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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지난 세기 동안 중남미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남미 사회를 변화
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중남미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 및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을 개괄하고 그동안 중남미 인구가
변천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식민시대부터 현재까
지 중남미가 겪었던 대표적인 인구변동의 시기들을 점검하고 이들 변동이
중남미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인구대국인 브라질, 멕
시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서 향
후 일어날 인구 변천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되
었다. 구체적인 인구 데이터들이 소개되었고,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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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 현황, 출
산력 및 사망력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 또한 가늠하였다.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비단 출산율과
사망률만은 아니다. 이 지역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남미 역내 및 역외 이민이다. 멕시코와 중미의 국가들
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험했던 출산율의 증가가 역외이민을 통해 해소
된 경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일찍이 시작된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페루, 볼리비아 등지로부터의 이주를 통
해 극복된 예가 있다. 나아가 중남미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어 중남미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다면 중남미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아왔던 미국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이렇듯 중남미 인구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이민을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역내ㆍ외 이민을 주요 이민 대
상국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다시 중남미의 주요국들에서 일어나는
이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중남미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이에 따
른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 장에서는 제2ㆍ3ㆍ4장에 걸쳐 살펴본
중남미 인구변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중남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남미
의 인구변동이 한국사회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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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 국가 혹은 지역을 이해하는 데 인구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
는 인구의 변동이 한 사회의 성격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변동의 속도와 정도
가 인류 역사에 손꼽힐 만큼 급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사회
가 겪는 인구변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속도 및 정도와 무관하게 한 사회의 인구변동은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
를 가늠케 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를 증
명이라도 하듯이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계획, 마케팅 전략 등을 세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측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안정적인 인구변천의 단계에 들어선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 못지않은 강력하고 집약적인 인구변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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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인구변동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갈수록 그 중요
성을 더해가고 있는 중남미 인구의 변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의 필요성과 이러한 필요
성에 부응하기 위한 기존의 인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구성을 소개하였다.

2. 중남미 인구 연구의 필요성
최근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변동은 한국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중남미 여러 국가들에서 선출된 좌파
혹은 중도좌파 정부들의 출범은 최근 중남미에서 일고 있는 좌파의 바람이
라는 주제로 학계 및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어왔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말부터 중남미 각국 정부가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채택한 신자유
주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연구 역시 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인류에 허락된 제한된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에 대한 관심의 축이 자원으로 옮겨가 중남미의 자원
현황, 자원관련 정책 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렇듯
중남미 지역 연구가 다변화되고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남미 인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형편이다.
하지만 중남미 인구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과 부족한 연구의 현실
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인구에 대한 연구는 중남미의 정치 동향, 경제정책 변
화 및 자원 현황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밝혔듯이 한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인구 관련 데이터이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존재하고, 그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특정 사회의 인구구조의 특
징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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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인구구조의 변동을 예측해 봄으로
써 한 사회의 미래를 짐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인
구연구의 중요성은 중남미 지역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중남미 인
구구조의 특징은 중남미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임과 동시에, 중남미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단초 중 하나이다. 즉 중남미 인구변동에 대한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연구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중남미
인구를 면밀하게 연구함으로써 오늘날의 중남미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
음은 물론, 앞으로 중남미에 일어날 사회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구 연구의 일반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남미 인구 연구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남미 인구가 겪고 있는 변동의 속도와 효과
를 고려한다면 중남미 인구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
고 있지만 중남미 인구는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의 변천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에 비견할 만한 강도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천의 과정은 향후 중남미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남미의 경제는 불평등 및 빈곤의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만족스
러운 수준이 아닌 까닭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경제 및 사
회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노력
은 그 자체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시사점이 클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중남미 사회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인구 연구는 우리의 대중남미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기초 자료이다.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지역인 중남미는 한국의 주요 상품들
을 수입하고 한국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지역이다. 중남미의 인구
구조를 이해하고 그 변동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남미의 수요를 예측하

15

제1장 서 론 │

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한국의 대중남미 정책,
특히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인구
구조 변동은 필연적으로 중남미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전반의 변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역 및 경제 정책뿐 아니라 중남미 각국과의 외교적 관계의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이들 국가의 인구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듯 중남미의 인구 연구는 중남미 지역 연구의 핵심적 기초 연구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듯 중요한 중남미
인구 연구가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분석해 보았다.

3. 기존 중남미 인구 연구의 동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남미 인구 연구가 중남미 지역 연구 전반에 필요
한 핵심적인 기초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에서 인구 연구는 매우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이루어진 중남미 인구 연구를 분석해보면 인구
연구는 대략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첫째 그룹은 중남미의 인구
연구를 통상 및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특정
상품에 대한 중남미의 시장성을 저울질하거나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
정을 통해 얻는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중남미 인구를 기술하는 수준에서 중
남미의 인구를 다루었다. 중남미의 인구를 다룬 연구들 중에 이러한 연구들
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와 같은 연구들은 중남미 인구의 개괄 특히 지역의
총 인구수 혹은 각국의 인구수를 주로 언급하였다. 또는 연구의 주제에 따라
시장성을 가늠한다는 차원에서 성별 구성이라든가 연령별 인구수를 파악하기
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중남미 인구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든가 인
구변동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요인들을 연구하기보다는 다른 연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으로서의 인구 설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구
연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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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룹은 인구학에서 중남미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개도국 인구변천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중남미의 사례를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의 사례와 비교연구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구학적인 이론화 과정에서 중남미 사례를 소개
하고 그 인구변동의 추이를 분석할 뿐 아니라 인구변동의 원인 또한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중남미 인구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인구학 연구에
서 중남미 사례를 연구한 경우는 아직도 드문 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인구학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인구변
동을 일으키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분석에서 정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마지막 그룹은 중남미학계에서 이루어진 인구 연구이다. 중남미학계에서
이루어진 인구 연구는 전반적인 인구 연구라기보다는 주로 인구 연구의 한
부분인 이민 연구에 집중되어있다. 중남미의 인구변동에 이민이 주요 변인이
라는 측면에서 활발한 이민 연구는 전반적인 인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 사망률, 기대수명, 영아사망률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 데이터
를 분석하는 인구학의 기초연구가 부족하여 이민 연구가 좀더 심도 깊은 인
구연구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중남미 지역 연구의 핵심 기초연구인 인
구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도 인구학적인 방
법론 및 관점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기보다는 각각의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나름대로 진행되어왔다. 즉 기존의
연구는 그동안 각각의 연구 목표에 맞추어 중남미의 인구를 부분적으로 분
석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중남미 인구의
변동과 그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이론화할 수 있
는 기초연구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
여 기존 중남미 인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중남미의 인구의 변동을 출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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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이민의 3대 요인을 통해 분석함은 물론, 이러한 중남미 인구의 변천과
정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 일어날 중남미의 인구변천을 가늠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인구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인구의 변동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인구라는
주제로 중남미를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서에
서 소개 및 분석된 인구 데이터들은 한층 수준 높은 인구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중남미 관련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의 구성
앞에서 밝힌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모두 여섯 개의 장
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구 현황을 개괄하고 그동안 중
남미 인구가 변천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식민시대부
터 현재까지 중남미가 겪었던 대표적인 인구변동의 시기들을 점검하고 이들
변동이 중남미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인구대국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서 향후
일어날 인구 변천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
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인구 데이터들이 소개되었고,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의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 현황,
출산력 및 사망력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 또한 가늠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앞으로 출산율 및 사망률의 감
소 그리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를 겪게 될 것이라 결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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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과제는 제5장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어졌다.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비단 출산율과 사
망률만은 아니다. 이 지역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또 다
른 요소는 중남미 역내 및 역외 이주이다. 멕시코와 중미의 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험했던 출산율의 증가가 역외이민을 통해 해소된 경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일찍이 시작된 인구의 고령화 및 노
동인구의 고령화가 페루, 볼리비아 등지로부터의 이주를 통해 극복된 예가
있다. 나아가 중남미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어 중남미의 인구구조가 고령화
된다면 중남미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아 왔던 미국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이렇듯
중남미 인구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이민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
남미에서 일어나는 역내ㆍ외 이민을 주요 이민 대상국에 따라 분류하여 분
석하였고, 다시 중남미의 주요국들에서 일어나는 이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중남미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 장에서는 제2ㆍ3ㆍ4장에 걸쳐 살펴본 중남
미 인구변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중남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한국사회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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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중남미의 인구변동은 중남미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2009년 뉴스위크 지는 멕시코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가져올 미국 경
제에의 영향을 자세히 보도했으며, 세계은행, 미주보건기구, CEPAL 등의
국제기구들은 인구의 고령화 등 중남미 인구변동으로 야기될 사회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
구변동의 속도가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의 8% 정도에 달하는 노인인구가 인구의 15%까지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불과 미국의 절반, 유럽 국가들의 1/5 정도로 예상되며, 2030
년대에 중남미 노인인구의 수는 2000년도의 2.5배에서 3.5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 및 기대수명
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남미의 기대수명은 이제 선진국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출산율의 경우 한때 6에 달하며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우려했으나 지난 40년 동안 인구보충 출생률인 2.1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특
히 중남미의 인구대국이라고 불리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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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산율 급감은 이들 국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미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Cavenaghi 2009).
이 장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중남미
인구구조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중남미 인구변동의 역사를 식민시대
부터 살펴보고, 현재 중남미가 겪고 있는 인구변동의 역사적 의미 또한 분석
해 보았다. 나아가 ‘중남미’라는 지역적 구분으로 함께 분류되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인구 그룹들간의 차이를 살펴봄은 물론, 중남미 주요 국가의
인구 현황 또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인구구조의 변화가 갖는 의
미를 조망하였다.

1. 중남미 인구변동의 역사
Brea(2003)에 따르면 중남미는 크게 나누어 모두 네 차례의 인구변동을
경험하였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인구변동은 유럽인들의

❚ 그림 2-1. 중남미의 인구변동(1500~2000년) ❚
(단위: 백만 명당 인구)

자료: Clawson(2000), figure 12,13; United Nations(1999); CELADE(2002), table 1a, 재인용: Brea(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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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식민화와 함께 시작되어 1650년까지 지속된 시기로, 이 시기 중남미
는 인구의 급감을 경험하였다. 이후 1650년부터 1850년까지 중남미의 인구
는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1850년부터 1950년 사이 인구의 성장세가 빨라지
다가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중남미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한다. 하
지만 2000년 이후 중남미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인구증가세의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본격적으로 최근 중남미
국가가 겪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중남미가 겪었던 인구
변동의 단계들을 점검해 본다.

가. 식민시대
역사적으로 중남미는 세계인구에서 찾이하는 비중이 낮은 지역에 속해왔
다. 처음 유럽인들이 중남미에 도착하였을 때 중남미에는 5,000만 명 정도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주민 인구는 멕시코 중부
와 남부의 고지대 및 남미의 안데스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고, 중남미 대륙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았다. Denovan이라는 지리학자에 의하면
15세기 멕시코에는 약 1,700만 명 정도의 원주민 인구가 살았고, 안데스 지
역은 1,600만 명 정도의 원주민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계속
해서 이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대단히 수준 높은 농업기술을 보유한 상
당히 발달된 형태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다(Brea
2003).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에 의한 중남미의 식민화는 대규모
의 비극적인 인구감소를 가져왔다. 1650년까지 유럽인들과 접촉했던 원주민
인구의 90%가 사망했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과 유럽인들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학대 그리고 기아 및 영양실조 때문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사망의 원인은 천연두, 홍역, 발진티푸스, 흑사병 등 원주민들이 면

22│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역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유럽 혹은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온 질병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주민 인구는 1650년에 들어 거의 40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식민시기 동안 일어났던 원주민 인구의 감소는 근대 세계사에 유래를 찾
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유럽에 의해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
역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인구감소는 목격되지 않았다
(Bethell 1984). 식민시기 동안 일어난 원주민 인구의 재앙에 가까운 감소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Bartolomé de Las Casas 신부는 그의 책 Breve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에서 유럽인들에 의해 자행된 학
대와 폭력이 원주민 인구의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강제부역에 동
원하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예노동을 강요하는가 하면, 반항하
는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원주민 여성들을 강간하고 학대하였다.
이러한 학대는 원주민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앞에 언급한
유럽 혹은 아프리카산 질병들도 인구감소에 일조하였다. 하지만 원주민 인구
급감의 또 다른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식민주의자들의 원주민 식량 약탈이었
다. Sánchez-Albornoz(1984)에 따르면, 정복전쟁에 몰두하던 유럽인들은 원
주민들의 공동체로부터 식량을 약탈하고 이러한 약탈에 반항하는 원주민들을
살해함으로써 직접적인 인구감소에 기여했으나, 더욱 심각했던 것은 매우 취
약한 자급자족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식량을 마구잡이로
약탈함으로써 원주민들을 기아에 몰아넣었던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
문에 유럽인들과 접촉한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기아와 빈곤이 만연했으며, 이
는 곧 아사를 가져왔고 나아가 영양실조로 인해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따라서 익숙했던 질병에도 심각한 역학적 결과가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생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면역력을 갖을 수 없었고 이는 대규모
인구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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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시대에 일어난 인구감소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흑인인구의 중남미
유입이다. 유럽인들에 의해 자행된 각종 학대와 학살로 인한 원주민 인구의
가파른 감소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왔다. 노동력 부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고, 특히 브라
질과 카리브 지역처럼 애초부터 원주민 인구가 많지 않고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플랜테이션 농업이 도입된 지역은 더욱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유입하였다. 그 결과 약 900만 명 정도의 흑인이 식민시기 동안
노예로 중남미에 끌려왔다.

나. 느린 인구성장(1650~1850년)
1600년 중반부터 1850년대까지 중남미의 높은 사망률은 이 지역의 낮은
인구성장률을 가져왔다. 1850년까지 중남미의 인구는 여전히 300여 년 전
유럽인이 침략하기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여 약 3,000만 정도에 불과하
였다(Brea 2003). 이렇게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영유아의 높은 사망률 때문
이었다. 일례로 멕시코의 레온 지역의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계 어린이의
19%가 사망했고, 메스티조 어린이의 36% 그리고 원주민 어린이의 51%가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게다가 각 성당에서 보관하는 영세 및 장례 기록을
살펴보면 몇몇 해에는 갑작스런 사망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는 지속적인
심리적⋅육체적 우울증의 결과라고 해석되며, 특히 가임연령층의 갑작스럽고
집단적인 죽음은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 듯하다(Sánchez-Albornoz 1984).
하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 사망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동시에 출산율도 상승하
기 시작하였다. 사망률의 감소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인 Sánchez-Albornoz
의 주장이다. 혹자들은 이 시기 일어난 사망률의 감소가 보건상태의 개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Sánchez-Albornoz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상태
의 개선이나 의료시스템의 정비는 매우 제한적이며 두서없이 이루어졌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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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보건상태의 개선이 사망률 감소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 유럽,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의 수는 상대
적으로 적었으나 정치적⋅경제적 권력은 독점하였다. 또한 이 시기 유럽계
백인, 흑인, 그리고 원주민들 간에 일어난 인종혼합으로 오늘날 중남미의 다
양한 인종 및 문화의 스펙트럼이 형성되었다.

다. 완만한 인구증가(1850~1950년)
중남미의 인구증가는 1850년 이후 일어났고 이는 몇몇 국가의 활발한 경
제성장과 관련이 있다. 1850년과 1900년 사이 중남미의 인구는 2배로 증가
하였고 1940년까지 다시 한 번 2배로 성장하여 지역의 인구는 1억 2,400만
에 달하였다. 이 시기 동안 중남미 지역으로의 이민 역시 인구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진국에서 중남미로의 이주는 자본, 기술 그리고 노동력을 한
꺼번에 중남미로 유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남미의 Souther Cone 지
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포함하는 지역-의 경
우 19세기 동안 이주민들의 허브가 되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유럽에서
유입되었는데,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로부터의 이민이 주를
이루었다. 브라질은 초기 주로 포르투갈인들의 정착지였고 이들이 흑인 노예
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1880년대에 들어서는 상파울로 주의 경우 이탈리아
계 이주민들이 포르투갈계 이주민의 수를 앞질렀는데, 이 지역은 이후 수익
성 높은 커피 재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19세기 동안 독일인들도 대규모로
중남미에 유입되었고 이들은 주로 브라질 남부와 칠레에 정착하였다.
19세기 동안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남미로의 이주가 시작됐다. 상당
한 수의 인구가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에서 유입되었는데, 중국인들을 태운
첫 번째 배가 1847년 중남미에 도착하였고, 1877년경 아시아인들이 쿠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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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3%에 달했다. 1849년 페루는 중국과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는데,
그 결과 1859년과 1874년 사이 8만 7,00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페루에 입
국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페루 북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농업노동자가 되
었다. 대부분의 일본계 이주민들은 리마 북부의 찬카이 계곡 면화농장의 농
업노동자가 되었다. 20세기 초 대규모의 일본계 이주민들이 브라질에 정착하
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초기에는 농장 노동자로 들어왔으나 이후 농장주로
거듭났다(Brea 2003).
이 시기 인구의 증가에 이민이 끼친 영향이 지대하지만, 이 시기 일어난
출산율 및 사망률의 변화 또한 인구증가에 기여하였다. 20세기 초 출산율과
사망률은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Brea(2003)에 따르면 연간 출산율은 천
명당 44명이었으며, 사망은 인구 천 명당 26명에 달했다. 출산율과 사망률의
차이는 약 1.8%에 달하는 자연인구증가율을 의미한다. 출산율은 20세기 초
동안 높게 유지되었고, 동시에 더욱 개선된 보건 및 의료 시스템의 영향으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자연인구증가율은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라. 인구 급증(1950~2000년)
중남미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 초 2.8%로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중미
국가들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3% 혹은 3% 이상에 달했고, 콜롬
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또한 3% 혹은 3% 이
상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950년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의 인구는 미
국과 캐나다의 인구 합과 유사했지만,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 달해서
는 중남미의 인구는 이 두 나라 인구의 합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중남미의
인구는 1950년부터 1980년대 사이 2배로 증가하여 인구는 1억 6,700만 명
에서 3억 6,1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Brea 2003).

26│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그림 2-2. 중남미와 앵글로 아메리카(미국/캐나다)의 인구증가

(1950~2050년)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제도(중남미)

앵글로 아메리카

자료: CELADE(2000), table 1a; U.S. Census Bureau(2003), International Data Base.
http://blue.census.gov/cgi-bin/ipc/idbagg. (accessed Jan. 28, 2003), 재인용: Brea(2003).

브라질의 인구는 1950년에서 1980년 사이 5,400만 명에서 1억 2,2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가장 큰 인구대국으로 만들었다.
멕시코는 중남미 두 번째 인구대국으로 1950년과 1990년 사이 인구가 3배
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일어난 중남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중남미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그 결과 1960년대에 많은 중남
미 정부들은 적극적인 출산저하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토록 폭발적인 중남미 지역의 인구증가는 빠른 도시화와 노동력 구조의
변환을 가져왔다. 이 시기를 거쳐 중남미의 노동력은 농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 및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었
고,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도 증가하였으며 미국으로의 노동력 유출도 늘어났
다. 그 결과, 중남미의 인구변동은 미국사회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미국 내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수는 이 시기 동안 계속 늘어나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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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전체 이주자의 1/4에 달하게 되었고, 미국의 저임금 노동력의 상당 부
분을 감당하며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2000년~)
1960년대 시작된 출산율 억제 정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출
산율 저하를 가져왔다.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는 이 지역 인구 피라미드의 모
습을 바꾸며 ‘고령화’를 2000년대 중남미 지역 인구변동의 화두로 만들었다.
[그림 2-3]에 나타난 것처럼 1950년 중남미의 인구 피라미드는 아래가 넓은
삼각형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15세 이하의 인구가 인구 전체의 40% 정도
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출산
율의 저하로 2000년대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아래는 많이 좁아졌고 중간
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어 2020년
인구 예상치에 근거한 인구 피라미드는 더욱 좁아진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 그림 2-3. 중남미 인구 피라미드(1950~2020년) ❚

자료: Guzmán et al.(2006), figure 1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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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남미가 겪고 있는 이러한 급작스런 인구변동은 중남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낮아진 출산율 덕분에 부양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안아야 하는 부양의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15
세 이하의 인구 감소로 이들의 교육 및 보건을 위한 투자가 좀더 효율적으
로 이루어져 교육과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
지만 동시에 이 시기의 우호적인 조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고령인구
가 급증하는 2020년 이후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및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중남미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중남미 인구
고령화를 중심으로 중남미 인구구조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인구동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중남미 인구구조의 특징
중남미의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5억 4,586만 7,000명에 이르고, 이는
세계 인구의 약 8%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0년 동안의 인구증가률은 1.5
로 같은 기간 세계 인구증가율 1.1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연간 인구증가
률이 0.28에 불과한 우루과이와 2.46을 기록한 과테말라가 공존한다는 점에
서 중남미 인구구조의 지역별⋅국가별 차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 중남미의 인구증가율은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2.8%에
달했으나, 현재 인구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20세기 초 높은 인구증가율
덕분에 이 지역의 인구는 1950년에서 2007년 사이 무려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어 2025년 이 지역 인구는 6억 7,000만 명에 달
하고, 2050년에는 7억 6,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CELAD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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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인구의 증가가 모든 연령 그룹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중남미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 중반 최고점
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그 감소 속도는 급속한 인구증가율을
경험하고 있다는 아시아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증가
율의 감소는 출산율의 급감과 관련 있다. 중남미는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던 지역에서 현제 세계 평균 출산율에 미치
지 못하는 출산율을 기록하는 지역으로 변하였다. 이렇듯 기록적인 출산율의
저하는 중남미의 산업화 및 중남미 각국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의 결과물이
다. 그 결과, 지난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15세 미만
의 인구는 21세기 상반기에 급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40년
대까지 40대 이하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인구 중 40대 이상이 차
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즉 중남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
는 뜻이다.

❚ 그림 2-4. 연간 인구증가율(1950~2050년)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유럽

3.0

2.5

2.0

1.5

1.0

0.5

0.0

-0.5

1950

1960

1970

자료: U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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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다른 원인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지난 55년 동안
중남미의 기대수명은 21.6년 증가하여 현재 평균 73.4세에 달한다. 이는 개
발도상국 평균보다 8년이나 길고 유럽의 그것에 비해서는 1.2세 정도 낮은
수준이다. 20세기 초, 사망률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이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나타난 기록적인 인구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곧 시작된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과 산업화로 출산율
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중남미의 인구성장률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오고 있다. CELADE에 따
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그 증가율은 2000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인구증가율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서 2050년
사이에는 노령인구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6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 2050년이 되면 중남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50년에서 2000년 사이 2,300만의 노령인
구가 새로 형성되었고, 2000년에서 2050년 사이 노령인구는 거의 1억 8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CELADE 2007).
중남미 인구의 고령화는 CELADE만이 예상하는 변화가 아니다. Euromonitor
가 발간한 Future Demographic-Latin America(2009)에 따르면,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인구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날 연령 그룹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인구이다. 그 결과 유년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는 2000년
0.511에서 2020년 0.372로 낮아질 전망이며, 노인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는 2000년 0.092에서 2020년 0.37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
만 아니라 1980년부터 2020년 사이 50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는 3배
로 증가하여 이는 중남미의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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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중남미 인구분포 변화(2000년 대 2020년) ❚

인
구
︵
백
만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2009).

이에 더하여 절대인구의 감소 또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ELADE의
자료(200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남미 지역의 인구변환은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거의 모든 중남미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인구대국의 인구증가율이 1985년에서 1990년 사이 각각 1.9, 2.3, 2.1,
2.4에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1.3, 1.4, 1.3, 1.5의 수준으로 낮아짐으로
써 중남미 전체 인구증가율의 하락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율 감소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UN(2004)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50년 평균 인구증가율이 브라질은 0.61, 멕시코는 0.70, 콜롬
비아는 0.94, 페루는 0.92로 모두 인구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
으며, 이후 2050년에서 2100년 평균은 각각 –0.19, -0.18, 0.00, -0.07로
인구의 감소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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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중남미 주요국 인구증가율 예상치(1950~2100년) ❚
(단위: 백만 명)

국가

인구증가율

인구

1950~2000

2000~50

2050~2100

2000

2050

2100

아르헨티나

1.54

0.71

-0.07

37.074

52.805

51.002

볼리비아

2.24

1.28

0.13

8.317

15.748

16.838

브라질

2.32

0.61

-0.19

171.796 233.140

212.450

칠레

1.84

0.72

-0.04

15.224

21.805

21.359

콜롬비아

2.42

0.94

0.00

42.120

67.491

67.519

코스타리카

2.81

1.01

-0.10

3.929

6.512

6.190

쿠바

1.30

-0.21

-0.42

11.202

10.074

8.165

도미니카공화국

2.53

0.70

-0.15

8.353

11.876

10.998

에콰도르

2.60

0.82

-0.09

12.420

18.724

17.866

엘살바도르

2.32

0.91

-0.02

6.209

9.793

9.705

과테말라

2.69

1.66

0.23

11.423

26.166

29.358

아이티

1.80

0.88

0.05

8.005

12.429

12.723

온두라스

3.09

1.34

0.10

6.457

12.630

13.263

멕시코

2.54

0.70

-0.18

98.933 140.228

128.093

니카라과

3.00

1.52

0.21

5.073

10.868

12.052

파나마

2.47

1.11

0.00

2.950

5.140

5.137

파라과이

2.60

1.59

0.23

5.470

12.111

13.558

페루

2.45

0.92

-0.07

25.952

41.105

39.787

우루과이

0.80

0.42

-0.10

3.342

4.128

3,926

베네수엘라

3.12

1.08

-0.05

24.277

41.733

40.752

중남미 전체

2.27

0.78

-0.08

520.2

767.7

732.5

자료: UN(2004) 정리.

중남미 지역의 인구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인은 이민이다. [그림
2-6]은 중남미 지역 총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과 인구수와 중남미 지역 외
국가로의 이민자 수를 시계열로 도식화한 것이다. 역외로 이주한 이민자의
수는 1960년에 약 59만 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 600
만여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0년에는 약 525만 명으로 하락하였다.
1990년대에 300만 명대에 머물러 있던 역외 지역으로의 이민자 수는 2005

33

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

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역외 국
가로의 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비율이 시간이 흐를
수록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이민자의 비율이 중남미
지역 총인구 대비 0.3%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에는 0.9%까지 약 3배 상승
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성장률이 약 1~2%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민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인구성장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6. 중남미 이민자 및 출이민자 비율(1960~2010년) ❚
(백만 명)

(%)

출이민자(백만 명)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자료: World Bank, Net Migration(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M.POP.NETM)에서 정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남미 인구구조는 출산율 감소, 사망률 감소, 이민
증가 등의 이유로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남미 인
구의 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남미 인구변동을 면밀히 고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하지만 대책 수립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남미 인구변동을 분석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지역별⋅국가별 차이이다. 즉 중남미 지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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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동이 유사한 방향성을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각 국가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이들 국가의 사회ㆍ정치 및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중남미에서 진행될 인구변동의 속도 및 성격
을 규정한다.

가. 지역 및 국가간 인구구조의 차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의 인구변동이 유사한 방향성을 공
유하지만 중남미 각국간의 차이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각국
이 겪는 출산율 및 사망률의 감소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인구변동 단계
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다음의
네 가지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다(Brea 2003).
첫째 그룹은 인구변천 과정의 제1단계에 있는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볼
리비아와 아이티가 속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과 사망률은 모두 지
역 평균보다 높지만 사망률에 비해 출산율이 높아 인구증가가 유지되고 있
는 경우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인
구구조를 갖고 있으며,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낮은 도시화율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역내 및 역외로 이주하는
인구수가 높게 나타난다.
둘째 그룹은 인구변천 과정의 제2단계에 속한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파라과이가 들어 있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사망률의 저하를 경험함과 동시에 높은 출산율을 유
지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말 2.2%에서 3.0%에 이르는 인구성장률을
기록,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빠른 인구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들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화 비율도 낮은 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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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룹은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있는 그룹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
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베네수엘라
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망률이 높긴 하지만 출
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구증가율도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대부
분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인구구조에서 여전히 젊은 인구들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이 셋째 그룹에 중남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그룹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때 출산율이 6.2였으나 1990년
대 2.8까지 급감한 사실이다.
지난 50여 년간 이들 국가들의 보건상태 또한 상당히 개선되었다. 기대수
명은 1960년대 59.6세에서 1990년대 중반 71.5세로 무려 12년 증가하였으
며, 코스타리카의 경우 2005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의 평균 기대수명이
79.4세로 중남미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세계 평균 기대수명인 67.2세보
다 무려 12년 이상 길다. 지난 세기 동안 경험한 인구증가의 결과, 현재 이
들 지역의 인구에서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낮아지
는 출산율과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곧 이 지역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킬 것으
로 예상되며, 이는 중남미 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직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
가는 쿠바와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우루과이이다. 이들 국가들은
평균 이하의 출산율, 평균 이하의 사망률 그리고 평균 이하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중남미 국가들의 기대수명보다 높다. 쿠바의 기대수명은 79.1세로 코스
타리카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르헨티나는 76.2세,
칠레는 79.1세, 우루과이는 77.1세로 모두 선진국의 수준의 기대수명을 기록
하고 있다.
쿠바의 출생률은 1990년대 말 이미 1,000명당 13명에 불과했으며, 아르
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20세기 말부터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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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중남미 국가별 인구통계(2005~10년 평균) ❚
국가

인구
(천 명)

인구증가률
(%)

출산율 사망률 영아사망률
(%)
(%)
(%)

기대수명
(세)

아르헨티나

41,131

1.00

2.3

7.7

11.8

볼리비아

10,198

1.77

3.5

7.6

41.0

67.2

197,134

0.98

1.9

6.3

20.0

73.5

칠레

17,295

1.00

1.9

5.4

6.3

79.1

콜롬비아

46,930

1.46

2.5

5.5

16.1

73.9

브라질

76.2

4,703

1.39

2.0

4.1

8.5

79.4

쿠바

11,205

0.03

1.5

6.8

4.6

79.1

에콰도르

13,924

1.06

2.6

5.1

18.0

75.8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6,226

0.44

2.4

6.9

19.8

72.1

14,729

2.46

4.2

5.4

25.0

71.4
73.1

7,773

1.99

3.3

4.9

23.6

111,738

1.05

2.2

4.9

14.6

77.2

니카라과

5,896

1.30

2.8

4.6

18.5

74.5

파나마

3,562

1.64

2.6

5.2

15.0

76.3

파라과이

6,570

1.80

3.1

5.5

27.2

72.8

페루

29,833

1.16

2.6

5.6

18.3

74.1

도미니카공화국

10,026

1.21

2.7

6.1

25.3

73.2
77.1

온두라스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중남미
세계

3,383

0.34

2.1

9.2

11.7

29,499

1.66

2.6

5.4

14.8

74.7

582,008

1.15

2.3

6.2

18.7

74.6

6,890,000

1.14

2.52

8.12

67.2

자료: CEPAL(2010), USCB(2011)에서 정리.

