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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가 굶주리는 이유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니콜라스 마두로의 최근 중국 방문은 많

은 질타를 받았다. 최근 몇 년간 거의 4백만 명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2018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선정되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에 살

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으며 사회주의가 빚어낸 비극을 극대화하고 

있다. 

 

사실 마두로의 중국 방문은 이해할 만하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게 약 650억 달러의 대

출, 현금 그리고 투자자본을 내주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20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

고 있으며 러스 달렌이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 하려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재가동 되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사실상 베네수

엘라의 석유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부를 저당 잡혀 버렸

고 후손들은 이로 인해 고통 받을 것이다. 국가 정책, 부패하는 기술 그리고 마약 밀매와 

테러 행위에 관련된 만연한 부패로 인해 석유 생산이 영원히 제한되면서 마두로의 방문

으로 얻은 50억 달러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며 베네수엘라를 괴롭힐 것이다. 

 

2018년 7월 말, 국회는 매주 6명의 베네수엘라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는다고 추정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들은 작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베네수

엘라 가정의 87%가 가난하고, 베네수엘라인 10명 중 9명이 끼니를 살 돈이 없었다고 한

다. 820만 명이 매일 두 끼조차 때우지 못했으며, 10명 중 6명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11kg 이상의 몸무게를 잃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되

면서 이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마두로는 최저임금을 3,000% 인상하고 화폐가치에서 5개의 0을 제거했으며 일부 

환율 통제 규정을 없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적이지 않다. 왜냐하

면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진정한 원인은 사회주의와 나르코 테러 정권에 있다. 그 정권의 통제 불가능한 지

출 역시 또 다른 원인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스티브 핸크 교수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

플레이션을 매일 측정한다. 내가 알기로는 그의 수치가 베네수엘라의 실정에 가장 근접

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 핸크가 보고한 연간 인플레이션은 45,236%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가난해지고 있다. 

 

 

 

최근 독재자 마두로의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었다. 마두로는 터키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인 누스르 에트에서 주방장 솔트배의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마두로와 그

의 아내 실리아는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의 1년치 이상의 봉급에 버금가는 고기 한 조각

을 먹으면서 만족감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인들의 분노는 즉각적으로 일어났

다. 비평가들은 이런 비참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굶주리고, 



구급약에 접근할 수 없고, 사회주의에 의해 황폐화된 나라에서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반면에 그들의 “독재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본주의의 사치를 즐기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why-venezuela-star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