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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학생들과 직접관련성이 적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이해를 위해서, 지역분류 방법에 의한 거점국가 선정과 거점

국가 중심의 학습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륙과 같이 큰 규모의 지역을 학습

하는 데는 대륙 전체적인 접근 보다는, 거점국가 중심의 지역이해 방법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지역분류에 의한 거점국가 선정과 학습방법은 1차 거점 국가의 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공통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지역인식의 거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및 3차 국가의 학습은 1차 거점국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특이성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 부담과 내용 중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라틴아

메리카 지역 33국은 중미(8국), 남미(12국), 카리브 해(13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넷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구 

규모나 면적에서 브라질의 위치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중미에서는 멕시코, 카리브 해 국가들 중에서는 쿠바의 비중이 크다. 따라

서 이들 3개국(브라질, 멕시코, 쿠바)을 라틴아메리카 지역 이해의 1차 거점 국가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2차 거점국가로는 특이성

을 중심으로 중미에서 3개국(파나마, 벨리즈, 코스타리카), 남미에서 3개국(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카리브 해에서 2개국(아

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8개국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 중심 학습 방법은 대륙 단위의 특성을 지니는 산맥이나 하천 등의 자연 

지리적 요소를 학습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주요어: 라틴 아메리카, 지역분류, 거점국가, 지역인식, 지역이해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hub nation-centered learning by regional classification for understanding the 

Latin American region,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Korean stud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for understanding of the large scale region like a continent, the nation- centered as a hub country 

approach is more useful for deepening local recogni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than continental scale. 

Secondly, the usefulness of the hub nation-centered approach is can be understood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depth. And the learning of the secondary and tertiary nations learning is focus on specific points except for 

the basic and common points obtained through the primary hub nations learning, which can reduce the learning 

burden and overlap of contents. Thirdly, the Latin American region is consists of 33 countries from Mexico in the 

northern to Chile in the southern. The Latin American reg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regions: Central America(8), 

South America(12) and the Caribbean(13). Fourthly, Brazil is absolute position in terms of population and area size 

in Latin America. And Mexico is a large position in Central America, Cuba is a large share of Caribb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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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UN에서는 세계지역을 5개의 대륙(아시아, 유럽, 아프

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22

개의 하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구동회, 2013, 417). 

UN의 지역구분에서 5개 대륙의 하나인 America 대륙은 

Northern America와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의 

2개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Northern America는 

더 이상 세분하지 않은데 비하여,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Caribbean,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하여, 전체적으로 America 대

륙을 4개의 하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기본으로 하위지역

을 구분하고 있는데 비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라틴

이라는 문화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카리브 해 지역을 포함하는 중남미 지

역을 지리적 ‧ 문화적 의미로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

로 정의하고, 북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는 리

오그란데 강(Rio Grande River)에서 부터 남쪽으로는 아

르헨티나 푸에고 섬의 혼 곶(Horn Cape)까지의 지역으

로 지리적 범위를 정의한다. 이 지역에는 총 33개국이 

위치하는데, 카리브 해에 섬으로 이루어진 13개국, 멕시

코에서 파나마까지의 중미 지역에 8개국, 콜롬비아에서 

칠레까지의 남미 지역에 12개국이 있다. 국가 기준으로

는 아메리카 대륙 35개국 중 33개국이 라틴 아메리카로 

분류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북아메리카(앵

글로 아메리카)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아메리카(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접근가능성은 많은 차

이가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지역인식이 긍

정적인데 비하여,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인식은 아프리카와 비교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노예무역으로 인한 인구이

동,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험,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

하는 지리적 측면과 기후 조건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하

지만 언어와 인종적 측면, 지형 및 위치 조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지

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접촉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 이미지를 수

용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조성욱, 2018).

국내 지리학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연구는 지리

적인 거리에 비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인

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접근 방법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각 국가별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전(1992, 문화지리; 1994, 개론서), 임상래

(2004, 국경문제), 홍금수(2004, 아메리카 지역연구), 박

상준(2009, 안데스 산맥), 김희순 ‧ 이호상(2010, 항공교

통), 임수진(2011, 커피노동자; 2018, 중남미 이민), 박종

관(2013, 지오투어리즘), 김희순(2019, 송금의 영향) 그리

고 남영우(2007, 테오티우아칸) 등의 연구가 있다. 자연

지리보다는 인문지리 측면의 연구가 많다. 

둘째, 각 국가별 접근에서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분야별로는 경

제지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전 ‧ 백종국(1997, 경제지리), 김학훈(1998a, 1998b, 

경제지리), 홍금수(2005, 아시엔다), 박정제(2005a, 2005b, 

2009a, 2009b, 환경지리), 성운용(2007, 지리경관), 김희순

Therefore, the three countries(Brazil, Mexico and Cuba) have been selected as the primary hub nations for Latin 

America understanding. Fifthly, it proposed eight secondary nations, three in the Central America(Panama, Belize, 

Costa Rica), three in South America(Colombia, Peru, Argentina) and two in the Caribbean(Iti, Trinidad and Tobago). 

However, nation-centered approach has limitations in learning natural geographical elements, such as mountain 

ranges and stream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ental scale.