아르헨티나의 경우 1950년대 초 1,000명당 25명의 출생률을 보였는데, 이
시기 중남미의 평균 출생률은 1,000명당 42명으로 아르헨티나의 출생률은
지역 출생률보다 17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이 지역의 인구구조는 이미 노령
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인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ea의 단계 구분과 큰 차이는 없지만, 2007년 CEDELA에서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중남미 국가들의 단계 구분에 변화가 보인다. [표 2-3]에 나타
난 것처럼 2003년 Brea의 분류에서 1단계로 구분되었던 아이티는 20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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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중남미 국가들의 인구변천 단계

(1950~55년, 1985~90년, 2005~10년)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950~95년
볼리비아(2.3)
브라질(2.9)
칠레(2.3)
콜롬비아(3.1)
코스타리카(3.1)
에콰도르(2.6)
엘살바도르(2.8)
과테말라(2.8)
아이티(1.9)
온두라스(2.8)
멕시코(3.1)
니카라과(3.2)
파나마(2.7)
페루(2.6)
도미니카공화국(3.3)
베네수엘라(3.4)

쿠바(2.1)
파라과이(3.6)

시기
1985~90년

2005~10년

볼리비아(2.6)
아이티(2.5)

에콰도르(2.4)
엘살바도르(2.3)
과테말라(3.0)
온두라스(3.2)
파라과이(2.8)
페루(2.4)
도미니카공화국(2.3)

아르헨티나(1.6)

브라질(1.9)
콜롬비아(2.3)
코스타리카(3.0)
멕시코(2.3)
파나마(2.2)
베네수엘라(2.5)

우루과이(1.1)

아르헨티나(1.5)
칠레(1.7)
쿠바(1.0)
우루과이(0.6)

과테말라(2.8)
아이티(1.9)

콜롬비아(1.3)
에콰도르(1.6)
엘살바도르(1.7)
온두라스(2.3)
멕시코(1.4)
니카라과(2.0)
파나마(1.6)
페루(1.5)
파라과이(1.9)
도미니카공화국(1.7)
베네수엘라(1.6)
아르헨티나(1.0)
브라질(1.3)
칠레(1.0)
코스타리카(1.4)
매우 진행된 4단계:
쿠바(0.3)
우루과이(0.6)

주: ( ) 안의 숫자는 인구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Demographic Center of ECLAC, Population Projec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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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0년에 걸쳐 2단계로 바뀌었고, 2단계였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
라스와 파라과이가 3단계에 진입하였다. 볼리비아의 경우 1985년에서 1990
년 동안은 1단계로 분류되었는데, 2005년에서 2010년 자료에서 생략되었다.
인구변천의 단계에 따른 국가 분류는 중남미 국가의 인구변동 경향을 파
악하기에는 효율적이다. 하지만 중남미 인구구조의 국가별 차이는 지역별 차
이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나아가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국가들에 전체 중남미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 표 2-4. 중남미 국가별 사회ㆍ경제 지표(2010년) ❚

국가
아르헨티나

총 GDP
(2009)
(백만 달러)

1인당
GDP(2009)
(달러)

도시화율
(%)

문맹률
(%)

실업률
(%)

398,148

9,869

93.1

2.4

7.8

11,755

1,191

66.4

9.4

6.5

브라질

855,755

4,416

85.0

9.6

6.8

칠레

103,620

6,106

87.5

2.9

8.3

콜롬비아

140,956

3,087

78.5

5.9

12.4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23,272

5,084

66.0

3.2

7.1

쿠바

46,581

4,426

77.4

2.1

N/A

에콰도르

24,119

1,770

65.0

5.8

8.0

엘살바도르

15,812

2,566

60.3

16.6

N/A

과테말라

23,211

1,654

57.2

25.2

N/A
6.4

10,424

1,798

50.5

19.4

719,763

6,568

78.0

6.2

6.5

5,000

869

58.3

30.3

N/A

19,840

5,744

68.7

6.0

7.7

9,125

1,437

61.4

4.7

7.8

페루

85,029

2,915

73.4

7.0

8.0

도미니카공화국

36,773

3,764

68.6

12.9

14.4

27,689

8,238

92.4

1.7

7.1

157,018

5,493

93.6

4.8

8.6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자료: CEPAL(2010), “Statistical Yearbook of Latin America,” CIA Factbook(2011)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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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과 같은 국가의 경우 두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이미 전체 중남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 규모의
비교를 통해서도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출생률, 사망률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가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생률의 경우 우루과이는
15.1, 칠레는 15에 불과하지만, 같은 남미의 볼리비아의 경우는 27.4로 매우
높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 인구변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간 인구
변동의 경향뿐 아니라 각국의 인구 규모 및 변동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중남미 국가들 간의 사회ㆍ경제적 차이는 무
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다.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GDP를 비교
해 볼 경우 니카라과는 869달러인 반면 아르헨티나는 9,869달러로 11배가
넘는다. 전체 GDP의 규모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 8,557억 달러
에 달하는 총 GPD를 기록한 브라질이 있는 반면, 니카라과의 총 GDP는
5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후 출산율 및 사망률의 변동 요인에서 더욱 상세
히 다뤄지겠지만, 이러한 국가간 사회ㆍ경제적 차이는 곧 출산율 및 사망률
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며, 나아가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차이는
역내 이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 주요국 인구구조의 특징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남미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주요국들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의 인구구조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중남미 인구 변
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이 1950년대 이후 시
행된 집중적인 인구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최근 중남미에서 나타나
는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는 장본인들이라는 점은 이들 국가의 인구 현황 및
특징, 그리고 인구와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해 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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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콜롬비아의 인구 현황을 정
리해 보도록 하겠다.

1) 멕시코
2010년 현재 멕시코의 인구는 1억 1,173만 8,000명으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인구대국이며 중남미 전체 인구인 5억 8,200만
8,000명 중 19%를 차지한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65.4%를 차지하는 멕시코는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멕
시코의 성장과 이후 설명할 역외로의 이주 특히 미국으로의 이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멕시코가 갖고 있는 젊은 인구구조는 최근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와 사망률 감소 및 기대수
명의 증가로 인해 곧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193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경험하였다.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부터 사망률은 생활환경
특히 의료서비스의 개선, 영양상태의 호전 및 위생의 개선으로 인해 감소하
기 시작하였다. 기대수명은 1930년 여성은 37세, 남성은 35.5세였던 것이
1970~75년 기간 동안 여성은 65.2세, 남성은 60.9세로 늘어났고, 2008년에
는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75세에 달한다.
Zúñiga(2008)에 따르면, 30년에 달하는 빠른 인구성장은 1960년대에 시
작된 출산율 저하와 함께 그 속도가 둔화되었다.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1955~60년 동안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 1인당 6.80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당시 인구성장률은 3.3%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출산율 감소가 시작되어 현재 멕시코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출산율
(replacement rate)인 2.1에 가까운 2.2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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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멕시코 인구증가 동향(1950~2050년) ❚

비율(100당)
인구

인
구
︵
백
만
︶

합계 성장률
자연 성장률

인구

연도
자연성장률

합계 성장률

자료: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Projecciones de la población, 재인용: Zúñiga(2008).

사망률의 감소보다 늦게 진행된 출산율 감소는 멕시코 인구의 빠른 증가
를 가져왔다.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는 지난 세기 동안 인구가 2
배로 증가하는 경험을 하였다. 1900년 1,300만이었던 인구는 1950년 2,600
만을 기록하며 2배로 증가하였고, 1970년 인구가 5,000만을 넘어서더니 다
시 21세기 초 1억을 넘어서며 2배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멕시코가 21세기와 함께 새로운 인구변천 단계, 즉 제4단계로 접
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민의 요인을 제외한 자연적 인구증가율은 2008
년 1.35%였지만 이민으로 인한 인구 감소분을 포함하여 인구 증가율은
0.82%에 불과하였다. 2040년에 이르러 멕시코의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Zúñig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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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멕시코의 인구지표 ❚
1955~60

1985~90

2005~10

2015~20

조출생률/천
(crude birth rate)

46.8

29.0

19.2

15.4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6.8

3.63

2.21

1.89

조사망률/천
(crude death rate)

13.5

5.7

4.9

5.3

기대수명(세)

55.3

69.8

76.1

78.1

이민율/천
(migration rate)

-1.1

-5.5

-3.4

-2.4

인구증가율/%

3.2

1.8

1.05

0.7

37,877,338
(1960년)

87,002,141
(1990년)

110,055,444
(2010년)

119,080,328
(2020년)

인구지표

인구수(명)

자료: CELADE(2007)에서 정리.

출산율, 사망률 그리고 이민은 멕시코 인구구조 특히 연령구조와 성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통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멕시코는 최근 급변한 출산율 및 사망률의 영향과 증가하는 역외 이민의 결
과 젊은 인구구조를 갖은 나라에서 인구 노령화를 경험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1960년의
97%에서 2010년에는 52.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0년에는 47.4%
로 최저점을 기록하겠으나 2050년 59.9%로 급증,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부양비가 최하로 떨어지는 2020년에 노동인구의 크기는 최고점에
도달하여 약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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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멕시코의 인구구조 지표: 연령 및 성별 구조(1960~2030년) ❚
구분

196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연령분포(%)
0~14세

42.5

44.7

38.6

33.2

28.1

23.3

20.1

16.7

15~64세

50.8

51.5

57.1

61.7

65.3

67.8

67.7

62.6

65세 이상

3.4

3.7

4.2

5.2

6.5

8.8

12.2

20.7

부양비(%)

97

94.1

75.1

62.1

52.8

47.4

47.7

59.9

성비(%)

99.3

99.5

98.3

97.5

95.9

96.2

96.2

96.2

가임여성 비율(%)

43.7

44.5

49.7

53.5

54.4

53.2

48.9

41.5

자료: CEPAL(2007)에서 정리.

[그림 2-8]은 1970년대부터 2050년까지 일어날 연령그룹의 인구증감 동
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인구는 전체적으
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0~14세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65
세 이상의 인구군은 증가하면서 2044년경에는 두 인구군의 비율이 역전될

❚ 그림 2-8. 멕시코의 연령별 인구변화 동향(1970~2050년) ❚

백
만

0~14세

연도
15~64세

65 세 이 상

자료: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Proyecciones de la Población de México, 재인용: Zúñiga(2008).

44│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진행된 15~64세 인구의 점진적 감소는 멕시코 인
구의 전체적인 노령화를 의미한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폭발적인 인구성장과 여성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으
로 멕시코는 상당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21.9%에서 2000년 26.8%까지 증가
하였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참여 인구의 비율은 1970년 49.3%에서 1988년
52.4%, 다시 2000년 57.3%로 증가한다. 그 결과 전체 노동가능 연령의 인구
는 1970년 1,300만에서 2000년 4,200만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
동인구의 성장은 멕시코의 역외로의 이민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이다. 소위
멕시코의 새로운 이민시기라고 불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멕시코
의 역외로의 이민은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은 폭발적인 증가를 경
험하였다(Terrazas et al. 2011; Zúñiga 2008).

❚ 그림 2-9. 미국 내 멕시코계 이민자 인구변동 추이(1900~2008년) ❚

천
명

연도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재인용: Zúñiga(2008).

45

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민의 증가세는 2000년대 들어서
면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1985년에서
1990년 동안 연간 멕시코 이민자의 수는 24만 9,400명으로 추정되었다. 하
지만 이 숫자는 1990년에서 1995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51만 6,000명을
기록한다. 이러한 멕시코계 이주민의 증가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도
계속되었으나 그 증가폭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증가세 감소의 원인은 무엇보
다도 불법이민을 막으려는 미국정부의 국경수비 강화를 들 수 있으며, 나아
가 미국경기의 침체로 멕시코계 이주자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멕시코의 출산율 저하 및 인구의 고령
화의 결과 미국으로 유입되는 멕시코계 이민자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다양한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멕시코의 출산
율 저하를 심도 깊게 다루며 향후 멕시코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국의 경제성
장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Campo-Flores 2010; Cavanaugh
2010; Dunn 2007).
이상으로 멕시코의 인구변동을 출산율 및 사망률의 변화, 기대수명의 증감
그리고 역외이민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
동이 인구구조 특히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도 가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중
남미의 최대 인구대국이며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의 진행이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인구구
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브라질
브라질은 2010년 현재 1억 9,999만 1,561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
남미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브라질의 인구는 중남미 전체 인구의 34%를 차
지한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브라질 역시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전체 인
구의 66.6%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때 6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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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브라질의 인구지표 ❚
1955~60

1985~90

2005~10

2015~20

조출생률/천
(crude birth rate)

43.0

26.3

19.2

16.1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6.15

3.10

2.25

2.06

조사망률/천
(crude death rate)

13.9

7.4

6.4

6.7

기대수명(세)

53.4

65.5

72.4

74.7

인구증가율(%)

2.91

1.89

1.28

0.94

72,745,630
(1960년)

149,689,806
(1990년)

199,991,561
(2010년)

221,450,331
(2020년)

인구지표

인구수(명)

자료: CELADE(2007)에서 정리.

하던 출산율이 최근 2.25까지 떨어지면서 빠른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또한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의 출산율 및 사망률은 그 하락의 정도와 속도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 2-10]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의 인구변천은 중남미 다른 국가들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그림 2-10]에 따르면 브라질보다 빠른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국과 포르투갈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멕시코가 중남미에서는 유사한 속도의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천 및 고령화의 추세는 [표 2-8]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60
년 7.6에 불과하던 노인 대 청소년의 비율(old/young ratio)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4.6을 기록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
가세는 계속 이어져 2020년에는 37.6, 그리고 2030년에는 58.4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부양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현재 브라질
이 소위 말하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기, 즉 전체 인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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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출산율 및 사망률 감소에 걸린 기간 ❚
영국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핀란드

독일

브라질

중남미

포르투갈
한국

세계
이태리

칠레

프랑스

유럽

일본

스페인

터키
멕시코

주: y=기대수명을 50세에서 70세로 증가시키는 데 걸린 기간, x=합계출산율을 3에서 2로 떨어뜨리는 데 걸
린 기간.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8, 재인용: World Bank(2011).

노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2-8]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부양비는 2020년 48.4를 기록하면서 최저점에 도달하겠지만,
곧 증가하여 2050년에는 57.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인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점점 놓아져 2050년에는 노동인구
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인구가 부양인구, 즉 0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이거나
65세 이상의 인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표 2-8. 브라질의 인구구조 지표: 연령 및 성별 구조(1960~2030년) ❚
구분

196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17.8

연령분포(%)
0~14세

43.3

38.1

35.3

29.6

26.8

23.7

20.9

15~64세

53.5

57.8

60.3

65.0

66.6

67.4

66.8

63.4

65세 이상

3.3

4.2

4.4

5.4

6.6

8.9

12.2

18.8

부양비(%)

87.1

73.1

65.8

53.9

50.1

48.4

49.6

57.7

성비(%)

99.4

99.6

98.8

97.9

97.3

96.9

96.4

95.7

가임여성 비율(%)

45.5

49.5

51.7

55.0

53.7

50.6

49.1

44.0

자료: CELADE(2007)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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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이러한 고령화는 선진국의 고령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2-11]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경우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무려 115년이 걸렸는데, 브라질의
경우 2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1]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도국
들이 선진국들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도국들
사이에서도 브라질은 싱가포르와 콜롬비아의 뒤를 이어 매우 짧은 고령화
기간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고령
화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노인인구에 대
한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은 브라질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곧 경제 및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과 2003년에
있었던 연금개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 연금개혁이
없었다면 2005년 GDP의 10%에 달하는 연금지출은 2050년에 37%까지 늘
어날 뻔하였다. 하지만 최근 추진된 연금개혁 덕분에 정부는 연금지출을 반
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연금비용의 부담이 모두 사
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2050년대에 GDP의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는 연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브라질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World Bank 2011).
❚ 그림 2-11. 고령화의 속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선진국 vs. 개도국) ❚
일본(1970~1996)
스페인(1947~1992)
영국(1930~1975)
폴란드(1966~2013)
헝가리(1941~1994)
캐나다(1944~2009)
미국(1944~2013)
호주(1938~2011)
스웨덴(1980~1975)
프랑스(1865~1980)

싱가포르(2000~2019)
콜롬비아(2017~2037)
브라질(2011~2032)
태국(2003~2025)
스리랑카(2004~2027)
튀니지(2008~2032)
자메이카(2008~2033)
중국(2000~2026)
칠레(1998~2025)
아제르바이잔(2000~2041)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Health(2007), 재인용: World Ban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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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는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 브라질의 인구구조는 풍족
한 노동인구를 제공하며 브라질의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
다. 지난 세기 일어났던 출산율 증가로 21세기 브라질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인구가 늘어났으며, 최근 진행된 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인구 또한 노동
시장에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2011), 늘어난 노동인구와 이들의 기대수
명 증가는 저축률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를 유도하여 경제 전반의 구
조를 건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우호적 인구구
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중반부터 노동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인
구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낮을 것이다. 이는 노동인구의 상당 부
분이 스스로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지낸 인구라는 점에서 국가 전
반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브라질 정부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의 증가 및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브라질이 누리고 있는 인구 보너스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루
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고, 연금개혁들과 같은 기존 제도의 개편 그리
고 노령인구에 대한 재교육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2010년 현재 4,051만 8,951명으로 전체 중남미 인
구의 7%에 불과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인구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지금 중남미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인구변천을 미
리 예측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사례이기에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표 2-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의 인구변천은 우루과이를 제외
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거의 유럽 국가들

50│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과 같은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출산율 감소는 20세기 초
부터 시작되었고, 1950대 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50년 초
출산율은 이미 3.2까지 떨어져 1890년대 7이었던 출산율의 절반까지 감소하
였다. 이후 출산율 감소는 완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심지어 1970년대 중
반에는 출산율의 증가까지 경험하게 된다. 2005~10년 출산율은 2.25로 중남
미 지역의 평균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Gogna and Pantelides
2009).
또 하나 아르헨티나 인구변천의 특징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인구변천 과정에서 반드
시 동반되는 인구의 급작스런 증가를 경험하거나 인구 보너스의 시기를 겪
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표 2-9]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이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유지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인구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시작된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 표 2-9. 아르헨티나의 인구지표 ❚
1955~60

1985~90

2005~10

2015~20

조출생률/천
(crude birth rate)

24.3

22.2

17.5

15.8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3.13

3.05

2.25

2.08

조사망률/천
(crude death rate)

8.7

8.5

7.8

7.6

기대수명(세)

64.7

71.0

75.2

77

인구증가율(%)

1,7

1.5

0.97

0.81

20,616,020
(1960년)

32,580,854
(1990년)

40,518,951
(2010년)

44,163,1182
(2020년)

인구지표

인구수(명)

자료: CELADE(2007)에서 정리.

51

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

이러한 경향은 [표 2-10]에서도 나타난다. 연령그룹별 인구분포의 경우 65
세 이상의 인구분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양비
역시 2000년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0년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다. 하지만 부양비가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미만의 인구 대 노동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잠시 나타났던
부양비의 감소는 고령인구의 감소보다는 14세 이하 인구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2-10. 아르헨티나의 인구구조 지표: 연령 및 성별 구조(1960~2030년) ❚
구분

196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연령분포(%)
0~14세

30.8

30.5

30.7

28.0

25.1

23.1

20.8

17.8

15~64세

63.7

61.4

60.3

62.2

64.6

65.1

65.8

63.5

65세 이상

5.5

8.1

8.9

9.8

10.4

11.7

13.4

18.7

부양비(%)

57.0

63.0

65.8

60.8

54.8

53.5

51.9

57.6

103.2

97.4

96.5

96.1

96.0

96.1

96.0

95.5

51.2

47.5

46.8

48.7

49.6

49.6

47.9

43.3

성비(%)
가임여성 비율(%)

자료: CELADE(2007) Population Projection에서 정리.

일찍이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노령화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림 2-1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의 부양비는 중남미의
부양비에 비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시작된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남미의 경우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
의 저하로 인해 1960년대 시작된 부양비가 계속 진행되어 1990년대 말 아
르헨티나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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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 부양비 변화: 아르헨티나 vs. 중남미(1950~2050년) ❚

자료: CELADE-División de Población 2008에서 정리.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먼저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출산율 저하는 아르
헨티나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여성인구의 노동시
장 진출 또한 촉진시켰다. Pantelides(2002)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율은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2000년에 들어서는 가임여성의
62%가 노동인구에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 및 여성부양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의 증가세와 일치
한다.
이민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주민의 출이민보다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및
페루와 같이 아르헨티나보다 빈곤한 주변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는 이민
자의 수가 인구변동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민의 흐름은 2002년 경제위기 이후 급감하여,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 머물
던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며 인구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
이 나오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의 결과 1900년대 초부터 이미 인구의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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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이후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른 중남미 국
가들이 참고해야 할 사례로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4)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인구는 4,051만 8,951명으로 전체 중남미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며, 전체 중남미 국가들 중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다. 콜롬비아의 인구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는 중남미 국가들 중 인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콜롬비아가 중남
미 인구변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콜롬비아 역시 멕시코 및 브라질
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역시 급속
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2-11. 콜롬비아의 인구지표 ❚
1955~60

1985~90

2005~10

2015~20

조출생률/천
(crude birth rate)

45.3

27.7

18.8

16.3

합계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6.76

3.17

2.22

2.00

조사망률/천
(crude death rate)

13.1

6.3

5.6

5.9

기대수명(세)

55.1

68.0

72.8

74.8

인구지표

인구증가율(%)
인구수(명)

2.96

1.99

1.27

1.01

16,840,968
(1960년)

34,874,516
(1990년)

47,858,858
(2010년)

53,298,080
(2020년)

자료: CELADE(2007)에서 정리.

콜롬비아의 출산율은 [표 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55~60년 기간 동
안 6.76이었던 것이 2005~10년 2.22를 기록하였으며, 2015~20년에는 2.00
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1955~60년 2.96이었던 인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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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 2005~10년 인구유지율을 간신히 넘어서는 1.27을 기록했고,
2015~20년 기간에는 인구유지를 위한 증가율을 밑도는 1.01로 낮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 역시 진행되고 있다. [표
2-11]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수명은 1955~60년 55.1세에 불과하던 것이
2005~10년 72.8세로 늘어났고, 2015~20년 기간 동안 다시 2세 증가해
74.8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0년 동안 콜롬비아의 기대수명이 20여
년 가까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 표 2-12. 콜롬비아의 인구구조 지표: 연령 및 성별 구조(1960~2030년) ❚
구분

196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연령분포(%)
0~14세

46.4

40.8

36.2

32.5

27.7

23.6

21.1

17.7

15~64세

50.5

55.4

59.6

62.8

66.7

68.2

67.1

64.3

65세 이상

3.1

3.8

4.3

4.7

5.6

8.2

11.8

18.7

부양비(%)

98.1

80.5

67.9

59.3

50.0

46.6

49.0

55.5

성비(%)

98.5

99.0

98.4

97.3

96.8

96.4

96.1

96.1

가임여성 비율(%)

42.9

48.4

52.4

54.1

54.3

52.4

49.7

43.9

자료: CELADE(2007)에서 정리.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콜롬비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1960년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하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0년 5.6%로 늘어났고, 2050년에는 부려 18.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 98.1%에 달하던 부양비는 인구의 46.4%에 달하
는 14세 미만의 인구로 인한 것이었으나, 14세 미만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
2050년 인구의 17.7%만이 14세 미만의 인구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부양비 역시 55.5%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
해야 할 것은 2020년을 기점으로 14세 미만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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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부양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65세 이
상의 인구가 전체 부양비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는 뜻으로, 콜롬비아 사회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라는 뜻이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나타났던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는 콜롬비
아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콜롬비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80년 24.7%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57.4%로 2배 이상 증가하고 1990년대 말에 가서는 72.7%를 기
록하며 불과 20년 전보다 50% 가량 증가하였다(Lim 2002). 멕시코 및 브
라질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는 인구 보너스와 함께 여성의 노동 참여로 인
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편으로, 인구학적인 측면
에서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조건을 향유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콜롬비아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현재 콜롬비아가 누리고 있
는 조건을 현명하게 활용함은 물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정
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는 역사 이래로 여러 차례의 인구변동
을 경험하였고, 현재 새로운 인구변동을 겪고 있다. 중남미 인구의 가장 큰
변동 중 하나는 식민화와 함께 일어났고, 이 시기 중남미의 인구는 식민시기
유럽인들에 의해 자행된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대로 인해 대규모의 인
구감소를 경험하였다.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럽 혹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새로운 질병들에서 찾는 이들도 있지만, 새로운 질병의 도입뿐 아니
라 식민화 과정에서 자행된 유럽인들의 원주민에 대한 학대와 착취는 직⋅
간접적으로 원주민 인구의 급감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이후 중남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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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세기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 출산율은 6
이상을 기록하였고, 중남미는 4배 이상의 인구수 증가를 경험하였다. 폭발적
인 인구의 증가는 중남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으
며, 이러한 전망은 곧 각국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성공적인
출산억제 정책의 도입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속
적인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과 멕
시코 및 콜롬비아의 경우처럼 출산율 저하가 빠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최근 중남미는 20세기 중반부터 도입된 출산율 억제정책의 결과
감소한 출산율,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줄어든 사망률 및 전반적인 기대수명의
연장 덕분에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중남미 인구연구
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중남미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노동인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남미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는 중남미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조
건으로 작용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젊은 인구구조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모든 중남미 국가들이 같
은 인구변천의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우리는 중남미 국가들이 현
재 인구변천의 2, 3, 4단계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높
은 출산율과 낮아지는 사망률을 기록하는 2단계에 있는 국가는 과테말라와
아이티이고, 출산율이 감소하며 동시에 사망률도 감소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
들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이다. 마지막으로 인구변천의 4
단계, 즉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증가율이 낮게 유지되는 국가군
에 속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그리고
쿠바이다. 이들 나라는 비교적 일찍 4단계에 진입하여 선진국과 유사한 인구

57

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

변동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 인구변천의 특징인 빠른 진행속도를 감안
한다면 3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곧 4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구변천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
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콜롬비아이다.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는 인구변천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 중이거나 4단계에 막 진입
한 경우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동, 즉 인구의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경우라고 하겠다. 아르헨티나
의 경우 일찍이 인구변천의 과정을 거쳐 4단계에 안착했다는 점으로 인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
로 한층 더 유입된 여성노동의 모습과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제도 구축 등의
경험은 다양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는 현재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의 인구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의 사회 및 경제적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견
인한 출산력 및 사망력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고령화의 현황을 살
펴보고, 개별 국가들의 사례 또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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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남미의 출산력1) 및 사망력2)
변동 추이

사회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근래의 학문적 성과이
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발전 수준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방향이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20세기 초에 비해 21세기는 경제발전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수
준 또한 비약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와 사회
의 발전이 만들어 낸 여러 현상과 환경 그리고 조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상
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실이 만들어 낸 출산율 감소, 인구 고

1) 출산력이란 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력이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변하나 가
임능력은 일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구의 생물학적 가임능력, 즉 잠재적 출산수준과는 다
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출생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여자의 한정된 연령층(15~49세)에서
만 발생하나, 사망은 인구의 감소요인으로서 전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출산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조출
생률, 일반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재생산율, 모아비, 기혼부인당 평균 출생아 수 등이 있다.
2) 사망력은 연령별 사망률을, 기대여명은 사망력 분석을 통해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더 생존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예상수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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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합계출산율3)이 인구대체 수준4)인 2.1을 밑도는
국가를 찾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현상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로 귀착되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와 부양인구를 기반
으로 하는 국가성장론, 경제발전론 시각과 같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새로
운 어젠다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는 출산율이 하락하더라도 대략 인구대체
수준에서 수렴할 것이라는 기존 인구학계에서의 중론에도 새로운 도전을 맞
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 조출산율과 조사망률의 차이가 0인 상태와
같은 가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련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실제로 정
지인구 상태를 보이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구구조는 어떠한 방향
으로든 변화하며 이는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남미
의 인구구조 변화는 매우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동성을 야기하는 가
장 두드러지는 요인은 바로 출산율의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중남미 인구구조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같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중남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인
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공통원인이라도 그 원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다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중남미의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시도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학술적 그리
고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국내에 중남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
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

3)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즉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을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4) 인구의 증감이 없는 상태, 즉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수준을 말하며, 가임 여성 1인당 2.1명
의 자녀를 출산하는 상태를 말한다.

60│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내에 중남미에 대한 관심은 이미 수십 년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중남미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세기 말 공산
주의를 표방한 동유럽이 무너질 때까지 중남미는 소위 제3세계라는 이름으
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는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루어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남미에 대한 대부분의 학문적 관심은 바로
이 지역의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과 그 특성, 그리
고 변화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의 국내 중남미에 대한 관심과 그
접근 방법에서 차별된다. 물론 인구현상이 정치, 문화, 사회, 역사로부터 독
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인구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
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는 일은 그 지역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
을 한 차원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와 이념에 의
해 사회는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출산, 사망, 그
리고 인구이동인 인구현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정책적
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의 수준과 양에 비해 상대적으
로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미약한 관심이 당연했던 측면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남미는 우리나라와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서도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이념은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중국 등 자
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에서 ‘근대화론’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중남미 지역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념과 정치구조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의 시장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
서 경제 분야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이라 할 수 있는 IT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
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출산력과 사망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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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변화 원인 분석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이 지역의 출산력
변화의 원인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 필
요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정
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후 본문에서 기술하
고자 한다.

1. 인구변천 이론과 중남미
인구구조의 변천을 설명하는 3대 요소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민이다.
인구학에서 인구가 변화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인구변천
이론(demographic trasition theory)’인데,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이행한다. 먼저 사회가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사
망률과 더불어 출산율도 매우 높았다. 사망의 주요 원인도 식량공급의 불안
정 및 자연재해로 인한 것들이었는데, 인구변천 이론에서 이 시기를 제1단계
로 구분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력이 진보하면서 인구는 영향을 받게 되
는데, 인구가 변화하는 초기에는 양질의 영양분 섭취, 위생 개선, 의료보건
관련 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특히 감염병의 치사율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사망률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즉 사망자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출
산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히 영아사망률이 극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연스럽
게 인구성장률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인구변천의 두 번째 단계이다. 뒤이
어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지위상승의 기회를 얻
게 되면서 출산에 대한 자기선택권이 강화된다. 또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
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점차 개인도 사회도 재생산을 줄여
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출산율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성
장률이 정점에 이르다가 점차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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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천의 제3단계이다. 이 3단계가 지나면 사망력도 출산력도 모두 낮은 수
준에 머무르게 되어, 이미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더 이상 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게 되는데, 인구변천 이론에서는 이를 제4단계라 본다.
중남미의 인구변천을 살펴보면, 이 지역이 역사, 정치, 문화, 이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것과 달리 인구가 변
천되는 모습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사망력도 출산력도 매우
높아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근대화 이전의 인구형태는 이 지역에서 1800년
대 중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감소하는 사망력과 높은 출산력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 인구변천의 제2단계는 이 지역에서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인구성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많은 국
가들에서 사망력의 감소는 먼저 도시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접근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서양에서 사망력의 감소가 주로 개인의 위생과 영양상태가 좋아졌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남미 지역 사망력의 감소는 서양에서 발전
된 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사망력이 크게 하락하여 유럽 지역과는 매우 다
른 원인에 의해 사망력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 의료기
술의 도입이 외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가 농촌에 비해 사망력 감소를 먼저 경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컨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쿠바 하바나의 1905년 출생 시 기대수명이 39세
였는데, 이는 당시의 미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발전된 의료기술로부
터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890년대에 26세에 불과하였고, 이 낮은 기대수명이 1930년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Diaz-Briquets 1981).
출산력도 감소하여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가 중남미 지
역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 시작되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구
변화의 시계열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남미는 1960년대 이후부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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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인구성장률도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마
지막으로 출산도 사망도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인구변천의 제4단계
의 경우 중남미의 내부 지역별로 이미 이 단계에 진입한 곳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곳도 있다. 최근 UN과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Demographic
Centre(ECLAC)가 함께 발표한 자료(Jasper-Faijer 2008)는 이러한 양상을
잘 정리하고 있다(표 3-1 참고). 이 그림의 가로축은 출생 시 기대여명을,

❚ 표 3-1. 중남미와 카리브 해 국가들의 출산력 및 사망력 ❚
기대여명
합계출산율

66세 미만

66세 이상~
71세 미만

71세 이상~
76세 미만

76세 이상~
81세 미만

4.5 이상
3.5 이상~4.5 미만 아이티

2.5 이상~3.5 미만

1.5 초과~2.5 미만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프랑스 기아나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수리남
자마이카
기아나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
세인트루시아
바고
네덜란드 안틸레스
바하마

1.5 미만
자료: CELADE(2007), 재인용: Jasper and Faije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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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과달루페
우루과이
푸에르토리코
마르티니크
바베이도스
쿠바

81세 이상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을 보여주는데, 합계출산율이 낮고 출생 시 기대여명이
높은 인구변천의 제4단계에 들어선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등의 국가들도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은 높은 아이티나 과테말라 등의 나라
들도 함께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중남미 지역의 인구변천의 형태가 유럽이나 다른 지역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천의 형태만 가지고
말할 때이고, 왜 출산력과 사망력이 변천하게 되었나를 고려하면 중남미 지
역은 다른 곳과 차별된다. 사망력의 감소가 서양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발전과
개인들의 위생 및 영양상태의 개선에 의했던 반면, 중남미 지역은 서양에서
도입된 의료기술에 기인하였다고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출산력 변화
도 다른 지역과 유사한 원인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이 지역만이 지니고 있
는 독특한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이미 인구변천 제4단계에
진입한 브라질의 출산력 변천이 그 좋은 예가 되는데, 서양과 달리 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이 출산력 하락의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바로 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다.
한편 시계열화된 인구성장률은 인구구조의 동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민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연도 인구성장률이 0%인 경우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같음을 뜻하며, 0% 이상이면 약간이라도 해당 국
가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남미 지역의 인구성장률은
1.153%로서 세계 평균 1.162%을 근소하게 하회하고 있는데, 이를 시계열로
살펴 볼 경우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성장률의 하락이 매우 빠
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부터 1955년까지 5년간 평균
인구성장률은 2.71%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평균 인구성장률은
1.32%로 50% 이상 급락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성장률이 빠르게 줄어들
었다고 해도 여전히 0보다 크고 기본이 되는 인구의 절대수 자체가 커서
1%의 증가도 엄청나게 큰 절대인구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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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세계 및 대륙별 평균 인구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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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자료: UNPD(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hhttp://esa.un.org/unpd/wpp/
Excel-Data/population.htm에서 정리.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2010년 0.25%이고, 2020년에는 -0.02%로 변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학에서 사망과 관련해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주로 다루어지는 지표로
는 조사망률(crude death rate)과, 출생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
그리고 조사목적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등이 있다. 조사망률은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 출생 기대여명은
당해연도 태어난 사람에게 예상되는 생존연수, 영아사망률은 해당연도 출생
아 중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수를 의미한다. 출산과 관련해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지표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과 조출산율(crude birth
rate)이 있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여성 1인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숫자를 의미하고, 조출산율은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
미한다. 두 지표 모두 출산율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조사망률과의
비교를 위해서 여기서는 조출산율을 우선 활용하기로 한다.
2010년 UNPD에서 공개한 세계인구 전망에는 조출산율과 조사망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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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조출산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남미의 하위 지역 모두 하락하였다. 중남미 지역은 1950년
대 세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
여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된 2005년 구간에서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조출산
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전역의 1950년부터 1955년까
지 5년간 평균 조출산율은 42.7이었으며, 같은 기간 카리브 해와 중앙아메리
카 지역, 남부아메리카 지역은 각각 39.4, 48.3, 41.2을 기록하였다. 중남미
전역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평균 조출산율은 19.3이었으며, 중남
미 지역 내 카리브 해와 중앙아메리카, 남부아메리카 지역은 각각 18.6,
22.1, 18.2를 기록하였다. 특히 카리브 해 지역은 1970년대 세계평균을 하회
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부아메리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평균보다 낮은
조출산율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현재까지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다소 높은 조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2. 중남미 지역 및 중남미 하위지역의 조출산율 변화 추이

(1950년 이후 5년 기간 단위) ❚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CBRT.IN/countries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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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50년대의 중남미는 세계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조출산율을 보였
던 반면,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망률은 세계평균보다 다소 낮
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지금까지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앙아
메리카 지역에서의 조출산율과 조사망률의 패턴은 다른 중남미 지역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남미 전역의 1950년부터 1955년까지 5년
간 평균 조사망률은 15.6이었으며, 같은 기간 카리브 해와 중앙아메리카 지
역, 남부아메리카 지역은 각각 15.2, 17.8, 15.0을 기록하였다. 중남미 전역
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평균 조사망률은 5.9였으며, 중남미 지역
내 카리브 해와 중앙아메리카, 남부아메리카 지역은 각각 7.4, 4.9, 6.2를 기
록하였다. 특히 조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1970
년대를 기점으로 평균 이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중남미 지역 평균을
하회하는 급락현상이 발생하여 역내 하위지역보다 훨씬 낮은 조사망률을 기
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남미 지역 전체는 62.0%의 조사망률 하락을 경험
한 데 비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무려 72.7%나 감소하였다.

