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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중남미 경제 영향과 회복 전망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동향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들어가며

작년 말까지 큰 경기 호황을 누렸던 중국, 미국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글로벌 경제는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대외 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등 경기 침체 위협에 대비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던 중미와 카리브해 일부 국가들을 빼면, 오히려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과 민영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구조조정과 세금 및 연금 개혁 등을 통해 힘겹게 경제 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방역 및 보건 체계가 취약한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 경쟁력과 풍부한 자본력을 앞세우고, 패스트 트랙을 통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바이오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으며, 성장

측면에서는 미래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산업의 육성으로 경제의 V자 회복도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료 인력과 진단 키트조차 부족한 중남미

국가들은 필수 소비재 분야 등의 경제 활동을 제외하면, 산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치료제 보급과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 큰 시련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10월 10일 기준) 코로나19는 전 세계 37.4백만 명을 감염시키고, 1.1백만 명 사망자를 내면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4.8%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코로나19 동향과 경제적 피해

중남미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 세계 감염자의 1/4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10월 10일

기준) 브라질 3위(5,091,840명), 콜롬비아 5위(902,747명), 아르헨티나 7위(883,882명) 등 중남미 상위 5개국만 8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 중남미는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었다.

동향보고서 2 동향보고서 3동향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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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중남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순위 국가 전체감염자 (신규) 전체사망자 (신규) 회복자 진단 검사수

- 전 세계 37,448,722 +350,401 1,077,190 +4,974 28,097,767

- 미국 7,943,586 +48,957 219,254 +607 5,085,449 117,514,234

3 브라질 5,091,840 +34,650 150,236 +544 4,453,722 17,900,000

5 콜롬비아 902,747 +8,447 27,660 +165 783,131 4,141,602

7 아르헨티나 883,882 +12,414 23,581 +356 709,464 2,211,321

8 페루 843,355 - 33,158 - 733,000 4,027,591

9 멕시코 809,751 +5,263 83,507 +411 588,085 2,068,647

14 칠레 479,595 +1,826 13,272 +52 452,054 3,654,041

31 에콰도르 146,828 +980 12,188 +13 120,511 465,886

32 볼리비아 138,226 +257 8,262 +34 100,347 313,195

35 파나마 119,666 +825 2,482 +8 95,552 540,175

36 도미니카공화국 118,014 +557 2,167 +2 93,627 515,598

45 과테말라 97,544 +609 3,365 +9 86,046 360,917

47 코스타리카 87,439 +1,386 1,076 +21 52,669 257,549

51 온두라스 82,552 +880 2,492 +15 31,736 194,516

53 베네수엘라 81,696 - 684 - 73,020 1,979,251

출처: Worldometer ‘20.10.10일 기준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장기간 침체1)를 이어온 탓에 거시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이 다른 권역의

신흥국들보다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기간 원자재 수출 위주의 변동성 높은 산업 구조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였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일컫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술 도입이 더디어지면서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다. 한편, 최근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언과 함께 계층간 경제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남미 각 국의 부실한 위기 대응은 국민들의 불만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노출시킨 중남미의 사회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생명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중남미 정부들이 최근까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서 셧다운(shutdown: 조업중단)을 확대하면서 산업 생산이 크게 떨어져 경제성장률

하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향세는 공통적으로 불가피하겠지만, 중남미의 편향적인 산업 구조와 취약한 거시 경제 건전성은 그

충격을 더욱 크게 하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전체 신흥국(-3.2%) 대비 더 큰 폭의 하락(-8.2%)이 예상되며, 실업률은

13.5%로 증가하고, 빈곤율도 37.3%로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2).  

한편, 미국, 일본, EU와 같은 선진국들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기축통화 발행국의 장점을 이용하여 자본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함과 동시에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여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원자재 수요와 공급이 이례적으로 모두 급락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재정 여력 부족과 제한적인 통화 정책의 활용으로 방어 수단조차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 2014-2019년 경제성장률 연 평균 0.4% 기록, ECLAC 기준  

2) 실업률과 빈곤율은 2020년 10월 ECLAC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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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경제성장률 전망 >

국가 2018 2019 2020(e) 2021(f) 2022(f)