Key words: Latin America, Regional classification, Hub country, Regional recognition, Region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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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a, 멕시코시티; 2018b, 2010, 경제지리; 2014, 도시의 

역할), 김수정 ‧ 이영민(2015, 항만 및 도시), 임정훈(2015, 

경제지리), 카산드라(2018, 코리아타운)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연구로는, 코스타

리카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수진, 2005, 커피경제), 아르

헨티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한영 ‧ 허철호, 2007, 광산 

지질; 김유동 ‧ 허철호, 2009, 철광상), 페루를 대상으로 

한 연구(허철호, 2011, 2012, 지질 및 자연지리), 브라질

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정은, 2013, 디아스포라; 이혜은, 

2013, 브라질리아), 칠레를 대상으로 한 연구(홍성룡, 

2015, 문화지리), 쿠바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순, 2016, 

아바나의 형성) 등이 있다. 접근 분야는 자연지리, 도시

지리, 경제지리, 문화지리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진 라틴 아메리카에 대

한 연구로는 손용택(2004, 교과서 분석), 권동희(2005, 수

업용 콘텐츠), 김창환 ‧ 배선학(2014, 수능문제 분석), 김

한승 ‧ 신정엽(2015, 도시구조) 등이 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거나 교류가 적은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방법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징

을 잘 보여주는 대표 국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식의 

거점을 마련하고, 인식과 학습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먼 거리라는 지리적인 위

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라틴 아

메리카 지역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거점국가 학습 방법을 살펴본다. 먼저, 거점국

가 학습 방법의 교육적 유용성을 살펴보고, 라틴 아메리

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한 지역분류 방법을 통

하여 우선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거점 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별 학습순서와 과정을 살펴본다.

II. 거점국가 학습 방법의 유용성

1. 사례로서 거점국가 학습을 통한 지역 이해의 의미

세계지리 학습에서 지역을 대륙별로 분류하여 지역

을 이해시키는 방법은 학습자에게 피상적이고 수동적으

로 지역을 이해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를 

하나의 사례로 선정하여 한 국가를 깊이 있게 학습하여 

해당 지역 이해의 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전이력을 활용하여 지역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이 

거점국가 중심 방법이다(조성욱, 2005, 356).

사례학습은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학

습하여 유형과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의 전이효과를 얻

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사례학습은 교육내용의 과

잉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범위를 좁고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적이 아닌 심화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조성욱, 2005, 357; 김상원, 1994, 379). 사례학습을 

통한 이해의 거점을 확보하는 방법을 지역 학습에 적용

하면 대표 국가를 사례로 선정하여 좁고 깊이 있게 학

습하는 거점국가 중심 방법이 된다.

사례학습(example learning) 또는 범례학습은 1951년 

서독에서 교육내용의 과다문제와 망라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전형적인 사례를 철

저하게 학습하여 전이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大森照

夫 外, 1993, 208-209). Derbolav는 사례학습의 특징으로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교육내용을 나열식이 아닌 테마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구성을 하는 ‘테마식 선택’, 

학습자의 자주성에 의해 지식을 발견해가는 ‘발견적 방

법’, 모든 지식을 하나씩 순서대로 학습하는 방법이 아

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스스로 발견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발생적 태도’, 기초적

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례의 집중적인 학습을 통

한 학습의 전이력을 강조하는 ‘기초 교육적 기능’을 제

시하고 있다(김상원, 1994, 382, 재인용). 즉, 사례학습은 

전형적인 사례를 깊이 있고 철저하게 학습하여 학습의 

전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인데,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지

는 대륙단위의 지역 학습에서 해당 지역의 전형적인 국

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전체 지역을 이해

하는 기초 지식을 얻는 방법이다. 즉, 해당 지역의 거점

국가 학습을 통하여 지역 인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세계지리 학습에서 국가 단위 학습은 대부분의 자료

가 국가 단위로 생산 ‧취합되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세

계 지역 이해에서 기본 단위가 되며, 이러한 국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국가 단위 학습을 통하여 지역이해의 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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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수 있고, 주제별 학습의 단점인 지식과 지역의 

파편화를 해결하고 지역 단위의 학습이 가능하며, 보충 

및 심화 학습 방법으로 2차 및 3차 거점 국가로의 확장

이 가능하며, 전형적인 사례로 지역성 파악의 원형을 학

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성욱, 2005, 358)(표 1). 또

한 거점국가 중심 학습은 사례학습의 장점인 소수의 항

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고급사

고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Newmann, 1991).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가 

간의 경계는 없어지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국가 단

위의 의미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실세계는 

국경이 사라지기보다는 질적인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재경계화(rebordering)가 이루어지고 있다(Popescu, 2018, 

53). 그리고 민족 국가 단위는 여전히 세계체제의 기본 

단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Brzezinski, 2000, 59). 이와 

같이 세계화에 따른 네트워크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과 

경계의 의미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국가의 

역할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인이다(김태유 외, 

2017, 224). 또한 세계화 시대이지만 많은 자료의 취합과 

생산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접

근 용이성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거점국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해당 지역이나 대륙 

이해의 거점을 마련한 이후 이루어지는, 2차 및 3차 국

가에 대한 학습은 거점국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

통적인 내용학습을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역구분에 의한 단순 반복적 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즉, 거점국가 중심 학습 방법은 대륙규모의 학습

에 비하여 지역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

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또는 대륙 이해에 가장 전

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 국가(거점 국가)를 선정하는 문

제이다. 그러나 국가단위 학습은 산맥이나 하천 등 대륙

규모로 형성된 자연지리 학습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2. 지역분류 방법을 통한 거점국가 선정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점국가 

선정 기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거점국가는 가능한 

점이지역이 아니고 핵심지역일 것, 확대 전이가 가능할 

것, 상호대비가 용이할 것 등이다(조성욱, 2005, 359). 또

한 자연조건은 대륙단위에서의 학습이 적합하고, 인문

조건은 국가단위 학습 방법이 유용하다는 차이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거점국가 선정을 위한 국가 분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은 국가별 인구수와 면적 규모 등 쉽

게 변화하지 않는 국가의 규모와 대표성이다. 그리고 2

차 기준으로는 위치, 인종, 언어, 경제수준, 독립시기 등

에 의한 다양한 분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다

양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국가

를 거점국가로 선정해야 한다. 