❚ 그림 3-3. 중남미 지역 및 중남미 하위지역의 조사망률 변화 추이

(1950년 이후 5년 기간 단위) ❚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CDRT.IN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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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의 인구변천: 원인과 전망
앞에서 중남미 지역의 인구변화를 인구변천 이론과 인구변화의 기본 요소
인 사망, 출산,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변화를 고찰하여 개괄하였다. 이제 각각
의 인구변화 요소들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즉 앞에서 살펴
본 각 요소들의 변화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전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지녀왔는지 혹은 중남미 지역 내부에서는 어떠한
내부 편차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이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변화와 변화의 원인을 점검하
는 작업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인구전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인구 특성이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
인지에 대한 조망도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인구변동의 기본 요소들
가운데 출산과 사망의 측면만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인구이동은 본 과제
의 다른 세부 연구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밝힌다.

가. 사망력
1) 중남미의 역학 변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사망률이 하락하고 사망의 주요 원인이
변화하는 역학 변천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역의 대
부분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역학 변천을 경험하였다. 1930
년대에 이 지역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었던 아르헨티나와 쿠바, 파나
마 등은 이미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이 1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다른 국가의 사망률은 20~30명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
들 국가들의 사망률도 1960년대까지는 거의 다 하락하였고, 20세기 말에는
아이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1,000명당 10명 이하의 낮은 사망률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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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한편 출생 시 기대여명은 사회의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사망률보
다 더 정확한 사망력의 측정 도구로 사용되는데, 중남미의 평균 출생 시 기
대여명은 1950년대 52세이었던 것이 1990년대에는 71세로 크게 증가하였
다. 이 정도의 기대여명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1950년대 미국의 기대수명이
67세이고 1990년대에 75세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중남미의 사망력이 20세기
중반 이후 얼마나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망률의 감소 및 출생 시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망의 주요 원
인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즉 20세기 초반까지 사망의 대부분은
영유아들의 전염성 질환에 의한 것이었는데,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이 등
장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의 사망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 바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예컨대 1940년대 많은 나라들이 실시
하였던 말라리아 대응 보건정책은 말라리아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을 크게
낮추었다. 즉 항생제의 도입은 결핵, 폐렴, 독감 등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었
고, 백신의 소개는 홍역,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
망률을 크게 낮추었다. 이후 사망의 주요 원인도 많은 나라에서 선진국과 마
찬가지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중남미 지역의 인구구조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이 지역 국가들의 대부분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 심혈
관 질환, 악성종양, 사고사 등이 되었는데, 사망도 대부분 노인 집단에서 발
생하는 등 선진국들의 사망력 패턴과 거의 동일하게 변화되었다(Chackiel
and Plaut 1994).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경우 196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전
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10%에서 5% 이하로 줄어들었고, 칠
레, 코스타리카, 쿠바에서도 1960년대 30%에서 1980년대 5% 이하로 감소
하였다.
그런데 사망률이 감소하고 출생 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중남미 지
역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속도도 모든 국가가 동일했

70│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던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1990년대에 중남미 지역의 출생 시 기
대여명은 70세를 웃돌았다. 하지만 국가간 편차가 매우 심했는데, 가장 높은
기대여명을 보이는 코스타리카와 가장 낮은 기대여명을 보이는 아이티 간의
차이는 28년에 달했다.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2년에도 출생 시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들의 차이가 적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간 편차가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은 영아사망률도 마찬가지
이다. 인구학에서 영아사망률은 한 사회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척도라고 본다. 영아사망률은 태어난 영아가 1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수준
을 나타내는 것인데, 많은 경우 영아의 사망은 어머니의 건강상태, 영양상태,
분만이 이루어지는 곳의 의료시설의 수준, 분만 후 케어 수준, 산전 의료 서
비스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들이 모두 그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간접적
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에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아이티를 제외
하더라도,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쿠바와 가장 높은 볼리비아의 차이는 10
배에 달할 정도로 지역 내 국가간 편차가 매우 크다.
사망력에서의 큰 편차는 중남미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제시한 것 이상의 사망력과 이를 만들어 내는 건강
수준에서의 편차가 중남미 지역 국가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바로 한 국가
의 사회계층, 성별, 지역별, 인종별 사망력과 건강 수준의 격차가 이 중남미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그 수준이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적지 않
은 편이고 국가간 편차 역시 매우 크다. 사실 우리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계층간 삶의 수준과 질
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이 전 세계 지역들 가운
데 자원배분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인데, 건강과 사망이 바로 이 삶의 질
과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계층간 건강 수준의 차이가 큰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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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영아사망률과 출생 시 기대여명 ❚
영아사망률(1,000명당)
국가

출생 시 기대여명(세)

1950년대 초반

1999~2002년
중 최근

1950년대 초반

1999~2002년
중 최근

128

30

52

71

아르헨티나

66

18

63

74

볼리비아

176

61

40

63

브라질

135

33

51

69

칠레

120

12

55

77

콜롬비아

123

21

51

71

에콰도르

140

30

48

71

파라과이

73

37

63

71

페루

159

33

44

69

중남미 평균
남아메리카

우루과이

57

14

66

75

베네수엘라

106

19

55

73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94

11

57

77

엘살바도르

151

30

45

70

과테말라

141

41

42

66

온두라스

169

42

42

66

멕시코

121

25

51

75

니카라과

172

40

42

68

파나마

93

17

55

74

쿠바

81

6

60

76

도미니카

149

47

46

69

아이티

220

80

38

49

카리브제도

자료: Brea(2003), p. 13.

UN Development Programme(2006)에 따르면 2005년 자료가 존재하는
23개 국가들의 지니계수 중앙치가 0.5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
치로서 계층간 불평등의 크기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같
은 해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지니계수 중위치는 각각 0.43과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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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렇게 높은 경제적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으로 연결되는데, 특히 모
성 및 유아 건강과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이 지역 국가 내부
의 건강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Belizan 등
2007). 예컨대 모성사망비는 이 지역 국가들 내부에서 부유한 지역과 빈곤
한 지역간 차이가 10~44배에 이르고, 소득 하위 1/5분위에 있는 가정의 아
이들은 소득 상위 1/5의 아이들에 비해 3~10배나 높은 발육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보면,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은 접근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 접근성이 존재하는
데, 예컨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들의 66~75%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운영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였고, 나머지의 여성
들이 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 민
간과 공공 의료기관의 시설의 질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
의 출산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공공 의료기
관을 이용한 여성들은 민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산전 진단을 받고 철분
제 등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는 약물의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 공공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가 민간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182g
이나 가볍고 사산의 확률도 3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elizan
외 1998).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 내부의 건강 및 사망의 불평등이 계층간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아주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을 들 수 있다.
Cruz 등(2011)은 브라질의 살바도르 지역에서 1991년, 1997년, 2000년, 그
리고 2006년에 지리적 계층간 사망력 차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표 3-3). 그들은 연령보정사망비(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영아사망비(proportional infant mortality), 그리고 사망비(proportional mortality
ratio)를 이용하여 지역간 격차가 시계열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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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는데,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지난 15년의 기간 동안 다소 좋아지긴 했
지만 여전히 계층간 사망격차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그래도 브라질의 룰라
정부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반빈곤 정책들로 인해 계층간 삶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이 그나마 브라질에서 가장 열악한 지니계수를 보이고 있는
살바도르에서 지역간 사망률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자들은 설
명하였다.

❚ 표 3-3. 브라질 살바도르의 지리적 계층간 사망률의 격차 변화 추이

(1991년, 1997년, 2000년, 2006년) ❚
Strata

1991

inequality
ratio

1997

inequality
ratio

2000

inequality
ratio

2006

inequality
ratio

2.9
5.3
4.5
5.4

1.0
1.8
1.6
1.9

3.4
4.2
5.2
3.8

1.0
1.2
1.5
1.1

3.4
3.5
4.8
4.4

1.0
1.0
1.4
1.3

3.3
3.1
4.5
4.2

1.0
0.9
1.4
1.3

3.0
6.1
6.2
11.2

1.0
2.0
2.1
3.7

0.8
3.6
4.8
5.7

1.0
4.5
6.0
7.1

2.9
5.1
7.9
9.8

1.0
1.8
2.7
3.4

2.7
3.1
5.9
6.5

1.0
1.1
2.2
2.4

76.0
66.4
68.5
50.9

1.5
1.3
1.3
1.0

83.2
74.6
68.7
58.8

1.4
1.3
1.2
1.0

80.5
72.4
62.9
51.7

1.6
1.4
1.2
1.0

80.6
74.5
65.7
57.7

1.4
1.3
1.1
1.0

ASMR
1
2
3
4
PIM
1
2
3
4
PMR
1
2
3
4

주: Stratum 1: HEC/HCC(high economic capital/high cultural capital); Stratum 2: HEC/HCC(high
economic capital/medium cultural capital); Stratum 3: LEC/MCC(low economic capital/medium
cultural capital); Stratum 4: LEC/LCC(low economic capital/low cultural capital).
자료: Cruz 외(2011)에서 재인용.

건강 격차는 계층간 혹은 지역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망률의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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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을 사는 것은 중남미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
와 지역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은 국가별로
남성과 여성의 출생 시 기대수명의 차이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UN 통계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2005~10년 평균 출생 시
기대수명에서 남녀의 차이는 7.1세에 달하였는데(남자 72.8세, 여자 79.9세),
볼리비아의 경우는 기대수명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남녀 각각 63.4세와 67.7
세로 그 차이가 4.3세에 불과하였다. 이 지역에서 경제 및 사회개발 수준이
낮은 또 다른 국가인 아이티 역시 남녀 각각 59.1세와 62.8세로 그 차이가
3.7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대수명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남녀의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코스타리카는 남녀 평균 기대수명이 78.8세에 달하
는데 남녀간 차이는 5.1세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이는 쿠바도 마찬가지로
기대수명이 남녀 각각 76.2세와 80.4세로, 그 차이는 4.2세에 불과하였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2009년 우리나라의 출생 시 기대수명이 남녀 각각 77.0
세와 83.8세로 그 차이가 6.8세인 것을 볼 때, 코스타리카와 쿠바의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가 얼마나 적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사회발전의 수준이 낮
을 때 남녀 사이의 기대수명이 크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발전 혹은 개발의
수준이 낮은 사회의 낮은 기대수명은 주로 여성과 어린 연령에서 기인한다.
어린 연령의 경우 열악한 의료환경과 좋지 않은 영양상태가 사망의 주요 원
인인데, 이는 성별에 무관하다. 여성의 경우 역시 여성의 전반적인 영양상태
가 좋지 않거나 의료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주로 재생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것으로 인해 남성과의 사망률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은 곳에서 남성과 여성 간
의 기대수명 차이가 작은 이유는 남성의 건강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반
대로 여성들의 낮은 건강 수준이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오는 이점을 상쇄시
켰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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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천의 원인
일반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이 주로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
화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의학적 접근, 개인의 행위적 접근, 그리고 사회⋅
제도적 접근이 존재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의 사망력 변화
의 원인도 이 세 가지 접근 혹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
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양의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의 변화는
주로 개인의 행위와 제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면, 중남미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의학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차별된다. 즉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백신이나 예방의학 기술 등
이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어야 했던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이다. 그런데 사망 원인의 변화와 사망률의 낮아지게 된 초기에는 중남미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백신과 예방의학 기술의 혜택을 받
았다. 하지만 사망률이 더 낮아지고 출생 시 기대여명이 더 길어지게 되는
변화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이 아니었다. 즉 사회
의 전반적인 삶의 질, 사회발전 단계, 소득 수준, 교육, 위생환경 등 사회⋅
제도적인 요소들에 의해 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사망력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자료를 이용하여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
이를 분석한 Albala 등(1997)의 연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도 과테말라는 여전히 전염성 질환으로 인
한 사망이 전체 질병의 61%를 차지하였던 반면, 멕시코와 칠레 그리고 우
루과이는 각각 22%, 13%, 그리고 7%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네 국가 모두
비전염성 질환과 사고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 지역 국가들의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한 연구
(Almeida-Filho 외 2003)는 국가의 빈곤 수준, 사회⋅경제적 계층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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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삶의 조건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 그리고 사회의 젠더 및 인
종 불평등 수준이 이 지역의 건강과 사망의 격차를 만들어 온 원인이라고
밝혔다. 빈곤은 경제적 자원과 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는 의료 서비스에서도 발견되고 민간부문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에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빈곤이 건강과 사망 격차의 절대적인
원인이라면 사회⋅경제적 계층화는 상대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사람들의 상
대적인 사회적 위치가 바로 계층인데, 계층 불평등이 심각하고 교육, 소득,
직업에 의해 그 불평등이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커지는 사회가 건강 및
사망에서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바로 발전과 근대화의 결과
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사망률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조건들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전반
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가를 나타내는데, 개인 및 주
택의 위생상태, 음식물의 영양 및 위생 수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시
설이나 공간의 존재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들은 건강과 사망의 매우 중요
한 결정 요소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은 공중보건에 대해 국가나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보건 정책들이 마
련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데, 국가가 어떠한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사망 확률은 크게 바뀌게 된다. 여성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 수준은 주로 국가 내부에서 소수자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결
정하게 되며, 한 사회가 소수자들에 대해 진보적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이들의 건강 및 사망 확률이 크게 바뀌게 된다. Almeida-Filho 외(2003)은
1971~2000년에 중남미 지역의 건강 불평등에 관해 발표된 연구들을 모두
분석하면서 위 조건들이 약 600여 개의 연구 결과들에서 중요한 건강 불평
등의 결정요인으로 다루어졌다고 고찰하였고, 그로 인해 20세기 초반에 비해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건강 및 사망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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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연구 결과들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위 여섯 가지 조건들 가
운데 이 지역의 건강 불평등을 만들어 낸 기전으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특
징들을 다룬 연구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건강 불평
등을 다룬 연구들과 뚜렷이 차별되는 특징이다. 즉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절
대/상대적 빈곤이나 계층에 주목하여 건강 불평등을 연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데 비해,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건들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양의 연구들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특징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중남미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 달리 제3세계 이데올로기가 강한 곳이었고, 칠레나 쿠
바 혹은 브라질과 같이 건강의 결정요인으로 일찍부터 사회적 요인을 주장
한 전통이 강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칠레
의 대통령을 지낸 살바도르 아엔데는 의사로 성장하였지만, 그의 정치적인
행보에서 건강에 대한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접근보다는 사회⋅경제적인 특
성들을 통한 인구집단 전반의 건강을 중시한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소득, 위생, 주택,
인구밀도 등의 개선을 통해 국가의 건강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들을 펼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브라질의 룰라 대
통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국가의 심각한 계층간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빈
곤과 상대적 박탈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 절대 빈곤층의 축소, 계층간 부
의 이전, 전 국민 건강보장 정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망력 감
소를 이루고자 시도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조망한 경우가 중남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이 많았다
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특징들에 주목해 온 또 다른 이유는 아
마도 이 지역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부의 계층간 편중
일 것이다. 이 지역이 제3세계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있었고, 실제 정치에 있
어서도 진보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한 예가 많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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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여전히 건강 수준이나 사망률 등에서 국가간은 물론이고 국가 내부
에서 계층간 격차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역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겠지만,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의 편중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출생 시 기대여
명이 70세 이상으로 향상된 나라들인 경우 더욱 더 부의 편중 현상이 계층
간 건강 격차를 만들어 내는 데 다른 이유들보다 더욱 크게 작동한다는 것
이 보건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부가 소수의
인구에 집중된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사회의학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건강 및 사망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임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이 지역 전체의 평균적인 지니계수가
2000년대에 0.52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평균 0.49였다.
1990년대 아시아 지역은 0.38, OECD 국가는 0.34의 지니계수를 보였다
(Morley 2001; Gasparini 외 2009).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2000년대 중반
지니계수는 [그림 3-4]와 같다.

❚ 그림 3-4.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2006년 지니 계수 ❚

자료: Gasparini 외(2009)에서 재인용.

79

제3장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 추이 │

3) 중남미 사망력의 앞으로의 전망
미래의 사망력 변천에 대한 전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보장 정책의 방향, 실제 보장되는 내용과 범
위, 전반적인 사회개발, 교육수준의 변화, 환경의 변화, 경제적 글로벌화의
전개 등 정말로 다양한 요소들이 앞으로 국가 및 지역의 사망력이 변화되는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중남미 지역만이 아니고 어디나 마찬
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학자들은 사망력 변화의 미래를 예측할 때 주
로 위 요소들의 미래 변화보다는 과거 변화해 왔던 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망력 변천의 전망을 내놓곤 한다. 실제

❚ 표 3-4. 중남미와 주요 국가들의 사망력 변화 전망

(2000~05년, 2025~30년, 2045~50년) ❚
Indicator

라틴아메리카

아이티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72.2
6.4
17.1
25.6
0.31

58.1
3.5
12.6
56.1
1.23

71.0
7.6
17.0
27.3
0.30

74.8
4.9
17.6
20.5
0.07

75.2
7.3
16.8
14.4
0.07

77.7
6.0
18.3
8.0
0.09

77.1
6.1
18.9
12.0
0.10

67.7
4.1
15.8
30.7
0.48

76.6
7.0
19.0
12.1
0.09

79.5
4.7
19.6
8.4
0.08

79.3
6.6
19.1
7.9
0.04

80.7
6.2
19.9
4.9
0.05

79.6
6.1
20.0
7.9
0.05

74.2
4.6
18.2
17.4
0.18

79.4
7.0
20.1
7.5
0.05

81.1
4.6
20.4
5.6
0.05

81.5
6.3
20.3
4.6
0.02

82.1
6.4
20.8
4.0
0.03

2000~05
e(0)
e(0)M-e(0)F
e(65)
q(1)(per 1,000)
D(0~15)/D(65+)
2025~30
e(0)
e(0)M-e(0)F
e(65)
q(1)(per 1,000)
D(0~15)/D(65+)
2045~50
e(0)
e(0)M-e(0)F
e(65)
q(1)(per 1,000)
D(0~15)/D(65+)

자료: CELADE(2007), 재인용: CEP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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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Demographic Center(CELADE)는 이러
한 가정하에 2007년에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망력 변화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표 3-4 참고).
[표 3-4]는 2000~05년을 기준으로 2025~30년과 2045~50년의 출생 시
기대여명(e0), 65세 시의 기대여명(e65), 신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
(q(1)(per 1,000)), 그리고 노인인구(65세 이상) 대비 유아 청소년(15세 이
하) 사망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이 지역의 현재 출생 시 기대
수명은 약 72세 정도인데, 이것이 앞으로 20여 년 후에는 77세로 40여 년
후에는 80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의 차이는
약 6년으로 현재와 미래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노인 인
구의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이 지역
에서도 인구고령화가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영아사망률은 현재
25명 수준에서 앞으로 크게 줄어들어 2045~50년에는 약 8명으로 떨어질 것
으로 예견되었다. 한편 국가별 수치를 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인
아이티가 현재 6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생 시 기대여명을 보이지만, 이것
이 크게 증가하여 2045~50년이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는 65세의 기대여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영아사망
률은 줄어들 것은 맞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
지하게 될 것이라 보고하였다. 즉 아이티의 2045~50년 영아사망률 예상치는
1,000명의 영아당 17명인데, 이는 칠레의 2배 이상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
었다.
비록 과거의 변화를 통해 예측되어 그 정확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표를 통해 제시된 중남미 지역 사망력의 미래 전망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가 이곳 중남미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매우 어린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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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아 청소년 집단의 인구 크기가 매우 컸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출
산력 분석에서도 다시 지적될 것이지만, 중남미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강력
한 가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출산을 장려
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출산력이 크게 하락하고 위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사망력, 특히 고령인구에서의 사망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앞
으로 이 지역의 인구구조는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
다. 중남미 지역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여준 [그림 3-5] 인구 피라미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 그림 3-5. 중남미의 인구구조의 변화(1950년, 1980년, 2010년, 2050년) ❚

자료: Cotlear(2011)에서 재인용.

즉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인구구조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이 지역의
피라미드는 2010년에 다소 중년층이 두터워지는 형태로 변화했고, 이것이
2050년에는 청소년 이하 연령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50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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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노
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사망력에 있어서 노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비중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2000~05년에 사망자들 가운데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지역 평균으로 보아 약 45% 수준이지만 이것이 2045
년에는 80%에 육박하게 될 것이고, 이미 사망률의 수준이 낮은 쿠바나 칠
레 같은 곳은 거의 90%에 달하는 사망자가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CEPAL 2007, p. 42).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미
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듯이, 사회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및 소비 인구의 감소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증가를
낳게 된다. 중남미 지역의 인구고령화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이 이미 고령화가 전개되어 노동인력이 줄어
들고 있는 국가들과 미국에 엄청난 수의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노
동인력의 공급에서의 변화가 이 지역 자체의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출산력
1) 중남미의 평균 출산력과 평균 출산연령의 변화
최근 중남미는 타 지역에 비해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UNDP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가임여성 1인당 5.97명의
출산이 이루어졌던 1960년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중남미 여성이 약 한 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였다(그림 3-6 참고). 하지만 약 50년이 지난 2009년에 조
사한 수치에 따르면, 세계 평균은 가임여성 1인당 2.52명, 중남미 지역의 가
임여성은 1인당 2.19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평균보다 감
소추세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이미 세계 평균
이하의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부터 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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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6명을 넘어섰던 브라질,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중남미
전역에서 출산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중남미 출산력 하락의 또 다른 특징은 1980년대의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1970년대 구간에서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감소분은
1.02명으로서 중남미 평균 출산율 감소분인 1.09명과 거의 비슷하며, 감소
비율 역시 각각 21.6%, 20.6%로 유사하다. 하지만 1980년대 구간에서는
두 지표의 감소율이 상이한 궤적을 보이는데, 세계적으로는 평균 13.2% 출산
율이 감소한 데 반해, 중남미 지역의 출산율은 무려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초 물가의 인플레이션과 대외채무 누적으로 중남미
전반에 걸쳐 야기된 경제위기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표 3-5 참고).
20세기 중반까지 중남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
는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18세기 중앙아메리카나 카리브 제도는 바나
나, 커피,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노예의 유
입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서유럽인이 정착함과 동시에 확산된 전
염병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거의 전멸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확
보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노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역 내부에서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
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남부 아메리카 지역에 비해 농업
이외의 산업 발전이 매우 더뎠던 것도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남부지역과는
다른 인구구조를 가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반면 플랜테이션 환경이 적합하
지 않았던 남부 아메리카 지방은 풍부한 광산을 바탕으로 광업이 발달하였
으며, 인디언을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플랜테이션은 재배 주기를 이
용하여 매년 수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광물은 한번 고갈되면 다시 획득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하였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세기 중반
까지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인구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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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세계 평균 출산력 및 중남미 지역 평균 출산력(1960~2009년) ❚

세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에서 정리.

❚ 표 3-5. 중남미 평균 합계출산율 및 주요국 평균 합계출산율(1960~2009년)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중남미 평균

5.97

5.29

4.2

3.22

2.65

2.19

쿠바

4.18

4.03

1.89

1.75

1.63

1.51

아이티

6.32

5.76

6.06

5.43

4.30

3.42

트리니다드토바고

5.24

3.54

3.34

2.45

1.64

1.65

도미니카공화국

7.56

6.18

4.42

3.47

2.89

2.61

엘살바도르

6.73

6.20

5.14

3.95

2.93

2.30

멕시코

6.78

6.72

4.71

3.44

2.70

2.07

니카라과

7.34

6.89

6.13

4.75

3.25

2.68

코스타리카

7.31

5.01

3.62

3.18

2.43

1.94

아르헨티나

3.11

3.07

3.33

2.99

2.48

2.22

브라질

6.21

5.02

4.07

2.81

2.36

1.83

칠레

5.58

4.02

2.68

2.62

2.08

1.93

우루과이

2.87

2.92

2.70

2.51

2.19

2.00

베네수엘라

6.58

5.32

4.16

3.43

2.83

2.51

국가명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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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헨티나나 우루과이와 같은 남부 아메리카 지역은 이탈리아인을 비롯한 서
유럽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20세기 중반까지 다른 중남미 지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평균 출산연령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평균 출산연령은 첫 출산이 있었던 연령과 마지막 출산이 있
었던 연령과의 평균값이다. 1970년에 합계출산율이 5.02명을 기록하였던 브
라질이 2005년에는 1.77로 매우 큰 하락률을 보였는데, 평균 출산연령 역시
29.5세에서 27.0세로 2.5세 하락하였고 멕시코 역시 같은 기간에 3.2세의
큰 폭의 하락을 거치면서 2005년에는 26.8세를 기록하였다. 바로 1인당 자
녀 출산의 수가 감소하면서 첫 출산의 연령은 증가하고 마지막 출산의 연령
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8.1세에서 28.0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1960~70년대에 이미 안정적이었던 합계출산율을 보였기 때문
에 같은 기간에서 출산율 하락 수준이 낮은 것이 평균 출산연령의 변화에도
❚ 표 3-6. 중남미 평균 출산연령 및 주요국 평균 출산연령

(1970년, 1985년, 1995년, 2005년) ❚
국가명

1970

1985

1995

2005

쿠바

26.5

24.7

25.5

26.3

트리니다드토바고

27.8

27.4

27.2

27.3 (2002)

엘살바도르

28.6 (1971)

28.0 (1986)

27.0 (1996)

26.6 (1996)

멕시코

30.0

28.4

27.8

26.8

니카라과

29.8 (1971)

28.0 (1983)

27.5

26.7

아르헨티나

28.1

27.6

27.8

28.0

브라질

29.5

28.1 (1984)

26.5 (1994)

27.0

칠레

28.4

27.4

27.4

28.0

페루

29.9 (1969)

29.4

28.9

28.5 (2004)

우루과이

27.8

27.8

27.3 (1996)

27.5

베네수엘라

28.7

28.1

27.1

26.8

자료: UNPD(2008), World Fertility Data 2008.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
WFD%202008/WP_WFD_2008/Data.html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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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1970년대 타 국가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었던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우루과이에도 평균
출산연령에 소폭의 변화만 발생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표 3-6 참고).

2) 중남미 주요국의 출산력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들
일반적으로 출산력 변천의 원인은 크게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출산의 직
접적이고 근접한(proximate) 원인으로 나뉘어진다. 사회⋅구조적인 원인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망력이 변화하는 등 비
단 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큰 변화의 결과로서 출산율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접 원인은 실제 출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intercourse’,
‘conception’ 그리고 ‘gestation’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현재 저출산의 원인을 생각할 때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청년고용 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높은 교육비용 등이 원인으로 지적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모두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이다. 한편 출산 자체가 가능하려면 일단 남녀가 결혼 혹은 다른 형식으로
성적 결합(sexual union)을 이루어야 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실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자궁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출산이 이루어
진다. 바로 이들이 출산의 근접 원인들이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중남미에
서도 위에 설명한 출산력의 변천들이 이 사회⋅구조적인 원인들과 출산의
근접 원인들의 조합을 통해 이루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90
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국가가 대대적으로 실시하
였던 가족계획사업이 큰 몫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족계획사업은
구조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접 원인에 더욱 가깝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책
적으로 피임 도구를 나누어주고 강력한 산아제한 캠페인을 통해 실제로 부
부들의 피임을 유도했고, 심지어는 인공 임신중절까지도 사회적으로 묵인하
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사회나 지역에서 출산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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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다양하고 또 그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실제 출산력의
변화 정도가 발현되는데, 여기에는 종교나 문화 등 사람들의 결혼과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또한 작동하게 된다. 게다가
가치관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이 사회에 등장
하고 그것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회로 전파되는 방법과 경로 속도 등도 궁
극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하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출
산력 변천의 원인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은 연
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해 온 원인들을 중심으로 각각이 어떻게 역할을 했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① 피임법 사용 변화 추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임법을 활
용한 임신의 회피는 그중에서도 출산율 하락에 직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피임률은 전반적으로 세계 평균에 비해 중남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개발도상국이 대거 포진한 남부아메리카의
높은 피임률이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출산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가톨릭의 교
리적 성향을 감안한다면 높은 피임률은 중남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낙태행위를 범법행위를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태를 위한 의술행위가 고비용의 부담과 고위
험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피임법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0
년대 초중반으로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1965년, 온두라스는 1962년, 코
스타리카는 1960년대 초반에 피임법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리브 제도 지역 국가의 피임률은 세계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1980년에 세계 평균을 하회하던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의 피임률
이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 평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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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중남미 및 중남미 지역의 피임법 활용률(1980~2009년) ❚

세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카리브 제도

중앙아메리카

남부아메리카

자료: UNPD(2011), World Contraceptive Use 2010.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
wcu2010/Main.html에서 정리.

이러한 놀라운 피임률 증가는 실제로 이 지역 조출산율의 하락에도 적지 않
은 기여를 하였다. 1980년대에 세계 평균과 중남미와의 피임률 격차가 4.6%
포인트였으나 2009년에 조사된 지표에는 10.2% 포인트로 격차가 확대된 것
으로 나타나, 여성의 출산 선택의 적극적 권리로서 표현되는 피임법의 활용
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피임법 활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스
미디어에 의한 주체적 여성관 및 진보적 여성관의 확산이 실제 행동으로 취
해진 결과로서 이는 후술할 문화 확산 효과에 기인함을 증명해 준다.

