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아니아 Oceania
나우루
야렌
★
호주

면 적	약 852만5천㎢
인 구	약 3천567만 명
나 라 14개국
속 령 25개
주 민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럽계 백인이 90％ 이상. 남태평양
군소 국가들은 멜라네시아인, 폴리네시아인, 미크로네시
아인 등 유색인종이 주류를 형성.

주 민	나우루인(58％), 주변 도서민(26％), 중국인(8%), 유럽인(8%)
언 어	나우루어(공용어), 영어
종 교	개신교(60.4%), 가톨릭(33%), 기타(3.7%)
원 수	[대통령] 배런 와콰(Baron Waqa, 2013년 11월 취임)
국내총생산 1
 억5천9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1억1천
400만 달러(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만2천200달러(2017년)
통 화	호주달러, 1달러당 1.31호주달러(2017년)

종 교	대부분 기독교. 정령신앙, 영혼신앙 등 토착 종교도 존재.

약사

개관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
질랜드 대륙으로 구분. 스페인, 포르투갈이 16세기 중엽부터
이 지역의 여러 섬을 탐험하기 시작한 이래 영국, 네덜란드, 독
일, 프랑스 등이 식민지 쟁탈전에 가세.
호주, 뉴질랜드는 19세기 말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제2
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독립. 이어 1962년 서사모아를 시작으로
나우루·통가·피지·파푸아뉴기니·솔로몬·투발루 등 9개
신흥독립국 잇따라 탄생. 1994년 10월 유엔의 최후 신탁통치령
으로 남아 있던 팔라우가 독립.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산업·경제 발달이 크게 뒤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목·수산업 중심의 제1차 산업이 주산
업을 이루고, 근대공업의 발달은 미약. 다른 대륙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 희귀동물들이 분포하지만 다수가 멸종위기. 1982
년 남태평양지역환경계획(SPREP)을 창설해 환경 위협에 공동
대처. 남태평양비핵조약에도 적극 동참. 2002년 8월부터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남태평양 국가들의 연례 모임인 남태평양포럼
(SPF)의 주요 의제로 부각.

나우루
면 적	21㎢
인 구	1만1천359명(2017년 7월)
수 도	야렌(Yaren)

Republic of Nauru

1888년 독일령. 제1차 세계대전 때 호주가 점령.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점령. 종전 후 유엔 신탁통치령이 됨. 1968년 1
월 공화국으로 독립, 같은 해 11월 영연방 가입. 1999년 유엔 가
입. 바티칸시국을 제외하고 면적·인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정치
공화국. 대통령은 3년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 내각은 대통령
이 지명한 의원들로 구성. 의회는 총 19석. 의원 임기는 3년.

외교
비동맹외교 표방. 남태평양비핵조약 가입국. 기후변화에 따
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군소도서국
가연합(AOSIS) 참여국. 1979년 8월 한국과 수교, 1982년 북한
과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부존자원인 인광석 판매로 한때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혔으나 인광석이 고갈되며 호주에 경제적으로 의
존.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호주에서 수입. 2007년부터 2차
인광석 채굴에 들어갔으며 가채연수는 30년으로 추정. 2002
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지목.
2006년 나우루 은행이 문을 닫으며 은행이 없는 상태가 되
기도 함. 2008년 호주가 나우루에 세운 역외난민수용소를 폐
쇄하면서 경제난 가중. 2012년 호주가 새 난민법을 통과시키며
역외난민수용소 재설치. 2013년 예산 고갈로 국가 기능이 마비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함. 나우루어는 태평양의 어느 언어와도
닮지 않아 나우루인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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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뉴질랜드
New Zealand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1983년 호주와 경
제긴밀화자유무역협정(CER) 체결. 한국전쟁 파병. 1962년 6월
한국과 수교. 2001년 3월 북한과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태즈먼해

웰링턴
★

뉴질랜드
태평양

면 적	26만8천838㎢
자 원	석탄, 금, 천연가스, 철광석, 석회암, 원목
인 구	451만327명(2017년 7월)
수 도	웰링턴(Wellington)
주 민	유럽계(71.2%), 마오리족(14.1%), 아시아계(11.3%), 남태평양계(7.6%)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공용어), 뉴질랜드 수화(공용어)
종 교	가톨릭(11.6%), 영국성공회(10.8%), 기타 기독교(20.9%),

주로 낙농제품을 수출하고 기계, 장비 등 공산품 수입. 2014년
11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비준을 남겨둠.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체제. 마오리족
의 오랜 고통 해결이 정부 과제. 2013년 8월 동성결혼을 허용.
2011년 2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강진으
로 한국인 유학생 2명 등 180명이 사망. 이후 진도 5~6 규모
의 지진이 해마다 반복. 2012년 7월 한국이 26년 만에 포경 활
동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하자 강력 반발.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2015년 12월 공식 발효. 2014년 12월
부터 2015년 11월까지 뉴질랜드를 찾은 한국인은 6만2천704명
으로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

바누아투
Republic of Vanuatu

힌두교(2.1%), 불교(1.4%), 이슬람(1.1%)

원 수	[총 독] 데임 팻시 레디(Dame Patricia Lee REDDY, 2016년 9월
취임), [총 리]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2017년 10월 취임)

의 회 	단원 120석(70석 지역구 선출, 그중 마오리족 7석. 비례대표
50석. 임기 3년)

남태평양

정 당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 퍼스트당, 마오리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천857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2

바누아투

천8억 달러(2016년)

★
포트빌라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만8천500달러(2017년)
통 화	뉴질랜드달러(NZD) 1달러당 1.416뉴질랜드달러(2017년)

약사
600~1000년 마오리족 정착. 1840년 마오리족의 사유재산
을 인정해 주는 대신 영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와이탕기 조
약이 맺어지며 영국의 식민지가 됨. 1907년 독립해 영국자치령
지위 획득. 1931년 영연방 가입. 1945년 유엔 가입. 1947년 뉴질
랜드 의회가 영국 의회에서 완전히 분리.