정보와 경험을 단순하게 같은 유목으로 구분하는 것

은 유목화 또는 분류(classification)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정보와 경험을 구분하는 것은 범주 또

는 범주화(categorization)라고 할 수 있다(조성욱, 2003a, 

15; Estes, 1994, 4). 즉, 라틴 아메리카로 분류하는 것은 

위치에 따른 대륙별 분류에 해당하고, 라틴 아메리카 지

역을 문화나 자연적 조건에 의해 분류한다면 범주화가 

될 것이다.

지역규모에 따라 지리지식의 범주화와 지역인식의 

지표가 달라지는데, 국가규모 인식에서는 최근의 특정 

상황이 크게 작용하여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난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사태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

는 시기에는(2019년) 다른 나라보다 해당 국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진다.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북아메

리카에서는 북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미국이

라는 국가 인식의 비중이 선명한데 비하여, 라틴 아메리

표 1. 거점국가 중심 방법의 장점

 ∙ 거점 국가를 집중적으로 학습 대상으로 함으로써, 깊고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여, 고급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깊이 있는 학습은 기존 인지구조와의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여, 유의미 학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 국가 단위는 모든 자료 구축의 기본이 되는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 거점 국가 이외의 학습 대상 국가 수의 확장으로 심화학습이 가능하다.

 ∙ 대표적인 사례 국가를 학습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의 전이력을 얻을 수 있다.

출처 : 조성욱, 200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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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는 국가별 인식보다는 잉카 문명, 아마존 강, 안데스 산

맥과 같이 대륙별 인식 요인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조

성욱, 2003b, 11).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

지 않았고, 지리적으로도 먼 거리이면서, 직접적 관련성

이 적고,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서도 대륙단위를 기반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지역 이미

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학습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단위 학습은 자료의 

취득이 용이하여 학습자에 의한 접근이 쉽고, 해당 지역 

이해의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점국가 학습은 먼저 선정된 1차 거점 국가의 학습

을 통하여 지역 내 다른 국가와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자연 특성(위치, 지형, 기후, 하천), 인구 특성(인종, 언

어), 역사적인 상황(식민지, 독립), 경제 특성(자원, 경제

규모)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1차 거점 국가의 이해

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2차 거점 국가의 학습에서는 1차 

거점국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해당 지역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특이성을 중심으로 학습하

여 반복 학습과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가장 인구 규모나 

면적이 큰 국가인 브라질을 1차적인 거점국가로 선정하

여 아마존 강, 열대우림기후 등의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

하는 자연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브라질의 인구 특성, 

역사적 상황, 경제 상황 등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인문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후 

이루어지는 2차 거점국가 학습에서는 각국의 특이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나열적 방법과 반

복에 의한 피상적 접근을 피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지

역 이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류 기

준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거점 국가와 2차 및 3차의 

국가로 학습 대상 국가를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33개국을 대상으로 

거점국가 선정 방법을 살펴본다. 거점국가 중심 학습에

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충분한 지역이해를 바탕

으로 가장 적절한 거점 국가를 선정하는 작업이다.

III. 지역 특성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 분류

 1. 라틴 아메리카의 지리적 범위 및 지역 특성

아메리카 대륙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문화

적인 기준으로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는 리오

그란데 강을 경계로 그 이남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문화

권을 라틴 아메리카, 그 이북의 영국 문화권을 앵글로 

아메리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다

시 중미와 남미 그리고 카리브 해의 3개 권역으로 세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은 문화권으로는 2

개(앵글로, 라틴), 지역세분 방법으로는 4개 권역(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 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칠레 출신인 프란시스코 

빌바오(Francisco Bilbao, 1823~1865)에 의해서 ‘America 

Latina’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후 다양한 해석과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최명호, 2015). 우리나라에서는 ‘중남미’와 

‘라틴 아메리카’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외교부의 

공식 표현은 ‘중남미’이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멕시코 

북부의 리오그란데 강에서부터 남쪽 아르헨티나의 혼 곶

까지이다. 이 지역에는 총 33개국이 위치하는데, 이 중 

멕시코에서 파나마까지의 중미 지역에는 8개국, 콜롬비

아에서부터 칠레까지의 남미에는 12개국 그리고 카리브 

해 지역에는 13개국의 섬나라가 분포한다(표 2), (그림 1). 