②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
교육수준이 상승하면 출산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먼저 교
육 이수기간 동안은 출산 관련 행위 위험의 노출이 낮다. 또한 교육수준의
상승은 더 높은 소득의 직업을 가질 확률을 높이며, 높은 수준의 임금은 출
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함께 높이게 된다. 따라서 출산 대신 근로를 선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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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신과 피임에 관련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출산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세계인구회의는 이와 같은
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진행해 온 여성에게 피
임법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낮추고자 했던 가족계획 정책을 비판하고, 앞으로
의 산아제한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중남미 지역의 출산력 하락에 크게 기여한 요소들 중 하나가 여
성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이었다.
중남미 모든 나라에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초등교
육을 분석에서 제외한 나머지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입학의 남녀 오
즈비를 분석한 [표 3-7]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빨리 여성들의 교
육수준이 증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2008년 중남미의 중등교육기관 입학
평균 남녀 오즈비는 108.19로서, 이 수치는 세계 평균인 96.33을 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고소득군으로 분류된 국가의 남녀 오즈비 99.45를 넘
어서는 값이다. 경제규모나 발전 양상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차별되는 아
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1970년대에 이미 여성의 중등교육 입학자 수가 남성
의 수를 초과하였으며, 브라질과 칠레 역시 오즈비가 100을 상회하였다. 또
한 1970년대 여성의 입학자 수가 적었던 과거에 비해 다소 낮은 오즈비를
❚ 표 3-7. 중등교육기관 입학 남녀 오즈비(1970년, 2008년) ❚
국가명

1970년

2008년

국가명

1970년

2008년

멕시코

63.33
(1971)

106.10

엘살바도르

71.94

93.49

아르헨티나

113.33

113.20
(2007)

브라질

102.75

110.62

77.28

99.03

칠레

108.20

102.58

117.19

113.45

콜롬비아

97.55

110.20
(2009)

-

96.33

-

108.19

페루
우루과이
세계 평균

중남미평균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E.ENR.SECO.FM.ZS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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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2000년대에는 오즈비가 거의 100에 육박하
고 있다.
중남미 국가 내 고등교육 입학의 남녀 오즈비 역시 근 30년 사이에 극적
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라틴지역
에서 3차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남녀의 평균 오즈비는 125.4로서 세계 평균
의 고등교육 입학률의 남녀 오즈비인 107.79를 상회한다. OECD 국가 중
고소득군으로 분류된 국가의 오즈비가 122.36인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사
회경제 수준하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 표 3-8. 고등교육기관 입학 남녀 오즈비(1970년, 2008년) ❚
1970년

2008년

멕시코

25.70
(1971)

97.72

아르헨티나

76.66

152.25

페루

53.90

우루과이
세계 평균

국가명

1970년

2008년

-

108.77

브라질

60.79

129.12

106.30
(2006)

칠레

63.12

102.83

-

174.51

콜롬비아

37.21

104.92
(2009)

-

107.79

중남미 평균

-

125.4

국가명
엘살바도르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E.ENR.TERT.FM.ZS에서 정리.

이처럼 높은 여성의 교육수준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의 지위 향상
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왔고, 본인의 삶, 결혼, 출산, 가
족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키우는 등 간접적으로 출산력 하락의 원인
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피임의 방법에 대한 지식수준
도 높이게 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성공률이 높으며 본인의 몸에 가장 적절
한 피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 직접적으로 출산력 하락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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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교 분포의 변화
1983년 1월 교황 요한네스 파울루스(요한 바오로) 2세는 기존의 파문대상
행위목록을 개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켰다. 고해의 비밀 약
속을 깨는 일, 사제의 도움을 받아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사제가 사면하는
일, 영성체 집행자로 축성된 사람을 모독하는 일, 바티칸의 승인 없이 주교
를 임명하는 일, 교황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 이단, 신앙을 버리는
일, 낙태가 그것이다. 이처럼 낙태 행위에 대한 가톨릭 종교의 인식은 매우
확고하다.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유럽 이민자들의 정주와 동시에 확산된 역
사적 배경을 가진 가톨릭 종교가 중남미에서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교리가 가진 영향력은 국가 정
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193개 UN 가입국
가운데 97%가 최소한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료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
다. 하지만 UN 가입국 중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필리핀, 소말리아,
바티칸 6개국만이 치료적 낙태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6개국 중 3개의
나라가 바로 중남미에 속해 있을 만큼 이 지역에서의 종교적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남미에서 가톨릭이 미쳤던 막강한 정치적⋅문화적 영
향력이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브라질 통계청과 멕시코 통계청에
서 조사하고 있는 종교별 신자 분포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멕시코에서는
1960년에 97.09%에 달했던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2010년에는 85.11%로
50년 동안 약 12%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1970년에 91.78%였
던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2000년에 73.55%로 30년 동안 약 18%포인트 감
소하는 가톨릭 신자의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표 3-9, 표 3-10 참고).
원인으로는 정치적 당위성이 부재한 군부독재정권 내지는 부패한 정권을 견
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종교의 사회적 임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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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함께, 교리적 문화가
자본주의 문화와 상치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증
가하면서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자연히 감소했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 비율의 감소를 결정
적으로 설명해 내는 의견은 아직 부재하지만,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가톨릭
신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가톨릭이 갖는 개인에 대한 호소력
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톨릭이 강
조하였던 출산의 신성성과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낙태와 출산 행위에 대
한 보다 강한 자율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정치권의 낙태권에 대한 입법 활동
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행위를 깊숙하게 지
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로 문화이다. 문화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고유의
생활관습의 집합적 경향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문화 또는 그 외의 요소에 의
해 영향을 받아 새로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문화와 혼재되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양식 및 관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매스미디어이다. 즉 종교의 교리적 문화양식보다는
말초를 자극하고 (또는 자극적이고) 호소력 짙은 자본주의적 문화양식이 점
차 확산되고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문화의 이식이 용이한 사회구조가 만들
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 언어권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중남미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는 실로 다양하여 종교적 이념이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
정에서 종교적 영향력이 희석되기도 하지만, 종교가 개인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실제로 브라질의 한 연구는 가톨릭 신자에
비해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출산 지연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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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멕시코 종교신자 비율변화 추이(1960~2010년) ❚
(단위: %)

종교

연도

무교

가톨릭

비가톨릭

1960

97.09

2.35

0.56

1970

96.17

2.23

1.59

1980

92.62

4.25

3.12

1990

90.28

6.46

3.26

2000

88.76

7.69

3.55

2010

85.11

10.18

4.71

자료: INEGI, http://www.inegi.org.mx/sistemas/sisept/default.aspx?t=mrel01&s=est&c=27645에서 일
부 변형.

❚ 표 3-10. 브라질 종교신자 비율변화 추이(1970~2000년) ❚
(단위: %)

종교
Catolica

Evangelica

Espirita

Sem religiao

기타 또는
무교

1970

91.78

5.17

1.27

0.77

1.03

1980

89.00

6.63

1.29

1.89

1.19

1991

83.31

8.98

1.56

5.14

1.01

2000

73.55

15.41

1.33

7.58

2.13

연도

자료: IBGE, http://seriesestatisticas.ibge.gov.br/series.aspx?vcodigo=POP60&t=populacao-presente-eresidente-religiao-catolica-apostolica-romana에서 일부 변형.

이처럼 중남미 지역이 종교적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경향과, 가톨릭 종교가
종교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최근의 이
지역 출산율 하락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경험적으로 검증
해내고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변화와 종교적 세속화
는 이 지역이 강한 가톨릭 전통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
의 출산율을 보이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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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남미 소속 국가의 인간개발지수 변화 추이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란 실질국민소득, 교육수
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을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
국의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로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지표 중의 한 항목이다. 인간개발지수를 평가하는 방식은 소득지수
와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를 각 1/3의 비중으로 가산한 합계를 이용한다.
인간개발지수는 몇몇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참고). 중남미의 국가들도 이
러한 추세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HDI 포인트가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8. 세계 HDI 변화 추이(좌) 및 중남미 HDI 변화 추이(우)

(1970(1980)~2010년) ❚

자료: UNDP(2011), http://hdr.undp.org/en/data/trends/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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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개인 소득이 증가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
산 행위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인과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출산율의 모든 부분
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제지표만큼 출산율을 설명하기 쉬운 상관관계를
갖는 지표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인덱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
남미의 인간개발지수 그래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단순하지만은 않으
며, 더욱이 소득 인덱스가 감소하는 구간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기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 찾아
온 디플레이션은 중남미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
듯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구간은 소득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이후 반전하는 이른바 U자 모형의 그래프를 띠게 된다. 즉 일부 기간에서

❚ 그림 3-9. 세계 소득 인덱스 변화 추이(좌) 및 중남미 국가 소득 인덱스

변화 추이(우)(1970~2010년) ❚

자료: UNDP(2011), http://hdr.undp.org/en/data/trends/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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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세계 교육 인덱스 변화 추이(좌) 및 중남미 국가 교육 인덱스

변화 추이(우)(1970~2010년) ❚

자료: UNDP(2011), http://hdr.undp.org/en/data/trends/에서 정리.

❚ 그림 3-11. 세계 건강 인덱스 변화 추이(좌) 및 중남미 건강 인덱스 변화

추이(우)(1970~2010년) ❚

자료: UNDP(2011), http://hdr.undp.org/en/data/trends/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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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덱스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개발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기간에 증가폭이 미약한 건강 인덱스보다는 교육 인덱스
가 꾸준한 증가가 기여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주요 현상으
로 지목하였던 여성의 중등 및 고등교육의 참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
물려 반추해 본다면, 과거와 달리 중남미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가 상
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개발종합지수에서 보는 바와 전반적으로 중
남미 지역의 주관적 삶의 질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전반적인 여성의 약진
이 두드러지면서 출산율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준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하면서도 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중남미 지역의 출산력
은 1960년대부터 하락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종교적
세속화로 인한 새로운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가 피임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
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중남미 지역만이 경험하고 있는 출산력 하락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종교적 영향력의
감소, 피임의 확산 등은 모두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도 출산력 하락의 원인으
로 이미 분석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의 출산력 변천에 대해 최근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
되고 이를 입증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서 보기 어려운 브라질 혹은 나아가 중남미 지역만의 특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급속
히 전파되어 가는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하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3) 출산력 변천의 국가별 이질성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의 출산력은 1960년대 이후 전반적으
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의 30여 개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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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수준으로 출산력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가간 합계출산
율에서의 격차가 발견되는데, [그림 3-12]는 이를 시계열별로 잘 나타내고
있다.

❚ 그림 3-12.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시계열 변화(1950~2010년) ❚

쿠바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자료: CEPAL, Fecundidad, 21.

그림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보다 낮은 합계출산
율을 보이는 국가들(쿠바, 칠레)이 있는 반면에,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처럼 가
임기 여성 1명이 3명이 넘는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물
론 이 격차는 1950년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그래도 합계출산율
이 2에 근접하면서 하락의 속도가 더디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대의
합계출산율 국가별 차이는 매우 큰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별로 차이가 나고 특히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와 같이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출산율이
하락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연령별 출산율이 크게 다르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 현상을 들여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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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성들의 초혼 및 초산 연령이 크게 뒤로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합계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출산연령이 뒤로 미루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언제인가는 그 사회의 합
계출산율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경우 여전히 10대와
20대 초반의 출산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고, 반대로 쿠바와 칠레와
같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의 평균 출산연령은 20대 중반 이후로 나
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 여성들의 서로 다른 연령별 출산율에
의해 중남미 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매우 이질적인 출산력 수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출산력 변천의 장래 전망
지난 50여 년간 거의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
로 감소해 왔지만, 2010년 현재에도 이 지역의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연령 구조에서 가임기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
문인데, 장래의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임기에 들어오게 될 여성들
의 인구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은 2050년 중남미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을 1.85 정도 수준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는 인구대체 수준인 2.1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바로 가임기에 들어올 후속 세대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앞으로 약 40년 동안에 약 7억 6천만 명이 이 지역에서 증가하게 될 것
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앞서 국가별 차이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국가들의
2050년 합계출산율이 1.85 정도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낮은 수준
의 출산력을 보이는 쿠바와 칠레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국가들의 합계출산
율이 1.8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아이티, 과테말라, 온두라
스, 파라과이는 2.1 수준에 근접한 곳에 머물 곳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 출산력의 장래 전망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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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청소년 혹은 20대 초반 여성들의 높은 출산율이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출산의 평균 연령은 뒤로 미루어지게 마련이다. 왜냐
하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의미가 점차 강해지면서 자녀의 양육 비용이 높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여성도 본인의 삶의 안정을 먼저 추구하게 되고 그 이
후에 출산 활동에 나서게 되며 동시에 그 수도 줄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의 10대
출산율은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고, 2050년에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과연 이 국가들도 그럴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
다. 10대들의 출산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가 10대 말과 20대 초반이라는 의학 연구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10대들의 출산이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출산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다.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출산에 대
한 사회적 책임이 약하고 개인의 책임이 강한 국가들이 더욱 그러한데, 역설
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서 출산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
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연령대에 출산을 시작하는 것은 교육 및 고용에서
큰 불이익을 얻게 되고, 이는 어린 여성들과 그 가족이 빈곤에 노출되는 가
능성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그 자녀 역시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기회를 얻
지 못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가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남미 지역
의 국가간 출산율의 차이와 함께 경제적 차이를 더욱 벌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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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변천에서의 특수성
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1880년부터 1914년까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
다.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대는 육류와 곡물 생산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대서양 지역의 공업을 중심으로한 산업화 국가에 농산물과
육류를 수출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부족하
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수혈해야 했다. 그 결과 대규모의 인구유
입이 발생하면서 1857년부터 1930년대까지 순이민자 수는 350만 명에 이르
렀으며, 남부 유럽 특히 이탈리아계의 유입이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의 46%가 이탈리아인이었으며 32%가 스페인계였다(Skidmore, Smith, and
Green 2010, p. 249). 대부분 카리브 및 중남미(이하 ‘중남미’) 국가들의 경
우 원주민 또는 노예 무역으로 유입된 흑인이 국가 인구구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의 경우 유럽계 이민자가 인구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은 시기적⋅공간적으로 탈라틴화된 유럽형의 인
구변천을 겪는 계기가 되었다. CIA Factbook(2011)에서 아르헨티나는 백인
이 97%를 차지하며 메스티소, 아메리카 원주민 등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른 시기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후 상당히 안정화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발전하는 다소 차별적인 경제성장 경과를 보였다는 점
역시 인구변천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 인구 현황
1960년 1,715만 명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2010년 현재 4,051만
8,951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인구는 중남미 총인구 대비 7%,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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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0.6%에 해당한다. 상당히 안정적인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던
1960년대 아르헨티나는 노인 연령층 비율이 5.5%였으며, 2010년 현재에는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하여 12.8%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 1960년대
중남미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아르헨티나보다 높았던 국가는 우루과이(8.1%)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 연령(median age)5)의 상승폭이 큰 편은
아니었다. 중위 연령은 1960년의 26.9세에서 2010년 30.4세로 3.5세 증가
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남미 지역에서는 평균 8.3세가 증가하였고 1960년대
중위 연령이 비슷했던 캐나다가 같은 기간에 26.4세에서 39.9세로 13.5세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출산율의 완만한 하강이 고령화로 인한 중위
연령 증가를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13. 아르헨티나 인구 및 인구성장률, 연령대별 인구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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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topic/health에서 정리.

5) 전체 인구를 연령의 순으로 배열했을 때 배열의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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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율 및 사망률, 기대수명
중남미 내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출산율과 인구 변천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
에 속한다. 출산율은 20세기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 아르
헨티나의 조출산율은 우루과이와 더불어 가장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1960년의 조출산율은 23.7이었으며, 1980년대에 약간의 정체와 증감을 거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조사 시점에서는 17.3에 머물렀다.
조출산율 외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는 개념은 국가간 출산
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임 여성 1인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아르헨티나의 1960년 합계출산율은 3.1이
었으며 1977년에 3.4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하락을 거쳐 2009년에
는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내 지역별로 합계출산율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가령 City of Buenos Aires는 합계출산율이 1.4인 데 반해, Formosa
지방은 2.8로 격차가 2배에 달했다. 지역적으로 격차가 큰 출산율과 함께 아
르헨티나 출산율의 또 다른 특징은 중남미 지역의 공통된 현상인 청소년 출
산율이 높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Gogna and Pantelides
2009).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은
1970년과 2006년에 각각 해당 연령 1,000명당 65명, 62명으로서 40년 전
과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3.07에서 2.28
로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총 출산 중 청소년 시기의 출산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호르몬 요법과 같은 현대적 피임법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출산율 변천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금욕(withdrawal)이나 생리주기법(periodic
abstinence)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또는 낙태가 주요 출산율 억제의 수단이
었다. 현대에는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된 피임이 이
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도시에 거주하는 10세부터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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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아르헨티나의 낙태 허용 기준 ❚

허용
여부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산모의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산모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

×

×

강간 또는
태아
근친상간의 장애(손상)
의 경우
경우
×

×

경제적
열거사항
사회적
외 요청 시
원인으로
×

×

자료: UNPD(2011a).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78%의 여성이 피임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41%가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
였고, 호르몬 요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28%였으며, IUD 방법은
11%가 응답하였다(Pantelides, Binstock, and Mario 2007). 간접적으로 측
정한 연간 낙태 횟수는 약 372천 건에서 52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Mario and Pantelides 2009).
아르헨티나의 완만한 인구성장률 상승의 원인은 출산지향 정책에 기인한
다. 다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출산한 경우에 대해 혜택을 주는 부가 정책이
아니라, 출산을 제약하는 요소들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억제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74년까지 정부에서는 출산율 억제에 기여하는 일련
의 활동과 피임도구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였다. 1977년 군부정권은 추가
로 법을 상정하면서 출산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 법령들은 1986년에 완화되었고, 민주화 이후 3년에 걸쳐 출산
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법령 개정을 실시하였지만 입법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했다. 이후 지속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2002년에는
보건부가 모성 사망률 및 질병 이환율을 낮추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청소년 생식건강 증진, 성병의 초기발견과 치료 등을 골자로 하는 “National
Program on Sexual Health and Responsible Procreation”을 상원에서 승
인받으면서 다각적인 여성의 재생산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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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상위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생산 건강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는 지
역에서도 재생산 건강 법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치법 제정을 촉진하였
으며 정책 수행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으나, 예산상의 제약, 이
데올로기적 환경 그리고 정치적 지형으로 인하여 널리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는 않는다(Gogna and Zamberlin 2004). 우익 NGO의 힘이 큰 지역 또는
가톨릭 교회의 교권이 강한 빈곤 지역에서는 피임에 대한 카운슬링이나 방
법에 대한 10대들의 접근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한창이기도 하다
(Gogna and Pantelides 2009).
사후 피임법은 2002년 대법원에 의해 금지되었다. 다만 금지 조항에서 언
급된 특정 약품들은 대법원 선고 당시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제품들이었기 때
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는 않았다. 더욱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중에게는
사후 피임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2008년에 두 지방정부 법에서 사
후 피임이 다시 금지되기도 했다. 반면 2006년에 “National Law of Surgical

❚ 그림 3-14. 아르헨티나 조출산율,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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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topic/health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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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5세 이하 사망률

Contraception”에서는 난관결찰(tubal ligation)과 정관절제(vasectomy)와 같
은 수술적 기법을 활용한 피임 방법이 허가되었다(Gogna and Pantelides
2009). 이처럼 아르헨티나에서 가족계획 또는 출산에 관련한 정책은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관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 아르헨티나의 고령화률이 5.5%로 중남미 평균인 3.6%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망률은 1960년에 8.6으로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는 최저 수준이었다. 같은 연도에 브라질은 13.3, 칠레는 12.9, 멕시코는
12.4의 조사망률을 보였다. 하지만 2009년의 조사망률은 7.71이었으며

앞의 3개국 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률의 개
선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그림 3-15. 아르헨티나 평균 기대수명, 성별 기대수명, 성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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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PD(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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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아르헨티나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39세로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
우루과이의 49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Astorga and FitzGerald 1998).
1960년의 평균 기대수명은 65.2세로 여성 68.1세, 남성 62.4세로 나타났으
며, 1960년 이후 전반적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3년에는 70
세를 넘어섰다. 최근에 집계된 평균 기대수명은 2009년의 75.5세로, 이는
쿠바의 78.8세(32위), 칠레의 78.8세(33위), 멕시코의 76.5(42위)에 뒤쳐지는
세계 5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79.3세, 남성의 기대수
명은 71.8세로 집계되었다. 성별 기대수명의 격차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60년에는 남녀의 기대수명의 차이가 5.7세였으나 점차 격차가 확대되었으
며, 2007년에 정점에 이른 후 2009년에는 7.5세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
인된다.

❚ 그림 3-16. 아르헨티나 인구 추계 및 고령화율(2011~2100년) ❚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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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전망
UNPD(2011)에서 현재의 인구성장률의 추세를 감안하여 아르헨티나의 인
구 추계를 한 결과, 2076년에 5,570만 2,000명 수준에서 정점에 다다를 것
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약 13% 수준인 인구고령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100년에는 약 35%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측되는 중위 연령
은 2015년 31.6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40.2세, 2100년에는
45.8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인
구변천을 이른 시기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령화 비율 역시 매우 빠르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북부 해안지역인 1525년 산타마르타(Santa Marta), 1533년
카르타헤나(Cartagena)가 식민 정착촌으로 건설되었고, 1538년에는 보고타
드 산타페(Bogotà de Santa fe, 지금의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Bogotà)가
식민화되었다(Blouet and Blouet 2009). 보고타(Bogotà)는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지
역의 식민 행정을 담당하는 누에바그라나다(New Granada) 부왕령의 수도
가 되면서 유럽계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로부터 플랜테
이션 경작을 위하여 흑인 노예가 다수 유입되었으며, 바나나가 주로 재배되
었던 해안지역 일대에는 여전히 흑인계 인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콜롬비아는 메스티소(유럽계와 인디언 혼혈) 58%, 백인
20%, 물라토(유럽계와 흑인의 혼혈) 14%, 아프리카 흑인 4%, 삼보(흑인과
인디언 혼혈) 3%, 순수 인디언 1%로 인종 구성이 되어 있다(CIA Factbook
2011).
콜롬비아의 면적은 한국의 11배 수준인 1,141,748㎢인 데 반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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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는 41.0명/㎢으로 1/1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안데스 산맥에 따라
분포하는 도시와 일부 해안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국토의 절반 가
량을 차지하는 콜롬비아 아마존 지역의 인구밀도는 매우 낮다. 도시화율은
2010년 현재 75.1%이다.

1) 인구 현황
중남미 지역에서 콜롬비아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
은 국가이다. 1960년 1,600만 5,000명이었던 콜롬비아의 인구는 2010년 현
재 4,051만 8,951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인구는 전 세계 인구 대비
0.7%, 중남미의 총인구 대비 약 8% 해당한다. 1960년대 콜롬비아 인구의
3.2%가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에 해당하였으며, 2010년에는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하여 6.6%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중위 연령은 1960년의 17.0
세에서 2010년 26.8세로 9.8세 증가하였다.
1951년부터 1964년 동안 콜롬비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3%를 상회하
였다(Perez 1976). 1965년 직후부터 약 10년간은 인구성장률이 급감하였고
❚ 그림 3-17. 콜롬비아 인구 및 인구성장률, 연령대별 인구비중(1960~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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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이상

이후에도 다소 완화된 추세로 감소가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1960년대부
터 콜롬비아에 가족계획 사업이 도입되고 빠르게 확산되었던 시기였기 때문
이다. 1960년에 3.0%에 이르던 인구성장률은 50여 년 후인 2010년에는 절
반 이상 하락한 1.4%를 기록하였으나, 중남미 평균인 1.1%에 비해서는 여
전히 다소 높은 편이다.

2) 출산율 및 사망률, 기대수명
1960년대 콜롬비아의 조출산율은 중남미 지역 평균인 41.7보다 다소 높
은 수준인 44.7이었다. 2000년에 집계된 조출산율 중남미 지역 평균보다 약
간 상회하는 20.1이다. 합계출산율로 환산하면 1960년에는 6.8이었으며,
1980년 4.0, 1993년 3.0을 기록하였고, 2009년은 2.4로 나타나 인구대체
수준보다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산율의 격차도 상당한
편이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제2의 도시 메데인(Medellin)이 속해 있는
안티오키아(Antioquia) 주, 제3의 도시 칼리(Cali)가 속해 있는 바예(Valle)
주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2.02, 2.19, 2.34에 불과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 지
역, 해안 플랜테이션 지역인 초코(Chocó) 주, 아리우카(Arauca) 주, 라과히
라(La Guajira) 주는 합계출산율이 각각 4.47, 4.09, 4.07로 2배 가까운 차
이를 보인다(DANE 2007).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인 가족계획 정책이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
근의 일이다. ‘Enevid’라고 불리는 피임약이 1960년에 콜롬비아에서 처음으
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차원의 가족계획 정책이나 공식
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병원이 없었다. 1964년에 Dr.
Hernan Mendoza가 설립한 ASCOFAME(The Colombian Association of
Medical Faculties, Asociación Colombiana de Facultades de Medicina)
의 주도로 첫 인구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콜롬비아 인구 현황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965년에 Dr. Fernando Tamayo Ogliastr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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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가족복지협회인 PROFAMILIA(The Association for the Welfare
of the Colombian Family, Asociación Probienestar de la Familia
Colombiana)를 설립하였고,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IPPF)
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설립 직
후 수년 동안은 콜롬비아 내 가족계획 서비스 수요의 70%를 PROFAMILIA
에서 책임지기도 하였다. ASCOFAME은 모성 및 유아보건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의사 수련을 담당하였으며, 인구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가 수
행되었다. 특히 가톨릭 종교의 힘이 막강한 콜롬비아에서 인구정책을 어젠다
화할 수 있는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반면 PROFMILIA는 부인병 감
염 관리,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불임치료와 같이 가족 계획 사업에 역량을 집
중하였다(Measham and Guillermo Lopez-Escobar 2007; Bejarano 2009).

❚ 표 3-12. 콜롬비아의 낙태 허용 기준 ❚

허용여부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산모의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산모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

○

○

강간 또는
태아
근친상간의 장애(손상)
경우
의 경우
○

○

경제적⋅
열거사항
사회적
외 요청 시
원인으로
×

×

자료: UNPD(2011a).

공공정책은 1969년부터 1970년 사이에 Carlos Lleras Restrepo 정부가
당시 높은 수준의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가족계획 사업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시에서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
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Bejarano 2009). 즉 콜롬비아의 가족계획
사업은 국가기관인 보건부와 더불어 민간단체인 ASCOFAME, PROFMILIA
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계획의 결과 피임법을 사용한다고 응
답한 여성은 1969년 20.5%(현대적 방법 8.9%, 전통적 방법 1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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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콜롬비아 조출산율,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

(1960~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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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topic/health에서 정리.

2004년에는 78.2%(현대적 방법 67.6%, 전통적 방법 10.6%)로 급상승하였
다. 피임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9.9%가 female sterilization 방
법을 이용하였으며, 11.2%가 IUD로 피임을 한다고 답하였다(UNPD 2010).
한편 40년 이상 민간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불법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산모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건강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과 1990년에
수행된 인구보건 조사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에서 국가보건
서비스의 음영지역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60년 조사망률은 멕시코(12.4)와 브라질(13.3)보다 다소 낮은 12.3였다.
가장 최근 조사가 진행된 2009년까지 일관되게 감소하였으나, 시기별로는
하락 속도가 다소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까지 조사망률
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
되었다. 2009년 콜롬비아의 조사망률은 5.5로서 브라질(6.4)보다는 낮지만
멕시코(4.7)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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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 콜롬비아 평균 기대수명, 성별 기대수명, 성별 격차(1960~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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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PD(2011b).

1900년 콜롬비아인의 기대수명은 29세로 칠레, 파라과이와 같았다(Astorga
and FitzGerald 1998). 1960년 평균 기대수명은 56.7세로 중남미 평균인
56.1세와 거의 비슷하다. 당시 남성의 기대수명은 55.1세, 여성의 기대수명
은 58.5세로 성별 기대수명의 차이는 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대수
명은 증가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73.2을 기록
하였으며, 이는 중남미 평균인 73.9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콜롬비아의 성별 기대수명의 상승이 매우 차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960년 당시 3.4세에 불과했던 성별 격차가 1993년에는 8.4세까지 큰 폭으
로 확대되었다. 1994년부터 다시 성별 기대수명의 격차가 감소하면서 2009
년에는 7.4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4│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3) 인구 전망
2011년부터 2100년까지의 인구 추계 결과 콜롬비아의 인구는 2073년에
6,703만 2,000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인구는 4,679
만 7,000명으로 2016년과 2035년에 각각 5,000만 명과 6,000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추계되었다. 2073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2100년에는 2073년
대비 223만 6,000명 감소한 648만 5,000명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중 여
성은 3,355만 8,000명, 남성은 3,121만 7,000명이며, 전체 인구의 성비는
0.93으로 2010년 성비 0.96에 비해 다소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의 성비는 성별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심화되
어 0.79로 예측됨에 따라 성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추계 인구는 2073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1년에는 전체 인구
의 6.8%가 65세 이상 인구이며, 2023년에 10%, 2046년에 20%, 2073

❚ 그림 3-20. 콜롬비아 인구 추계 및 고령화율(2011~21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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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PD(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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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30%를 돌파하여 2100년에는 35.6%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안정된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중위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콜롬비아의 중위 연령은 26.8세로 중남미
평균에 비해 약 1.2세 낮았지만, 그 격차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내다보
았다. 2020년에는 30세, 2055년에는 40세를 넘어서고 2100년에는 46.4
세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남미 평균에 비해 0.2세 낮은 수준이다.

다. 쿠바
쿠바는 1492년 콜롬버스(Columbus)에 의해 발견되고 1510년에 디에고
벨라즈케스(Diego Velazquez)에 의해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식민화가 진행되
었다. 멕시코와 서유럽간 중계지, 함대 계류지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16~18
세기에는 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유럽지역에서 설탕 및 커
피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을 갖고 있는 쿠바는 플
랜테이션 농경 지역으로 각광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노예무역으로 인한 흑인 노동자, 유럽으로부터의 자유 이민자들
이 18세기 후반을 시작으로 19세기에 걸쳐 인구구조와 규모를 급격히 변화
시켰다. 1817년 57만 2,000명이었던 인구는 1899년 약 160만 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Hollerbach and Diaz-Brisquets 1983). CIA Factbook
(2011)에서 2002년의 인구 센서스를 분석한 값에 따르면, 쿠바에서 백인은
총 인구의 65.1%를 차지하며, 물라토와 메스티소 혼혈계는 24.8%, 흑인계
는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세기에는 급격한 인구성장률을 기록하는 다
른 중남미 국가와는 다른 인구변천을 보이면서 쿠바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와 함께 낮은 수준의 사망률과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1959년 쿠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기조에 동의하지 않은 자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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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가를 필두로 수많은 쿠바인들이 쿠바를 떠나 미국이나 다른 중남미
로 망명하면서 또 한번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1959
년 1월 1일부터 1980년 9월 20일까지 공식적으로 집계한 도미 쿠바인의 인
구는 약 80만 명으로 1981년 쿠바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Hollerbach and Diaz-Brisquets 1983).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출산
아 및 사망률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율을 꾸준히 상쇄시켰다. 여기에 더불어
쿠바 혁명 이후 적극적인 의료기술 발전 정책과 낙태의 공식적인 허용, 현대
적 피임법의 확산은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하였다.

1) 인구 현황
1960년의 713만 4,000명이었던 쿠바의 인구는 2010년 현재 1,157만
9,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남성은 578만 1,000명, 여성은 579만
8,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던 쿠바의 노인인구 비율은 4.6%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현재에
는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하여 14.8%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
체 인구를 연령의 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에 해당
하는 중위 연령은 1960년의 22.9세에서 2010년 38.4세로 15.5세가 상승하
는 경이적인 증가율이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섬 국가를 제외한 적절한 인구규
모를 갖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위 연령이다.
쿠바는 상당히 안정된 인구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
지만 2008년에 처음으로 -0.02%로 마이너스 인구성장률 기록한 이후 2009
년, 2010년 연속으로 -0.04%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에는 1.91%, 1964년 2.23%로 정점
을 찍은 이후 1980년대 중반 0.44%까지 인구성장률이 급감하게 된다. 1990
년대 1%대로 잠시 반등하였으나 다시 꾸준히 인구성장률이 하락하여 현재
는 증감상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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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쿠바 인구 및 인구성장률, 연령대별 인구비중(1960~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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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topic/health에서 정리.

2) 출산율 및 사망률
쿠바의 조출산율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이미 상당히 낮은 상태였지만,
1960년대 초반에 약간의 반등 이후에 다시 급속도로 하락하였다. 1960년의
조출산율은 32.0이었으며, 1965년 34.4까지 잠시 상승하였다. 1980년대에는
출산율이 정체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
후 조출산율이 1981년 16.15을 기록할 때까지 불과 약 15년 동안 50% 이
상 급락하였으며, 이후 6년간 약간의 반동이 있었으나 다시 완만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2009년 조출산율은 10.1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로 환산할
경우 1960년에는 4.2, 1974년 3.1, 1979년 2.0, 2009년은 1.5이다(UNPD
2010).
쿠바의 출산율이 다른 중남미에 비해 낮은 원인은 쿠바 혁명 이전과 이후
로 나누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선 쿠바 혁명 이전에는 근대적인 피임법이
나 가족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피임법에 의존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유럽 출신 이민자의 비중이 높고 도시화와 세속화가 빠
르게 진행된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보인 주요한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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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었다(Armas 2009).
쿠바 혁명 이후에는 다양한 현대적인 피임법의 도입과 가족계획의 시행에
의해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중남미에서 포괄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최초
의 국가라는 점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쿠바만의 독특한 맥락이다. 1960
년대 중반 쿠바 정부는 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낙태시술을 양성화함으로
써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모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79
년에 입법된 새로운 Penal Code에서는 다음과 같은 낙태 수술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첫째,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
된 경우, 둘째, 보건기관 외에서 수술이 수행된 경우, 셋째,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지 않은 수술인 경우, 넷째, 임산부의 동의 없이 수행된 경우(Armas
2009)가 그것이다.