100여 개 현지어

정치
영국 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총독은 영
국 왕이 지명. 보통 다수당 또는 다수 연립정당 대표가 총독
에 의해 총리로 선출. 내각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 총독이 구성.
2003년 10월 대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 영국 추밀원이 최종심
을 맡던 관계를 끊고 163년에 사법권 완전 독립.
2006년 4월 첫 아시아계 총독 아난드 사티아난드 취임.
2008년 총리로 취임해 8년간 뉴질랜드를 이끌어온 존 키가
2016년 사임을 발표하고 정계 은퇴. 2016년 9월 변호사 출신
팻시 레디 총독 취임. 2017년 10월 37세인 노동당 소속 재신더
아던 여성 총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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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1만2천189㎢
자 원	수산물, 활엽수, 망간
인 구	28만2천814명(2017년 7월)
수 도	포트 빌라(Port Vila)
주 민	바누아투인(97.6%), 기타(1.3%)
언 어	영어(공용어), 프랑스어(공용어), 비슬라마어(피진영어) 등

각국현황

종 교	개신교(70%), 가톨릭(12.4%)
원 수	[대통령] 탤리스 오베드 모지스(Tallis Obed MOSES, 2017년 7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7억8천7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8억3천7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천800달러(2017년)
통 화 바투(Vatu), 1달러당 109.7바투(2017년)

약사
1906년 영국·프랑스 공동통치령. 1980년 7월 영연방 일원
으로 독립.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1억3천만 달러(2017년), 공식 환율 기준

정치
공화국.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의원과 지역의
회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의회는 총 52석. 의
원 임기는 4년.

외교

8억4천400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5천700달러(2017년)
통 화	탈라(Tala), 1달러당 2.566탈라(2017년)

약사

비동맹·반핵·반외세가 외교의 기본 노선. 프랑스 핵실험
중지 및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 반대안을 채택하는 등 강경한
반핵 정책을 폄. 1980년 11월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1981년 10
월 수교.

1899년 독일의 식민지가 됨.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뉴질랜드
가 점령. 1914~1962년 국제연맹·연합 아래 뉴질랜드가 위임·신
탁 통치. 1962년 독립. 1970년 영연방 가입. 1976년 유엔 가입.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 2001년 유엔 최저개발국
(LDCs) 회의가 최저개발국으로 지정.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대
관광 수입원이자 대외원조국. 해역 일대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왕성한 환태평양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매년 전 세계 지진 중
90%가 발생.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동쪽에 있는 매튜·헌터
제도의 영유권을 놓고 프랑스와 마찰.
2015년 3월 사이클론 ‘팸’이 강타해 17명이 사망하고 6만5천
명의 이재민 발생. 2017년 9월 암배섬 마나로 화산 분화가 임박
해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 주민 1만1천여 명 전원에 강제대피령.
화산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한 달 만에 비상사태가 해
제되고 이재민들이 섬으로 복귀했지만, 화산재와 산성비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식수 부족과 농작물 및 어획물 피해를 겪음.

입헌군주제. 의회민주주의. 대수장은 의회가 선출. 대수
장 임기는 5년. 무제한 중임이 가능. 총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
아 대수장이 임명. 주로 다수당 대표. 의회는 총 49석. 의원 임
기는 5년. 1996년 알레사나 총리가 건강을 이유로 사임한 뒤
1998년 11월 당시 부총리인 투일라에파 사일렐레 말리엘레가
오이가 총리로 취임. 1962년부터 왕위를 지켰던 말리에토아 타
누마필리 2세 국왕 2007년 5월 서거.

외교
대외 교류는 뉴질랜드에 편중. 1995년 8월 프랑스의 핵실험
에 항의해 프랑스 함정과 항공기의 영해 진입 금지. 1972년 한
국과 수교. 북한과는 1978년 수교를 맺었으나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1983년 12월 단교.

경제 · 사회 · 문화

사모아
Independent State of Samoa

사모아

★
아피아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 코코넛과 코프라, 코코
넛 오일 등이 주요 수출품. 원조에 주로 의존. 자연재해에 취약.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5%. 2009년 9월 규모 8.0의 강
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피해.
2011년 5월 교역이 많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과 시간대를 맞
추기 위해 날짜변경선 조정, 12월 29일 다음에 12월 30일을 건너
뛰고 31일을 맞이함. 이로써 세계에서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
는 나라 중 하나가 됨. 외환거래에 제한이 없고 사업에 대한 세
금도 없어 한국, 중국 등의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활용. 식민지
시절 서구 식문화 유입으로 인한 높은 비만율이 사회문제.

오스트레일리아

솔로몬 제도
면 적	2천831㎢
자 원	목재, 수산자원, 수력발전
인 구	20만108명(2017년 7월)
수 도	아피아(Apia)
주 민	사모아인(92.6%), 유럽·폴리네시안 혼혈(7%), 유럽인(0.4%)
언 어	사모아어, 영어
종 교	개신교(57.4%), 가톨릭(19.4%), 모르몬교(15.2%)
원 수	[대수장] 투이말레알리파노 발레토아 수알라우비 2세
(TUIMALEALI’IFANO Va’aletoa Sualauvi II, 2017년 7월 즉
위), [총리] 투일라에파 사일렐레 말리엘레가오이(Tuila’Epa
Lupesoliai Sailele Malielegaoi, 1998년 취임)

면 적	2만8천896㎢

Solomon Islands

(과달카날, 뉴조지아, 말라이타 등 수십 개의 섬으로 이뤄짐)

자 원	수산물, 목재, 보크사이트, 금, 니켈, 납
인 구	64만7천581명(2017년 7월)
수 도	호니아라(Honiara)
주 민	멜라네시아계(95.3％), 폴리네시아계(3.1％), 미크로네시아계(1.2%)
언 어	영어(공용어), 피진어, 120여 개 토착어
종 교	멜라네시아 교회 등 기독교(73.4％), 가톨릭(19.6％)
원 수	[총 독] 프랭크 카부이(Frank Kabui, 2009년 7월 취임), [총 리]
릭 후(Rick HOU, 2017년 11월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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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태평양
태평양

타라와
★

솔로몬 제도
★
호니아라

키리바시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3억1천7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12억7천300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천100달러(2017년)
통 화	솔로몬달러(SBD) 1달러=8.053솔로몬달러(2017년)

약사
1568년 스페인 원정대가 들어간 것이 최초의 유럽인 유입.
1884∼1885년 독일이 북부 섬들을 보호령으로 삼음. 1893∼
1898년 영국이 중앙부와 동부의 섬들을 보호령으로 삼음. 1978
년 7월 영연방 일원으로 독립. 같은 해 유엔 가입.