라틴 아메리카 33국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

는 브라질(2018년 기준, 약 2억 1천만 명)이고, 가장 적

은 나라는 카리브 해의 세인트키츠 네비스(약 56,000명)

이다. 그리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브라질로 약 

851.5만km2이고, 가장 적은 나라는 역시 세인트키츠 네

비스로 261km2이다(제주도의 면적은 1,845km2).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가장 북쪽에는 멕시코가 위치하

고, 가장 남쪽에는 칠레, 가장 동쪽에는 브라질, 가장 서쪽

에는 멕시코가 위치해 있다. 경위도 상으로는 동서로는 서

경 35도~120도 사이에 분포하며, 남북으로는 북위 33도~

남위 55도 사이에 분포한다. 카리브 해 지역에 분포하는 13

국은 남북으로 북위 10도~북위 25도 사이에 분포한다.

북쪽의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남쪽의 혼 곶(Horn 

Cape, 푸에고 섬, 아르헨티나)까지의 거리는 11,265k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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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중 안데스 산맥은 약 7,000km 정도이다.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페루에서 브라질까지 5,149km이고, 가장 

좁은 파나마는 193km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은 아콩

카과 산(6,960m,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이고, 가장 긴 

강은 아마존 강이다(Marshall, 2015, 191).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33개국은 중미(8개국), 카리브 

해(13개국), 남미(12개국)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을 세분하면 중미 지역은 2개 지역(멕시코와 지

협국가들), 카리브 해는 2개 지역(대엔틸리스 제도와 소

엔틸리스 제도), 남미 지역은 3개 지역(안데스 산맥과 아

마존 강 이북과 이남)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카리브 

해 동쪽의 소앤틸리스 제도에 위치하는 8개국은 면적, 

인구 등에서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문화권

으로는 중미 지역은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는 아스텍 문

화권, 남미 지역은 안데스 산맥의 잉카 문화권, 그리고 

카리브 해 지역의 이주 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3개 지역 구분 중, 남미 지역

이 면적에서는 약 86.77%, 인구에서는 67.01%를 차지하

표 2.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구분과 국가

지역별 남미(12) 중미(8) 카리브 해(13)

국가별

(33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

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가이아나,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수리남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

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

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주) 이 후 ‘볼리바르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로 통일함. 

그림 1.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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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라틴 아메리카 3개 권역의 비중 비교(2018)

지역별 면적 인구

남미 86.75% 66.14%

중미 12.13% 27.82%

카리브 해 1.05% 6.03%

합계 99.93% 99.99%

출처 : http://worldpopulationreview.com/; http://www.nationsonline.org/

표 4.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특성

권역 국가별 독립연도 언어* 종교** 수도 최대인종

남

미

콜롬비아 1819(스페인) 스페 가톨 보고타 메스티소 58%

베네수엘라 1830(스페인) 스페 가톨 카라카스 메스티소 66%

가이아나 1966(영국) 영어 기/가/힌 조지타운 인도 51%

수리남 1955(네덜란드) 네덜 가/이/힌 파라마리보 크레올 35%

에콰도르 1830(스페인) 스페 가톨 키토 메스티소 55%

페루 1824(스페인) 스페 가톨 리마 인디오 47%

볼리비아 1825(스페인) 스페 가톨 라파스 인디오 55%

브라질 1822(포르투갈) 포르 가톨 브라질리아 백인 55%

칠레 1818(스페인) 스페 가톨 산티아고 메스티소 79%

파라과이 1811(스페인) 스페 가톨 아순시온 메스티소 96%

우루과이 1828(포르투갈) 스페 가톨 몬테비데오 백인 90%

아르헨티나 1862(스페인) 스페 가톨 부에노스아이레스 백인 97%

중

미

멕시코 1821(스페인) 스페 가톨 멕시코시티 메스티소 60%

벨리즈 1981(영국) 영어 기 벨모판 흑인 60%

과테말라 1838(멕시코) 스페 가/기 과테말라 인디오 56%

온두라스 1838(멕시코) 스페 가톨 테구시갈파 메스티소 91%

엘살바도르 1841(과테말라) 스페 가톨 산살바도르 메스티소 84%

니카라과 1838(중미연합) 스페 가톨 마나과 메스티소 69%

코스타리카 1848(중미연합) 스페 가톨 산호세 백인 95%

파나마 1903(콜롬비아) 스페 가톨 파나마 메스티소 65%

카

리

브

해

쿠바 1961(미국) 스페 가톨 아바나 백인 66%

바하마 1973(영국) 영어 기/가 나소 흑인 85%

자메이카 1962(영국) 영어 기/가 킹스턴 흑인 77%

아이티 1804(프랑스) 프랑 가톨 포르토프랭스 흑인 90%

도미니카공화국 1844(스페인) 스페 가톨 산토도밍고 물라토 73%

세인트키츠 네비스 1983(영국) 영어 가/기 바스테르 흑인

앤티가 바부다 1981(영국) 영어 기/가 세인트존스 흑인

도미니카 1978(영국) 영어 가톨 로조 흑인

세인트루시아 1979(영국) 영어 가톨 캐스트리스 흑인 97%

바베이도스 1966(영국) 영어 기/가 브리지타운 흑인 8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79(영국) 영어 기/가 킹스타운 흑인

그레나다 1974(영국) 영어 가/기 세인트조지스 흑인 85%

트리니다드 토바고 1962(영국) 영어 가/힌 포트오브스페인 흑인 40/인도 40%
* 언어 : 스페인어(스페), 포르투갈어(포르), 네덜란드어(네덜), 프랑스어(프랑)
** 종교 : 가톨릭교(가, 가톨), 기독교(기), 힌두교(힌), 이슬람교(이)

자료: 황재기 편저, 2003;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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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미 지역은 면적에서 12.16%, 인구수에서는 26.79%

를 차지한다. 그리고 카리브 해 지역은 면적에서 1.07%, 

인구수에서는 6.20%를 차지한다. 남미에 비해서 중미와 

카리브 해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다(표 3, 표 4).

