 헌법 효력 2년간 정지. 모든 권한이 영
국 여왕이 지명한 고든 웨더렐 총독에게 이관됨. 이후 여왕이
총독 임명.

(Anguilla, 영국령)

면 적 91㎢
인 구 1만7천87명(2017년 7월)
수 도 더 밸리(The Valley)
[총 독] 팀 포이(Tim Foy, 2017년 8월 취임)
[수석 장관] 빅터 뱅크스(Victor Banks, 2017년 8월 취임)

1650년부터 세인트키츠에서 건너온 영국인들에게 식민화.
1971년 독립 자치주로 분리, 1980년 공식적으로 독립 자치령에
편입. 1982년 헌법 제정. 자연 자원이 부족하고 관광산업, 역외
금융에 의존.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억7천540만 달러
(PPP), 1인당 GDP 1만2천200달러.(2008년 PPP 기준)

케이맨 제도
(Cayman Islands, 영국령)

면 적 264㎢
인 구 5만8천441명(2017년 7월)
수 도 조지타운(George Town)
[총 독] 헬렌 킬패트릭(Helen Kilpatrick, 2013년 9월 취임)
[총 리] 앨든 맥로린(Alden Mclaughlin, 2013년 5월 취임)

1863년 자메이카 통치. 1959년 서인도제도 연방 편입. 직접
세가 없어 역외 금융산업이 크게 발달. 2008년 기준으로 은행
300여 개 포함 9만3천여 개 기업이 등록. 관광산업 비중도 커
국내총생산 70% 차지. 2008년 전체 관광객 수 190만여 명, 절
반이 미국 관광객. 식료품과 소비재 90% 이상 수입. 금융위기
의 여파로 2009년 세입이 35∼40% 급감. 2014년 기준 국내총
생산(GDP) 25억700만 달러(PPP). 1인당 GDP 2004년 기준 4만
3천800달러.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urks and Caicos Islands, 영국령)

면적

948㎢

몬트세랫
(Montserrat, 영국령)

면 적 102㎢
인 구 5천292명(2017년 7월)
수 도 플리머스(Plymouth)
[지 사] 엘리자베스 캐리에(Elizabeth Carriere, 2015년 8월 취임)
[총 리] 도널드슨 로메로(Donaldson Romero, 2014년 9월 취임)

18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영유권을 놓고 다툰 끝에 1783년
영국령 편입. 한때 목축과 관광업이 번성했으나 1995년 7월 시
작된 화산 폭발로 인구 3분의 2가 해외 도피. 1997년 6월 공항
과 항구 폐쇄, 수도 플리머스를 비롯한 남부지역 대부분이 매
몰, 브레이즈에 임시수도 건설. 2006년과 2007년에도 화산 활
동으로 대피령 내려짐.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4천378
만 달러, 1인당 GDP 8천500달러.

포클랜드 제도
(Falkland Islands, 영국령)

면적
인구
수도

1만2천173㎢

3천198명(2016년)
스탠리(Stanley)
[지 사] 콜린 로버츠(Colin Roberts, 2014년 4월 취임)
[행정 장관] 키스 파제트 (Keith Padgett, 2012년 2월 취임)

1592년 영국인들이 발견. 1764년 이후 스페인과 영국, 아르
헨티나 사이 영토 분쟁. 1982년 영국-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발발, 영국 승리로 1833년부터 사실상 영국 지배. 2007
년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정부 출범 이후 영유권 반환 추진
움직임.
연안에 원유가 상당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2010
년 석유 시추 작업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갈등 고조.
2011년 9월 영국업체가 2016년부터 석유 생산 계획 발표. 목축
이 주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어업이 큰 비중 차지. 198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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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에 어업허가증을 팔고 있음. 한해 4천만 달러에 이르
는 허가료가 경제 지탱.
2015년 영국이 포클랜드에 대한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자 아
르헨티나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 불거짐. 2015년 11월 아
르헨티나 대선에서 포클랜드 반환을 주장해 온 페르난데스 대
통령 여당이 패하면서 분쟁이 일단 가라앉을 전망. 2016년 9월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를 둘러싼 무역, 석유, 가스 해
운 등 여러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2017년 영국의 유
럽연합(EU) 탈퇴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분쟁 공론화
조짐.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2억8천180만 달러(PPP), 1
인당 GDP 2002년 기준 9만6천200달러.