정치

수 도	타라와(Tarawa)
주 민	키리바시인(96.2％), 키리바시계 혼혈(1.8%)
언 어	영어(공용어), 키리바시어
종 교	가톨릭(57.3％), 키리바시 연합 교회(31.3%), 모르몬교(5.3%)
원 수	[대통령] 타네티 마아마우(Taneti MAAMAU, 2016년 3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억2천4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1억8천600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천900달러(2017년)
통 화	호주달러(AUD), 1달러=1.311호주달러(2017년)

약사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주로 다수당 대표나 다수 연립정당
대표가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 의회는 총 50석. 의원 임기는 4년.

외교
남태평양포럼 회원국. 1984년 핵 탑재 함정 군용기의 영해
와 영공 통과 금지 선언. 1989년 남태평양비핵조약 비준. 1978
년 9월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 2012년 3월 한국국
제협력단(KOICA)이 사무소 개설. 2012년 일부 지역에서 한글을
표기문자로 도입하려 시도. 2013년 7월 예산 부족으로 잠정 중
단. 1983년 대만과 수교.

옛 길버트 제도. 1892년 영국이 엘리스 제도와 함께 보호령
으로 편입. 191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됨. 1941년 태평양 전쟁 당
시 일본이 점령. 1971년 영국으로부터 자치권 획득. 1979년 7월
키리바시라는 국명으로 독립. 1999년 유엔 가입.

정치
공화국. 의회에서 투표로 의원들 가운데 대통령 후보를 선
출.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투표해 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3선까지 가능. 의회는 총 46석. 44석은 일반투표로 선
출. 1석은 법무장관, 나머지 1석은 ‘랍비 지도자 위원회‘가 지명.
의원 임기 4년.

경제 · 사회 · 문화
인구 대부분이 농·어·임업에 종사. 목재, 수산물 등을 수출.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한국, 일본. 공산품이나 석유제품은 대
체로 수입. 납, 아연, 니켈, 금 등 미개발 자원 풍부. 인종 분규, 정
부 부패 등이 주요 사회문제. 1990년대 후반부터 약 5년 동안 인
종 분규로 인한 내전. 2003년 7월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을 위해
호주를 비롯한 남태평양 국가들이 군경 2천300여 명 파견. 2007
년 4월 서부에서 규모 8.0 강진, 쓰나미로 52명 사망하고 이재민
수천 명 발생. 이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해마다 반복.

키리바시
면 적	811㎢
자 원	수산자원, 인광석
인 구	10만8천145명(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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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iribati

외교
1980년 한국과 수교, 1988년 3월 어업협정 체결,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 1992년 한국이 연 입어료 200만 달러를 내는 조
건의 새 어업협정 체결. 1980년 중국과 수교. 2003년 11월 중국
과 단교, 대만과 수교. 한국 주도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창립 회원국.

경제 · 사회 · 문화
천연자원 부족. 코코넛, 코프라, 수산물이 주요 수출품. 1995
년 날짜변경선을 바꿔 세계에서 새해를 가장 먼저 맞는 나라
로 관광산업에 주력.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이상 차지. 2001년 5월 유엔이 분류한 최저개발국(LDCs). 국
내총생산의 20~25%를 유럽연합(EU)과 유엔, 영국·미국·호
주·뉴질랜드·일본·대만 등의 원조에 의존. 호주의 신탁기
금에서 매년 1천5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한 수산자원 부국으로

전 세계 참치의 약 15%를 어획. 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
국 원양어선의 참치 어획량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원
양어장.
2008년 2월 피닉스 제도 주변의 41만500㎢를 수역 개발과
어로 행위가 불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보호수역’으로 선포.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물에 잠길 위험이 있어 2014년 7월 피
지섬에 이주 영토를 확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가 나서라고 국제무대에서 촉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식
문화 유입으로 높은 비만율이 사회문제.

통가
Kingdom of Tonga
남태평양

통가

외교
남태평양포럼 가맹국이나 남태평양비핵조약은 비준 않음.
1970년 한국과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

경제 · 사회 · 문화
한국(18.5%)이 최대 수출대상국. 농·수산물이 전체 수출의
3분의 2 차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원조와 이들 국가에
진출해 있는 통가인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토지는 정부, 왕, 왕족 및 소수의 귀족들이 소유.
단, 남성이 16세가 되면 정부나 귀족의 토지 중 3.4ha의 농지와
1천600㎡의 택지를 빌릴 수 있음.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제도 보유.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민주개혁 요구 증대, 공공부문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사회문제. 2002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지정. 2015년 1월 해저 화산이 분출해
해발고도 100m의 새로운 섬이 새로 나타났다고 정부가 발표.

투발루
Tuvalu

★
누쿠 알로파

남태평양

면 적	747㎢
자 원	어류
인 구	10만6천479명(2017년 7월)
수 도	누쿠알로파(Nuku’alofa)
주 민	통가인(96.6%)
언 어	영어(공용어), 통가어(공용어)
종 교	기독교(64.9％), 모르몬교(16.8%), 가톨릭(15.6%)
원 수	[국 왕] 조지 투푸 6세(George Tupou VI, 2012년 3월 즉위),
[총 리] 아킬리시 포히바(Akilisi Pohiva, 2014년 12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5억8천7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4억3천700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5천600달러(2017년)
통 화	파앙가(Paanga.TOP), 1달러=2.228파앙가(2017년)

약사
통가는 태평양 국가로서는 드물게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적
이 없음. 1875년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농노제도 폐
지 및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헌법 제정. 1900년부터
영국 보호령. 1970년 6월 입헌군주국으로 독립. 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유일한 군주국. 1970년 영연방 가입. 1999년 유엔 가입.

남태평양

투발루
★
퐁가팔레

오스트레일리아

면 적	26㎢
자 원	어류
인 구	1만1천52명(2017년 7월)
수 도	푸나푸티(Funafuti), 정부 청사는 퐁가팔레(Fongafale)에 위치
주 민	폴리네시아계(96％), 미크로네시아계(4%)
언 어	투발루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사모아어, 키리바시어
종 교	개신교(98.4％)
원 수	[총 독] 이아코바 타에이아 이탈렐리(Iakoba Taeia Italeli,
2010년 12월 취임), [총 리] 에넬레 소포아가(Enele
Sopoaga, 2013년 8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4천200만 달러(2017년), 공식 환율 기준
4천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천800달러(2017년)
통 화	투발루 달러와 호주 달러 상호등가, 1달러=1.67투발루달러(2014년)

정치
입헌군주제. 총리와 부총리는 의회가 선출해 국왕이 임명. 의
회는 총 26석. 의원 임기는 4년. 2010년 사상 처음으로 평민 출
신 의원 수(17석)가 귀족 출신 의원 수(9석)를 넘도록 헌법 개정.