전 세계 3.2 2.6 -4.8 4.4 3.8

선진국 2.3 1.7 -5.8 3.6 3.3

미국 3.0 2.2 -4.0 3.5 3.6

신흥국 4.8 4.1 -3.2 5.6 4.6

중남미* 1.4 0.8 -8.2 3.7 2.7

브라질 1.2 1.1 -6.4 3.8 2.4

멕시코 2.2 -0.3 -11.1 4.2 2.5

아르헨티나 -2.6 -2.1 -11.2 0.7 0.9

콜롬비아 2.5 3.3 -7.4 4.5 3.6

페루 4.0 2.2 -12.5 7.7 3.8

칠레 4.0 1.0 -7.4 4.7 3.7

에콰도르 1.3 0.1 -8.9 1.3 1.9

볼리비아 4.2 2.2 -7.7 4.3 4.0

과테말라 3.1 3.8 -2.8 4.0 3.4

파나마 3.7 3.0 -6.8 4.1 4.5

코스타리카 2.7 2.1 -3.8 3.0 2.6

쿠바 2.2 0.5 -5.0 -0.5 1.3

* 베네수엘라는 집계 제외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원 ‘20.10월 기준

브라질 경제동향 및 회복전망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초기, 감염 확산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보우소나루 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의 코로나 통제 실패로 인해 브라질마저 다시 경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가 생겼다. 이에 따라 환율도 헤알화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5헤알(3월 18일)을 넘어서고, 2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6헤알까지 위협하면서

과거 악몽과 같은 초(超)인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해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 지출확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다소 운 좋게도 선진국

통화들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달러당 5.8848헤알(5월 13일)을 고점으로 6헤알을 가까스로 방어해 냈다. 환율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일일 7만명(7월 29일)을 고점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균형 재정의

예외 조치로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브라질은 최근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구매자지수(PMI)가 크게 상승(58.2,

2006년 2월 조사이래 최고치)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등 민간 분야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2021년에는 3.8%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작업 중지 기간이 길었던 도축업과 광업 분야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 분야의 경우, 보우소나루 정부가 2020년에는 재정 적자를 GDP 대비 15%까지 늘렸으나 내년부터 재정 감축과 세제 개혁을 통해 2024년 5% 수준까지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정부 지출과 고용은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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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라질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민영화 프로그램, 최저임금 지원 등 세제 및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화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지원은 전체 고용의 약 44%에 해당되는 비공식 노동 인력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거두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8월에는

집권 이후 최고치3)를 기록함에 따라 2022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으로서는 이에 대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 다타폴라(Datafolha) 8월 기준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 37%

멕시코 경제 동향 및 회복 전망

올 초부터 멕시코는 유가가 작년 가격대비 42.2% 감소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내 수요

부진이 동반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이 11.1% 역(逆 )성장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큰 폭의 하락 전망은 현재 멕시코 공공부채가 비록

증가세라 하더라도 현재 GDP 대비 48%에 불과한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해외송금 유입 등으로 1,800억 달러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대외 건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2019년에도 0.3% 성장하여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해외투자자들에게는 현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도르(AMLO) 4)정부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집권한 좌파 정부이긴 하나, 보건 분야 지출이 GDP 대비 0.2% 수준이며,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도 0.5%에 그쳐

재정 확대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멕시코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6% 수준이어서 큰 폭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쉽지 않으며,

오브라도르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여러 차례 엄격한 재정 지출 및 통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러한 긴축 정책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PEMEX5) 는 작년 대규모 적자(1,830억 달러 순 손실)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올해도 저유가로 인해 부실 규모(총 부채 1,050억 달러)가 더 커질 수 있어 정부

재정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이자 그동안 우려가 많았던 에너지, 석유화학, 항만 건설 프로젝트들의 계약 취소나 재협상 이슈들은 내년에도 계속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AMLO 집권 이후,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고, 멕시코 4차 변혁(4thTransformation)6)을 추구하는 국정 철학과도 연관이 있다.

다만, AMLO 정부가 현 정책 기조를 지속할 수 있을 지는 내년 7월 실시되는 중간 선거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경제성장률은 기저 효과에 의한

내수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로 4.2% 반등이 전망된다.