2. 다양한 기준에 의한 국가 분류

1) 자연 조건에 의한 국가 분류

라틴 아메리카의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적도인데, 적도가 통과하고 있는 국가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등 3개국이며, 적도 이북에 위치하는 

국가는 24개국, 적도 이남에 위치하는 국가는 6개국이다

(표 5). 그리고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에 면해 있

으며, 2개의 내륙국이 있고, 카리브 해 13개국은 모두 

도서국이다(표 6).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하천으로는 리오그란데 강(동

쪽의 멕시코 만으로), 오리노코 강(북쪽 카리브 해로), 

라플라타 강(남쪽의 대서양으로), 아마존 강(동쪽의 대서

양으로)인데, 특히 아마존 강의 유역 범위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5개국이 걸쳐 있

다. 그리고 라플라타 강 유역의 국가는 파라과이, 우루

과이,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이다. 이에 비하여 오리노코 

강은 주로 베네수엘라만을 흐른다. 안데스 산맥에 위치

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이다(표 7).

라틴 아메리카의 지형 조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과 동

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아마존 강 그리고 카리브 해이

다. 그리고 카리브 해 지역은 동서 방향의 대엔틸리스 

제도와 남북 방향의 소엔틸리스 제도의 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표 8).

라틴 아메리카 33국의 총면적은 2,047만km2인데, 이 

중 남미 12국의 면적은 86.75%, 중미 8개국의 면적은 

12.13%, 카리브 해 13국의 면적은 1.05%를 차지한다. 면

적규모에 의해서 33개 국가를 5개 그룹으로 분류해 보

면 100만km2 이상의 대형국가는 6개국이고(브라질, 아

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1만km2 미

만의 소형국가는 8개국이다(표 9).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브라질은 라틴 

표 5. 적도를 기준으로 한 국가 분류

분류 국가명 국가수

적도 이북 중미 8개국 + 카리브 해 13개국,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24

적도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3

적도 이남 페루,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6

표 6. 대양과의 접촉을 기준으로 한 국가 분류

위치 특성 국가별

1.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국가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6)

2. 태평양 연안 국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페루, 칠레(4)

3. 대서양 연안 국가 카리브 해 13국, 벨리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20)

4. 내륙국 볼리비아, 파라과이(2)

5. 도서국 카리브 해 13국(13)

표 7. 하천과 산맥을 기준으로 한 국가 분류(남미)

위치 특성 국가명

1. 아마존 강 유역 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5)

2. 라플라타 강 유역 국가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3)

3. 오리노코 강 유역 국가 베네수엘라(1)

4. 안데스 산맥 국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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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전체 면적의 약 41.60%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아르헨티나(13.58%), 세 번째로 면적이 큰 멕

시코(9.59%) 등의 3개 국가가 차지하는 면적은 라틴 아

메리카 전체 면적의 약 64.77%를 차지한다. 

남미 지역 12국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큰 브라질은 

남미 지역의 47.95%를 차지하여, 중미 지역 8개국 중에

서 가장 면적이 큰 멕시코는 중미 지역의 79.10%를 차

지한다. 카리브 해 지역 13국 중에서는 가장 면적이 큰 

쿠바는 카리브 해 지역의 50.62%를 차지한다(표 10). 

이와 같이 국가 면적 기준으로 남미에서는 브라질, 

중미에서는 멕시코, 카리브 해에서는 쿠바가 각 세부 지

역에서 월등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틴 아메리카 전

체의 51.72%). 

2) 인문 조건에 의한 국가 분류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수는 총 6억 5천만 명(2018년 

기준)인데, 이중 남미 12개국은 4억 3천만 명으로 66.14%

를 차지하며, 중미 8개국의 인구수는 1억 8천만 명으로 

27.82%를 차지하고, 카리브 해 13개국은 약 4천만 명으

로 6.03%를 차지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브라질과 멕시코 2개국이다. GDP 규모 역시 이 두 개 

국가가 가장 많다(IMF, 2019 기준). 그리고 100만 명 미

만의 소국은 11개국인데, 이 중 8개국이 카리브 해 지역

에 분포하는 국가들이다(표 11).

각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49.24%, 중미에서 는 멕시코가 

72.77%를 차지하며, 카리브 해에서는 쿠바가 29.3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브라질과 멕시코가 중미와 남미에

서 각각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카리브 해 

지역은 쿠바(29.30%)와 함께 아이티(28.51%), 도미니카

공화국(27.93%) 등 3개국의 인구수가 비슷하게 나타나

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라틴 아메리카 33국 중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

하는 나라는 브라질 1개국이고, 남미와 중미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20개국 중 17개국, 예외국 : 

벨리즈, 가이아나, 수리남), 카리브 해 지역 국가들 중에

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이 분포한다(13개국 중 10

개국, 예외국 :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쿠바)(표 13).