❚ 표 3-13. 쿠바의 낙태 허용 기준 ❚

허용여부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산모의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산모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

○

○

강간 또는
태아
근친상간의 장애(손상)
경우
의 경우
○

○

경제적⋅
열거사항
사회적
외 요청 시
원인으로
○

○

자료: UNPD(2011a).

또한 현대적 피임법의 등장 역시 쿠바 혁명 이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
인이었다. 1960년대 pill, IUD, female sterilization과 같은 피임 방법의 도
입으로 두 번째 피임 혁명이 발생하였다. 쿠바는 이미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지역과 도시간 격차간 출산율의 격차가 큰 편이었다. 하
지만 현대적 피임법의 보급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평준화되면서도 낮은 출
산율을 보이게 되었다(Armas 2009).
2008년 공중보건부(Public Health Ministry)의 자료에 의하면,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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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사이 여성의 77.6%가 어떠한 형태로든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서구 유럽에서 관측되는 70%에서 80%사이의 피임률을 감안
할 때 쿠바에서의 피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방법은 쿠바 여성의 52%가 사용하는 IUD이다. Female sterilization
방법은 19.8%가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12.6%가 콘돔, 10.4%가 pill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사후피임(응급피임)에 대한 활용도 또한 점차 증대되
고 있다. 사후피임은 널리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쿠바에서는 거의 알
려지지 않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인구기금 또는 인구 관련
NGO와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사후피임이 가족계획 컨설팅에 점차적으로
중용되고 있다. SOCUDEF(Sociedad Cubana para el Desarrollo de
Familia - Cuban Society for Family Development)가 특히 사후피임과 관
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Armas 2009).
조사망률은 데이터 수집 가능 시점인 1960년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
지는 꾸준히 하락하였다. 1960년 8.9에 불과하여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미
❚ 그림 3-22. 쿠바 조출산율,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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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topic/health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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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5세 이하 사망률

낮은 수준의 조사망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하여 1978
년 5.9를 기록하였다. 이후 조사망률은 다소 증가하여 7.1 전후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7.2를 나타내었다.
쿠바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storga와 FitzGerald(1998)
은 1900년 쿠바인의 기대수명은 32세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코스타리카와
같은 수준이며 브라질보다는 3세가 높은 수치이다. Diaz-Baiquets(1981)의
자료에 의하면, 1905년의 쿠바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36.4세, 1925년 39.2세,
1937년 46.4세, 1953년 58.8세였다. The World Bank(2010)에서 공식 집
계를 시작한 1960년의 평균 기대수명은 63.7세로 남성은 62.0세, 여성은
65.4세였으며, 2009년의 평균 기대수명은 78.8세로 여성은 80.8세, 남성은
76.8세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남녀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낮았던 1981년에 성별 차이가 3.2세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까지는 점차 증
가하여 3.96세에 이르렀다.

❚ 그림 3-23. 쿠바 평균 기대수명, 성별 기대수명, 성별 격차(1960~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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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PD(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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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전망
인구 변천에 관여하는 향후 쿠바에서의 사망, 출생, 이동 규모를 적절한
(moderate) 수준으로 감안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쿠바는 상당한 수준으로
인구감소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감소 상태로 들어선 인구의 증
감이 등락을 거듭하며 2020년대까지는 정체하다가 2024년 1,164만 명을 정
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2010년 인구가 1,158만 명임을 감안하면 2024
년까지는 증감 수준이 거의 없는 셈이다. 2063년에는 1,000만 명 이하로 감
소하며, 210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300만 명 감소한 800만 명대에 머물
전망이다(UNPD 2011).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한다. 2011년에는 전체 인구의 15.2%가 고령인구
이며, 2030년대에 30%를 돌파하고 2050년대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2070년대 42%대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100년에는 39.3%를

❚ 그림 3-24. 쿠바 인구 추계 및 고령화율(2011~2100년) ❚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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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PD(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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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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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2100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증감과 맞물리면서 중위 연령도 시점
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41.3세로 시작되는
예측 중위 연령은 2060년대에 52.4세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 반전하면서
2100년에는 47.7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라. 브라질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 전반의 사망력과 출산력의 변화를 기술하고 그 원
인을 고찰한 후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
기술된 변화들 그리고 그 원인과 전망이 반드시 중남미 지역의 특수한 모습
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 특히 브라질의 출산력 변천에 대해
이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변천의 원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브
라질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사회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결혼과 출산, 나아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전파
되는 것이 출산력 변천의 원인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바로 이 브라질의 출산력 변화와 미디어와의 관계를 조망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 현황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은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이다. 1960년
7,275만 9,000명이었던 브라질의 인구는 2010년 1억 9,494만 6,000명으로
1억 2,000명 가량 증가하였으며, 가가운 시기에 2억 인구를 돌파할 전망이
다. 2010년 인구는 전 세계 인구 대비 2.8%에 해당하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다. 중남
미의 총인구 대비로는 약 33.1%에 육박한다. 1960년대 브라질 인구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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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에 해당하였으며, 2010년에는 낮은 출산율과 사망
률로 인하여 7.0%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유소년층의 인구는 꾸
준히 하락하여 1960년 43.1%에서 2010년 25.5%로 약 17.6%p 감소하였으
며, 대신 청장년층의 인구가 두터워지고 있다.
1960년에 3.0%의 매우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였던 브라질은 50여 년 후
인 2010년에는 절반 이상 하락한 0.88%를 기록하여 중남미 평균인 1.1%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며, 1960년대 이미 안정화된 인구성장률을
보였던 아르헨티나(2010년, 0.87%)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브라질 인구성
장률의 하락 추세는 급락과 정체를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구성장
률의 감소는 주로 출산율의 빠른 하락에 기인하였는데, 브라질 출산율 하락
의 독특한 맥락은 다음 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 그림 3-25. 브라질 인구 및 인구성장률, 연령대별 인구비중(1960~2010년) ❚
210

3.5

190

3

170

2.5

150

2

80
70
60
50
40

130
1.5

110

1

90

30
20

70

0.5

10

50

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브라질 인구(좌)

브라질 인구성장률(우)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0~14세

15~64세

64세 이상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topic/health에서 정리.

2) 브라질의 출산력 변천
브라질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1960년의 6.21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약 50년이 지난 2009년에는 1.83으로 약 70.5% 하락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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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증감 수준이 없는 상태인 2.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그림
3-26 참고).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하락률인 48.9%와 중남
미 지역 평균 하락률인 63.3%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이다.6) 사실
한국과 브라질은 출산율이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인구 변천의
특징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출산율 하락에 직⋅간접적
으로 기여하는 상당히 유사한 사회⋅정치⋅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골드
만삭스는 내수만으로도 국가 경제발전이 가능할 정도의 넓은 소비시장과, 풍
부한 노동력, 넉넉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이니셜로 브릭스
(BRICS)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브
라질을 포함하고 있다(Goldman Sachs 2003). 저렴한 노동력, 국가주도의
수출지향 경제성장 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
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아시아의 4대 용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대
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다. 즉 당대 경제성장의 주도세력으로서 테마를 형성할
만큼 한국과 브라질은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라는 공통점
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과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있다. 멀리
돌이켜 보면 경험의 시기는 다르지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 브라
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는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하였던 공통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식민지 경험은 자국의 전통문화가 외부의 의
도적인 개입과 강제력에 의해 근대문화와 섞여 혼종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결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근일에는 쿠데타와 그에 따른 군부독재
가 1960년대 이후 약 사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
러한 군부독재의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계획이 국가 경제성장의 밑걸음이 되

6)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67이었으며, 2009년에는 1.28을 기록, 1960년 대비 약 77.4% 하
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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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발전에 따른 여성권
리의 신장으로 많이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엄연히 존재하는
남성 중심주의 또한 두 나라의 공통된 사회⋅문화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천착한 유교적 이념은 현재의 대한민국 시민의식에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성 가부장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브라질 역
시 마초이즘으로 대변되는 권위적 남성 우월주의가 사회 기저에 깔려 있다.
도처에서 발견되는 두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유사한 정황들은
출산율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두 국가
의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는 배경이 전부 일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일한 원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960∼70년대 정부가 주도한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데 반
해, 로마 가톨릭 종교가 생활문화 전반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정치권에도 교
권이 미치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는 국가 주도의 산아제한 정책을 수행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는 한국은 특정 종교가 신자를 독식하지 않
은 다종교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반면, 브라질은 16세기 포르투갈 식민시
대부터 이어져 온 로마 가톨릭이 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문
화적 배경에 기인한다. 최근 개신교로의 개종이 증가하면서 종교간 신자 비
율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가 넘는 사람
이 로마 가톨릭 종교를 신앙으로 선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종교가
사회⋅문화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IBGE 2011). 그렇다면
일부의 공통된 요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브라질의 출산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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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6. 브라질 합계출산율의 하락 추이(1960~2009년) ❚

자료: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에서 정리.

3) 브라질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한국에서는 중남미 단일 국가의 출산율을 분석한 논문은 전무하다. 국가에
서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안계춘(1986)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인구정
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당시 브라질은 가족계획 활동을 지양한
반면 출산장려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출산
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일부 사회⋅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시
도한 정성호의 연구(2005)에서는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남미의 지역성이 반영된 맥락적인 분석
이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많은 논문들은 대체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 경제성장, 남성 또는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
를 설명한다. 문화적인 요인으로 출산율의 변천을 설명하는 것은 문화지표에
관한 계량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연구가 수
행된 예가 없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미디어가 출산율에 미치는 실증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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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게 수행되어 왔다. Hornik과 McAnany(2001)는 인구 1,000명당 텔
레비전 보유율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약 55%에서 60%의 보
유율에 다다를 때까지 하락하는 출산율 곡선이 반전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
다. Potter 등은 브라질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 텔레비전 보유율과 출산율과
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하였다(Hornik and McAnany 2001에서 재인용).
Barber와 Axinn(2004)는 네팔 내에 미디어 노출이 가족규모 선호성과 피임
에 미치는 상관성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의 노출 수준이 출산율 하락에 기여
하는 강력한 관계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중남미 권역 내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문헌고찰에 어려움이 따랐다.

4) 텔레노벨라와 출산력 변화
텔레노벨라(Telenovela)는 텔레세리에(Teleserie) 혹은 코메디아(Comedias)
라고 불리는 텔레노벨이라는 소설과 같은 장(capítulo)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의 명확한 끝맺음을 통해 이야기의 종결을 시도하는 특징 때문에 텔레
비전과 소설 이야기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탄생된 단어이다. 즉 중남미에서
제작되어 주로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어 방영되는 일일극 형태의 드라마로, 브
라질을 기준으로 일주일 중 5~6일 동안 약 4편의 텔레노벨라가 하루 평균 4
시간에 걸쳐 방송되고, 중남미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매일 시청
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제작되는 텔레노벨라가 중남미 전역에서 방
청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스페인어권, 포르투칼어권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각지에 콘텐츠가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국내에서 큰 인기를 이끌었던 ‘천사들의 합창’
은 1989년 멕시코 Televisa에서 제작하여 미국 유통사를 경유해 수입된 텔
레노벨라이다. 2009년에는 위성방송에 전용 채널이 개국되면서 텔레노벨라
의 직접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드라마에서도 텔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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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적 네러티브를 반영한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텔레노벨라
는 용어의 어색함만 있을 뿐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한국방
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텔레노벨라의 인기 비결은 연구자마다 의견이 약간 상이하지만 대체로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텔레비전은 저비용
으로 즐길 수 있는 수단이었고, 텔레노벨라는 가장 많이 브라질 국민에게 노
출된 프로그램 장르이다. 둘째, 시청자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어 동질감 형성
이 용이하다. 셋째, 선악구조의 대비되는 네러티브로 인해 이해를 쉽게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특히 브라질 미
디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적인 확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정치적 이
유가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군부독재였던 메
디치 정권(1969~74년)이 방송통신 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
한 여러 가지 암묵적인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이다(엘리자베스 폭스 1991).
애국심 고취와 정책 업적의 과시를 통해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을 만회하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
여 미디어의 파급력을 활용한 것이었다.
독특한 네러티브로 독자적인 하나의 장르를 구축한 텔레노벨라는 특히 중
남미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커나니와 라 파스티나는 텔레노
벨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텔레노벨라의 인기는 수출경쟁력과
함께 드라마 제작과 유통 조직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브라
질을 비롯하여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는 텔레노벨라가 주로 제작되는 중심지이
면서 중남미 전역에 유행을 확산시키는 근원지이기도 하다. 셋째, 상품의 직⋅
간접 광고를 통해 소비자 문화에 대한 도구로서 기능한다(Martin-Barbero 1995;
Matterlart & Matterlart 1992).

129

제3장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 추이 │

5) 텔레노벨라를 통해 본 브라질의 출산력 변화의 의의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9월호에서 브라질 여성의 힘이라는 제하
의 기사를 탈고하였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자극적인 미디어가 어우러져
브라질의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통해 브라질 저출산의 문제가 조금씩 사회적으로 이슈화됨과 동시에,
특히 문화적 요인으로 저출산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1, p. 63). 본고를 통해서도 비록 복잡하지만 브라질
의 저출산의 원인에는 문화적 요인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특히 브라
질 방송통신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인 TV Globo가 브라질 국민의 정서에
맞게 제작한 텔레노벨라가 그 주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라질 합계출산율의 하락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만약 그
렇다면 텔레노벨라가 하락의 요인을 설명하는 핵심으로 계속 자리잡고 있을
것인가? 2009년 브라질의 합계출산율은 1.83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인 1.28
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이미 인구대체율을 밑돌고 있다. 출산의 경제적 가
치나 정서적 가치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출산율 곡선의 반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텔레노벨라가 지속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로 삼을 수 있다.
한편 브라질의 사회⋅경제 지표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의 반전
가능성에 그리 밝지 않는 전망을 제시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총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인구의 비율은 1980년의 38.2%에서
2009년 60.1%으로 20%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중남미 및 카리브 지
역의 평균 증가율인 15.6%포인트를 능가하는 매우 빠른 속도이다(World
Bank 2011). 게다가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이 남성보다 높아 고도화되는
브라질 산업시장의 수요로 여성 노동력이 더욱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
동시장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
가할수록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함과 동시에 생활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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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경제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종교적 경향 역시 출산율의 반전 전망을 어둡
게 한다. 복음주의 개신교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출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
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가톨릭 신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현상은 브라질의 합계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된
다. 90%가 넘는 브라질 국민이 로마 가톨릭 신자였으나 이제는 70%대로 하
락하였고, 나머지 빈 자리를 복음주의 개신교가 대체하고 있다(IBGE 2011).
이처럼 합계출산율의 추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암
시하는 여러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므로, 브라질 정부는 이에 맞서 한 발짝
빠른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와는 다소 지리적으로 먼 곳이라 할 수 있는 중남미 지역
의 출산과 사망력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고찰하며 미래의 전망을 예
측하였다. 나아가 이 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인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출산력 변천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인구변
화에 대해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소개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살펴본 중남미 지역의 인구변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를
제공하는지 고찰하며 원고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이 지역 인구변동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
만 전반적으로 출산력이 줄어들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사망력이 감소하는
인구고령화의 목전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북미지역은
물론 유럽에서도 중남미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지역의 고령화가 진전된다면 다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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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첫째, 중남미로부터 선진국으로 공급되는 젊은 노동자의 수
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의 문제로 이어
지게 되어 생산 및 서비스의 단가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이 지역의 인구의 크기를 생각할 때 고령자가 증가한
다는 것은 빈곤의 심화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 인구가 매우 젊은 현재도 빈곤과 부의 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
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은 이 지역의 빈곤이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물론 서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가 반드시 빈곤의 증
가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중남미 지역에서도 국가별로 편차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서양의 고령화 과정과 이 지역의 고령화 과정에서 빈
곤과 빈부의 격차를 생각하면 이 지역의 고령화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것는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인구
고령화를 준비할 시간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2050년이 되어야 이 지역 인구가 직사각형의 인구 피라미드
를 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7%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고령화
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라 할 수 있
겠다. 고령화의 추이, 사회적 영향 및 그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브라질의 텔레노벨라 프로그램과 출산력 변천과의 관
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라질의 텔레노벨라 프로그램의 역할은
바로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이었다. 출산력이 변화하는 데 있어 가치관의 역
할은 매우 크다. 물론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력을 분석해 온 많은 인구학자들은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들의 변화가 반드시 출산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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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해 내었고, 반대로 물질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가치관이 전파되면서 출
산율이 변화하는 경우를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밝혀낸 바 있다. 텔레노벨라
는 그 점에서 브라질의 출산력 변화, 특히 경제적인 발전의 혜택이 그리 전
파되지 않은 비도시 지역에서도 출산력이 하락하는 데 있어 매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관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조적인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들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조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도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만혼이나
비혼, 혹은 만산이나 출산의 기피가 문화처럼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주변의 조건이 갖추어져도 이미 저출산과
만혼에 대한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
지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브라질의 텔
레노벨라와 같이 출산을 권장하고 혼인을 권장하는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전
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
치관의 중요성을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과 함께 고려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은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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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남미의 이민

1. 서 론
인류 역사는 이민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이민과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은 약 9억 5,000만 명에 이른다. 이중 2억 명 이상이
모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규모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숫자이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 자기가 태어
난 곳이 아닌 나라에서 사는 인구는 4억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는 나가는 이민, 들어오는 이민 그리고 통과하는 이
민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이민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중요
한 특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이민이라는 이슈는 특정 국
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럽의 정복자와 식민자
가 도래하면서 ‘아메리카’는 ‘라틴아메리카’가 되었고 이 땅의 새로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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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이민은 동시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세계화 시대로 얘기하는 물적⋅인적 이동의 자유가 확
대되고 있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이민 현상은 이 지역의 정치ㆍ경제적
변동의 틀을 이해하고 이에 수반되는 국가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이민이 중남미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
실은 인구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남미사에서
‘인구’는 ‘이민’의 또 다른 모습이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중남
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순이민인구 유입률(net immigration rate)을 가진
지역이며, 멕시코 등 해외 이주 인구가 많은 국가들에서 이민은 그 나라의
사회ㆍ문화ㆍ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이 되고 있다. 또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역내 이주의 증가는 중남미 국가간의 국제 관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처럼 중남미에서 이민은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이민자 수입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이민자 배출지역으로
떠오른 중남미의 이민 현황을 역사적으로 개괄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이민
의 동향 변화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남미 이민 현상을 역내와 역외로
구분하여 중요한 성격과 추세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멕시코, 아르헨
티나, 에콰도르, 칠레 등 이민의 입출 관계가 가장 두드러지는 중남미 4개국
의 국제 이민의 특성, 이슈, 정책 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중남미에서 이
민이 국가별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이민의 대륙별ㆍ국가별 특성과 전망이 중남미 인구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끝맺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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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 이민의 개관
가. 중남미 이민의 형성
라틴아메리카의 시작은 이민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92년을
기점으로 유럽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인디오’의 아메리카는 ‘라틴’적인
아메리카로 바뀌었다. 백인들이 신대륙에 들어오면서 원주민(과)의 혼혈, 추
방, 몰살이 일어났고, 이와 동시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도 다른 인종의 이주
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라틴아메리카는 백인, 인디오, 흑인 그리고 그들간의
혼혈인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가 인종 스펙트럼을 그려내는 대륙이 되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형성의
역사는 어찌 보면 구대륙에서 백인들이 도착하고 다시 이민자들과 이들과의
혼혈인들이 중남미 도처를 식민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이민과 이주는 이전부터의 늘상 있어
왔던 친숙한 과정이었다. 여기에 유사한 인종구성, 단일의 신앙체계, 동질적
소통구조 등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이주와 이민은 그리 ‘큰’ 일이 아
니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이민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역사는 입이민(immigration)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
틴아메리카 이민사는 역사적으로 크게 ① 해외이민 유입기(1800~1930), ②
역내이민 증가기(1930~70), ③ 역외이민 확대기(1970~현재)로 삼분할 수 있
는데(Pellegrino 2003), 첫 번째 시대는 해외이민자의 시대였다. 외국, 주로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되었는데, 1800~1930년 동안
약 700~900만 명 정도의 유럽계 백인이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해 왔다. 이
시기 유럽에서 온 이민 물결은 백인-원주민-흑인-혼혈인으로 이루어진 오늘
날 라틴아메리카 인종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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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라틴아메리카 국제이민의 중심국은 아르헨티나이었다. 아는 바와 같
이 아르헨티나에서 통치는 곧 식민이었다(gobernar es poblar). 1800년대
후반 노예무역이 금지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광대한 영토를 개척할 필요
성이 증대되면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 국가들은 유럽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총인구는 1869년 170만
명, 1895년 390만 명, 1914년 780만 명으로 늘어났다. 당연히 총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869년에는 12%, 1895년에는 25%, 1914년에는
30%로 늘어났다. 이민자의 절반은 이탈리아 출신이었고 다음으로는 스페인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주로 양을 기르거나 밀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900년
대에 들어서면서는 공장, 건설업, 부두의 노동자가 되었다. 자연히 도시는 이
민자로 붐볐고 1914년 이민자의 40% 정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살았
다. 유럽 이민자 후손들은 법, 정치, 의약, 군인 등 전문직에 진출하였고, 이
들은 아르헨티나의 발전과 중산층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Rodríguez and
Santiago 1992, pp. 101-102).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우루과이와 브라질에도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가 도착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30~70년대인데, 이 시기는 역내이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국가간에 국경을 통한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중미와 쿠
바에서 멕시코로,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로,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우
루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이민 흐름은 라틴아메리카 국제이민의 중요
한 성격이 되었다. 이중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역내이민을 촉발시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940년대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오일 붐으로 인해 도시 이주가
많아져 베네수엘라 농촌에서 일손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0년
대에 주변국의 노동자들이 베네수엘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국
경을 맞대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농촌으로 이민이 많았고 쿠바와
에콰도르에서도 많은 이민자가 왔다. 이러한 이민 물결은 1970년대까지 계
속되었다. 같은 시기 아르헨티나로도 인접한 남미 국가에서 많은 이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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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왔다. 1970년대 브라질에서 7만,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4
국에서 총 14만 명 정도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 중남미로 오는 해외 이민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1930년대부터 이
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순 노동자보다는 지식인과 전문직 종사자들
의 이민이 늘어났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동기로 이민을 온 사람
이었는데, 특히 스페인 공화주의자들이 남미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당
시 해외 이민자의 다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가톨릭 전통과 가족지향적 문화가 중남미 사회에 공고화되었고,
또 이들은 정치적 특권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크리오요 엘리트를 피해 주
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칠레에서 아옌데 정권이 붕괴되고 군부정권이 들어섰
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페론 이후 군부가 집권을 하였을 때, 그리고 브라질
과 우루과이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였을 때, 이들 나라에서 정치적 이민
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주변 국가들로 이주하였다. 라틴아메
리카를 떠나는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이다. 특히
정치⋅경제적 혼란이 극심했던 1970년대 후반부터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는
정치적 안정을 찾아 많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본국을 떠났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외이민의
증가이다. 사실 식민시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대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있
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고국을 떠나고
있는데, 이중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이 라틴아메리카 이민자의 첫 번째 목적
국이다. 현재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이민 행렬은 중남미 이민의 대세이다.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경제의 침체와 석유 붐의 퇴조로 라틴아메리
카의 전통적인 수민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도 나가는 이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와 대테러 전쟁을 내세워 이민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행 이민이 위축되어 유럽 등 다른 나라로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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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그동안 정체되었던 주변 국가로의 역내
이민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중남미 이민의 개요
오늘날 국가간에 일어나는 이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그 어느 때 보
다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국제이민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이민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며, ‘불법이민자’로 불리는 비
합법적 상태의 이민자도 여전히 증가 일로에 있다. 또 일시이민과 순환이민
과 같은 새로운 패턴의 이민들이 늘어나는 것도 오늘날 국제이민의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이민의 경향은 라틴아메리카 국제이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민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출신국도 더 다양해지고 있
다. 또한 여성 이민자의 증가도 두드러지는데, 남성 대비 1960년 44.2%,
1980년 48.1%, 2010년 50.1%로 늘어났다(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das Migraciones 2010, pp. 154-161). 여기에 미국에서 중남미 출신
불법이민자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이슈이다.
또 인구학적으로도 라틴아메리카는 이민의 세계적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
는 지역이다7). 현재 지구상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약
4,280만 명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러시아(1,200만), 독일(1,100만), 사우디

7) 이민자 인구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입이민국과 출이민국 간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밀입국이나 순환이민 등으로 입출국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조사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서도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동일연도의 통계자료라
도 인용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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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중남미 이민 현황(2000년) ❚
(단위: 천 명)

구분
라틴아메리카 전체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르과이
베네수엘라
카리브
안띠야스(네덜란드령)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과달루페
가이아나(프랑스령)
가이아나
자메이카
Martinica
푸에르 토리코
세인트 루시아
수리남
트리니다으토바고
기타

총인구
523,463
511,681
36,784
8,428
174,719
15,398
42,321
3,925
11,199
12,299
6,276
11,225
8,357
6,485
98,881
4,957
2,948
5,496
25,939
8,396
3,337
24,311
11,782
215
303
267
240
78
81
428
164
759
2,580
386
3,816
146
425
1,289
605

인구
6,001
5,148
1,531
95
683
195
66
296
82
104
19
49
26
27
519
20
86
171
23
96
46
1,014
853
55
30
25
17
4
8
83
…
2
13
54
383
8
6
41
124

이입민
총인구
대비율
1.1
1.0
4.2
1.1
0.4
1.3
0.2
7.5
0.7
0.8
0.3
0.4
0.3
0.4
0.5
0.4
2.9
3.1
0.1
1.1
1.4
4.2
7.2
25.6
9.9
9.4
7.1
5.1
9.9
19.4
…
0.3
0.5
14.0
10.0
5.5
1.4
3.2
20.5

인구
21,381
19,549
507
346
730
453
1,441
86
973
585
911
532
534
304
9,277
477
124
368
634
782
278
207
1,832
118
28
68
43
8
56
2
1
311
680
1
6
22
186
203
99

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페루, 우루과이 이민자 수는 1990년 통계임.
자료: Calvelo, Laura(2011),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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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출민
총인구
대비율
4.1
3.8
1.4
4.1
0.4
2.9
3.4
2.2
8.7
4.8
14.5
4.7
6.4
4.7
9.4
9.6
4.2
6.7
2.4
9.3
8.3
0.9
15.5
54.9
9.2
25.5
17.9
10.3
69.1
0.5
0.6
41.0
26.4
0.3
0.2
15.1
43.8
15.7
16.4

아라비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순으로 이민자 인구가 많다. 반면 나가
는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1,200만)이며, 다음으로는 멕시코(1,000
만), 인도(900만),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중국, 영국 순이다(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das Migraciones 2010, pp. 119-121)8). 출이민과 입이
민을 인구학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재 국제 이민의 중심적 흐름은 저개발
국가에서 서구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는 이러한 국제이민
의 세계적 특성에 가장 일치하는 지역이다.
[표 4-1]에서처럼 중남미에서 나가는 이민자는 2,100만 명이지만, 들어오
는 이민자는 600만 명이다. 카리브의 일부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서는 출이민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순으로 이출민이 많다. 멕시코의 해외거주 이민자는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
는데, 이는 총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
는 이민 유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카리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
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멕시코, 도미니카공
화국, 쿠바 순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인구학적으로 멕시코, 쿠바,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는 이민자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이들 나라에서 이민자는 비록 본국을 떠나 있지만
국내의 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8) 러시아의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나가는 이민과 들어오는 이민 모두 많은 나라인
데, 이는 유럽으로 나가는 이민이 많고 또 구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오는 이민과 가
는 이민이 많기 때문이다(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das Migraciones 2010,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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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중남미 이민자의 주요 출이민국(2000년) ❚
순위

국가

비율(%)

1

미국

68

2

아르헨티나

4

3

스페인

3

4

베네수엘라

3

5

캐나다

2

6

독일

2

7

영국

1

8

네덜란드

1

9

코스타리카

1

10

일본

1

11

기타

14

계

100

자료: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2010), p. 160.

[표 4-2]에서처럼 중남미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국가는 미국이
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 10명 중 7명은 미국으로 가며, 다음으로는 아르헨티
나, 스페인, 베네수엘라, 캐나다, 독일 순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이민자는 약 4,300만 명으로 이는 2000년보다 23% 증가한 것인데,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이중 53%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멕시코 출신 이
민자가 가장 많으며, 이어 필리핀, 독일, 인도, 중국 순이다. 멕시코 출신은
미국 전체 이민자의 30% 정도이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
카의 전통적인 수민국이며, 스페인, 독일, 영국도 중남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민국이다. 이 외 캐나다, 코스타리카, 일본에도 중남미 이민자가 많은데,
최근 이민이 급증한 캐나다는 주로 카리브의 영어권 지역에서의 이민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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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중남미 주요 입이민국 ❚
(단위: 천 명)

순위

국가

2010년

2000년

1

아르헨티나

1,449

1,540

2

베네수엘라

1,007

1,015

3

멕시코

726

520

4

브라질

688

684

5

코스타리카

489

310

6

도미니카공화국

434

355

7

에콰도르

394

101

8

푸에르토리코

324

355

9

칠레

320

177

10

파라과이

161

175

자료: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2010), p. 158 재인용.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외국인이 많은 나라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
시코, 브라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국가이다.9) 이들 나라들에는
전 세계에서 이민자가 오지만, 주로 인접한 중남미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이민국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이
전보다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칠
레는 이민자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들이다.
브라질은 국제이민의 측면에서 중남미에서 예외적인 나라이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는 다르게 입이민과 출

9)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간 삼국 간의 릴레이 이민(relay
migration. chain migration이라고도 함)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2차 대전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 미
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여 1970년경 푸에르토리코 인구의 35%가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이
비율은 40%까지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푸에르토리코 경제, 특히 사탕수수 농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
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 자리를 이웃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자가 채우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수년 후
도미니카공화국의 부족한 노동력은 아이티에서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와 대체하게 되었다. 2002년 통
계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 총 외국인 9만 6,229명 중 6만 1,862명이 아이티 출신이다. 이로써 삼
국 간에는 노동력의 수급에 기초한 일련의 인구이동이 생기게 되었다(Durand 2011, pp. 77-88;
Centro Latinoamericano y Caribeño de Demografía–División de Población de la CEPAL.
2006.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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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이다. 또 브라질의 출이민은 독특한 성격을 갖는
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의 이민자는 미국 또는 주변국 등 아메리카 역
내이민이 대부분인데 브라질은 역외 이민이 더 많다. 그중 약 20%는 일본
에 있다. 이로써 브라질인은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이민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일본 거주 이민자의 대부분은 일본계 브라질인의 후손들로, 일본 정부
는 이들에게 비자와 임금 면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해주었다(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das Migraciones Para das Migraciones 2010, pp. 160-161).