4)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의 약칭 표현 

5) Petróleos Mexicanos: 멕시코 최대 기업으로 석유 공기업  

6) AMLO는 자신의 개혁 정책을 1차 1810년 멕시코 독립운동, 2차 1857년 레포르마(개혁 전쟁), 3차 1910년 멕시코 혁명에 이어 4차 변혁으로 지칭, 이는 궁극적으로는1930년대 석유산업을

국유화했던 라자로 카르데나스 정부 시절로 회귀를 지향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 및 회복 전망

사상 9번째 금융 위기를 앞두고 작년 말 페론주의 정권으로 교체된 아르헨티나는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9월 4일 현 페르난데스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이 포함된 민간 채권단과 총 655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국채에 대한 채무 조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큰 불확실성 하나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협상의 성과로 채무 부담이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2020년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는 오히려 나은 -11.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인플레이션은 42%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13.3%, GDP 대비 재정적자는 11.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7) 

한편,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에너지 및 광산 개발을 확대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수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1년 경제성장률은 0.7% 소폭 반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지난 3년간 겪은 경기 침체와

물가 및 환율 급등에 따른 충격 여파를 당장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데스 정부는 이번 민간 채무 협상 타결을 계기로 IMF와도 신속히 채무 조정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나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가 디폴트 상황을 피하려면 최소 3년간 4% 이상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과 지출 통제, 노동 및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IMF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페론주의 성향이 반영된 정책들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대체 산업화 측면에서 향후 메르코수르(MERCOSUR)8) 가 추진 중인 대외무역

협상은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작년 브라질과 타결된 자동차 FTA 발효 시점을 2020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정부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페르난데스 정부는 수출세 등 세금 인상을 확대하고,

페소화 환율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1년 10월에 치르는 중간선거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여당이 양원 모두

승리할 경우, 향후 법안 통과 등은 유리해지겠지만, 현 부통령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키르츠네리즘(Kirchnerism)9) 이 당내 다수파가 될 경우,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리더십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국정 주도권을 놓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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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나, 당내 페론주의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많음

종합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과거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메가톤급 경제 충격을 또 한 번 경험하였다. 더욱이, 이번 위기는 과거 두차례 위기와는 또 다른 속성으로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실물

경기의 충격은 더 컸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시기 및 보급 속도에 따라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전세계 각 국 정부의 대응도 과거와 달리,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정부의 개입이 더 빨라졌으며, 발권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조치로 과거보다 시장의 충격을

많이 줄이고, 단기간에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재정 여력 부족과 통화 정책의 한계로 인해 코로나 확산 초기,

수동적인 대응과 몇몇 정책적 판단 실수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가별 산업 구조 특성이나 펀더멘털 수준에 따라 충격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국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처방을 내리게 되면서 향후 회복 속도도 다를 것이며, 극단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올해 말과

내년에 예정된 중남미 각 국의 국민투표나 중간 선거는 정부의 정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를 심판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초기,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력과 한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확산을 막고, 진단 기술과 방역 체계를 오히려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향후 경제적 여파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확산

초기, 환율 변동성이 커졌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우려도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미국 연준의 빠른 통화스왑 조치 이후 지금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도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증시의 경우, 단 2개월만에 10년 전 수준으로 폭락을 경험할 만큼 한 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 확산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언제든지 글로벌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실물 경제에서는 비록 중국의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여도 글로벌 수요가 이미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중국의 생산 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한국과 중남미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이제는 수출만으로 경기 회복을 크게 앞당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갈등은 이제는

미국의 피해 의식까지 반영되면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중 대결 구도에 따른 글로벌 분업 체계의 분열은 신흥국들에게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탈(脫)중국화는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신흥국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역별 분업 체계(Regional Value Chain)가 잘 정착된 권역에서는 새로운 지역 생산 기지로서의 대안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와 중미-카리브해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변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수출 다각화에 관심이 많은 브라질과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또 다른 미래 파트너인 아시아와 교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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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기업의 대 중남미 진출 전략

코트라 양국보 연구위원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적 어려움 심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 이후로도 지속되면서 중남미는 10월 현재 누적 확진자 수 978만명1)으로

전 세계 확진자 3천6백만 명의 27%선을 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입국제한, 이동금지, 경제활동 제한 등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강력한 봉쇄(Lockdowns)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정부(브라질, 멕시코 등)의 미온적 대처, 낮은 수준의 행정집행력, 국가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금년 1월, 2020년 중남미지역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6월 -7.2%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2021년이 되어서야 회복세(2.8%선)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남미의 경제 부진세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대비해서도 경제회복 속도가 더욱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이로 인한