중미와 남미 지역의 대부분 국가는 1800년대에 독립

하였으며(파나마, 수리남, 가이아나 제외), 카리브 해 연

안 국가들은 대부분 1960년대 이후에 독립했다(표 14).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아

이티(1804)가 가장 먼저 독립하였으며, 이 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개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2개국(브

라질, 우루과이) 등 18개국이 1800년대에 독립하였다.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수리남

(1955)과 미국의 식민지였던 쿠바(1961), 그리고 자메이

표 8. 카리브 해에 위치하는 국가 분류

위치 국가명

1. 대엔틸리스 제도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5)

2. 소엔틸리스 제도
도미니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8)

표 9. 면적 규모에 의한 국가 분류

면적규모별(만km2) 해당국가명(33국) 국가수(비중)

100만km2 이상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6국(82.1%)

100만 미만 ~ 20만 이상 베네수엘라,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5국(12.6%)

20만 미만~ 10만 이상 우루과이, 수리남, 니카라과, 온두라스, 쿠바, 과테말라 6국(3.9%)

10만 미만 ~ 1만 이상 파나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벨리즈, 엘살바도르, 바하마, 자메이카 8국(1.3%)

1만km2 미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8국(0.04%)

참고 : 미국(962.9만km2), 캐나다(998.4만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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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1962)를 포함한 카리브 해의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즉, 파나마(1903), 수리남(1955), 가이아나(1966)를 제외한 

중미와 남미 국가들은 1800년대에 대부분 독립하였고, 

아이티(1804)를 제외한 카리브 해의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에 독립하였다(표 15) 

그러나 카리브 해 지역에는 아직도 푸에르토리코(미), 

세인트크로이섬(미), 세인트마틴섬(프), 기아나(프), 과들

루프섬(프), 마르티니크섬(프), 케이맨제도(영), 크라사우

섬(네), 카이코스제도(영), 버뮤다제도(영) 등이 독립하지 

않고 있으며, 남미에는 기아나(프)가 있다. 

표 10. 국가별 면적 기준에서 3개 세분 지역의 대표 국가들(2018)

국가명 면적(만km2) 라틴 A 에서의 비율 세분지역에서의 비율

브라질(남미) 851.5 41.60% 47.95%

멕시코(중미) 196.4 9.59% 79.10%

쿠바(카리브해) 10.9 0.53% 50.62%

합계 1,058.8 51.72%

출처 : http://worldpopulationreview.com/; http://www.nationsonline.org/

표 11. 인구 규모별 국가 분류(2018년 기준)

인구규모별 해당 국가명(33국) 국가수(비중)

1억 이상 브라질, 멕시코 2국(52.6%)

1천만 이상 ~ 1억 미만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과테말라, 에콰도르, 쿠바, 아이티,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11국(39.8%)

100만 이상 ~ 1천만 미만
온두라스,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우루과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9국(7.2%)

100만 미만
가이아나, 수리남, 바하마, 벨리즈,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11국(0.5%)

출처 : http://worldpopulationreview.com/; http://www.nationsonline.org/

표 12. 국가별 인구 기준에서 3개 세분 지역의 대표 국가들(2018년 기준)

국가명 인구수(만명) 라틴 A 에서의 비율 세분 지역에서의 비율

브라질(남미) 21,172 32.57% 49.24%

멕시코(중미) 13,162 20.25% 72.77%

쿠바(카리브 해) 1,149 1.77% 29.30%

합계 35,483 54.59%

출처 : http://worldpopulationreview.com/; http://www.nationsonline.org/

표 13. 언어를 기준으로 한 국가 분류

언어별 국가명 국가수

스페인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18

포르투갈어 브라질 1

영어
벨리즈(중미), 바하마,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남미)
12

기타 아이티(프랑스어), 수리남(네덜란드어) 2

출처 : 황재기, 2003;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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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인종별 분포는 인디오가 우세

한 국가(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와 메스티조가 우세한 

국가들이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분포한다. 그리

고 백인이 우세한 국가(브라질, 쿠바, 우루과이, 코스타

리카, 아르헨티나)와 흑인이 우세한(카리브 해 지역) 국

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은 뮬라토가 

우세하고, 수리남은 크레올이 우세하며, 가이아나와 트

리니다드 토바고는 인도계가 우세하다(표 16).

라틴 아메리카는 전반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가톨릭이 가장 우세하며, 과거 영국의 식민지

였던 중미의 벨리즈와 카리브 해의 소엔틸리스 제도 지

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많이 분포한다. 그리고 인도계

의 비중이 높은 가이아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리남 

등의 3국에는 힌두교 신자가 많으며, 인도네시아계의 인

구가 분포하는 수리남에는 이슬람교도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이아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

고의 3국은 아시아계 이주민의 비중이 높아 다른 국가

들과는 다른 종교상의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IV. 거점국가의 선정과 지역에 대한 학습

1. 라틴 아메리카의 거점국가 선정

1) 인구 규모와 면적 기준

다양한 지표 중에서 거점 국가 선정에서 대표성이 있

고, 변화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표는 국가별 면적과 인구 

규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거점 국가 선정의 1차 

기준으로 인구 규모와 면적 규모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라틴 아메리카 33국 중에서 인구수나 면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는 브라질(851.5만km2, 2억 1천만 명)이

며, 다음이 멕시코(196.4만km2, 1억 3천만 명)이다. 그 다

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4,968만 명), 아

르헨티나(4,491만 명), 베네수엘라(3,260만 명), 페루

(3,276만 명) 등 남미 국가들이다. 그리고 카리브 해의 

13국 중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는 국가는 쿠바(1,149만 

명), 아이티(1,118만 명), 도미니카 공화국(1,094만 명) 등 

3개국이다(표 17). 