3. 중남미 이민 현황
가. 역외이민의 변화
1) 미국 이민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역외이민의 가장 큰 흐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
이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 이민자 10명 중 7명은 미국에 살
고 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이민자 1세대인 중남미 태생
과 2, 3세대인 미국 태생을 포함하여 총 4,500만 명의 히스패닉 인구가 있
다. 라틴계가 흑인을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소수인종인 된 것은 이미 수년 전
의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인의 미국 이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내 백인을 제치고 미국의
주인종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인종적으로 미국의 ‘라틴아
메리카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라틴계
인구의 정치ㆍ사회적 영향력도 계속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이다. ‘오바
마 다음에는 라틴계’라는 다소 성급한 예측도 있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미국 이민은 다른 어떤 이민 그룹보다도 빠른 속도
로 증가해왔다. [표 4-4]에서처럼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는 1970년 172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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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600만 명으로 거의 10배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 중남미
이민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중남미의 정치ㆍ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미국정부
의 이민법 개정과 사면조치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민자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가 가장 많다. 멕시코
이민은 라틴계 이민자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1970년 76만이던 멕시코 이
민자는 2000년 920만으로 ‘폭발’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국경을 맞대고 있
는 지리적 인접성과 양국간에 존재하는 경제ㆍ사회적 격차 그리고 미국 이민
을 성공의 지름길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미 지역에서 미국 이민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카리브의 아이티,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많은 이민이 유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다른 국가 이민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쿠바계 이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표 4-4. 미국 내 중남미 주요국 이민자 현황 ❚

구분
라틴아메리카

1970

인구수

1980

비율

1,725,408 100.0

인구수

1990

비율

4,383,000

100.0

인구수

2000

비율

인구수

비율

8,370,802 100.0 15,939,770 100.0

콜롬비아

63,538

3.7

143,508

3.3

286,124

3.4

509,870

3.2

에콰도르

36,663

2.1

86,128

2.0

143,314

1.7

298,625

1.9

페루

21,663

1.3

55,496

1.3

144,199

1.7

278,185

1.7

엘살바도르

15,717

0.9

94,447

2.2

465,433

5.6

817,335

5.1

과테말라

17,356

1.0

63,073

1.4

225,739

2.7

480,665

3.0

멕시코

759,711

44.0

2,199,221

50.2

4,298,014

51.3

9,177,485

57.6

쿠바

439,048

25.4

607,814

13.9

736,971

8.8

872,715

5.5

28,026

1.6

92,395

2.1

225,393

2.7

419,315

2.6

아이티
자메이카

68,576

4.0

196,811

4.5

334,140

4.0

553,825

3.5

도미니카(공)

61,228

3.5

169,147

3.9

347,858

4.2

687,675

4.3

자료: Centro Latinoamericano y Caribeño de Demografía-División de Población de la CEPAL,
Proyecto Investigación de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Latinoamérica(IMILA), División de
Población de Naciones Un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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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이민자의 증가와 이들의 미국사회 편입은 다중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라틴계 이민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
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경제의 경쟁
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예비군’으
로 기여하고 있다. 또 이들의 본국 송금이 중남미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중남미 이민자가 가져오는 새로운 전통, 생활, 가치, 습관
은 미국을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하는 요인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 표 4-5. 미국 내 불법이민자 인구 추정(1980~2008년) ❚
(단위: 백만 명)
1980

1982

1986

1989

1992

1996

2000

2006

2008

3.0

3.3

4.0

2.5

3.9

5.0

8.4

11.5

11.9

자료: Jeffrey Passel(2007). http://www.oecd.org/dataoecd/41/25/39264671.pdf.

동시에 중남미 이민의 그림자도 있다. 이중 가장 빈번하게 사회적인 이슈
가 되는 것은 불법이민에 관한 것이다. [표 4-5]에서처럼 미국 내 불법이민
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약 1,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중남미 출신 불법이민자는 전체의 약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 불법이민과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초청노동자 프
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민법을 강화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불법이민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강석영 외 2007, p. 161).
인구는 많지만 히스패닉계 인구(중남미 출신 이민자 후손 포함)는 흑인이
나 유태인들과 비교할 때 정치적으로는 아직 그 위상은 높지 않은 편이다.
라틴계 이민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미약한 이유는 히스패닉 이민자 중에는
불법이민자가 많고 또 최근에 사면을 받은 경우가 많아 정치적 표현에 적극
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 그룹의 다양성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멕시코 이민자와 뉴욕의 도미니카 이민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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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별 연관이 없다. 라티노(Latino) 또는 히스패닉(Hispanic)이라고 총칭하
는 이 이민 그룹은 동질적이라고 하기 힘들다. 출신 국가도 다양하며 또 국
가별로 이민자의 규모도 제각각이며 거주하는 지역이나 성별, 노동, 교육 등
사회ㆍ인구학적 배경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
를 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기엔 라틴계 이민
자는 아직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정치 집회에 나
가는 것은 이들에겐 아직 사치이다. 문화적으로도 중남미 출신 이민자는 미
국보다는 조국의 정치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라틴계
이민자는 미국의 정치참여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강석영 외 2007, p. 162).

2) 스페인 이민
미국 이민의 증가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역외이민의 또 다른 특징은 스페
인, 캐나다, 일본과 같은 국가로 나가는 이민 흐름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
실이다. 그중에서도 스페인은 미국 다음으로 중남미 이민자가 많은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중남미로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였다. 식민시대
라틴아메리카에 이주한 스페인인은 식민지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었고, 독
립 이후에도 ‘근대화는 곧 유럽화’라는 서구중심적 통치 철학에 따라 스페
인인의 중남미 이주는 계속되었다. 중남미가 새로운 근대국가로 발돋움하
기 위한 택해 전략은 유럽의 제도, 문물, 사람들을 들여와서 라틴아메리카
를 유럽처럼 만들자는 것이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850~1950년의 100년
동안 350만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강석영 외
2007, p. 168).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이민이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60~70년대 스페인으로 이주하는 중남미인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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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이민자와 정치적 망명자뿐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스페인 이민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 21만 명이던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는
10년 만에 84만 명으로 4배나 늘어났다. 2004년 1월 통계에 의하면 현재
스페인에는 120만 명의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의
절반에 달하는 수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스페인 이민의 특징은 국적 회복에 의한 이민이
많다는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남미로 이주했던 스페인 이민자들
의 후손들이 이제는 역으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의 약 1/3 정도가 스페인 국적을 얻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 정부의 적
극적인 이민자 동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표 4-6]에서처럼 현재 스페인에는 527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이를 대
륙별로 살펴보면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순이다. 아메
리카 이민자 중에서는 남미 출신이 많은데, 이중 에콰도르 이민자가 가장 많
다. 스페인에서 EU 출신 외국인을 제외하면 남미 출신이 가장 많다.10)
스페인 거주 외국인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루마니아 출신이 가장 많다.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와 함께 2007년 EU에 가입했는데, 이후 이 두 나라의
스페인 이민은 크게 증가하였다. 모로코에서의 노동이민은 1970년대 들어서
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오늘날 가장 중
요한 이민자 그룹 중 하나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에콰도르 이민이 많으며,
같은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출신 이민이 많다. 영국이
나 독일의 이민자나 은퇴자도 스페인에 많이 있다.

10) EU 국가의 국민은 스페인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데 제한이 없다. 장기체류의 경우 체류비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노동허가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EU 시민권자는 스페인에서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민자 구분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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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스페인의 외국인 인구 출신국별 구성 ❚
순위

국가

인구(명)

비율(%)

1

루마니아

731,806

13.9

2

모로코

652,695

12.4

3

에콰도르

427,718

8.1

4

영국

352,957

6.7

5

콜롬비아

284,581

5.4

6

볼리비아

242,496

4.6

7

독일

181,174

3.4

8

이탈리아

157,789

3.0

9

불가리아

153,973

2.9

10

아르헨티나

147,382

2.8

기타

1,936,191

36.7

계

5,268,762

100.0

자료: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9), p. 9.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역사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쿠바인들이 중남미 이민의 첫 번째 물결을 이루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쿠바 혁명을 피해 조국을 떠나온 정치적 이민자였다. 1970년대
들어 중남미 이민의 출신국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칠레 등
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때부터 스페인은 들어오는 외국인이 나가는 내국인보
다 많은 이민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프랑코 독재가 끝나고 재귀국하는
스페인인이 늘어났고, 따라서 1985년에는 최초로 외국인법이 제정되었다. 또
쿠데타 등 정세 불안으로 남미 남부지역 국가에서 오는 이민도 늘어났다. 따
라서 당시 스페인에 온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과 학력
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Martínez Pizarro 2008, p. 25; Oso 2008, p.
146).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이민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생계와 노
동을 위한 이민으로 바뀌었다. 이민자 규모는 1990년 6만에서 1995년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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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9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불법체류자 사면조치가 있었던 2000
년과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총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0%를 넘었다.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중에는 에콰도르 출신이 가장 많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는데, 1995년 2,000명에서 2001년 84,000명, 2003년 37
만 5,000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43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이민자
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5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Marrero
2004).
중남미 이민이 대거로 스페인에 유입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스페인의
유인 동인(pull factors)으로는 이민과 노동의 깊은 연관성을 들 수 있다. 이
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다른 나라에
서 온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통계에 의하면, 스페인이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2050년까지 약 1,200만 명의 이민자가 더 필요하다(Marrero 2004).
그래서 출근한 스페인 여성을 대신하여 이민자 여성이 집안일을 돌보고, 스
페인 남자들이 하지 않으려는 험한 일을 이민자 남성이 대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EU의 이민규제 압력이 커져 스페인도
라틴아메리카 이민자에 대해 입국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스페인 정부의 이민 정책도 중남미 이민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페인은 2000년에는 “Regularización”, 2001년에는 “Documentación por
Arraigo”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일종의 불법이민자 사면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면조치들은 특히 중남미 출신 불법체류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포함하
고 있어11) 다수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 두 번의 사면

11) 2000년 사면조치에서는 25만 명이 신청하여 56%인 14만 명이 체류자격을 획득하였는데, 이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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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외에도 2001년 체결된 스페인⋅에콰도르 협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협정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에콰도르 불법이민자에게 항공료를 지불하여 귀
국시키고, 이들이 다시 스페인으로 재입국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합법화시켜
주었다. 이로서 약 3,000명의 에콰도르 이민자가 새롭게 합법적인 체류 허가
를 취득하였다(Martínez Buján 2003, p. 21). 이 외에도 중남미와 스페인이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식민지 통치 역사로 인해 언어와 문화가 유사
하다는 사실도 중남미와 스페인 간의 이민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남미의 동인(push factor)으로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
가의 경제위기를 일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는 이를 잘 보
여준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에콰도르 1,200만 인구 중 약 150만이 해
외로 이민을 떠났다. 이중 약 100만이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는 스페인 등
유럽으로 향하였다. 1990년대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에콰도르 경제
는 1998년 자국 화폐의 달러화 조치를 등으로 일대 위기에 빠졌다. 콜롬비
아의 경우도 유사했다. 지진과 화산폭발 등 빈번한 자연재해, 마약 카르텔에
의한 사회혼란, 정부와 반군 간의 내전 등도 문제였지만, 경제가 더 문제였
다.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경제위기는 콜롬비아 국민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
일차적 원인이었다.12)
한편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가 국경 경비를 강화함에 따라 에콰도르중미- 멕시코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입국 루트가 더 위험해졌다. 따라서 비교
적 안전한 유럽 길로 이민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입국비자도 필요하지 않았

별로 보면 모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중국 순으로 많았으나, 획득/신청의 승인율을 보면 아르헨티
나(80%), 콜롬비아(77%), 에콰도르(77%), 브라질(76%) 순으로 높았고 모로코(51%)와 중국(59%)은 낮
았다. 이는 사면 조건에서 중남미 출신이 유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의 경우에
도 스페인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중요 조건 중의 하나가 내국인(또는 합법체류 외국인)
과의 인척관계를 증빙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중남미 출신에게 유리한 것이었다(Martínez Buján
2003, pp. 16-17).
12) 2004년 스페인에 거주하는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58%가 경제
적 이유로 이민하였다고 답했다(Delgado 2007,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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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비도 그리 비싸지 않았다. 공항에서 여행자임을 입증할 정도의 현금과
돌아갈 비행기 티켓만 보여주면 스페인으로 입국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
지 않았다. 따라서 스페인으로 오는 키토발 항공기는 항상 만원이었다. 교사
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먼저 에콰도르를 떠났고, 이어 가난한 노동자들
도 뒤를 따라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Marrero 2004).
결과적으로 미국정부의 이민정책은 라틴아메리카인의 국제이민 패턴에 영
향을 미쳤다. 입국과 이민을 통제하고 반이민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중남미인
의 미국 이민은 위축되었고, 따라서 많은 중남미인은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의 이민을 결심하였는데 스페인은 그중 1순위 국가였다.
스페인에서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는 수적으로 이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은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과 소비의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는 정착과 통합의 면에서 스
페인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자 그룹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스페
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타 이민
미국과 스페인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새로운 이민국으로 부상
하는 나라는 캐나다와 일본이다.
캐나다에는 약 60만 명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가 있으며, 이는 캐나
다 전체 이민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중남미 이민이 크게 늘어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인데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사실과 전체의 2/3 정
도가 카리브 출신이란 점이 두드러진다. 출신 국가별 이민 규모는 자메이카,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아이티, 엘살바도르 순이다. 캐나다는 전체인구
의 18%가 이민자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캐
나다는 이민자의 통합과 적응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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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이민자 수용 원칙은 자국 내의 노동수요, 난민과 망명의 허용
그리고 이민 수요의 조절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능력, 지식, 나
이, 노동경험, 적응력, 언어능력 등을 고려해 이민을 받고 있다. 따라서 캐나
다로 오는 중남미 이민자에서는 전문직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이다(Martínez Pizarro ed. 2008, pp.164-170; Ocampo 2002, p. 256)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국민간 연
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다문화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자와 이문화에 대한 수용과 관용을 증진시
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이
민자와 이민이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이라는 경계심과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중남미에서 일본으로의 이민은 최근의 일이다. 대부분의 중남미 이민은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1990년 일본정부가 취한 이민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브라질과 페루에 거주하는 일본계 이민자
후손에게 일본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이 덕분에
브라질과 페루에서 일본으로 이민이 크게 늘었다. 2000년 현재 중남미 이민
자 수는 31만 2,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 내 전체 외국인의 19%에 해
당하는 수이다. 국가별로는 브라질 이민(8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페루
(14.8%)와 볼리비아(1.3%) 출신이 많다. 특히 브라질 이민은 한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이민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
면 1994~97년 단 3년 사이에 일자리와 임금 등 양호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브라질 이민자 수는 약 7만 명이나 늘어났다(Martínez Pizarro ed. 2008, p.
172).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인의 일본 이민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는 매우 차
별적인 성격을 보인다. 우선 일본에 있는 중남미계 이민은 불법이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정식 입국자란 사실을 들 수 있다. 또 이민자들의 다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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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 후손이며, 이민 알선업체를 통해 일본 기업에 고용된 경우가 많고, 미
혼 남성이 많다. 입국 자격은 영주권이 아닌 노동허가 비자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민자의 사회 통합보다는 한시적 노동이주의 활용이
라는 일본의 이민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artínez
Pizarro ed. 2008, p. 173).
현재 약 3~5천 명 정도의 브라질 여성이 일본 내의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이민 여성의 인신매매나 범죄조직과의 연계로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일본계 후손 이민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
고 있다. 브라질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이들은 이제 일본에서
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일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일본사회 적응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
가 되고 있다.

나. 역내이민의 경향
오늘날 중남미 국제이민의 주된 흐름은 역외이민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이민은 그 규모나 중요성이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내이민은
중남미 국제이민의 오랜 전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이민 유형이다. 또 최근 중남미 역내이민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세기 들어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이민은 역내이민이었다. 1970년대
이후 중남미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역외이민이 급증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에도 역내이민은 계속되었다. 중앙아메리카
는 1970~80년대 내란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해외로 떠나는 이민이 많
았지만,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의 역내이민도 많이 발생했
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어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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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역내이민의 중심국이다.13) 남아메리카의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
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의 국가에서 군부독재로 인해 많은 정치
적 반대파들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등으로 떠났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역내이민은 다양한 방향과 흐름으로 나타났다. 중남
미 각국에서 멕시코로 오는 이민 흐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볼리비아ㆍ
칠레ㆍ파라과이ㆍ우루과이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 코스타리카의 국제이민도 중요한 이민 루트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안데
스 인접국에서 칠레로의 이민도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역내이민을 얘기할 때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나라는 멕시
코이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이민국이다. 많은 중남미인들이 미국
으로 입국하기 위해 멕시코로 오고 있으며,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쫒아 미
국 국경을 넘는다. 따라서 멕시코는 들어오는 이민보다 미국으로 나가는 이
민이 많아 순이민국은 아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역외이민과 중남
미 국가간의 역내이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럽
이민과 주변국에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국가였고,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남미 국가들로부터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민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중남미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
지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였다. 특히 이웃한 콜롬비아 이민자의
유입은 1970년대 급증하여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이러한 증가는 지체되
었고 1991~2001년 사이 20% 증가하여 약 60만 명 정도에 머물렀다. 에콰
도르와 페루 출신 이민자도 1970년대 증가했지만, 지금은 많지 않다. 2001
년 기준 콜롬비아 이민자는 중남미 출신의 70%이며, 페루와 에콰도르 출신

13) 벨리즈는 인구가 적지만 외국인이 15%인 나라이다. 이중 3/4이 중미 출신인데, 과테말라 출신이 절
반이 넘는다. 파나마는 인구의 3%가 이민자로 이중 16%는 중미, 48%는 남미, 30%는 아시아 출신이
다. 중남미 국가 중에는 콜롬비아 출신이 가장 많다(O’Neil 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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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와 3%에 정도이다(Maguid and Ulloa 2010, p. 48).
이들 나라들이 라틴아메리카 국제이민의 ‘클래식’이라면, 칠레와 코스타리
카는 각각 남미와 중미에서 새로운 이민 양태와 패턴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특히 두 나라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이민 유입이 두드러져서 라틴아메리카 역
내이민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중남미는 입이민보다 출이민이 많은 지역으로, 이는 유
럽 이민의 유입이 감소하고 미국과 유럽으로의 이출민이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이다. 칠레는 남미 국제이민의 새로운 중심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이다. 칠레는 이출민이 더 많아, 2000년 기준 칠레의 이입민은 20만 명인
반면 해외 이주자는 45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칠레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서 이민자 유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임금 수준이 높고 고
용 기회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민이 유입되고 있다. 또 군정 기간 칠레를 떠났던
사람들의 역이민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페루인의 이민이 최근 수년 간
크게 증가하여 칠레 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칠레와 함께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역내 이민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
다. 이 나라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요 관광국이며 이민자 인구 비율도 매우 높
은 편이다. 2004년 기준 코스타리카 총인구 430만 명 중 외국인은 무려 42
만 명이나 된다. 42만 명의 외국인 중 정식 체류자는 30만 정도이며, 나머
지는 미등록(불법) 이주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합법 체류자 중 니카라
과 출신이 약 2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미국, 엘살바도
르, 쿠바 순이다. 그러나 최근 니카라과 이민자 유입이 크게 늘어나 불법이
민자까지 포함하는 니카라과 이민자는 정부 통계보다 많은 최소 40만 최대
70만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스토커 2004, p. 21). 따라서 코스타리카 사회
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점증하고 있어 정치ㆍ사회적으
로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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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남미 주요국 이민의 특성과 이슈
가. 멕시코
❚ 표 4-7. 멕시코 입ㆍ출이민 변화 추이 ❚

연도

멕시코 거주 외국인

미국 거주 멕시코인

인구

멕시코 총인구 대비율

인구

1920

100,854

0.7

486,418

멕시코 총인구 대비율
3.4

1930

159,876

1.0

641,462

3.9

1940

177,375

0.9

377,433

1.9

1950

182,343

0.7

454,417

1.8

1960

223,468

0.6

575,902

1.6

1970

191,184

0.4

759,711

1.6

1980

368,900

0.6

2,199,221

3.3

1990

340,824

0.4

4,298,014

5.3

2000

492,617

0.5

9,177,487

9.4

자료: Jorge Martínez Pizarro ed.(2011). p. 217.

중남미 국제이민을 얘기할 때 멕시코는 빠질 수 없는 나라이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이민국으로 많은 중남미인들
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로 온다. 여기에 멕시코인을 더해 훨씬 더 많
은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한다. 따라서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역
외이민과 중남미 국가간의 역내이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멕시코 이민의 가장 본질적 성격은 미국으로 가는 이민이다. 표에서
처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기준
1,060만 명으로, 이는 멕시코 총인구의 약 10%에 해당된다. 이민자의 지역
별 출신을 보면, 할리스코(140만 명), 미초아칸(100만 명), 과나후아토(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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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순으로 출이민이 많으며 주인구에 대비하여 비율이 높은 곳은 사카테카
스, 미초아칸, 두랑고, 할리스코 등이다. 특히 사카테카스 주에서는 전체 인
구 3명 중 한 명이, 미초아칸에서는 4명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지역 외에 베라크루스, 트락스칼라 등 새로운 지역에
서도 미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 미국으로 가는 이민은 특정 지
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Aguayo
Quezada 2008, p. 268).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불법 이민의 증가로 인한 이민 패턴의 변화이다. 여러 통계들
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993~2004년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멕
시코인의 미국 입국은 합법 입국자가 감소하고 대신 불법 입국이 크게 늘었
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불법 입국이 크게 증가하였다.

❚ 표 4-8. 멕시코 이민자 미국 입국 자격 ❚
구분

1993~97년

1998~2001년

2001~04년

합법

52.4

37.1

23.0

불법

47.6

62.9

77.0

자료: Elena Zúñiga Herrer et al.(2005).

이와 병행하여 나타난 변화상은 이민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 정책에서 국경 경비의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애초 목표였던 불법
이민 차단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이민의 비용과 위험을 상증시켰다. 국경
지역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경 경비가 강화됨에 따라 멕시코에서 미
국으로의 입국 흐름도 변했는데, 특히 밀입국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하고 새로운 지점으로 입국 루트가 이동하였다. 또 국경 사정에 ‘정통한’
이른바 ‘뽀예로스(pollleros, 닭장수)’라고 하는 이민 브로커를 통한 불법이민
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뽀예로스에게 돈을 주고 미국에 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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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3~97년 15%였으나 2001~04년 41%로 크게 늘어났다.14) 이처럼 국
경 경비 강화와 이민의 비용- 위험의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순환이민에서 영구이민으
로의 전환이다. 계절 노동에 기초한 순환이민은 멕시코 이민의 중요 패턴이
었는데, 기회와 비용 측면에서 점점 이민이 어려워지면서 체류기간이 길어지
고 아예 미국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다(Zúñiga Herrer et al. 2005,
pp. 34-36).

❚ 표 4-9. 멕시코계 인구 현황 ❚
(단위: 천 명)

구 분

멕시코계 인구/총인구(비율)

멕시코계 인구/미국 멕시코계
인구(비율)

1990

2000

1990

2000

6.119/29.760
(20.5%)

8.456/33.872
(25%)

6.119/13.496
(45.3%)

8.456/20.640
(40.9%)

애리조나

616/3.665
(16.8%)

1.065/5.130
(20.8%)

616/13.496
(4.6%)

1.065/20.640
(5.1%)

뉴멕시코

329/1.515
(21.6%)

330/1.819
(18.1%)

329/13.496
(2.4%)

330/20.640
(1.6%)

텍사스

3.891/16.986
(22.9%)

5.072/20.852
(24.3%)

3.891/13.496
(28.8%)

5.072/20.640
(24.6%)

소계

10.952/51.926
(21.1%)

14.923/61.403
(24.3%)

10.952/13.496
(81.1%)

14.923/20.640
(72.3%)

미국 전체

13.496/248.709
(5.4%)

20.640/281.421
(7.3%)

13.496/13.496

20.640/20.640

캘리포니아

주: 멕시코 이민자(1세대)와 후손들을 포함함.
자료: U.S. Census Bureau, American Factfinder. (http://factfinder.census.gov/servlet/BasicFactsServlet

14) 뽀예로스는 주 고객은 국경 인접지역 출신보다는 국경지역 정보가 적은 치아빠스, 오아하까, 베라끄
루스 등 멕시코 남부와 남동부(등) 출신 이민자이다. 또 이들은 직접 이들 지역으로 가서 이민을 부
추키는 ‘판촉’ 활동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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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이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한
다는 것이다. 1848년부터 멕시코 이민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에 거주가 한정되는 지역적 분포를 보였다. 일리노이(시카고)의 경
우를 제외하고 멕시코 이민은 멕시코와 가까운 남서부에 한정되어 분포하였
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남서부 집중이 감소하는 만큼 아이다호, 아이오
와, 조지아, 네브래스카 등 이른바 ‘비전통적 지역(nontraditional destinations)’
으로의 이주가 늘어났다. 1990~2000년 동안 멕시코 이민의 증가율은 유타
645%, 조지아 800%였고, 아칸소와 미네소타는 1000%가 넘었다. 따라서
오늘날 멕시코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멕시코의 외국인 인구는 출이민과 비교할 때 미미하지만 최근 약간의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에 사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미국인이며,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멕시코계이다. 즉 멕시코 거주 외국인의 다수는 멕시코계로 은
퇴한 미국인들이 많으며, 이 외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과테말라 출신이 가장
많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통과이민 국가이다. 특히 멕시코는 중
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중요
통로이다. 특히 멕시코의 통과이민과 관련하여 멕시코 공권력의 중미 이민자
에 대한 인권 침해가 국제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한다.
독립 후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나 미국처럼 나라 밖에서 ‘질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효가 없었다. 이미 멕시코는 20세기 초 나가
는 이민이 훨씬 많은 나라가 되었고, 이후 멕시코에서 미국행 외 다른 이민
은 거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출이민에 대한 정부 정책은 대미
외교의 수준에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이민정책은 미
국과의 대외 관계의 수준에 따라 미국으로 가는 이민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
또는 억제하느냐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이민자의 인권문제와 같은 이슈들이 멕시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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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입이
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것은 없다. 그러
나 최근 과테말라 등 중미 출신 이민자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해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개정한 것은 언급할 만하다. 아울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외국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 가장 제한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이
다. 멕시코는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함께 외국인의 모든 정치행위
를 금지하는 국가 그룹에 속하며, 반면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
리비아 등과 함께 해외거주 자국민의 국내 선거 참여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
이기도 하다.

나. 아르헨티나
중남미 이민 지형도에서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매우 대조적인 나라이다.
멕시코는 출이민이 많고 이민 대상국도 미국 등 몇몇 국가에 한정되지만, 반
대로 아르헨티나는 알려진 바와 같이 중남미의 대표적 입이민국이며 이민
대상국도 다양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인구는 총
인구의 4.2%로 남미에서 가장 높다. 이를 지역별 구성으로 살펴보면 중남미
68%, 유럽 28%, 기타 4%로 중남미 출신이 다수이며, 국가별로는 파라과이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볼리비아, 이탈리아, 칠레 순이다.
현재 아르헨티나 이민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유럽, 칠레, 우루과이 등
이민자 유입이 전통적으로 많았던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는 줄어들고 고령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대신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여성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수적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 한국, 타이완, 구소련, 도미
니카공화국 등 출신 이민의 증가도 아르헨티나에서 두드러진다. 아시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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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아르헨티나 내 외국인 출신국별 구성(2001년) ❚
출신국

인구

비율

1,041,117

67.9

인접국

923,215

60.2

볼리비아

233,464

15.2

아메리카

34,712

2.3

칠레

212,429

13.9

파라과이

325,046

21.2

우루과이

117,564

7.6

비인접국

117,902

7.7

페루

88,809

5.8

기타 아메리카

29,642

1.9

유럽

432,349

28.2

독일

10,362

0.7

134,417

8.8

브라질

스페인

6,578

0.4

216,718

14.1

폴란드

13,703

0.9

구유고

3,210

0.2

구소련

4,156

0.3

기타

43,205

2.8

아시아

29,672

1.9

중국

4,184

0.3

한국

8,205

0.5

일본

4,753

0.3

레바논

1,619

0.1

시리아

1,510

0.1

타이완

3,511

0.2

기타

5,050

0.3

아프리카

1,883

0.1

프랑스
이탈리아

오세아니아
기타
계

747

0.0

26,172

1.7

1,531,940

100

자료: INDEC(2001), 재인용: Jorge Martínez Pizarro(2011),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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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후 늘어났고, 구소련 출신은 동구권 붕
괴 이후 이들에 대한 한시적 거주를 인정하는 특별 이민 조치로 그 수가 증
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피난, 난민, 망명 등 정치적 이유로 많은 이민자를
받았고, 이들 수는 1985~2009년 사이 약 3천 명 정도였다. 출신국별로는
콜롬비아, 쿠바, 페루, 아이티, 아르메니야, 카자흐스탄, 인도, 세네갈 등 다
양하다(Martínez Pizarro 2011, p. 103).
많은 수는 아니지만 1960년대부터 아르헨티나의 출이민도 늘어났는데, 주
된 이유는 국내의 정치ㆍ경제적 위기 때문이었다. 1966년, 1976년 있었던
군부 쿠테타, 1989년 초고인플레, 2001년 경제위기 등으로 아르헨티나인의
출이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주로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으로 출국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학력이 높은 전문인이 이민하였으나, 이
후에는 소상인과 노동자들도 이민 대열에 합류하였다. 2005년 기준, 아르헨
티나 출이민자는 총 8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스페인(28%)과 미국(18%)에
많으며 나머지는 이스라엘, 이탈리아, 캐나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등에
거주한다. 파라과이 등 인접한 주변 남미국가에 있는 아르헨티나인은 이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대부분이다(Martínez Pizarro
2011, p. 105) 특히 경제위기로 아르헨티나를 떠난 이민자 중 다수는 조상
들의 출신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 2001년 경제위기 이후 단 2년 반
동안 25만 5천 명이 아르헨티나를 떠났는데, 이는 1993~2000년 사이 출이
민자보다 6배나 많은 것이었다. 이 기간 아르헨티나를 떠났던 사람들 중 상
당수는 속인주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유럽계 후손들이었다. 2003년 스페인
은 40만 건의 아르헨티나인의 시민권 취득 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스라엘에는
2002년 이전보다 330%가 되는 6천 명의 아르헨티나계 유대인이 입국하였
다(O’Neil 2005, p. 19)
2004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군사정권이 1981년 제정한 이민법을 폐지하고
대신 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이민법을 발표하였다.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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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민법의 영향으로 2008년 우루과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 개정을 이루어
졌다. 신이민법과 함께 메르코수르 거주협정의 시행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이민정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될 만하다. 물론 역외국가들
에게는 이전과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메르코수르 역내 국가간에
는 입국과 이민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동계약과 같은 제약 조건들을
폐지하였다(Cerrutti 2009, pp. 18-19). 또 불법이민자의 체포도 이민당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아
르헨티나는 불법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민자의 보건, 안전, 주거, 교육 등
사회적 기본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Ceriani Cernadas 2011,
pp. 72-83).

다.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남미의 대표적인 출이민 국가이다. 2007년 기준 재외 에콰도
르 국민은 약 160만 명 정도이며 이는 전 인구의 11%, 경제활동인구의
30%에 이르는 규모이다. [표 4-11]에서처럼 다수는 스페인과 미국에 거주하
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칠레 등 역내에도 에콰도르 이민자가 있다(Martínez
Pizarro 2011, p. 162).

❚ 표 4-11. 에콰도르 주요 출이민국 ❚
국가

인구

연도

스페인

487,239

2005

미국

436,409

2005

이탈리아

61,953

2005

베네수엘라

28,625

2000

9,762

2002

칠레

자료: Jorge Martínez Pizarro(2011), p. 1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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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이민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농촌지역에
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다. 1980~95년 사이 유가하락으로 야기된 외채
위기와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에콰도르에서 대규모 이민이 있었다.
1999~2007년 사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홍수 등 자연재해 등으로 약 95
만 명이 스페인, 미국 등으로 떠났다(Martínez Pizarro 2011, p. 160).
따라서 에콰도르의 입이민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19세
기 말 20세기 초 유럽과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중동에서 이민자 유
입이 있었고, 이들은 이후 에콰도르 경제의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2000년대
초 달러를 공식 화폐로 하면서 중남미 역내에서 이민자 유입이 있었는데, 주
로 페루인의 이민이 많았다. 또 콜롬비아에서도 자국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현재 에콰도르에는 6만~12만 명 정도의 페루인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콰도르-페루 국경 지역 출신이 많으며, 따라서 거주
도 에콰도르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이민 상태로 행상,
건축, 농업 등에 종사한다. 콜롬비아 이민자는 13만~14만 정도로 추산되지
만, 25만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콜롬비아 이민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페루의 경우처럼 인접한 국경 지역에서 온 이민자 또는 계절노동
자가 있으며, 또 내란을 피해 온 난민이나 망명자가 있다. 따라서 에콰도르
는 중남미에서 난민 이민의 입국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 외에 최근 중국
이민이 늘고 있으며, 쿠바계 이민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Martínez
Pizarro 2011, pp. 163-164).
에콰도르 이민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통과이민이다. 들어오는 이민의
20%가 통과이민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민의 동기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콜롬비아의 경우처럼 자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에콰
도르에 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에콰도르를 통해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
흐름이다. 미국 입국이 강화되면서 불법으로라도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자
들이 에콰도르를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페루인과 중국인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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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처에서 온다.
이민의 배출 요인(push factor)으로 경제위기를 일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
으며 에콰도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에콰도르 경제는 1998년 자국 화폐
의 달러화 조치를 포함하여 일대 위기에 빠져 1998~2000년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하였고, 개인소득은 급감하였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이와 비례하여
에콰도르의 출이민은 이루어졌다.
중남미 국제이민의 가장 중요하고 큰 흐름은 미국으로의 이민이다. 이런
면에서 에콰도르는 이례적이며, 이는 미국의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에콰도르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키토 주재 미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 취한 조
치는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을 방문한 에콰도르
인들이 미국에 불법체류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이민이 어려워지면서 대신 스페인 이민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입국
비자도 필요하지 않았고 경비도 그리 비싸지 않았다(Marrero 2004; O’Neil
2005, p. 19). 이로서 에콰도르인의 제1 이민국은 미국에서 스페인으로 바뀌
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이민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 최근 에콰도르 정부의 몇몇 정책적 성과들은 언급할 만하다.
1990년대 말 에콰도르 정부는 스페인으로 이민이 급증하자 스페인 정부와
일련의 이민 협상을 전개하였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일종의 사면조치를 시행했는데, 이 맥락에서 2001년 에콰도르
와 스페인 양국 정부는 이민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 내용은 스페인 정부는
에콰도르 불법이민자에게 항공료를 지불하여 귀국시키고, 이들이 적법한 절
차에 따라 스페인으로 재입국하면 이들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약 3,000명의 에콰도르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취득하는 성과를 얻
었다.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민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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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외국인법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에콰도르 정부도
헌법에 이민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08년 에콰도르
신헌법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이민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인정하였다(Ceriani Cernadas 2011, pp. 72-83).
최근 해외 이민자들의 귀국과 관련하여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에콰도르가 가장 앞섰다.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귀국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Bienvenido a Casa(Welcome
home)”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들이 고국에서 다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 및 법률 상담을 해주고 교육⋅보건 서비스를 제공
하며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 에콰도르는 해외거주 자국민이 국내 선거
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das
Migraciones 2010, p. 166).