봉쇄조치가 ‘20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글로벌 무역의 퇴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하락, 국별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중남미 지역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 월드오미터 기준(’20.10.7), 브라질: 497만명(3위), 콜롬비아: 87만명(5위), 페루: 83만명(7위), 아르헨티나: 82만명(8위), 멕시코: 79만명(9위)

동향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중남미 경제동향 및 전망

동향보고서 1 동향보고서 3동향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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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전망

2020년 2021년

중남미 1.9 1.7 0.8 -7.2 2.8

브라질 1.3 1.3 1.1 -8 2.2

멕시코 2.1 2.2 -0.3 -7.5 3

콜롬비아 1.4 2.5 3.3 -4.9 3.6

칠레 1.2 3.9 1.1 -4.3 3.1

페루 2.5 4 2.2 -12 7

출처 : World Bank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교역, 적자를 기록할 우려

IMF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국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남미 시장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역흑자를 가져다 준 우리나라의

효자시장이었다. 예를 들어 2011년 우리나라는 중남미와 602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입을 통해 20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당해 연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308억 달러 중 2/3를 중남미에서 가져왔다. 또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대비 무역흑자 비율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18% 보다 높은

24%를 기록해, 미주, 중국/아시아 등 여타 대륙권 대비 가장 높은 흑자비율을 시현하는 등 우리의 전략적인 수출시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중남미의 경제위기와 시장폐쇄는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교역동향을 분석해 보면 주요 대륙권별 수출실적 중에서 가장 저조한 -34.2%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30여 년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의 -5.2% 감소세를 이은 것으로 만약 단기간 내에 특별한 수출 반등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對중남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 대륙별 교역 동향 (전년 동기대비, 백만달러, %) >

순위 대륙권명

2019년 2020년(8월)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수지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수지

총계 542,232 -10.4 503,343 -6.0 38,890 322,978 -10.6 303,960 -10.3 19,018

1 아시아 330,404 -13.3 236,622 -4.4 93,782 197,955 -9.5 151,204 -4.6 46,750

2 북미 78,911 0.6 67,637 4.7 11,274 50,011 -4.9 42,351 -5.8 7,659

3 유럽 69,169 -7.9 76,713 -11.1 -7,544 41,586 -11.3 49,373 -3.9 -7,786

4 중남미 26,337 -5.2 20,341 5.2 5,995 11,970 -34.2 12,649 -7.0 -678

5 중동 17,660 -18.6 71,998 -16.3 -54,337 9,714 -14.4 31,161 -38.0 -21,446

6 대양주 13,490 -5.0 22,775 -0.8 -9,285 7,865 -12.1 12,851 -16.0 -4,986

7 아프리카 6,254 -2.0 4,930 -19.6 1,324 3,850 -14.8 2,655 -19.4 1,195

8 기타 54 5.1 2,327 5.9 -2,272 54 66.8 1,713 10.0 -1,659

출처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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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총 437개사(법인 기준)2) 로 주로 자동차 및 관련부품, 전자, 섬유 제조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

페루 친체로 신공항 PMO, 멕시코 석유플랜트 등 인프라 진출관련 건설기업들도 활발하게 현지 활동 중이다. 

이러한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지난 5월말 이후로 일부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는 있으나 그간 지속적인 감염확산으로 인한

조업차질, 입국제한 등 국가 봉쇄로 인한 인력, 원자재 조달 차질, 인프라 사업 중단 및 지연 등으로 최근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부진에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2018-2019)

2. Post 코로나, 뉴노멀 시대 중남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코로나19로 통상적인 대면 경제활동과 인력, 상품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중남미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디지털 경제 부상

전통시장, 오프라인 매장,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부상하면서 중남미

각국별로 관련 기술과 제품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활동 주체별로 아래의 트렌드가 전망된다.  

① 소비자 : 컴퓨터 및 주변기기, 태블릿 등 인터넷 관련기기 구매와 인터넷으로 소비되는 각종 콘텐츠(게임, 드라마, 에니메이션)에 대한 구매 증가  

② 기업 : 재택근무의 확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 (화상회의, 원격업무지원, 메신저 등)와 사이버보안, 비대면 고객 서비스 등에 대한 대비 확대  

③ 정부 : 기존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스마트화), 국민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역 통신망 구축 확대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특히 중남미는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통신 사정이 열악한 국가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통해 일거에 선진국의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고자

하는 Leapfrog Effect3)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주로 기술이 낙후된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 낙후로 인해 기존의 정책이나 규범 및 경쟁기업이 없고 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 최첨단 기술이나 시스템이 단기간에 실현되고 보급되는

것

급속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

‘90년대 중반 이후 WTO 출범에 따라 자유무역의 확산, 통신·운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 선-후진국간 국제 분업 특화, 서비스산업이

발달하면서 중국 등 세계 공장을 필두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확산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등 신흥국의 지속적인 임금상승 추세와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의 리쇼어링·니어쇼어링 확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관리 필요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크게 지역화 및 자국화, 서비스화 및 고도화, 위기 대응력 제고의 세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추세이다4). 