약사
1982년 키리바시와 함께 ‘길버트와 엘리스 제도’로 영국의
보호령이 됨. 1916년 영국의 식민지가 됨. 1974년 주민투표로

각국현황

l 673

키리바시와 행정구역이 분리됨. 1978년 10월 투발루를 국명으
로 독립. 1978년 영연방 가입. 2000년 유엔 가입.

원 수	[총 독] 보브 다대(Bob DADAE, 2017년 2월 취임), [총 리] 피
터 페르 오닐(Peter Paire O’neill, 2011년 8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08억4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218억1천만 달러(2016년)

정치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총독
은 국가원수인 영국 여왕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 총리와
부총리는 의회가 선출. 의회는 총 15석. 의원 임기는 4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천800달러(2017년)
통 화	키나(Kina), 1달러=3.179키나(2017년)

약사
외교
1978년 11월 한국과 수교, 어업협정 체결.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 1978년 대만과 수교.

경제 · 사회 · 문화
천연자원 부족. 수출품이 거의 없음. 식품과 연료를 완전히
수입에 의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회원국. 최고점 해발이 4ｍ에
불과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
려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대변, 환경 문제의 상징
으로 떠오름.
2011년 10월 6개월간 이어진 가뭄에 따른 극심한 물 부족 현
상으로 비상사태 선포. 2015년 3월 사이클론으로 국민 45%가
심각한 피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주요 교역국이자 공여국. 두 국가를
포함 영국 등이 설립하고 일본과 한국 등이 지원한 투발루
신탁기금에 의존. 인터넷 국가 도메인(.tv) 대여료도 재정 수
입원.

파푸아 뉴 기니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
포트모르즈비
오스트레일리아

면 적	46만2천840㎢(뉴브리튼, 뉴아일랜드, 마누스, 부건빌 등의
섬으로 이뤄짐)

자 원	금, 은, 동광석, 천연가스, 원목, 수산물
인 구	690만9천701명(2017년 7월)
수 도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
주 민	멜라네시아인(96%), 미크로네시아인(2%), 폴리네시아인(1%)
언 어	톡 피진(공용어), 영어(공용어), 모투어(공용어), 현지어 약 836개
종 교	가톨릭(27％), 개신교(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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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북부는 독일, 남부는 영국의 식민지가 됨. 1892년 영
국의 식민지 관할권이 호주로 이양. 1914년 독일 식민지를 호
주가 점령. 1946년 국제연맹이 호주의 신탁통치 결의. 1975년
독립. 같은 해 유엔 가입.
부건빌 섬에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팡구나 구리광산의 소유
권을 둘러싸고 정부군과 분리주의 세력 부건빌혁명군(BRA)이
분쟁. 분쟁은 부건빌 섬의 독립운동으로 확대. 1988년 9년에
걸친 분쟁 시작. 2만여 명 사망. 1998년 1월 정부와 BRA가 평
화협정 체결. 2005년 부건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 실시.

정치
영국 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총독은
의회의 제청을 받아 영국 왕이 지명. 의회 의견에 따라 총독이
다수당 또는 다수연립정당 지도자를 총리로 임명. 의회는 총
109석. 89석은 소선거구, 20석은 주 및 수도권역 선거구에서
선출. 의원 임기는 5년.

외교
남태평양 지역 내에서 핵실험과 핵폐기물 투기에 반대한다
는 방침을 천명. 1976년 5월 한국과 수교. 1976년 6월 북한과
수교. 199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이후 유엔
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격전지로 약 4천 명이 넘는 한국인이 일본인 군속으
로 끌려가 희생됨. 남태평양 국가로는 피지에 이어 두 번째로
주한 대사관 개설.
한국 정부는 2014년 6월 뉴브리튼주에 일제강점기 강제동
원 희생자 추모비를 제막. 2014년 한국의 무궁화 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회사가 무궁화 3호를 파푸아뉴기니 국제등록 위
성망인 동경 116.1도를 활용해 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 분쟁이
발생했으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중재로 해소.

경제 · 사회 · 문화
천연자원이 풍부하나 개발에 어려움. 2009년 7월 발생한
콜레라가 점차 확산, 2010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인
된 환자만 2천 명 이상이라고 발표. 2011년 11월 인종 갈등에
따른 폭력 사태로 9명이 숨지고 이재민 1천여 명 발생. 2011
년 현재 난민 및 국내 이재민 9천368명 추산. 2012년 2월 동
부 해상에서 승객 350명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 240여 명 구
조. 호주가 운영하던 역외 난민 수용시설은 2017년 10월 공식
폐쇄됨.
근해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자주 발생. 2015년 5월에는
쓰나미 경보도. 2015년 12월에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슈퍼 엘니뇨로 피해.

피지
Republic of the Fiji Islands

총 32석. 대추장회의(14명), 총리(9명), 야당대표(8명), 로투만(1
명)이 지명. 상원의원 임기는 4년. 하원은 총 71석으로 인종별
배분 및 투표로 선출. 하원의원 임기는 5년.

외교

★
수바

피지

1971년 1월 한국과 수교, 1982년 2월 북한과 수교했으나 KAL
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2월 단교. 2002년 북한과 복교. 호
주·뉴질랜드 등의 정치·경제적 압력을 피해 한국과 중국, 일
본, 인도네시아 등으로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북방정책 펼침.
중국과 수교, 대만과도 협력관계 유지. 2014년 8월 시리아 남
서부 골란고원에 파병된 피지군 소속 평화유지군이 무장 세력
에 억류. 1971년 중국과 수교.

남태평양

경제 · 사회 · 문화
면 적	1만8천274㎢
자 원	수산물, 목재, 금, 수력발전
인 구	92만938명(2017년 7월)
수 도	수바(Suva)
주 민	피지인(56.8％), 인도인(37.5％)
언 어	영어(공용어), 피지어(공용어), 힌두스타니어
종 교	개신교(45％), 힌두교(27.9％), 가톨릭(9.1%), 이슬람교(6.3%)
원 수	[대통령] 지오지 코노시 콘로테(Jioji Konousi Konrote, 2015년 11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86억4천7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삼림, 광물, 어류 자원 풍부. 연 40~50만 명의 관광객을 유
치하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부유한 섬나라. 한국 교민 1천여 명
거주. 오랫동안 인도계 주민이 피지 경제를 지배했으나 1988년
이후에는 피지계 주민이 인도계를 상회. 피지계와 인도계의 권
력 다툼으로 1987년 이후 4차례 쿠데타 발생.
2015년 7월, 2016 리우올림픽 오세아니아축구연맹(OFC) 지
역 예선을 겸해 열린 퍼시픽게임 경기에서 미크로네시아를 상
대로 국제 축구경기 사상 최다점수 차인 38 대 0으로 승리하
는 기록을 세움.