라. 칠레
현재 칠레 국제이민의 가장 큰 이슈는 페루 이민자의 증가 문제이다. [표
4-12]에서처럼 2002년 기준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만 4천여 명이었
는데, 이를 출생국별로 보면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순으로
등 남미국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아르헨티나 이민은 6
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페루 이민은 13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칠레 내
의 페루 이민자는 1992년 7,600명에서 2002년 3만 8,00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다시 2009년에는 13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다른
주변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놀랄 만한 수치이다. 이처럼 페루 이민자가 ‘단
기간’에 ‘급증’하게 되면서 최근 칠레 사회의 주목과 경계를 받고 있다.
페루 이민 급증의 동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민국과 수민국
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들 수 있다. 많은 페루인들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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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칠레의 외국인 출신국별 구성 ❚
2002

2009(추정)

출신국

인구

아르헨티나

48,176

26.12

60,597

17.20

페루

37,847

20.52

130,859

37.10

볼리비아

10,919

5.92

24,116

6.80

총 외국인
대비율

인구

총 외국인
대비율

에콰도르

9,393

5.09

19,089

5.40

브라질

6,895

3.74

9,624

2.70

베네수엘라

4,338

2.35

N/D

N/D

콜롬비아

4,095

2.22

12,929

3.70

미국

7,753

4.20

9 72?

2.80

쿠바

3,163

1.71

N/D

N/D

스페인

9,084

4.92

11,025

3.10

독일

5,473

2.97

6,547

1.90

중국

262

0.14

4,589

1.30

기타

20,243

10.97

63,249

18.00

184,464

100

352,344

잘못된 계산식

계

자료: Jorge Martínez Pizarro(2011), p. 128.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남미의 경제 ‘선진국’ 칠레로 이주한다. 이와 함께 칠레
와 페루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언어나 종교가 동일한 점도 이민을 수월
케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피노체트 군정 이후 칠레에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규제가 완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뿐만
이 아니라 칠레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는 페루에 있는 이민 희망자에게 정보
와 도움을 제공한다. 산티아고 시내의 아르마스 광장은 일요일마다 페루 이
민자들로 북적이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일자리와 생활정보 그리고 고향 소식
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이민 ‘연줄’은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민 후원 네트워크인 셈이다(임상래 2006, pp. 66-67).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칠레는 출이민이 더 많은 국가이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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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칠레인은 총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고, 이
후 2005년 칠레 정부의 재외국민 총조사에 따르면 해외거주 칠레 국적자는
86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6.8% 는 칠레 태생이고, 43.2%는 해외 태
생이었다. 해외이주 동기는 40.1%는 경제적 이유, 30.8%는 가정 문제로,
12.1%는 정치적 이유를 들었다(Martínez Pizarro 2011, p. 132). 또 [표
4-13]에서처럼 재외국민의 50.1%는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며, 다음으로는 미
국,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
출이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인접국인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
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
일 등 다양한 유럽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 표 4-13. 칠레 주요 출이민국(2005년) ❚
국가

칠레 태생

외국 태생

계

비율

211,093

218,615

429,708

50.1

미국

80,805

33,129

113,934

13.3

스웨덴

27,345

15,051

42,396

4.9

캐나다

25,415

12,162

37,577

4.4

오스트리아

23,420

10,206

33,626

3.9

브라질

17,131

11,240

28,371

3.3

베네수엘라

15,520

11,586

27,106

3.2

스페인

13,864

10,047

23,911

2.8

프랑스

10,388

5,394

15,782

1.8

독일

6,704

3,576

10,280

1.2

에콰도르

4,702

5,180

9,882

1.2

페루

4,652

4,649

9,031

1.1

아르헨티나

자료: Jorge Martínez Pizarro(2011), p. 132.

169

제4장 중남미의 이민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이민에 대한 국가의 개
입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이다.15) 민간정부 수립 이후 칠레의 이민정책
이 더 개방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1975년 군사정부에서 제정된 이민법이
존속되고 있다. 따라서 칠레의 이민정책은 국가안보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칠레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비교할
때 불법이민자에게 가장 엄격한 나라이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불법이민자
에 대한 징역형을 대폭 경감하거나 폐지하고 있지만, 칠레는 아직도 불법이
민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Ceriani Cernadas 2011,
pp. 72-83). 최근 중남미 각국의 이민정책 추세를 볼 때 칠레는 다소 이례적
인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칠레의 이민 관
련 법제의 개정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5. 결론: 중남미 이민과 인구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현재적 성격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라틴아메리카
에서 오늘날과 같이 이민과 인구이동이 크게 나타났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이민 흐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며, 이 이민 흐름
에 참여하는 국가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칠레와 코스타리카 같은 일
부 국가를 제외하고 라틴아메리카는 경제적으로 붐과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
어 왔다. 빈곤과 실업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문제이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이민 흐름에 영향을 주었다. 멕시코, 중미, 카리브 등의 경우 이민으로 인한

15) 칠레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백인화를 지향하는 입이민(immigration) 중심의 이민정책을 추진
하였다. 백인중심 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변하였지만, 전쟁으로 인해 1950~60년대 해외이민 유
입은 정체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칠레 이민정책은 전환기를 맞이하였는데, 1973년 피노체트 군사정
부가 수립되자 많은 칠레인들이 칠레를 떠났고 외국인의 입국도 크게 제한되었다. 군사정부는 정권안
보를 위해 이민자를 사회안정을 해칠 수 있는 외부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여 외국인 이민을
통제하였다. 1988년은 칠레 이민사의 두 번째 전환기로 기록되었다. 이 해 국민투표에서 군정이 패함
으로써 칠레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귀국하였고, 칠레의 경제⋅사회적 안정과 주변국의 위기로 인해
칠레는 남미의 중요한 이민국으로 부상하였다(Loveman 2001, p. 50 ; Doñ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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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흐름에 참여하는 계층은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대중 계급이지만, 반대
로 남미에서는 중산층도 다수가 이민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 이민자의 성별
은 남녀가 비슷하지만, 페루,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앵글로아메리
카로의 남에서 북으로의 이민 흐름은 규모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륙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인구 흐름이다.
오늘날 중남미 이민을 인구와의 관계에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할
것은 나가는 이민이 들어오는 이민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
카에서 나가는 이민자는 2,100만 명이지만 들어오는 이민자는 600만 명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국가(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카리
브 일부 등)를 제외한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서는 출이민이 압도적으로 많음
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엘살바도르 등이 이민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특히 멕시코의 해외거주 이민자는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는 총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유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흐름이다. 총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엘살바
도르, 니카라과, 멕시코 등과 일부 카리브 국가들이 이민자가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인구학적으로 멕시코, 쿠바, 엘살바도르 등
의 국가는 이민자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이들 나라에서 이민자는 본국을 떠나 있지만 국내의 정치ㆍ경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민과 인구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볼 때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민이
인구의 증감에 국가적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이민자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고 총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커져 인구적으로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
식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인 칠레의 페루 이민자와 코스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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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 니카라과 이민자 인구의 증가는 이미 살펴본 바이다. 이들 나라에서 노
동시장에서 이민자와 경쟁하는 부문과 일부 사회계층에서 반이민ㆍ반외국인
주의가 현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전 국가적 수준이 아닌 지역과 지방의 차원에서 이민이 인구구조
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을 언급할 만하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멕시코의
경우이다. 멕시코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떠나 농촌의 경제활동인구
가 줄어들어 지역의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국으로 젊은이
들이 떠나 멕시코 일부 농촌에는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여성과 노인 인구가
많아져 성별⋅나이별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반면 에콰도르의 경
우처럼 이민자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부터 에콰도르에는 페루인의 이민이 증가하였다. 페
루 이민자는 국경 지역 출신이 많아서 주로 에콰도르 남부에 집중되었다. 이
들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이지만 이제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원
이다. 인구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콜롬비아 이민자도 지역의 중요한 인
구 그룹이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사례이다. 정치적 불안정을
피해 콜롬비아인들은 국경을 넘어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은 도시로 떠난 베네수엘라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면서 지역의
중요한 인구 그룹을 이루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이민과 인구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마찬가지로 중요하
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에 대한 국가의 방향과 노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중남미 국가들은 이민과 식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구정
책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외국인 이민을 권장하거나
제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중남미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 불법입국과 불법
체류자 문제, 외국인 인권 침해 등이 이민과 관련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문
제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중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민자의 인
권 문제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이해와 이민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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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어느 수준에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불법 이민자까지를 포함한 이민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민 정책의 중요 내용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에서 이민정책의 주요 의제들은 미국에 있는 자국민 불법
이민자의 합법화 문제, 멕시코인에 대한 이민 비자 확대, 미국-멕시코 국경
검문 문제 등 자국의 이출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오늘날 중
남미에서 이민과 외국인에 대한 국가 정책의 성격은 국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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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남미 인구변동의 영향과
정책과제

1. 서 론
과거 중남미의 가장 큰 인구 문제가 총인구의 증가였다면, 앞으로 가장
큰 인구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지난 반세기 동안 중
남미에서 아동인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1970년 이후 아동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50년에 이르면 17%까
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인인구는 지난 50년간 거의 4배가 되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앞으로 50년의 기간 동안에는 약 1/3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는 지난 50년간 매우 느리게 증가했으나, 향후 수
십 년간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0년 이내에 청소년 인구
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6%에서 9%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50년 동안에는 9
%에서 24%로, 또는 절대적 수치로 지난 50년간 약 900만 명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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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치던 것에 비해, 향후 50년 동안에는 1억 8,0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otlear 2011, p. 8). 이렇듯 중남미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은
아동인구의 감소, 인구학적 보너스로 인한 청년인구의 증가, 그리고 노인인
구의 확대와 전반적 사회의 고령화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구조
의 변화는 도시의 성장과 농촌의 침체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라는 변
수들과 상호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차이에 대한 이해는 단지 인구 자체의 문
제만이 아니라 안정적 경제성장, 자원의 효율적 분배, 사회갈등의 해소, 민주
주의의 지속과 증진, 사회복리의 증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목표들
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본 장은 다음 의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남미
각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남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② 이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정책적 대응과 과제는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과제가 중남미 사회에서 지
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이 중남미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
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령화와 여성노동참여 증가 등의
인구학적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2절에서는 3절과 4절에서 각각 살펴
볼 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 분석으로 중
남미 노동시장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할 것이다. 3절과 4절에서는 각각 노
동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의 여성화를 주제로 인구변화 및 노동시장 그리고
중남미 각국의 관련된 정책과제와 내용을 살펴보겠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
론을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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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 인구의 변동과 영향
인구변동의 내용과 영향을 살펴볼 본 장에서는 우선 중남미 지역의 인구
변동이 중남미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
로 중남미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남미 인구변동과 고령화
인구변천이 이미 끝난 국가들은 출산의 수준도 사망의 수준도 매우 낮다.
그 말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새롭게 이 국가들에서 태어나는 어
린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인구는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
하더라도 고령화된다. 그런데 중남미 지역에서 인구의 크기로 보아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이 이미 인구변
천이 끝났거나 거의 끝난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은 전반적
으로 인구고령화의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컨대 15~59세의 일하는
연령대의 인구만 보더라도 이미 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에 노인인
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그림 5-1]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구 집단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이후 성장 추세에 들어섰고,
2020년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하다가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그런데 인구성장률은 감소하더라도 여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성장
률이 높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인구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반면 15~59세의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40년대에 들어
서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리고 0~14세 까지의 영
유아 청소년 집단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2010년 이후로는 성장률이 마이너
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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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중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의 주요 연령집단별 인구성장률 추이

(1950~2050년) ❚

0~14세

15~59세

60세 이상

합계

자료: CELADE(2007b).

이와 같은 인구성장률에서의 연령 집단간 변화는 전체 인구수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5-2]를 보면, 어린 연령 집단은 이미 2000~10년을 지
나면서 절대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 수는 1억 5,000만 명을 지
나면서 줄어들어 2050년 경에는 1억 2,500만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노인인구 집단의 경우 사정은 정반대인데, 2010년 현재 약 6,000만 명 정도
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40년에는 어린 연령보
다도 많아지고 2050년에는 거의 2억에 육박하게 커질 것이다. 15~59세 인
구는 인구성장률은 높지 않아도 그 수가 원래 컷기 때문에 최소한 2040년까
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들의 크기도 감소
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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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중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의 연령집단별 인구 크기의 변화

(1950~2050년) ❚

0~14세

15~59세

60세 이상

자료: CELADE(2007b).

사실 지금 2010년 현재로만 생각해 보면 중남미 지역의 인구구조는 매우
견고하고 성장에 유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일하는 젊은 인구는 매우 크고
또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 연령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크기가 크지 않고 결정적으로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으로 보면 삶이
쉽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들에게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구학에서는 이러한 인구구조를 ‘인구의 배당금 혹은
보너스’라고 한다. 즉 인구변천의 초기에 높은 출산율로 인해 성인인구가 적
고 어린 인구가 많으면 사회적으로 어린 인구를 키우고 교육시켜야 하기 때
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이 어린 인구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들이 만들어 내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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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자원이 바로 국가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중남미 지역이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인구에 했던 투자가 보너스 혹은 배당금
으로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40여 년 후의 인구이다. 인구의 크
기는 물론 연령 비중이 크게 바뀔 것이 명확하며, 특히 노인인구가 크게 증
가하면서 이들이 본인들의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에 요구하는 것도 커질 것
이고, 실제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
론 국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고령화의 속도와 임팩트는 크게 차이가 날 것
이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에 따
라서도 고령화가 큰 위기가 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나뉘게 된
다. 이 시스템이 바로 앞으로 이 지역 전체는 물론 개별 국가들에게 놓여 있
는 도전이 될 것이다.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은 피할 수 없고 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늘일 수도 없다. 특히 외국 자본이나
공산품과 농산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인구의 고
령화는 지금까지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도전보다 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 경제활동인구와 중남미 노동시장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C 2006)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을 기준으로 중남미의 경제활동인구16)는 총인구의 약 46%인 2억 5천만 명

16) 경제활동인구(EAP: Economic Active Population)는 생산가능인구(WAP: Working-Age Population)
중에서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 인구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의미하며,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다른 범주를 사용한다. 본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
원회를 따라 1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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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 1990년대 중남미의 경제활동인구는 연간 약 600만 명씩 증가하였
으며, 2000년대에는 약 550만 명씩 증가하였다. 2020년대에 중남미의 경제
활동인구 증가는 더욱 둔화되어 연간 약 47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1990년대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55%가 40세 이하 인구에 의한
것인 데 비하여, 2000년대의 증가분은 58%가 40세 이상 인구에 의한 것이
며, 2020년대 증가분은 61%가 40~64세 그리고 17%가 65세 이상 인구에
의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에 절정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대에 연 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2006년 2% 남짓의 성장을 기
록하며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였다(ECLAC 2006, p. 17).17)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에 이르면 3억 7,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은 인구변동의 단계가 각기 다른 중남미 몇몇 국
가들의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표
5-2]는 중남미 각국의 총 경제활동인구와 증가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들에 따르면, 1990~95년 사이 3.2%를 기록했던 중남미 지역의 평
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05~10년 사이 2.1%로 낮아졌으며, 2025~30년
기간에는 1.2%가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증
가율의 변화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1990~95년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인구가 3.1% 증가한 볼리비아의 경우 2005~10년 기간 동안 2.9%를,
그리고 2015~20년과 2025~30년 기간 동안에는 각각 2.6%와 2.1%의 증가
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1990~95년 기간 동안 경제활동인구가 4.1% 증가한 멕시코의 경

17)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 및 성별⋅연령별 구성의 변화는 출생률 및 사망률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참여, 이민과 이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와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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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05~10년 기간 동안에 2.4%를, 그리고 2015~20년과 2025~30년 기간
동안에는 각각 1.8%와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상에 따르면 2025~30년 기간 동안에 아르헨티나
(1.1%), 브라질(1.0%), 칠레(0.8%), 콜롬비아(1.0%), 코스타리카(1,1%), 쿠
바(-0.4%), 멕시코(1.1%), 우루과이(0.5%) 등 인구대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
의 중남미 국가들이 1% 이하 또는 근접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기록하
며 경제활동인구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 표 5-1. 중남미의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단위: %)

국가

중남미

볼리비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구분

기간
1990~95년

2000~05년

2025~30년

인구

1.7

1.3

0.7

생산가능인구

2.4

1.9

1.1

경제활동인구

3.2

2.3

1.2

인구

2.4

2.2

1.2

생산가능인구

2.4

2.7

1.8

경제활동인구

3.1

2.9

2.1

인구

2.3

2.5

1.8

생산가능인구

2.5

2.8

2.5

경제활동인구

3.8

3.4

3.1

인구

3.8

3.4

3.1

생산가능인구

1.9

1.5

0.7

경제활동인구

4.2

2.4

1.0

인구

1.8

0.9

0.5

생산가능인구

2.7

1.6

0.9

경제활동인구

4.1

2.2

1.1

인구

1.3

1.0

0.6

생산가능인구

1.8

1.4

0.9

경제활동인구

2.1

2.2

1.1

자료: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Demographic Centre(CELADE)-Population Division of ECLAC,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2006, 재인용: ECLAC(200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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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중남미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성장률(20~64세) ❚

연
평
균
성
장
률

4.0%
3.5%
3.0%
2.5%
2.0%
1.5%
1.0%
0.5%
0.0%
-0.5%
-1.0%

브라질
칠레
멕시코

1975~80

1985~90 1995~00 2005~10

2015~20 2025~30 2035~40 2045~50

자료: UN(2007); Jackson et al.(2011), p. 14에서 재인용.

❚ 표 5-2. 중남미 국가별 총 경제활동인구 및 연간 증가율 ❚
(단위: %)

국가

1990

1995

2000

163,250 191,263 221,717
아르헨티나 12,630 14,057 15,539
볼리비아
2,607
3,041
3,597
중남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63,997
4,813
13,018

73,974
5,504
16,055

85,014
6,198
19,164

1,141
4,206
3,451

1,334
4,398
4,323

1,586
4,426
5,163

1,735
2,525
2,571

2,084
3,051
2,686

2,475
3,723
2,830

1,539
26,292
1,296

1,809
32,209
1,592

2,104
38,867
1,928

902
1,601
7,901

1,066
1,842
9,677

1,239
2,124
11,576

2,775
1,355
6,895

3,234
1,464
7,861

3,700
1,569
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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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경제활동인구(1000명당)
2005
2010
2015
248,532 276,108 303,447
17,366 19,006 20,627
4,164
4,821
5,540
94,421 102,888 110,921
6,984
7,739
8,472
21,603 24,103 26,536
1,875
2,167
2,430
4,667
4,913
5,092
5,840
6,613
7,443
2,876
3,296
3,739
4,402
5,276
6,354
3,261
3,794
4,396
2,509
3,001
3,549
43,374 48,790 54,160
2,221
2,552
2,888
1,414
1,590
1,766
2,487
2,885
3,309
12,970 14,458 15,923
4,154
4,626
5,118
1,594
1,653
1,719
10,384 11,933 13,467

2020

2025

2030

330,002 354,882 377,451
22,149 23,592 24,972
6,313
7,110
7,903
118,784 126,131 132,559
9,050
9,490
9,863
28,765 30,680 32,301
2,660
5,185
8,305

2,859
5,158
9,134

3,026
5,054
9,917

4,208
7,614
5,043

4,670
9,038
5,724

5,108
10,562
6,430

4,125
59,240
3,209

4,724
63,750
3,528

5,337
67,502
3,841

1,940
3,748
17,300

2,105
4,192
18,623

2,254
4,631
19,892

5,622
1,782
14,960

6,125
1,841
16,407

6,616
1,890
17,793

❚ 표 5-2. 계속 ❚
연간 증가율(1000명당)
국가

1990~95

1995~
2000

중남미

3.2

3.0

2.3

2.1

1.9

1.7

1.5

1.2

아르헨티나

2.1

2.0

2.2

1.8

1.6

1.4

1.3

1.1

볼리비아

3.1

3.4

2.9

2.9

2.8

2.6

2.4

2.1

브라질

2.9

2.8

2.1

1.7

1.5

1.4

1.2

1.0

칠레

2.7

2.4

2.3

2.2

1.8

1.3

0.9

0.8

콜롬비아

4.2

3.5

2.4

2.2

1.9

1.6

1.3

1.0

코스타리카

3.1

3.5

3.4

2.9

2.3

1.8

1.4

1.1

쿠바

0.9

0.1

1.1

1.0

0.7

0.4

-0.1

-0.4

에콰도르

4.5

3.5

2.5

2.5

2.4

2.2

1.9

1.6

엘살바도르

3.7

3.4

3.0

2.7

2.5

2.4

2.1

1.8

과테말라

3.8

4.0

3.4

3.6

3.7

3.6

3.4

3.1

아이티

0.9

1.0

2.8

3.0

2.9

2.7

2.5

2.3

온두라스

3.2

3.0

3.5

3.6

3.4

3.0

2.7

2.4

멕시코

4.1

3.8

2.2

2.4

2.1

1.8

1.5

1.1

니카라과

4.1

3.8

2.8

2.8

2.5

2.1

1.9

1.7

파나마

3.3

3.0

2.7

2.3

2.1

1.9

1.6

1.4

파라과이

2.8

2.9

3.2

3.0

2.7

2.5

2.2

2.0

페루

4.1

3.6

2.3

2.2

1.9

1.7

1.5

1.3

도미니카(공)

3.1

2.7

2.3

2.2

2.0

1.9

1.7

1.5

우루과이

1.5

1.4

0.3

0.7

0.8

0.7

0.7

0.5

베네수엘라

2.6

2.5

3.1

2.8

2.4

2.1

1.8

1.6

2000~05 2005~10 2010~15 2015~20 2020~25 2025~30

자료: ECLAC(2006), p. 39.

한편 중남미에서 인구고령화 현상을 보여주는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과 관련이 있는 총인구 연령구성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조에 반영
되어 나타난다. [그림 5-3]에 따르면 중남미의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고
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남미 지역의 이러한 고령화는 각국의 인
구변천의 단계에 따라 일어났거나 일어날 현상이다. 2005년 기준으로 중남미
각국의 인구구조 상황은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이 39세를 기록한 우루과이
부터 35세를 기록한 과테말라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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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중남미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조 ❚
1990

연령

남성

여성

%
2005
연령
남성

여성

%
2030
연령
여성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자료: ECLAC(200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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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그림 5-4]는 중남미 지역에서 연령 그룹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40~65세 연령 그룹이었
고, 200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그룹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가장 증가율
이 낮았던 그룹은 15~24세 그룹이었으며, 앞서의 여러 이유들과 함께 경제
활동인구의 고령화를 보여준다.

❚ 그림 5-5. 중남미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
5
4
3
2
1
0
1990~1995 1995~2000

2000~2005

15~24세

2005~2010

2010~2015

25~39세

2015~2020

2020~2025 2025~2030

40~65세

65세 이상

자료: ECLAC 2006: 19.

❚ 그림 5-6. 중남미 인구학적 부양비 및 실질부양비 ❚
(단위: %)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990

1995

2000

실질부양비
자료: ECLAC(2006), p. 2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인구학적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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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간에 걸친 부양비(dependency ratio)의 변화, 즉 생산가능인구 대
비 15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변화를 통해서 인구의 고령화를 가
늠할 수 있다. 처음에 인구가 나이를 먹을수록 부양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
이며 부양비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기간을 ‘인
구학적 보너스(demographic bonus)’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결국 부양비는 증가하게 된다. 예측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인구학적 보너스
는 2015~20년 무렵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후부터 노동참여
율의 변화가 없다면, 아동인구의 증가가 아닌 인구 전반의 고령화로 인하여 부
양비는 다시 증가할 수 있다(Manpower 2006, p. 8; Cotlear 2011, p. 8).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경우 인구의 연령구조와 노동참여율의 변화를 반영
한 실질부양비(effective dependency ratio)는 젊은 노동인구의 유입과 여성
노동참여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당분간 상당히 낮아질 것
이다. 1990년에 중남미에는 100명의 경제활동인구당 300명의 비경제활동인
구를 기록했으며, 2000년에는 247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180명으로 될
것으로 추산된다. 두 지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림 5-6]에 따르면 실
질부양비의 경우 분명한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참여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실질인구 보너스(effective demographic bonus)’가 인구학적
보너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중남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둔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될 것
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은 젊은 노동인구의 유입과 여성 노동참여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당분간 실질부양비가 낮아지는 실질인구 보
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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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중남미 국가들의 인구학적 보너스와 기회 ❚
부양비 감소기간
국가
최대값

최대값
연도

최소값

최소값
연도

기간
(년)

정도(%)

아르헨티나

78

1989

63

2032

43

19

볼리비아

95

1974

57

2041

67

40

브라질

97

1964

58

2007

43

41

칠레

92

1966

54

2011

45

41

콜롬비아

109

1965

56

2017

52

49

코스타리카

115

1965

53

2014

49

54

91

1974

53

1991

17

42

도미니카(공)

114

1965

63

2027

62

44

에콰도르

105

1965

61

2025

60

43

엘살바도르

104

1968

57

2028

60

45

과테말라

103

1988

55

2050

62

46

92

1970

57

2039

69

38

온두라스

111

1972

56

2040

68

50

멕시코

110

1966

57

2022

56

49

니카라과

114

1965

59

2035

70

48

파나마

102

1968

61

2020

52

40

파라과이

113

1962

58

2038

76

48

페루

99

1967

59

2017

50

41

우루과이

74

1989

67

2016

27

9

104

1966

61

2020

54

41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자료: CELADE/ECLAC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2007 for Latin America; Cotlear(2011), p. 9.

1) 여성 노동참여의 증가
무엇보다도 중남미 경제활동인구와 노동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는 출산율 및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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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 중남미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연간 평균 성장 ❚
1980~90년

연령
65세 이상
40~65
25~39
15~24
0~14

2000

1500

1000

남성

500

0

500

1000

1500

2000

1,000명당

여성

1990~2000년

연령
65세 이상
40~65
25~39
15~24
0~14

2000

1500

남성

1000

500

0

500

1000

1500

2000

1,000명당

여성

2000~10년

연령
65세 이상
40~65
25~39
15~24
0~14

2000

1500

남성

1000

500

0

500

1000

1500

2000

1,000명당

여성

2010~20년

연령
65세 이상
40~65
25~39
15~24
0~14

2000

1500

남성

자료: ECLAC(200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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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여성

500

0

500

1000

1500

2000

1,000명당

급격하게 증가한 여성의 노동참여를 들 수 있다. 고령화와 더불어 여성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는 성별에 따라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한 [그림 5-7]을 살펴보면 명백해진다. 1990~2000년
기간 동안 25~39세 그룹과 40~65세 그룹의 증가가 나타났고, 2000년대에
는 40~65세 그룹의 증가와 15~24세 그룹의 눈에 띄는 감소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경향은 향후 수십 년간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여전히 남성이 지배적이다. 1990년
여성 1명당 남성 2명의 비율로 경제활동인구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비율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2006년 경제활동인구에서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5가 되었고, 2030년에 이르면 1.2가 될 전망이다. 수십
년 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대부분 남성에 의한 것인 데 비하여, 1990년
대 이후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여성에 의한 것이다. 1990년대 남성
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차이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1990년대
초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연간 증가율은 5%를 기록하여 2.3%를 기록한 남
성의 2배 이상을 나타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장래에 성장률이 저하될 것
으로 전망되지만,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의 증가율의 2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은 최소한 203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남미 지역의 총생애 경제활동기간(the number of gross years of
active life)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의 총생애 경제활동기간은
1990년 남자는 49.8, 여자는 21.4를, 2005년에는 남자 49.1, 여자 29.1을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2030년에는 남자 48.7 그리고 여자 37.4를 각각 기
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자의 기간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여자의 기간은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ECLAC 2006, p. 21).
여성 노동참여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도시지역 비공식 부문에서의 일자리
증가, 특히 여성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기회에 확대에 따른 농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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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도시로의 이주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편 최근의 여성 일자리 확
대는 공식 부문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는데, 특히 이러
한 경향은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평가 절하하
는 요인이 되었다(ECLAC 2006, p. 21).
인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 출산율의 저하를 들 수 있는데, 역으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려는 가장 큰 동기의 하
나는 자녀 수의 감소와 여성들의 높아진 교육수준이다.

2) 도농 및 산업부문별 노동인구의 변화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이주와 도농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알려
져 있듯이, 중남미 국가들은 다양한 도시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도
시화를 보여주고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와 같은 남미 일부 국가들
의 경우 과거 농촌과 도시 간에 일어난 집중적인 이주 현상의 결과 농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왔다. 따라서 1990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도시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성장률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성장률의 3배에 달
했다.
중남미 지역의 농촌과 도시 경제활동인구의 성장률 측면을 보면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같은 국가들의 경우 농촌 경제활동인
구는 199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데 반하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경
우 농촌지역에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2000~05년 기간 동안
2%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농촌 경제활동인구의 뚜렷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중남미 노동력의 구조와 구성의 변화는 20세기 후반부에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지역 전반에 걸쳐 농업에 종사하는 노
동인구는 감소하였다. 1950년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우루과이, 그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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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수엘라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
러나 1990년대 말 농업에 노동력 절반 이상이 종사하는 나라는 아이티가 유
일하며, 20개 국가 중 15개 국가에서 농업종사자는 전체 노동력의 25% 미
만을 차지한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단 1%의 노동력만이 농업에 종사한
다(ECLAC 2006, p. 21).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율은 수입대체산업화
(ISI)에 따른 산업 증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된 시장지향적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무역개방
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들이 보호 산업의 지위를 상실했고, 결국 많은 제조업
분야들은 생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 그림 5-8. 아르헨티나와 온두라스의 경제부문에 따른 노동력

(1950년과 1990년대) ❚

자료: ILO(1986),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50-2025, Vol. III; ILO(2002),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2001-2002, Table 4 재인용; Brea(2003),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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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서 서비스업은 주요 고용원이 되었다. 2000년에
중남미 20개 국가 중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를 제외
한 16개국에서 서비스업은 절반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였다. 그리나 농촌인
구가 여전히 많은 이 4개국에서도 상황은 변하고 있다. 예컨대, 온두라스의
경우 1950년 72%에 달하던 농업종사인구가 1990년대 말 35%로 하락했으
며, 서비스업의 경우 19%에서 43%로 늘어났다(Brea 2003, p. 28).

3) 경제위기, 비공식 부문의 증가 그리고 경제 구조조정
중남미의 비공식 부문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농촌으로부터 도시
로의 대규모 이주로 인하여 팽창하였는데, 수입대체산업화가 추진되던 이 시
기에는 공식 부문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비공식
부문의 활동을 살펴보는 지표의 하나인 자영업 비율이 총고용의 29%에서
20%로 감소하였다. 반면 1980년대와 1990년대 기간 동안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기준으로 비공식 부문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 비공식 부문
은 총고용의 30%를 차지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비공식 부문의 증가는 경제 침체와 외채 위기, 경
제 구조조정 그리고 공공지출의 삭감과 고용 감소 등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증가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 정책하의 보호주의
조치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자 경쟁을 견디기 힘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
았다. 또한 공식과 비공식 부문 간의 연계가 점점 커졌다. 비공식 부문은 공
식 부문을 위하여 부품과 반제품을 생산했고, 배급과 판매를 도왔다. 공식
부문에 고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의 축소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렸
다. 공식부문에서의 실업은 1970년대 중반 노동력의 6%에서 1980년대 중
반 14%로 늘어났다. 1986년부터 1994년 사이 니카라과의 실업률은 5%에
서 24%로 늘어났으며,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경제위기가 한창인 2002년
24%에 달하기도 하였다(Brea 2003, p. 29).