① 지역화 및 자국화 : 북미, EU,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필수·전략 산업의 생산·공급망을 자국 내로 구축하는 지역화 방향으로 전환 중이며,

비교우위에 따른 경직된 가치사슬에서 벗어나 필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중심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거나 여러 대체가능한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체제로 변환 

② 서비스화 및 고도화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고, 첨단 기술과 기존 전통산업이 융복합되는 미래산업 글로벌 공급망으로 재편 

③  위기 대응력 제고 :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체 생산망과 효율적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기존의 적시공급(Just in Time)에서 공급망의 위험분산(Just in Case)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안정성을 강조

4) KOTRA,“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동향”,Global Market Report 20-0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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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자상거래 대비 강화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새로운 수출 마케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글로벌 교역에서도 전시회, 무역사절단,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전통적인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변혁기에 화상상담, B2C 온라인 플랫폼 입점, 온라인 전시회, B2C 글로벌 소싱

다변화 등 ‘비대면 해외 마케팅사업’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대안으로 추천되고 있다.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코로나가 전 세계 교역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 3월 부터 소위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지원활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화상상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등 관련 마케팅 지원사업의 성과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6)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KOTRA는 비대면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 16,309 개사를 추가로 상담 지원하고 계약 1,490건, 6억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화상상담은 지난해 대비 29.7배나 증가하였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성공기업은 3.8배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수출 길로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전자 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 수출 플랫폼

참가를 확대하고, △기업-소비자간 거래 방식(B2C)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강화해야 하며 △해외 유력바이어 화상상담 참가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B2B 수출 플랫폼 중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EC21(www.ec21.com), Trade Korea(www.tradekorea.com), 바이코리아

(www.buykorea.org) 등이 있으며 이들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로 직접 상품을 홍보하거나 비즈니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한편 동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바우쳐 지원사업”(www.exportvoucher.com)등을 활용해 영문 전자 카타로그, 동영상, 웹페이지 업데이트 및

SEO(검색엔진최적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KOTRA, "새 시대의 새로운 ‘수출 길’ 열다", 보도자료 (2020.9.21.)

소비시장 트렌드의 변화

코로나19로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 디지털화, 지역화 및 자국화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면서 일반 소비시장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DIY(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유사시 인력, 상품이동

제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산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① DIY 트렌드의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성향과 개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다양한 분야의 DIY 트렌드가 확산. 대표적인 분야로는 홈트레이닝

(운동기구, 홈트레이닝 SW 등), 홈에스테틱(미용용품, 미용기구 등), 홈쿠킹(각종요리기구, 식재료, 즉석식품 등), 홈에듀케이션(이러닝 SW, 교육콘텐츠

등) 등 

② 전자상거래 시장 급증 : 중남미 주요 전자상거래 시장인 멕시코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월초와 비교하여 5월말 현재

3배가량 급성장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멕시코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소비가 급증 추세.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

홈트레이닝, 애완견 관련 소비재, 비디오 게임, 문화 콘텐츠(책, 오디오북, 팟캐스트), 화상수업이나 재택근무를 위한 프린터, 모니터 수요 증가. 또한 기존

멕시코 내 유명 오프라인 쇼핑 체인인 Liverpool, Palacio de Hierro 같은 인기 매장들이 폐쇄되면서 이들 유통망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5) 

③ 역내산 제품 선호 : 유통 비즈니스 환경 상 코로나19로 해외로부터의 적시공급(Just in Time)이 어려워지면서 역내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

5) KOTRA,“뉴노멀시대의 중남미 트렌드와 4가지 키워드”,해외시장뉴스(2020.5.21.)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기업의 대 중남미 진출전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對 중남미 진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비즈니스 트렌드의 변화가 예상되는 등 현지 시장은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면서 소위 ‘중원축록(中原逐鹿)’의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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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코리아 및 Trade Korea 홈페이지 >