기준 50억5천400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9천900달러(2017년)
통 화	피지달러(FJD) 1달러=1.075피지달러(2017년)

호 주(오스트레일리아)
Commonwealth of Australia

약사
1643년 네덜란드 타스만이 발견. 1874년 영국의 식민지가 됨.
1970년 10월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 1987년 두 차례 군부 쿠데
타 발생. 1999년 자유·평화 선거로 인도계 피지인이 이끄는 정
부가 수립됐으나 2000년 5월 시민봉기로 정치적 혼란 지속. 2001
년 8월 선거로 라이세이나 카라세 총리가 이끄는 민주정부 수립.
2006년 12월 군부 쿠데타 또 발발, 피지군을 이끄는 보레케
바이니마라마 해군 준장이 카라세 총리를 축출. 2007년 1월 바
이니마라마 준장이 과도정부 총리로 취임. 2009년 4월 10일
30일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언론 검열,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제한. 영연방은 과도정부에 2010년 10월까지 민주주
의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으나 바이니마
라마 측에서 2014년 이후 선거 실시를 고집.
2009년 9월 영연방 회원국 자격이 일시 정지. 2014년 3월
영연방 회원국 자격 일부 회복. 2014년 9월 쿠데타 이후 8년
만의 첫 선거로 바이니마라마가 이끄는 여당이 다시 정권을
잡음. 같은 달 영연방 회원국 자격 완전 회복. 2014년 10월 피
지에 가해졌던 호주의 제재 모두 해제. 2015년 2월 독립 45년
만에 국기에서 영국 국기 ‘유니언잭’을 빼기로 결정.

정치
공화국. 대통령은 대추장회의(GCC)가 지명. 총리는 대통령
이 다수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지명.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

면 적	774만1천220㎢
자 원	보크사이트, 석탄, 철광석, 금, 다이아몬드, 천연가스, 석유
인 구	2천323만2천413명(2017년 7월)
수 도	캔버라(Canberra)
주 민	유럽인(92％), 아시아인(7％), 원주민(1％)
언 어	영어(공용어), 토착어
종 교	개신교(23.1%), 가톨릭(22.6%), 기타 기독교(4.2%), 이슬
람(2.6%), 불교(2.4%)

원 수	[총 독] 피터 코스그로브(Peter Cosgrove, 2014년 3월 취임),
[총 리] 맬컴 턴불(Malcolm Turnbull, 2015년 9월 취임)

의 회	양원(상원 76석(임기 6년), 하원 150석(임기 3년))
정 당 자유당, 국민당, 녹색당, 노동당 등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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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조2천350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1조3천900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4만9천900달러(2017년)
통 화	호주달러(ASD) 1달러=1.311호주달러(2017년)

약사
17세기 유럽인들의 첫 탐험이 이뤄지기 약 4만 년 전 애버리
지니 원주민이 정착. 영국인 제임스 쿡이 1770년 오스트레일리
아에 상륙, 영국령 편입. 1900년 연방헌법 제정. 1901년 오스트
레일리아 연방 출범.

설을 수시로 이용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2014년 미국 주도의 대(對)이슬람국가 국제동맹군에 동참.
2013년 11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체류하던
한국 여대생이 무참히 살해, 12월에는 같은 프로그램의 한국인
남성이 피사체로 발견. 한국과 관계 악화. 2014년 8월 호주인
부부가 태국 대리모에게서 낳은 아이가 장애가 있자 버려 태
국과 논란이 발생. 2015년 6월 중국과 FTA 서명.
2017년 말 중국의 호주 정치 개입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
간 갈등 고조. 12월 호주 정부가 국내 정치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
를 우려하며 강경 조처키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편견’이라며
관계 훼손을 경고. 이에 턴불 총리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

정치
입헌군주제이며, 주요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가족제일당,
자유당, 국민당 등. 2004년 10월 총선에서 하워드 총리 4선 연
임 성공. 2007년 11월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
을 누르고 압승, 11년 만에 정권 교체. 케빈 러드 노동당 당수
2007년 12월 총리 취임. 2008년 2월 13일 호주 정부 과거 원주
민(애버리지니) 탄압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
그해 4월 호주 첫 여성 총독 켄틴 브라이스 임명. 2010년 6
월 줄리아 길러드 총리 취임. 이후 노동당은 8월 치러진 총선
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했으나 무소속과 녹색당 당선자들과 협
상 끝에 연립정부 구성.
집권 노동당은 2011년 3월 호주 최대 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의회 총선에서 참패하고 같은 해 4월 지지율도 1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림. 2012년 2월 길라드
총리가 집권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 재신임에 성공했으나
2013년 6월 당내 대표 경선에서 케빈 러드 전 총리가 당대표
직을 차지하며 총리직에 복귀. 2013년 9월 총선에선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가 당선돼 6년 만에 정권 재탈환.
그러나 애벗 총리는 2015년 9월 14일 소속 자유당 당대표 선
출 투표에서 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통신장관인 턴불 신임
총리가 취임.