생피에르(St. Pierre)
[지 사] 장-크리스토프 부비에르 (Jean-Christophe Bouvier,
2014년 9월 취임)
수도

1660년 이래 프랑스령. 1976년 프랑스 해외 영토로 편입. 주
요 산업은 어업. 근해는 중요한 경제수역으로 프랑스와 캐나
다가 어획 할당량 놓고 대립. 1992년 중재위원회가 배타적 경
제수역 1만2천348㎢ 판정. 프랑스 본국에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급. 최근 석유탐사 진행. 2006년 기준 국내총
생산(GDP) 2억1천530만 달러, 1인당 GDP 2006년 기준 3만4
천900달러.

마르티니크

아루바

(Martinique, 프랑스 해외주)

(Aruba, 네덜란드 자치령)

면적
인구
수도

면적
인구
수도

1천128㎢

38만6천486명(2013년)
포르 드 프랑스(Fort de France)

1635년부터 프랑스령. 18세기 영국과 7년 전쟁, 나폴레옹 전
쟁 기간 영국 점령을 제외하고 계속 프랑스령. 1946년 해외 주
(州)로 승격. 2009년 저임금과 고물가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
가 한 달가량 지속. 같은 해 6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
령이 자치 확대에 대한 주민투표 제안. 2010년 1월 주민투표에
서 자치확대안 부결. 2011년 4월 세계태권도연맹에 준회원국
신규 가입. 주요 산업은 관광, 무역. 사탕수수를 이용한 럼주
생산과 바나나 수출 증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00
억7천만 달러, 1인당 GDP는 2만7천688달러.

과들루프
(Guadeloupe, 프랑스 해외주)

면적
인구
수도

180㎢

11만5천120명(2017년 7월 예상치)
오랑예스타트(Oranjestad)
[총 독] 알폰소 북하우트(Alfonso Boekhoud, 2017년 1월 취임)
[총 리] 에블린 베버-크루(Evelyn Wever-Croes, 2017년 11월
취임)
1499년 스페인 탐험가 발견. 1636년 네덜란드령 편입. 1986
년 내정자치권 얻으며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탈퇴. 1996년
독립 예정이었으나 경제 부진 등을 이유로 1994년 본국과 협
의를 거쳐 자치령 유지. 1924년 원유 정유로 번영. 19세기 골드
러시. 20세기 말 관광산업 호황.
2009년 원유 정유와 저장 중단으로 지금은 역외 금융, 관
광이 주요 산업. 매년 관광객 150만여 명 방문, 호텔 수요 증
가로 건설 호황. 통화는 아루반길더(Aruban Guilder, 1미 달러
=1.79길더의 고정 환율).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5
억1천600만 달러(2009년), 1인당 GDP는 2011년 기준 2만5천
300달러.

1천628㎢

40만3천750명(2014년 7월)
바스테르(Basse-Terre)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Netherland’s Antilles, 네덜란드 자치령)

서인도 제도 9개 유인도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세인트
마틴섬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공유. 1635년 프랑스령이 됐
으며 1964년 프랑스 해외 주에 편입. 2009년 1월 생활고에 반
발하는 노동계의 생계형 파업과 시위가 한 달 이상 벌어져 큰
혼란. 주산업은 농업과 관광. 통화는 유로. 2012년 기준 국내총
생산(GDP)은 100억3천만 달러, 1인당 GDP는 2만5천479달러.

생 피에르 에 미클롱
(St. Pierre et Miquelon, 프랑스 해외주)

면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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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5천533명(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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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인구
수도

999㎢

30만4천759명(2010년)
빌렘스타트(Willemstad)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지화. 과거 노예무역 중심지. 1954년
이후 자치권 획득. 2010년 10월 10일 영토 해체, 퀴라소섬, 신
트마르턴(세인트마틴섬의 일부)은 네덜란드 자치령, 보네르
섬, 사바섬, 신트외스타티위스섬은 네덜란드 직할령으로 분
리. 전체 인구의 85%가 퀴라소섬에 밀집. 신트마르턴섬의 북
부 3분의 2는 프랑스령, 남부 3분의 1은 네덜란드령. 공식 언
어는 네덜란드어지만 북부에서는 영어, 남부에서는 스페인어
가 많이 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