면적과 인구 규모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가장 대표하

는 국가는 브라질이며, 3개 지역으로 세분했을 때는 남

표 14. 독립시기별 국가 분류

기간별 국가명

1800년대

(1804-1862)

아이티(1804년), 파라과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18)

1900년대 초반 파나마(1903년), 수리남(1955년) (2)

1900년대 후반
1960년대 : 쿠바,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가이아나(5)

1970년대 : 바하마, 그레나다,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앤티가 바부다, 벨리즈, 세인트키츠 네비스(8)

주) 중앙아메리카 연합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의 5개국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멕시코 

제국을 수립했으나, 1823년 중앙아메리카 연방이 되었으며, 1838년 각각 5개국으로 독립하였다. 이 지역에서 벨리즈(1862년 영

국령 온두라스)는 1981년에 독립했다. 

주) 누에바 그라나다(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의 4국)는 1821년 시몬 볼리비아에 의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830년에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가 독립하였고, 1903년에 파나마가 독립했다. 

표 15. 독립 전 식민 모국별 국가 구분

독립전 국가명

스페인
파라과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파나마(16)

영국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바하마, 그레나다,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앤티가 바부다, 벨리즈, 세인트키츠 네비스(12)

기타 미국(쿠바), 프랑스(아이티), 네덜란드(수리남), 포르투갈(브라질, 우루과이)

출처 : 황재기, 2003;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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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는 브라질, 중미에서는 멕시코, 카리브 해에서는 

쿠바를 선정할 수 있다.

2) 인문 조건 기준

인구 규모와 면적 규모 다음 기준으로는 이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언어, 독립시기, 인종, 종교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자연 조건에 관련된 기준들

은 주로 위치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참

고 자료로 활용한다.

먼저 언어 기준으로는 스페인어 사용 국가가 18개국

(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어 사용 국가가 12개국

(36%), 그리고 포르투갈어(브라질), 프랑스어(아이티), 네

덜란드어(수리남)가 각각 1개국씩이 있다(표 18). 

독립시기별로는 1804년의 아이티를 시작으로 1800년

대에 18개국이 독립하였고(55%), 1960년대 이후에 13개

국(39%)이 독립하였다. 그리고 독립 전 식민 모국은 스

페인이 16개국(48%)으로 가장 많고, 영국이 12개국

(36%), 그리고 포르투갈(2개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가 각각 1개국이다. 

인종별 분포에서는 인디오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3

개국, 메스티조가 많은 국가가 10개국, 흑인과 뮬라토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12개국, 백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6개국이다. 그리고 인도계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가이아

나와 트리니다드 토바고 2개국이다. 

종교별 분포에서는 가톨릭교가 21개국으로 가장 많

고(64%), 기독교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7개국(21%) 그리

고 힌두교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수리남, 가이아나, 트

리니다드 토바고 등 3국이며, 이 중 인도네시아계의 인

표 16. 인종별 국가 분류

인종별 국가명(국가수)

메스티조 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10)

물라토 도미니카공화국(1)

백인 브라질, 쿠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5)

인디오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3)

인도 가이아나, 트리니다드 토바고(2)

크레올 수리남(1)

흑인
벨리즈,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그레나다,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도미니카,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11)

주) 물라토 = 백인 + 흑인(흑인으로 분류); 크레올 = 유럽인 + 현지인의 혼혈(백인으로 분류)

표 17. 면적과 인구 규모(2018 기준)에 따른 국가 분류

인구수(명)

면적(만km2)
1억 이상 1천만 이상 ~ 1억 미만 100만 이상 ~ 1천만 미만 100만 미만

100만km2

 이상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 -

100만 미만~ 

20만 이상
-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가이아나

20만 미만~

 10만 이상
- 쿠바, 과테말라

우루과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수리남

10만 미만~

 1만 이상
-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벨리즈, 바하마

1만km2 미만 - -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가수 2 1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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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분포하는 수리남은 이슬람교의 비중도 높은 편이

다. 특히 카리브 해 지역은 다인종, 다문화의 융합공간

이다(전종한 외, 2015).

2. 거점국가 선정과 국가별 학습 순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국가 면적과 인구 규모에

서 3개 세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가 뚜렷하게 구분된

다. 인구와 면적 규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브라질

이다. 그리고 3개 지역으로 세분했을 때는 브라질, 멕시

코, 쿠바의 3개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이다(표 

19). 먼저 브라질은 남미 지역에서 인구의 49%, 면적의 

48%를 차지하며, 멕시코는 중미에서 인구 73%, 면적 

79%를 차지하고, 쿠바는 카리브 해 인구의 29%, 면적 

51%를 차지한다. 따라서 브라질, 멕시코, 쿠바는 라틴 아

메리카를 이해하는데, 학습해야 할 1차 거점 국가이다. 3

개국 중에서 순서는 브라질 ⇒ 멕시코 ⇒ 쿠바 순이다. 