외교
호주는 미국과 영연방가맹국과의 관계를 중시. 유엔과 국제
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
구의 회원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에 적극적.
1961년 1월 한국과 수교, 1990년 9월 범인인도협정 체결.
1974년 북한과 수교했으나 호주가 1975년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자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 2000년 5월 북한과 외교관계
재개. 2007년 12월 교토의정서에 서명.
2009년 3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공
식 개시, 2014년 12월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2014년 11월 중국과 FTA 체결. 2015년 1월 일본과의 FTA 발효.
2009년 5월부터 멜버른에서 인도 유학생들이 호주인에게 집
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도와 관계 악화.
2009년 8월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 세력의 대모
인 레비야 카디르를 멜버른국제영화제(MIFF)에 초청하면서 중
국과 관계 악화. 미국은 2012년부터 호주 본토에 미군 2천500
명을 주둔시키고 미군 전투기와 핵 탑재 함정 등이 호주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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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 문화
농·목축업과 공업, 수산업이 주산업. 광물자원도 풍부. 석탄,
철광석, 육류, 양모, 밀 등이 주요 수출품. 1980년대 경제 개혁
이후 1990년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 이뤄. 금융위
기 전까지 17년 연속 성장세. 1973년 백호주의 공식 청산 후 아
시아계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갈등 야기. 인구노령화, 기반
시설에 대한 압박, 빈번한 가뭄 등 환경문제가 장기 사회문제.
2005년 12월 시드니 남부 해변에서 중동계 젊은이들이 백인
청년들에게 구타당한 사건으로 폭력 사태 촉발. 호주 원주민(애
버리지니)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 평균 수명이 일반 호주인
보다 17년이나 짧고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상황.
2009년 2월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해 20일 넘게 이어진 동시
다발적인 산불로 200명이 넘는 희생자 발생, 역대 최악의 산불
로 기록. 2009년 3월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6년 만에 처음으
로 11억 호주달러 규모의 재무부채권 발행.
2010년 2월 이민법 강화. 2011년 2월 호주 전역의 난민구금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이 사상 최대인 6천 명 선을 돌파했
으나 연방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비난 고조.
2011년 3월 호주행 밀입국 난민을 가장 많이 구금하고 있는
북부 해상 크리스마스 섬 난민구금센터에서 방화 시위가 빚어
지는 등 극도의 혼란이 초래됨. 국외에 난민심사센터를 설립하
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주변국들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반
응을 나타내 추진에 난항을 겪음. 2011년 12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난민 250여 명을 태우고 크리스마스 섬으로 향하던 선
박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침몰, 47명만 구조되고 200여 명이
숨지는 사고 발생.
2012년 1월 26일 호주 최대 명절인 ‘호주의 날(Australia Day)’에
줄리아 길러드 총리가 식당에서 행사를 하던 중 수백 명의 애버
리지니 시위대에 둘러싸여 긴급 대피하는 사태 발생. 2012년 8월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오는 난민을 호주 영토에 들여놓지 않고
나우루공화국과 마누스 섬(파푸아뉴기니)의 난민센터에 수용하
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난민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
2012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 설정. 호주의 해양
보호구역 수는 기존의 27곳에서 60곳으로 늘어남. 동양인, 유대
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차별과 폭행에 더해, 2013년엔 외국
인에 대한 ‘묻지마 폭행‘이 빈번히 발생. 국제적인 물의를 빚음.
원자재산업 호황이 끝나며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호주 중앙은행은 2013년 8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 2015
년 2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한 차례 더 인하. 2014년 12월

시드니 시내 중심가인 마틴플레이스의 한 카페에서 이슬람 극
단주의자인 난민 출신의 이란인 만 하론 몬스가 인질극을 벌
여 3명 사망. 당시 약 40명의 인질 가운데 한국계 여대생도 포
함됐으나 무사히 탈출.
2014년 8월 애벗 총리의 핵심 총선 공약 중 하나였던 탄소
세 폐지안이 연방을 통과하며 도입 2년 만에 탄소세 폐지. 탄
소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최초의 국가.
2015년 시리아 사태에 따른 전 세계 난민 위기 속에 1만2천 명
의 난민을 추가로 받기로 함. 2015년 11월 첫 난민 가족 호주 도
착. 호주 정부는 선상 난민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책
을 굳게 고수하면서 난민을 이웃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공화국
에 수용해 옴.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2016년 4월 호주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을 자국 내에 억류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
2017년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호주역외 난민수용 시설 폐쇄.

미크로네시아연방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미크로네시아연방
★
팔리키르

파푸아 뉴 기니

석은 임기 4년, 10석은 임기 2년. 1978년 통일미크로네시아 헌
법 초안이 주민투표에서 확정, 1979년 발효되면서 자치정부 수
립. 언어, 관습, 문화가 다른 4개 주가 연방을 구성하고 있어 정
부에 의한 고용이나 의회 내 위원장직 배분 등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결정됨. 대통령도 신사협정에 따라 주별로 돌아가
면서 선출되지만 이러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음.

외교
1992년 4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가입. 1992
년 9월 중국과 경제·문화협정 체결. 1982년 미국과 자유연합협
약 체결. 미국이 안전보장 책임과 국방권을 보유. 한국은 이곳에
태평양해양연구센터, 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소 등 운영.

경제 · 사회 · 문화
인광석을 제외하고는 자원 희소. 경제활동은 대부분 농어업
에 집중. 관광산업 잠재력이 있지만, 근접성 및 기반시설 부족
으로 개발이 제한적. 높은 실업률, 어류 남획, 과도한 미국 원
조 의존 등이 현안.
미국은 1986~2001년 13억 달러를 원조했으나 점차 규모를
줄이고 있음. 미국은 2003년 자유연합협정을 개정해 향후 20
년간 18억 달러를 원조한 뒤, 2024년 지원을 중단하고 신탁기
금을 재정수입으로 삼도록 변경.
최근 미크로네시아의 일부인 남양 군도에 일제가 군인, 군
위안부 외에 민간인도 농업 이민 형식으로 보낸 사실이 밝혀
짐. 2010년 2월에는 일제가 총동원령을 내린 직후인 1939년부
터 한국인 노무자 최소 5천800여 명이 강제 징용된 실태 확인.

마셜제도

면 적	702㎢
자 원	인광석, 수산물, 산림
인 구	10만4천196명(2017년 7월)
수 도	팔리키르(Palikir)
주 민	미크로네시아계, 폴리네시아계
언 어	영어(공용어), 토착어
종 교	가톨릭(54.7%), 개신교(41.1%), 모르몬교(1.5%)
원 수 [대통령] 피터 크리스천(Peter Christian, 2015년 5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억4천7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마셜제도

약사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 위치. 1885년 독일이 보호령으로
삼음. 1920년 국제연맹의 위임에 따라 일본이 통치. 1947년 미
국의 신탁통치령이 됨. 1986년 완전히 독립. 1991년 유엔 가입.

