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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라틴아메리카 사회지표

1.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가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 

|  이 밖에 파나마(2위), 페루(3위), 멕시코(4위), 코스타리카(5위) 등도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한 국

가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등은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열악한 국가군으로 평가

주 |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 지수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거시 경제 환경, 기업 환경, 
글로벌라이제이션 및 경쟁력, 인프라 발전 수준, 정치 환경 등 5개 변수를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3.5).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20.90

2 동일 파나마 19.93

3 동일 페루 18.09

4 동일 멕시코 17.72

5 +1 코스타리카 17.70

6 +1 콜롬비아 17.00

7 -2 우루과이 16.86

8 +3 과테말라 15.98

9 +3 에콰도르 15.68

10 -3 파라과이 15.55

11 -1 도미니카공화국 15.54

12 +1 니카라과 15.51

13 -4 브라질 15.21

14 동일 엘살바도르 15.17

15 동일 볼리비아 14.94

16 동일 온두라스 14.64

17 동일 아르헨티나 13.54

18 동일 베네수엘라 5.92

라틴아메리카 평균 15.88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Latin Business Index 2013)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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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틴아메리카 교육의 질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9개국 기준) 중에서는 우루과이가 가장 교육의 질이 높은 것

으로 평가 

|  우루과이에 이어서는 아르헨티나(2위), 칠레(3위), 베네수엘라(4위), 볼리비아(5위) 등이 교육의 

질이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아이티,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교육의 질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평가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우루과이 21.63

2 동일 아르헨티나 21.46

3 동일 칠레 20.83

4 동일 베네수엘라 20.60

5 +1 볼리비아 20.33

6 -1 페루 20.14

7 동일 브라질 20.10

8 동일 파나마 19.93

9 동일 멕시코 19.86

10 동일 콜롬비아 19.67

11 동일 코스타리카 19.43

12 동일 파라과이 18.79

13 동일 에콰도르 18.69

14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8.46

15 +1 엘살바도르 18.06

16 -1 온두라스 17.97

17 동일 니카라과 16.93

18 동일 과테말라 16.27

19 동일 아이티 11.93

라틴아메리카 평균 19.00

라틴아메리카 교육의 질(Latin Education Index 2012) 순위

주 | 라틴아메리카 교육의 질 지수는 초등교육 질,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교육 연수, 
기대 교육 연수, 총등록률, 문자해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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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틴아메리카 치안 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9개국 기준) 중에서 치안이 가장 불량한 국가는 아이티로 조사 

|  이 밖에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도 치안이 매우 불량한 국가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지수(1-5)

1 동일 아이티 5

2 동일 베네수엘라 5

3 동일 온두라스 5

4 +1 과테말라 5

5 +1 멕시코 5

6 -2 엘살바도르 4

7 동일 브라질 4

8 동일 볼리비아 4

9 동일 콜롬비아 4

10 +3 도미니카공화국 3

11 -1 파라과이 3

12 -1 페루 3

13 -1 에콰도르 3

14 동일 니카라과 3

15 동일 아르헨티나 3

16 동일 파나마 3

17 동일 우루과이 2

18 동일 칠레 2

19 동일 코스타리카 2

라틴아메리카 평균 3.58

라틴아메리카 치안 환경(Latin Security Index 2013) 순위

주 |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지수 1 = 안전한 국가, 5 = 매우 위험한 국가
자료 | FTI Consulting Ibero America(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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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틴아메리카 노동 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노동 환경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 

|  이 밖에 멕시코(2위), 과테말라(3위), 파나마(4위), 아르헨티나(5위)도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

서는 노동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에 반해 온두라스(18위), 볼리비아(17위), 브라질(16위) 등은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318.2

2 동일 멕시코 279.4

3 동일 과테말라 197.0

4 동일 파나마 194.6

5 동일 아르헨티나 189.2

6 동일 콜롬비아 184.1

7 동일 우루과이 179.1

8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73.1

9 +1 코스타리카 167.2

10 -1 페루 165.9

11 동일 니카라과 165.1

12 +1 베네수엘라 165.0

13 -1 엘살바도르 163.2

14 동일 에콰도르 152.1

15 +1 파라과이 142.6

16 -1 브라질 139.8

17 동일 볼리비아 136.2

18 동일 온두라스 108.2

라틴아메리카 평균 178.9

라틴아메리카 노동 환경(Latin Labor Index 2012) 순위

주 | 라틴아메리카 18개국에서 모든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변수를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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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틴아메리카 세제 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가 세제 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

로 평가

|  칠레에 이어 파라과이(2위), 엘살바도르(3위), 페루(4위), 도미니카공화국(5위)도 세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18위), 볼리비아(17위), 베네수엘라(16위) 순으로 세

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7.60

2 동일 파라과이 8.72

3 동일 엘살바도르 10.23

4 +4 페루 10.25

5 -1 도미니카공화국 10.40

6 동일 우루과이 10.59

7 -2 온두라스 10.61

8 -1 과테말라 10.87

9 동일 코스타리카 11.27

10 동일 멕시코 11.80

11 동일 니카라과 12.17

12 +1 파나마 12.37

13 -1 에콰도르 12.45

14 동일 콜롬비아 12.80

15 +1 아르헨티나 18.56

16 -1 베네수엘라 19.09

17 동일 볼리비아 21.72

18 동일 브라질 36.20

라틴아메리카 평균 13.76

라틴아메리카 세제 환경(Latin Tax Index 2012) 순위

주 | 라틴아메리카 세제 환경 지수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법인세율, 
이윤세율, 세금 납부 시간, 세금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