2차 거점 국가 선정에서는 인구와 면적 규모와 함께 

다양한 조건들에서 특이성을 나타내는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먼저 남미 지역에서는 인구 규모에서 남미 2위

이면서(4,968만 명), 독립시기, 태평양과 대서양에 걸쳐

있는 위치 등의 특성을 지닌 콜롬비아, 잉카 문명과 인

디오의 비중이 높은 인종적 특성을 지닌 페루, 남미에서 

인구 규모 3위(4,491만 명)와 면적 규모 2위이면서 인종

과 경제적 측면에서 특징을 지닌 아르헨티나 등 3개국

을 2차 학습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 외에 남북으로 가장 긴 국가라는 특성을 지닌 칠

레, 풍부한 석유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정치적 측면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내륙국인 볼리비

아와 파라과이, 식민 모국과 종교상에 차이가 있는 수리

남과 가이아나 등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3차 학습국으로 

베네수엘라, 칠레, 수리남, 가이아나 등의 4개국과 나머

지 4개국(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미 지역에서는 파나마 운하 등 위치적인 특징이 있

는 파나마, 식민 모국(영국)과 늦은 독립시기 그리고 종

교와 언어에서 주변 지역과 차이가 있는 벨리즈, 백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95%) 코스타리카 등과 같이 특이성

을 지닌 3개국을 2차 학습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 외 

4개국(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은 인

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가톨릭이 우세하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3

차 학습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이 지역 최초의 독립 국가이면

서 인종적 특성을 지닌 아이티, 소엔틸리스 제도에서 인

구규모와 면적이 가장 크고, 인도인이 많은 인종과 종교

적 특성을 지닌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2개국을 2차 학습

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 외 대엔틸리스 제도상에 위

치하는 3개국(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바하마)과 소

엔틸리스 제도에 위치하는 7개국(바베이도스, 세인트루

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도미니카, 앤티

가 바부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등 11개국은 3차 학습국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학습에서 1차적

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점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쿠바 등 3개국이다(표 20). 이 3개 국가의 학습

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전반적인 지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인식을 바

탕으로 8개국(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파나마, 벨리

즈, 코스타리카,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2차 학습

국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국가별 특이성을 파악할 수 

표 18. 인문 조건에서 특이 조건 국가

주제별/지역별 남미(12) 중미(8) 카리브해(13)

언어
브라질(포르투갈어), 

수리남(네덜란드어)
아이티(프랑스어)

독립시기 수리남(1955), 가이아나(1966) 파나마(1903) 아이티(1804)

인종분포 가이아나(인도계)
과테말라(인디오), 벨리즈(흑인), 

코스타리카(백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인도계), 

쿠바(백인계)

종교분포
수리남(힌두교, 이슬람교), 

가이아나(힌두교)
벨리즈(기독교) 트리니다드 토바고(힌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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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 자세한 학습을 위해서는 나머지 22개국의 3차 

학습국에 대한 특이성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우리나라 학

생들과는 직접관련성이 적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효

율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지역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대륙별 접근 방법이 아닌 거점국가 중심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륙과 같이 큰 규모의 지역을 학습하는 데는 

대륙 전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거점국가 중심

의 지역이해 방법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할 수 있

으며, 자료 취합과 취득 측면에서의 용이성 때문에 학습

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지역분류에 의한 거점국가 선정과 거점국가 중

심 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유용성은 1차 거점 국가의 이

해에서 지역의 공통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지역

인식의 거점을 형성하고, 이후에는 거점국가 학습을 통

해서 얻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특이

성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 부담과 내용 중

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북부의 멕시코에서 남부

의 칠레까지 33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중미(8국), 남미

(12국), 카리브 해(13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넷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구 규모나 면적에

서 브라질의 위치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중미에서는 멕

시코, 카리브 해 국가들 중에서는 쿠바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이들 3개국(브라질, 멕시코, 쿠바)을 라틴 아메리

카 지역 이해의 1차 거점 국가로 선정했다.

다섯째, 2차 거점 국가로는 인구 규모와 면적 그리고 

다양한 기준에 의한 특이성을 중심으로, 중미에서 3개국

(파나마, 벨리즈, 코스타리카), 남미에서 3개국(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카리브 해에서 2개국(아이티, 트리니

다드 토바고) 등 8개국을 제시했다. 그리고 나머지 22개

국(중미 4개국, 남미 8개국, 카리브 해 10개국)은 3차 학

습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분류 방법에 의한 거점 국가

의 선정과 거점국가 중심 학습 방법은 우리와 직접 관

련이 적은 지역에 대한 지역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대륙과 같이 큰 규모의 지역을 전체

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피상적 이해와 왜곡된 지역 인

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거점국가 중심의 

지역이해 방법은 지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으

며,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

표 19.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학습 순서

분류 남미 중미 카리브 해 국가수

1차 국가군
브라질

(인구: 49%, 면적: 48%)

멕시코

(인구: 73%, 면적: 79%)

쿠바

(인구: 29%, 면적: 51%)
3

2차 국가군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파나마, 벨리즈, 코스타리카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8

3차 국가군

베네수엘라, 칠레, 수리남,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바하마/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22

12개국 8개국 13개국 11

표 20. 1차 거점국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역 특성

거점 국가별 공통 내용 특이점

브라질 식민지와 독립과정, 인종적 측면, 지형과 기후 측면, 종교적 측면 언어 측면(포르투갈어), 아마존 강

멕시코 식민지와 독립과정, 인디오 문화권, 미국과의 관계, 언어와 종교 측면 아스텍 문명권, 미국과 국경, 경제 

쿠바 식민지와 독립과정, 종교적 측면, 언어적 측면, 인종적 측면, 카리브 해 국가의 특성 사회주의 국가, 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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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학습은 대륙 단위의 특

성을 지니는 산맥이나 하천 등의 자연 지리적 요소를 

학습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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