정치
대통령은 4개의 섬을 대표하는 상원의원 가운데 의회가 선
출. 대통령 임기는 4년, 연임 가능. 의회는 총 14석. 이 가운데 4

마주로

남태평양

준 3억2천9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3
 천400달러(2017년)
통 화	미국 달러

★

오스트레일리아

면 적	181㎢
자 원	코코넛, 수산물, 해저광물
인 구	7만4천539명(2017년 7월)
수 도	마주로(Majuro)
주 민	마셜인(92.1%), 마셜계 혼혈(5.9%)
언 어	영어(공용어), 마셜어(공용어)
종 교	개신교(54.8%), 순복음교(25.8%), 가톨릭(8.4%)
원 수 [대통령] 힐다 C. 하이네(Hilda C. HEINE, 2016년 1월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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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억8천9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1억9천9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천400달러(2017년)
통 화 미국 달러

필리핀해
오스트레일리아
★ 멜레케옥

약사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3천200㎞, 괌에서 남동쪽으로 2천
100㎞ 떨어진 서태평양상의 도서 국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마
셜 제도의 비키니 섬과 에니위탁 섬에서 미국이 67차례 핵실
험을 실시. 1947년부터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가 1979년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1986년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이 발표되면
서 독립. 1990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신탁통치
종료. 1991년 9월 유엔 가입.

정치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 의원들 가운데 선출. 대통령 임기는 4
년. 의회는 총 33석. 의원 임기는 4년. 리토크와 토메잉 전 대
통령이 2009년 10월 21일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물러나면서
주렐랑 제드카이아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취임. 2012년 1월 3일
크리스토퍼 J. 로레악이 대통령으로 선출. 정당이 있으나 느슨
한 의원연합 성격으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아님.

팔라우
태평양

인 구	2만1천431명(2017년 7월)
수 도	응게룰무드(Ngerulmud)
주 민	팔라우계(73%), 아시아계(21.7%)
언 어	팔라우어(공용어), 영어(공용어), 필리핀어
종 교	가톨릭(45.3%), 개신교(34.9%), 모데크게이(5.7%·토착종교)
원 수 [대통령] 토미 레멩게사우(Tommy Remengesau, 2013년 1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억100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3
억2천100만 달러(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 1
 만6천700달러(2017년)
통 화	미국 달러

외교
호주, 미크로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이스라엘 등과 외교관계 수립. 1996년 남태평양포럼 의장국.
1990년 4월 한국과 수교. 같은 해 중국과 수교했으나 1998
년 대만과 수교하면서 중국과 단교. 2015년 12월 마셜 제도
의 한국 주재 대사관이 개설됨. 마셜 제도의 해외 공관으로
는 7번째.

약사
필리핀에서 동남쪽으로 약 80㎞ 떨어진 태평양상에 위치. 약
100개의 섬으로 구성. 16세기 스페인이 발견. 스페인이 지배했으나
1898년 미·스페인 전쟁 이후 독일로 지배권 이양. 한때 일본이 점
령. 1947년 유엔의 위임으로 미국 신탁통치령. 1986년 미국과 자유
연합협정 체결해 1993년 발효, 50년간 국방과 안보를 미국이 책임
짐. 자치공화국 거쳐 1994년 완전 독립. 1994년 유엔 가입.

경제 · 사회 · 문화
미국 원조에 주로 의존. 미국은 1986~2002년 10억 달러
지원. 2003년 개정된 자유연합협정에 따라 미국은 2023년까
지 매년 5천7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 이 가운데 일부
로 신탁기금 설립, 2024년부터 마셜 제도의 재정수입으로 사
용할 예정. 비키니 섬과 에니웨톡 섬은 과거 미국의 핵 실험
장.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
코코야자 재배와 관광이 주요 외화 수입원. 미국 미사일 방
어망의 주요 시험장이 콰절린 환초에 위치. 미군기지 수입에
크게 의존. 해수면 위로 불과 1m밖에 나와 있지 않은 환상산호
섬으로 구성돼 해수면 상승에 대비, 2010년 11월 해안선을 따라
보호방벽을 세우기로 하고 자금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 기후
변화로 급격한 조류변화와 가뭄 위험 가중.

팔라우
면 적	459㎢
자 원	삼림, 금, 해저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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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Palau

정치
대통령 중심 공화국. 양원제. 대통령은 선거 통해 선출, 대통
령 임기는 4년, 연임 가능. 상원은 총 9석, 하원은 총 16석. 투표
로 선출. 상·하원의원 임기는 모두 4년.

외교
1994년 12월 유엔에 18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1995년 한국
과 수교.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 유지하는 20개국 가운데 하나.

경제 · 사회 · 문화
코코넛 재배와 어업, 관광업이 주요 산업. 2011년 10만9천 명
의 관광객이 방문. 풍부한 수산자원 보유. 관광산업이 국내총
생산(GDP)의 절반 이상 차지. 2010년 자유연합협정이 연장되
면서 미국이 2024년까지 약 2억5천만 달러의 원조 제공. 필리
핀, 인도네시아와 해역 설정 협상 중.
200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어잡이를 금지하기도 함. 2012
년 태평양전쟁 말기 미국과 일본의 격전지였던 팔라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334명 가운데 151명이 현지에서 사망했
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일본 아키히토 왕은 2015년 4월 전후
70주년을 맞아 팔라우 방문.

각국 영토

2년. 괌은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 있는 하원 의원인 대의원 1명을
선출. 1997년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 228명 사망.

폴리네시아
북마리아나제도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미국령)

면 적 464㎢
인 구 5만2천263명(2017년 7월)
수 도 사이판(Saipan)
주 민	차모로인(23.9%), 캐롤라인인(4.6%), 필리핀인(35.3%),
중국인(6.8%), 한국인(4.2%)
언 어 영어(공용어), 필리핀어, 차모로어
종 교 기독교(가톨릭 대다수), 토착종교

[지사] 엘로이 이노스(Eloy S. Inos, 2013년 2월 취임)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약 5천300㎞ 떨어진 미국 자치령. 사
이판 섬을 비롯한 16개의 섬으로 구성. 이 가운데 유인도는 3
개뿐. 1976년 미국의 신탁통치령에서 자치연방으로 이행. 1978
년 자치정부 수립. 지사 임기는 4년, 연임 가능. 상·하양원제.
미국령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 다만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는 투표 가능.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주.
미국의 재정 원조가 국가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20％ 정도로 감소. 관광산업이 주요 수입원으로 국
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차지. 관광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력
의 절반. 2003년 5월 아나타한 섬 화산 분출로 비상사태 선포.