192│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남미 지역은 높은 원자재 가격과 같은 우호적인 대
외환경으로 높은 국내 총생산과 고용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노동시장 개혁
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세계 금융위기는 중남미 지역 고용
에 일시적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중남미 전 지역에서 재개된 강력하고 빠른
경기회복은 실업률을 8.1%에 머물게 하였다(Egaña and Micco 2011, p. 3).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중남미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절대적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
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각국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②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
가의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③ 중남미인들, 특히
여성들이 능동적인 경제활동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④ 도시와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각기 다르다.

3. 중남미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정책과제
21세기 동안 중남미의 인구변동은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특징으로 할 것이
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65세에 머물렀던 평균 기대수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 은퇴시기와 일치했다. 하지만 2015년이 이르면 중
남미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 기대수명은 최소한 75세가 되며, 이는
평균 은퇴시기보다 10년이 많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선 공영 및 민간
연금제도에 압박을 주게 된다. 즉 65세 이하의 은퇴연령을 보장하는 연금
프로그램이 점점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확장가족
개념의 약화와 전통적 핵가족의 변화는 사회 각 부문에서 노인인구를 위한
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의미한다(Manpower 2006, p. 10). 이러한 중남미 국
가들의 고령화는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를 받은 국가들로부터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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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20세기 초 인구변천이 시작되었으며 가장 확장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외의 중남미 국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 더
하락하는 부양비의 혜택을 입을 것이나, 이후부터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이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유럽이 경험한 것처럼 1세기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남미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불과 20~30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
다.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들의 25%가 중남미 국가들
이다.
이러한 전망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거리를 안겨준다.
우선 높은 노인인구 비중을 가진 나라는 소득 성장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

❚ 그림 5-9. 연령에 따른 남녀 비율 ❚
파타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페루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엘살바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우르과이
아르헨티나

LAC(평균 비가중)
남녀 비율
< 60세

자료: Cotlear and Tornarolli(2011),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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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진다. 또한 많은 노인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쉽지 않은데, 특히 중하위
소득 수준의 국가의 경우는 무척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낮은
소득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소득의 확보, 적절한 의료, 그리고 노인들의 다
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고령
화 사회를 위한 적합한 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미룰 수 없다. 즉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질 제도에 의하여 미래에 노인이 되어서 제공받을 경
제적 수단과 의료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설계는 이미 시작되
었다(Cotlear 2011, p. 2).

가. 고령화와 경제생활
[그림 5-10]은 성별에 따른 노인인구의 각기 다른 소득원천의 상대적 중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수입은 점차 줄어든다. 청장년의
경우 평균 노동수입은 총수입의 90%(남성 94%, 여성 82%)에 달하는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노동수입은 44%(남성 54%, 여성 26%)로 떨어진다. 그
리고 80세 이상에서의 노동수입은 총수입의 15%(남성 21%, 여성 5%)로
감소한다.
그럼 노령인구에게 노동소득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일까? 중남미의 평균
노인인구의 경우 연금(34~49%)과 개인이전(15~28%)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
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과 개인이전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한편,
온두라스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오직 개인이전만이 중요해지
고 있고, 6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우루과이)
에서는 규모가 미미한 개인이전보다는 오직 연금이 의미가 있다. 가정 밖으
로부터의 이전 또는 가정 내에서의 재정적 도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의존적이었다(Cotlear 201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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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0. 중남미 노인인구의 수입원천 ❚
(단위: %)

자료: Cotlear(2011), p. 20.

❚ 그림 5-11. 60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율 ❚
(단위: %)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구
(%)

자료: Rofman, Lucchetti and Ouren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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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수입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에서 연금수혜 범위는 좁은 편이다. 연금수혜 대상이 많은 나라로는 아르헨
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고 우루과이를 꼽을 수 있는
데, 이중에서 볼리비아와 브라질은 사회적 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사회적 연금은 빈곤 축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인구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노인인구 사이의 불평등이
❚ 표 5-4. 노동인구 참여율 ❚
(단위: %)

남성(%)
국가

총 60+ 80+

여성(%)
25~
25~
총 60+ 80+
총
59
59

남성+여성(%)
60+ 80+

60+ 60+
25~
연금 연금
59
있음 없음

아르헨티나

82.8 42.4 7.2 94.2 53.1 17.4 1.5 66.2 66.6 27.6 3.4 79.4 10.9 42.3

볼리비아

91.4 66.1 33.0 97.1 67.9 51.8 22.7 71.6 79.1 58.5 27.1 83.8 50.7 75.8

브라질

83.1 44.0 16.2 91.4 58.6 19.8 5.7 68.0 70.2 30.5

9.7 79.2 25.8 45.5

칠레

82.5 43.0 10.1 92.8 47.2 15.4 1.9 57.0 63.8 27.5

5.0 74.2 19.1 36.4

콜롬비아

83.4 44.6 10.9 93.2 51.4 15.9 3.4 61.0 66.0 28.6

6.5 75.8 14.0 30.9

코스타리카

86.1 41.4 6.0 95.0 45.7 10.6 1.1 53.4 64.9 24.7

3.2 73.3 12.1 37.2

도미니카(공)

82.3 51.8 17.4 89.8 43.8 12.4 1.8 51.4 62.6 31.7

8.9 70.2 17.3 32.9

에콰도르

91.2 28.8 28.8 97.1 66.8 38.0 12.8 74.3 78.5 53.1 20.2 85.2 27.4 58.1

엘살바도르

84.5 52.3 20.5 93.5 49.7 21.3 7.5 57.3 65.0 35.1 13.1 73.1 16.3 38.5

과테말라

93.2 73.1 40.4 97.7 50.2 28.8 9.3 54.4 69.7 50.2 23.6 73.7 33.8 52.8

온두라스

90.1 66.9 30.3 95.7 44.1 24.5 8.1 48.5 65.0 44.5 18.4 69.7 14.3 46.3

멕시코

89.5 60.6 28.7 95.9 52.2 25.1 9.2 58.4 69.3 41.2 17.2 75.6 25.1 45.7

니카라과

91.3 67.3 29.3 96.6 50.5 23.6 6.6 56.3 69.3 43.8 16.2 74.9 23.2 46.3

파나마

86.9 49.7 18.1 96.0 49.6 13.5 3.2 58.6 67.8 31.1

파라과이

90.0 63.2 22.0 95.7 60.3 34.6 8.9 66.4 74.6 47.8 15.1 80.7 22.0 50.1

페루

88.5 65.5 32.0 94.8 67.3 43.0 22.1 73.9 77.5 53.8 26.6 83.9 26.1 60.2

우루과이

77.0 33.2 4.2 94.8 53.5 15.5 1.1 72.9 64.1 22.8

베네수엘라

89.1 54.0 21.6 95.3 57.1 20.4 5.0 64.3 72.9 36.2 11.7 79.8

중남미 평균*

86.8 54.9 20.9 94.8 53.8 24.0 7.3 61.9 69.3 38.3 13.2 77.4 21.4 47.0

9.9 76.9 14.7 41.8

2.2 83.1 11.6 57.7
-

-

주: * 비가중(unweighted) 평균.
자료: Cotlear and Tornarolli(2011),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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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연령별 실업률 ❚
(단위: %)
60+
연금 있음

60+
연금 없음

총

60+

25~59

아르헨티나

6.6

6.2

6.6

4.7

6.5

볼리비아

2.9

1.2

3.4

59.4

12.9

브라질

5.6

2.0

5.9

1.5

2.9

칠레

5.5

3.5

5.7

3.7

3.3

콜롬비아

8.8

5.4

9.1

4.9

5.4

코스타리카

3.6

3.8

3.6

4.8

3.5

도미니카(공)

2.8

0.4

3.0

0.0

0.4

에콰도르

9.4

8.0

9.6

11.8

7.7

엘살바도르

5.1

3.7

5.3

1.6

3.9

과테말라

1.0

0.4

1.1

1.2

0.3

온두라스

1.4

0.4

1.6

0.0

0.4

멕시코

1.9

2.2

1.8

0.3

2.4

니카라과

5.0

3.1

5.3

2.2

3.1

파나마

5.5

2.5

5.8

1.3

2.8

파라과이

3.3

2.1

3.5

9.2

1.8

페루

2.9

1.4

3.1

3.8

1.2

우루과이

7.4

5.7

7.6

8.6

4.0

베네수엘라

7.4

5.6

7.6

-

-

중남미 평균*

4.8

3.2

5.0

7.0

3.7

국가

주: * 비가중(unweighted) 평균
자료: Cotlear and Tornarolli(2011), p. 115.

젊은 인구 사이의 불평등보다 심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연금 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볼리비아와 브라질의 경우 노인인구 사이의 불평
등이 국민 전체보다 낮게 나타난다.
한편 6개국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 이민자로부터의 송금인 개인이전이 노
인인구 소득에서 연금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개인
이전이 노인인구의 빈곤 축소에 연금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상식과
는 달리 개인이전은 어린이의 육아보다는 노인가족 부양에 더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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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복지에 있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40%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활동 중인데, 참고로 청년인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합쳐
77%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청년인구의 평균 80%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어 오랜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주거 및 가족 형태
주거 및 가족 형태의 선택은 가족구성원의 복리와 육아 및 노인복지 시설
등 잠재적으로 큰 규모의 공공재정 비용을 요구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다. 선진국의 경우 노인들은 홀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스스로 사는 경향이
있는 한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직도 여러 세대의 친척들이 한 가
구를 이루어 살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살

❚ 그림 5-12. 연령에 따른 평균 가족구성원의 수 ❚

노인

비노인

자료: Cotlear and Tornarolli(2011),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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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스스로
사는 형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의 경우 주거 및 가족 형
태의 선택은 국가들간의 차이가 큰 편인데, 젊은 중미 국가들의 경우 거의
90% 이상의 노인들이 다세대의 가족 형태로 살고 있는 데 비해, 아르헨티
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절반 정도의 노인만이 가족들과 살고 있다(Cotlear
2011, p. 21).
한편 한 연구(Cotlear and Tornarolli 2011)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노인
들일수록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빈곤한 또는 빈곤에
가까울수록 다세대 가족에서 함께 사는 경향이 있고, 높은 소득을 가진 노인
일수록 독립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연령 또한 주거 또는 가족 형태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대에서 60대까지는 독립적으
로 생활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분명한 전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70대 중반이 되면 자녀들과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여
성의 경우 흔한 현상으로 배우자를 잃은 후 나타난다. 한편 남성의 경우 이
런 현상이 덜 나타나는데, 이는 배우자에 의지하여 생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빈곤한 또는 빈곤에 가까운 노인들이 자녀 및 손자들과 거주하기 때
문에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보조를 받는다고 추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틀린 것이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 대부분이 그들이 받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더 많은 공헌을 한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빈곤한 노인들에 의하여 선호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는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 육아 보조, 또는 매우 고령 등을 꼽을 수 있
다(Cotlear 2011, p. 20).

다. 고령화와 정책과제: 연금개혁의 내용과 함의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대표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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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연금개혁을 들 수 있다. 지난 30년간 1980년대 초 칠레를 필두로 중
남미 각국은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된 시장지향적 경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공적부과식(Pay-As-You-Go) 연금제도의 ‘민영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남미 9개국이 공적부과식 연금제도를 전체적으로 또
는 부분적으로 대신하여 개인구좌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연금제를 도입하였다.
우선 칠레, 멕시코, 볼리비아,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기존의 공적부과 방식
및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형태의 공적연금제를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는 완전적립 방식의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 형태로 완전히
대체하는 완전민영화(full privatization)를 실시하였다. 완전민영화는 사적연
기금의 설립과 신규 연금가입자의 사적연금 의무가입을 통하여 기존 공적연
금의 완전한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페루와 볼리비아는 병렬체제(parallel
system)를 채택하였는데, 이 체제는 연금개혁 이후에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 서로 공존하며 경쟁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병렬체제에서 공적체제는 개혁
의 과정을 거치고 새로이 도입된 민간연금체제와 함께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한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선택한 혼합형(mixed system)의 경우
연금가입자들이 공적체제와 민간연금 모두에 공헌을 하고 공적연금과 민간연
금 모두로부터 연금을 받는 형태이다. 즉 이 체제하에서는 국가가 기초연금
의 형태로 제공하는 공적연금과 함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혼합되어 있는
보충연금이 있다. 가입자들은 보충연금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선택적으
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8년 11월 세계 금융위기의
와중에 개인구좌 기반의 민간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국유화를 단행하기도 하였
다. 결과적으로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 순수한 공적부과식 연금제도를 운영하
는 국가는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국유화를 단행한 아르헨티나 정
도이다. 하지만 브라질의 경우 비교적 큰 규모의 자발적인 민간 ‘보충’ 연금
가입이 활발하다.

201

제5장 중남미 인구변동의 영향과 정책과제 │

❚ 표 5-6. 중남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

구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
티나1)

우루과이

멕시코

볼리비아

엘살바
도르

도입시기

1981

1993

1994

1994

1996

1997

1997

1998

연금체계 구조

완전
민영화

병렬
체제

병렬
체제

혼합형

혼합형

완전
민영화

완전
민영화

완전
민영화

공적부과
(PAYG) 방식

폐쇄

존속

존속

존속

존속

폐쇄

폐쇄

폐쇄

새로운 가입
자의 선택

의무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2)

의무적

의무적

의무적

기금관리회사

AFP

AFP

AFP

AFJP

AFAP

AFORES

AFP

IAFP

분권화

분권화

분권화

집중화

집중화

분권화

분권화

분권화

과거 기여분

평가
채권

평가
채권

평가
채권

보상
연금

소멸

평생
전환

보상
연금

평가
채권

장애/기초생
활보험

사적

사적

사적

사적

사적

공적

사적

사적

최소확정비율

상대적

규정
없음

상대적

상대적

절대적

X

X3)

상대적

최소연금 보장

O

X

O

O

O

O

X

O

수집방법

주: 1) 아르헨티나는 2008년 11월 민간연기금의 ‘국유화’를 통하여 순수한 공적부과식으로 회귀하였다.
2) 우루과이의 사적체계는 오직 고소득 노동자만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3) 기금관리회사는 의무적으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료: Jackson et al.(2009); 이상현(2005), P. 93; Queisser 1998, p.37; Kritzer 2000; Barrientos 1997
에서 재구성.

사실 연금개혁의 주된 목적이 재정압박의 해소라면, 개혁을 실시한 많은
사례들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보장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확충의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연금개혁은 그다
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여
전히 40% 이하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노인인구가 빈곤하게
생활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노인들은 늙어서도 계속 노동을
하거나(특히 남성), 또는 가족에 의존하는(특히 여성) 방법을 통하여 빈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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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그룹은 60세 이상의 인구가 아니라
아동인구이다. 그러나 아주 연로한 80세 이상의 그룹은 사정이 다르다. 대부
분이 여성으로서 빈곤에 빠지기 쉬운 80세 이상의 그룹은 60세 이상 그룹보
다 더욱 가족의존적으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그룹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공공지출 증가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공적부과식 연금제도의 연금 지불
책임을 확대시켜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중남미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실시한 연금제도 개혁
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실
시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경우 기존의 공적부과식 제
도에서 비롯되는 지불의무의 감소 덕으로 고령화로 인한 예산 부담이 줄어
드는 효과를 볼 것이다. 사실 평균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인구고령화에 따
른 재정압박이 상당한데, 이러한 공통적인 압박은 국가간에 존재하는 인구의
차이 또는 많은 국가들이 수행한 연금개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국가들간의
이질적 측면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의 여러 정책담당자들은 인구변천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최근 이룩한 공공교육과 기초 보건의료 혜택 범위의 확대를 뿌듯
해 하지만,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이 국가적 노력에 의한 재정확대에 따른 결
과가 아니라 출산율의 저하로 생겨난 뜻밖의 횡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쉽
게 간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박이 갈수록 증가
하고 심각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소득증대와 함께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는 연금 및 의료 분야의 예산 증가를 위한 정치적 압박을 증대시킬 것
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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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남미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정책과제
가. 중남미 여성과 노동참여 확대의 의미
중남미 지역에서 여성의 노동참여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1960년 총 노동력 대비 19%에 머물던 여성의 비율은
2000년 28%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노동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교육, 출산율, 배우자의 소득, 그
리고 가정 생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참여의 증가는 농업부
문 고용의 감소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종종 저임금, 노동집약적 직업들인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이런 종류의 일자리에 고용된다.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는 경제 구조조정과 함께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으로의 전

❚ 그림 5-13. 여성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1950년과 2000년) ❚

자료: C. Clarke and D. Haward, “Cities, Capitalism, and Neoliberal Regimes,” R. Gwynne and C.
Kay(ed.)(1999), Latin America Transformed, table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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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따른 수출조립 분야와 자유무역지대에서 여성고용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마낄라도라 조립공장 지대의 경우 60%의
노동력이 젊은 여성노동력이다. 1998년에만 해도 이 지역에서 백만 명 이상
이 고용되어 있었다(Brea 2003, p. 29). 여성고용 증가의 원인들로는 농촌에
서 도시로의 이주현상,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솟는 남성의
실업 또는 불완전고용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는 여성 권리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중남미 전
역에서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여성 노동참여의 확대는 전통적
가족 기능의 변화와 남성의 가사노동 확대를 의미함은 물론, 더욱 강력한 육
아 및 보육 시설, 학교 수업시간의 확대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간 등을 요구
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 여성이 가정 내에서 보다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
행하게 됨으로써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었다(Brea
2003, pp. 30-31).

나. 여성의 노동참여, 차별 그리고 정책과제
중남미에서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는 앞서 살펴본 권리의 신장과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여성의 고용기회는 여전히 남성보다
제한적이고, 임금도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종종 승진의 기회
가 적은 비숙련 일자리로 제한된다. 더욱이 가정 밖에서의 노동이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위기와 남성의 실
업 또는 불완전고용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와 함께 여성의 노동참여는 가정
내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한편으로 고위직 일
자리에서 여성의 참여가 완전하게 허용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현장
에서 남녀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동일한 조건에서
남성의 임금보다 평균 25%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Manpower 200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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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 연
구(Duryea, Jaramillo and Pagés 2003)에 따르면, 18개국 중 15개국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임금비율은 80%를, 그리고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연구(Duryea, Edwards, and Ureta 2004) 또한
남녀 임금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교
육과 경력을 통제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25%에서 17%로 8%가 하
락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 표 5-7. 교육기간이 반영된 성별에 따른 임금(2004년) ❚
(단위: %)

국가

총 교육기간
0~5년

6~9년

10~12년

13년 이상

베네수엘라

82

80

79

86

엘살바도르

77

76

89

82

콜롬비아

85

87

83

80

아르헨티나

89

66

81

69

파라과이

68

77

86

73

에콰도르

132

69

79

73

코스타리카

65

67

83

70

니카라과

76

75

72

72

온두라스

77

72

80

69

파나마

52

53

84

71

과테말라

89

83

73

87

칠레

87

80

80

70

페루

82

83

85

75

우루과이

86

71

78

67

브라질

66

62

63

61

볼리비아

74

84

71

64

멕시코

61

83

62

62

주: 표시된 숫자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받는 임금을 %로 표시한 것임.
자료: ECLAC(2004), Statistical Yearboo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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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별에 따른 직업 차별은 상대적으로 더 완고하다. 즉 교직, 가사도
우미, 사무실 행정 등 소위 ‘전통적’ 여성 직종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고용되
어 있는 현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중남미 지역
은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높은 직업
차별을 보이고 있다. Deutsch, Morrison, Piras, and Ñopo(2004)의 연구가
밝혔듯이, 중남미 지역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 차별은 매우 견고하게 자리잡
고 있으며, 1990년대 기간 동안 전혀 또는 거의 진전이 없다. 하지만 이러
한 성별 직업 차별은 단지 성차별적 이슈에 국한되지 않기에 심각성이 더하
다. 즉 직업의 과반수로부터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현상은 유연성,
효율성 그리고 평등성의 맥락에서 지역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킨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적 경쟁과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속에서 국가가 보
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남성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내부의 차별, 즉 부자와 가난한 여
성, 흑인과 백인, 그리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차별 또한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 높은 소득을 받는 여성은 더 교육받고, 자녀의 수가 적으며, 높은 임
금을 받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모든 공공 서비스를 가진 집에 사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으며, 전기 또는 상수도 시설이 부
족한 집에 거주하면서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성은 가난하고 원
주민 또는 흑인의 후손일 확률이 높다. 페루의 예(Duryea and Genoni
2004)를 보더라도, 비원주민 여성노동자의 19%가 그리고 비원주민 남성노
동자의 26%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인 데 비해 오직 4%의 원주민 여성
노동자만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남미 여성의 노동참여 사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향
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한 단면인 노동의 현장
에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은 더욱 가혹한 제약에 맞닥뜨린다.
오랜 시간에 걸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은 인종적 차별과 관계

207

제5장 중남미 인구변동의 영향과 정책과제 │

없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주었다. 앞으로의 도
전은 모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5. 결 론
중남미 인구변동의 특징은 아동인구의 감소, 인구학적 보너스로 인한 청년
인구의 증가, 그리고 노인인구의 확대와 전반적 사회의 고령화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변동은 도시의 성장과 농촌의 침체 그리고 여성의 노
동참여 확대라는 변수들과 상호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우선 중남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검토하
였다. 중남미 지역에서 1980년에 역사상 최저를 기록한 노인인구는 2020년
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2020년 기간 동안 노인인구는
3배가 늘어날 예정이며, 1980년 4.4%를 차지했던 노인인구는 2020년 8.8%
를 기록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많은 중남미의 노인들은
확장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구들은 종종 여성 또는 노인남성
이 가구주이다. 노인 가족구성원은 비공식적인 가족 내 역할분담을 통하여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노인인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동기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인인구를 위한 연금혜택이 미약하며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대부분의
생애노동이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진 많은 노인인구는 연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따라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대응정책으로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동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의료체제의 정비 그리고 연금이 없거나 적어 빈곤
에 빠져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위한 체계적 복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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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글은 중남미 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인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총 노동력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1960년 19%에 머물던 여성의 노동참여 비율은 2000년 28%로 증가
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에서 여성의 노
동참여 확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경제위기와 남성 실업,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와 여성 교육의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는 노동참여의 확대만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확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발언권 강화와 남녀 임금격
차의 상대적 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일부 진전을 보인 여성의
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차별은 극복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다.
고용기회의 차이, 상대적 저임금, 승진 기회의 제한, 직업 차별 등 성별차이
에 따른 차별은 물론 여성 내부의 차별, 즉 부자와 가난한 여성, 흑인과 백
인, 그리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차별은 정책적 수단이 꾸준히 필요한 과
제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중남미 지역은 향후 10년 동안 노동인구에 비해 경제적
부양자가 적은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 다시없는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
다. 이러한 인구 보너스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노동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5,000만 명의 인구를 위하여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전을 달성하고 인구 보너스의 효과
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남미는 현재의 경제적 수요와 인구변화에 따른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직업 기회를 널리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구변천은 또한 점점 무계획적인 대규모 이주로 압도되
고 있는 도시지역을 위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
시킨다. 도시화, 여성의 노동참여 그리고 고용인구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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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능
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 보너스 효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공영 및 민간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한데,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상당한 개혁과 더불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의 창
출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여성, 청
년, 노인 등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정책
적ㆍ제도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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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맺음말: 중남미 인구변동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남미 인구변동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나타날
사회적 변화를 가늠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정책과제 또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중남미 인구변동의 역사를 식민시대부터 현재까지 고찰하
였고, 중남미 인구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구분을 통해 각 시기에 나타난
인구변동의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에 식민화가 끼친 막대한 영향
을 알 수 있었으며, 중남미의 경제발전과 인구변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아가 ‘중남미’라는 지역적 구분으로 함께 분류되지만 차별된 특징
을 보이는 인구 그룹들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안에 존재하는 사회
ㆍ경제적 차이가 인구변동의 차이 또한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발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조성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다른 중남미의 국가들에 비해 빠른 인구변천의 과정을 거쳐 오
늘날 거의 선진국 수준의 인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지역 내 다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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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 비교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아이티나 과테말라의
경우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인구변동을 이해함
에 있어서 경제ㆍ사회 및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제2장을
통해 중남미 주요 국가의 인구 현황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 중남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제3장에서 진행된 중남미 지역의 출산과 사망력의 고찰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 인구변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출산력 및 사망력의 변동을 종교, 교육수준,
여성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설명하였고, 중남미 인구변동의 경
향이 중남미 주요국의 인구변동에 끼친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특히 중남
미 주요국 중에서도 브라질의 출산력 분석 사례는 기존에 주요 변동요인으
로 거론되던 변수가 아닌 텔레노벨라라는 문화변수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틀의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면밀한 출
산력 및 사망력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재 중남미 사회가 인구학적 보
너스를 누리고 있지만, 2020년 이후 고령화의 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상세한 고령화의 현황과 정책과제는 제5장에서 언급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구변동에 있어서 출산, 사망과 함께 중요한 요인인 이민을
다루었다. 중남미가 현재 세계 최대의 이민자 배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민이 중남미 각국, 특히 주요 이민자 배출 국가가 이민으로 경험하는
사회변동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중남미의 이민 현황 개괄을 통해 중남미 이민의 동향 변화를 역내⋅역외 이
민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이민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오늘날 중남미에서 이민이 국가별로 어떠한 의미를 갖
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대로 출산율과 사망률 그리고 이민 패턴의 변화
는 단지 인구 자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정적 경제성장, 자원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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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배, 사회갈등의 해소, 민주주의의 지속과 증진, 사회복리의 증진 등 우
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목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 각국의 이러한 인구구조 및 분포의 변화가 어
떠한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변화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는지를
고찰하였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령화와 여성 노동참여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언급된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이 더욱 자
세히 분석되었고, 앞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의 사회
보장제도 개혁, 노인인구의 취업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출산율의
저하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끼친 영향을 가늠해 보았으며, 남성 경제활
동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고찰해 보
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중남미가 인구변동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의 기
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20세기 중반 이후 도입된 출산억제 정책의 결과
중남미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보건의료의 개선으로 사
망률 또한 감소하여 중남미의 전체적인 인구증가율 또한 감소하였을 뿐 아
니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며 주
요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왔던 중남미에게 인구의 고령화
는 향후 중남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이 한국사회에 갖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를 통해 얻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한국의 인구변천과 그 대응 및
한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관한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의 시사점
소위 초저출산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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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비하여 중남미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볼 때 중남미의 고령
화 속도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및 우루과이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보다 먼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를 경험하였기에 관련한 정책적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고 이
는 한국사회에 상당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시도되었던 매우 중요한 정책은 연금제도의 개혁이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제도의 개혁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브라
질의 경우 최근 시행한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부의 공공지출을 상당부
분 축소하였고 미래의 비용 또한 절감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제한
적이나마 성과를 거두었던 중남미에서의 연금개혁들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주문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도 시사점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선 노인인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60세 혹은 65세 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
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서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부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고령’ 인구와 ‘초고령’ 인구를 구분하
고 이들에 대한 세분화된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고령’ 인구와 ‘초고령’ 인구를 구분,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단지 연금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정책 및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분화는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세분화된 노동정책은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주요하다. 중남미의 다양
한 국가들은 노인인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금제도 및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을 시도하였으나,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구노령화를 준비하는 노력을 기
울이지는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실업의 해소에 정부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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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중남미 각국에 세분화된 노동정책의
개발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세계은행(2011)은 우선 비정규직 부문에 관한 노동정책을 수정하여 노인
인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다
른 연령그룹에 비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약한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혹은 육체노동의 강도가 약한 일자리들을 비정
규직 부문에서 양성하는 것은 노인인구의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심지어는 노인인구를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부문에서 존재하
는 연령제한을 제거하여 노인인구의 정규직 진입 장벽을 없앰은 물론,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노인 및
노화현상에 대한 그룻된 인식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
안한다.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은 의료정책의 개혁 또한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 시스템의 민영
화, 분권화 및 타기팅 등이 도입되었다. 세계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의료 시스템을 개혁함에 있어서 특히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
문하였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빈곤을 경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상위
층의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노년의 의료비용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의료혜택은 궁극적으
로 고령화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사회
의 경우도 노인인구에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보
험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늘이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
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여성인구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함으로써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칠레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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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들을 위한 탁아소 건설과 각종 의료혜택은 단순히 저출산을 극복하
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출산여성들이 빠르게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였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결혼과 출산기에 들어가는 30대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40대
에는 급락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저출
산 정책임과 동시에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세계은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고안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방안일 것이다. 초저출산을 경
험하며 노동력의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5%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성 인
력의 활용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야기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대중남미 정책에의 시사점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하
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중남미 사회가 인구변천을 통해 겪을 변화
를 예측하고 다시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중남미이 관계에 끼칠 영향을 예상
하는 과정이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의 변
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장수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지역인 중남미의 시장 변동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uromonitor International(2009)에 따르면, 1980년 최저점을 기록했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는 2010년까지는 계속 늘어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결과 1980년 전체 인구의 50% 이상
을 차지했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는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33%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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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지만 전체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시장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인구는 19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까지 꾸준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와는 달리 청년인구는 1980년
28.4%를 차지하던 것이 2020년까지 전체 인구의 31%로 늘어나면서 절대인
구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uromonitor International
은 청년인구의 증가는 청년실업이라는 사회문제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 인구그룹 중 중산층이 소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에 비하여 훨씬 적
은 수의 자녀로 인해 부모 세대보다 여유자금이 더 많고 대부분 도시에 거
주하며 적극적인 소비층을 자리잡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시에 육아용품 및
교육재에 대한 소비 역시 지배할 것이다.
중년층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년층에서 소득격차는 더욱 심각하며,
이들은 청년층에 비하여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므로 청년층에 비하여 가용
소득이 적은 경향을 띤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중년층은 중
남미 소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소매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이들이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수적으로 우세
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그들의 부모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 결과 소위 ‘빈집지기(empty nester)’가 될 확률이 높은 연령 그
룹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현재 청년층이 중년층에 유입되면서 중년층의
소비패턴도 시간이 지나면서 풍족해져서 여가, 의료 및 취미생활에 좀더 많
은 소득을 지출하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노년층의 경우 198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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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연금혜택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며, 한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득 전부를 사용했던 노년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가족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 결과, 이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각 연령그룹의 가용소득과 소비패턴에 대한 전망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대
중남미 마케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를 벗
어난 작업이다. 하지만 인구변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좀더 효율적
인 대중남미 통상정책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의 이해를 위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중남미 인구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보
고서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조사되고 수집되었던 인구관련 데이터를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변동의 요인 및 변동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중남미 지역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
서 기술한 다양한 인구변동의 패턴과 향후 전망은 중남미의 현재와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위
해 중남미 지역 전문가와 인구학 전문가가 협동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
에서 스스로의 연구분야가 갖고 있었던 벽을 허물고 학제간 연구를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또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인구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히 한국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즉 한국사
회가 고민하는 인구문제와는 전혀 다른 인구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예상되
던 중남미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인구변동의 숙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소개된 중남미 인구변동의 현황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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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남미 각국의 정책적 과제들이 한국사회가 지혜롭게 인구변천이 가져
온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중남미와의
보다 폭넓은 교류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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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Consequences in Latin America
Yun-Joo Park, Sang-Rae Lim, Sang-Hyun Yi, and Young-Tae Cho

In the last century, Latin American has been known for its explosive
population growth. However, nowadays, the population growth rate has
declined to the level where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razil
and Mexico needs to worry its consequences. i.e. the ageing of population.
Such demographic transition in Latin American not only means changes in its
demographic structure but also will lead to some fundamental changes in the
society. Therefore, it is critical to analyze Latin American demographic
transition and possible challenges and responses posed by the transitio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demographic transition in Latin America. It
consists of 5 chapter. The chapter 1 i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research.
The chapter 2 reviews the history of Latin American demographic transiton
and its consequences. Also this chapter overviews the population structure of
Latin America and its particularities. The chapter 3 discusses the changes in
fertility and mortality. After providing the general picture of transformation in
ferility and mortality in Latin America, this chapter analyzes some
demographically important countries. In the chapter 4, migration,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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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changes in population, was discussed.
Considering the fact that Latin America has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emigrate to other parts of the world, migration has some meaningful effects
on population transition. The chapter 5 discusses consequences of such
changes in Latin American population structure in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s well as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Also this chapter
analyzes policy response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to the demographic
challenges. Finally in the conclusion, possible implications of demographic
transition to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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