괌
(Guam, 미국령)

면 적 544㎢
인 구 16만7천358명(2017년 7월)
수 도 아가나(Agana)
주 민	차모로인(37.3％), 필리핀인(26.3％), 백인(7.1%), 추크
언어
종교

인(7%), 한국인(2.2%)
영어, 필리핀어, 차모로어
가톨릭(85％)

(French Polynesia, 프랑스령)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4천167㎢(소시에테 제도 등 약 120개 섬으로 구성)
28만7천881명(2017년 7월 추정치)

파페에테(Papeete)
폴리네시아계(78％), 중국인(12％), 프랑스계(10%)

프랑스어(공용어), 폴리네시아어(공용어)

개신교(54％), 가톨릭(30％), 기타(10%)
[대통령] 에두아르드 프리치(Édouard Fritch, 2014년 12월

취임)
주변 해역은 한국 참치원양어선단의 주요 활동 수역. 무르
로아 환초에 프랑스 지하 핵실험장. 프랑스어와 타히티어가 공
용어. 프랑스와의 개발협정으로 혜택 받음. 관광업이 국내총생
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 프랑스는 1966년 폴
리네시아에서 첫 핵실험을 한 이후 1996년 중단.

니우에
(Niue, 뉴질랜드령)

면 적 260㎢
인 구 1천618명(2017년 7월)
수 도 알로피(Alofi)
주 민 니우에인(66.5%), 니우에계 혼혈(13.4%)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폴리네시아어(공용어)
종 교	에카레시아 니우에교(67%), 모르몬교(10%), 가톨릭

(10%)
[총리] 토케 탈라기(Toke Talagi, 2008년 6월 취임)
뉴질랜드 이주민 증가로 총인구 감소문제 심각. 1966년 5천
200명에서 2014년 1천190명으로 감소.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
고 자원도 거의 없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 원예농업이 주를 이
룸. 패션프루트, 라임 기름, 꿀, 코코넛 크림 등을 생산하는 소
규모 공장들이 주요 산업. 대외 원조에 의존.

[지사] 에디 칼보(Eddie Calvo, 2011년 1월 취임)
1668년 스페인령, 1898년 미국·스페인전쟁에서 미국에 할양.
서태평양 최대의 육지라는 전략적 중요성으로 미군기지가 있으
며 2002년 들어 북핵 위협이 증가하자 미군 병력과 무기 증강.
미국과 일본은 2006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에 합
의. 2012년 9월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이
격화하자 미국 해군이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파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포대도 배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순 없으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투표할 수 있음. 지사 임기는 4년, 연임 가능. 의회는 총 15석, 임기

토켈라우
(Tokelau, 뉴질랜드령)

면 적 12㎢
인 구 1천285명(2016년)
수 도 없음
주 민	토켈라우인(64.5%), 토켈라우계 혼혈(12.5%), 투발루
언어

인(7.5%), 사모아인(5.8%)
토켈라우어, 영어, 사모아어, 투발루어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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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교회(58.2%), 가톨릭(36.6%)
[정부수반] 아페가 가울로파(Afega GAULOFA, 2016년 3월 취임)

종교

인근 섬에서 온 폴리네시아계 이민자들이 정착. 1889년 영
국 보호령이 됐다가 1925년 뉴질랜드령으로 전환. 2006~2007
년 뉴질랜드와 자유 연합을 하는 방식으로 섬 지위를 바꿀지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했으나 부결돼 뉴질랜드령 유지. 지
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함.

수도
주민
언어
종교

마타우투(Mata-Utu)
폴리네시아인
월리스어, 푸투나어, 프랑스어(공용어)
가톨릭(99%)

[대통령] 다비드 베르주(David VERGE, 2017년 4월 취임)

노퍼크 제도
(Norfolk Islands, 호주령)

쿡 제도
(Cook Islands, 뉴질랜드령)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236㎢

9천290명(2017년 7월)
아바루아(Avarua)
쿡 제도 마오리족(81.3%), 기타(11.9%)
영어(공용어), 쿡 제도 마오리어(공용어)
개신교(62.8%), 가톨릭(17%), 모르몬교(4.4%), 기타(8%)
[총리] 헨리 푸나(Henry Puna, 2010년 11월 취임)

숙련된 노동자들의 뉴질랜드 대거 이주, 정부 부채, 자원 부
족이 주요 난제. 농업이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 이상 차지하며
주요 경제 기반. 코프라와 감귤류 과일, 흑진주가 주요 수출품.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프랑스령)

면 적 1만8천575㎢
인 구 27만9천70명(2017년 7월)
수 도 누메아(Noumea)
주 민	카낙(뉴켈라도니아 토착민·39.1%), 유럽인(27.1%),

기타(17.7%)
언 어 프랑스어(공용어), 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 방언
종 교 가톨릭(60%), 개신교(30%)
[대통령] 필립 제르맹(Philippe Germaine, 2015년 4월 취임)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5% 보유. 소수의 토지에서만 경작
가능. 전체 수입품의 20%가 식료품. 관광산업 발달. 프랑스가
국민총생산(GDP)의 15% 이상 규모로 재정 지원. 주로 카낙으
로 이뤄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독립파와 프랑스 자치
령 지지파가 독립을 두고 논쟁. 2014~2018년 기간 중 독립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

월리스 푸투나

면 적 36㎢
인 구 1천748명(2016년 7월)
수 도 킹스턴(Kingston)
주 민	호주인(79.5%), 뉴질랜드인(13.3%), 피지인(2.5%), 필

리핀인(1.1%)
영어(공용어), 기타(노퍼크어 등)
개신교(49.6%), 가톨릭(11.7%)
[정부수반] 에릭 허친슨(Eric HUTCHINSON, 2017년 4월 취임)

언어
종교

코코스 제도
(Cocos Islands, 호주령)

면적
인구
수도
주민
언어
종교

14㎢
596명(2014년 7월)

웨스트아일랜드(West Island)
유럽인, 코코스 말레이인
말레이어(코코스 방언), 영어
수니파 무슬림(80%), 기타(20%)(2002년)
[정부수반] 배리 하세(Barry Haase, 2014년 10월 취임)

아메리칸 사모아
(American Samoa, 미국령)

면 적 199㎢
인 구 5만1천504명(2017년 7월)
수 도 파고파고(Pago Pago)
주 민	사모아인·통가인 등 태평양 섬주민(92.6%), 아시아

인(3.6%)
사모아어, 영어, 통가어
기독교(98.3%), 기타(1%)
[지사] 롤로 마탈라시 몰리가(Lolo Matalasi Moliga, 2013년 1
월 취임)
언어
종교

기타

(Wallis et Futuna, 프랑스령)

면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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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만5천714명(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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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터 섬(Easter Islands, 칠레령), 핏케언 제도(Pitcairn
Islands, 영국령), 크리스마스 섬(Christmans Islands, 호주령), 웨
이크 섬(Wake Islands, 미국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