아울러 코로나19로 B2C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입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OTRA는 Amazon, Linio 등 중남미 유력 온라인 플랫폼(e-commerce) 입점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년 중 서비스를 받은 기업은 1,252개사로 지난 해 590개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 입점 성공기업은

644개사로 지난 해 168개사 대비 3.8배 증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비대면 해외 마케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수출 화상상담회 및 온라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금년 중 계획된 중남미

온라인 한국상품전, 스마트 헬스케어-에듀테크 화상상담회, 컨텐츠기업 화상상담회, 스마트팜 해외진출 온라인 로드쇼 등 언택트 마케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2019-2020년 KOTRA ‘비대면’ 서비스 성과 >

출처：KOTRA 보도자료(2020.9.21)

현지 투자 진출 등 현지화 기반 확대 구축

이상과 같은 ‘새로운 수출 마케팅’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對중남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으로 △현지 투자진출 확대, △사회적

활동 추진을 통한 현지화 강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능력 향상 등 현지화 기반 확대가 요망된다.  

현재까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들과 전자, 섬유제품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산업 자국화 및 지역화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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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과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관리 필요성(Just in Case)에 대비하여 생산기지, 물류·유통·서비스

센터의 현지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일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홈에듀케이션(이러닝, 교육 콘텐츠 등), 핀테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디지털 물류지원센터”(DB센터)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출거점 확보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망된다.  

한편 기아 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현지 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CSR 활동이 활발히 전개 중이나 중소·중견기업 및 ‘민-관 협력’등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활동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계 제조기업 진출이 활발한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노사분쟁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바 안정적 경영·마케팅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남미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적극 활용, 코로나19 방역 경험 및 정보공유, 의료

물자와 의료진 파견 등 적극적인 홍보,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를 좋은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상황별 위기관리 능력 강화

마지막으로 우리기업들의 對중남미 진출에 있어서 취약점 중에 하나이며 최근과 같이 코로나19로 현지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상황별 위기관리 능력’이라 하겠다. 우선 현지 경제 사정 불안정으로 무역대금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보안 취약으로

인한 사이버 무역피해 및 선의의 계약 불이행 등 법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①  무역대금 리스크 관리 : 중남미 코로나19 확산은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 급감에서부터 상거래 대금 미결제, 국가 디폴트 위기 증대 등 경제활동

전방위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적인 무역대금 결제에도 조만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남미 파트너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무역대금 결제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에서 무역거래 상대방의 정치 및 상업 리스크(Political&Commercial risk)발생으로 인한 무역대금 미결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 개별보험), 중소중견Plus+보험 등 다양한 수출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이버 무역피해 예방 : 최근 중남미로부터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해커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보안이 부실한 중남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기업 간 이메일을 해킹하여 무역대금을 가로채거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활용해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해킹해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인터넷 보안 강화 및 상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 

③ 계약이행 불능 시 피해 방지 : 최근 한국기업들이 수주한 페루 친체로 PMO프로젝트, 파나마 메 트로 3호선 프로젝트, 멕시코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형

SOC 프로젝트 수행 시에 코로나19나 자연재해로 인해 부득이한 공기·납품 지연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법률 피해 대비가 요망된다.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처리 방식은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법률과 사법적 관행이 존재 하며 계약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정변경 원칙에 해당하는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좌절)이론(Frustration of Contract)”을 운영하고 있는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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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KOTRA,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동향”. Global Market Report 20-022(2020)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www.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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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시장 진출 시 활용 요인 분석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 자료 출처: 주멕시코,파나마,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대사관 제공

① 중미지역 진출환경 분석

□ USMCA 발효

ㅇ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 속, 7.1 발효된 USMCA 원산지 규정과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로 멕시코가

생산 기지로 재조명  

※ 코트라의 글로벌 기업 246개 조사 결과, 64%가 사업장 이전 등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  

ㅇ USMCA 발효로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및 노동·환경 규정이 강화된 한편, 의약품과 비시장 분야에서의 진출기회 확대 전망  

- 자동차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북미 진출 유인이 강화되었고, 역내 가치 비율 및 생산 등에 있어 멕시코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 강화  

- 특히 북미 지역의 기계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약품의 특허보호기간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계와 의약품은 우리 기업의 북미 진출 시 투자 유망

분야로 평가되는 바, 동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진출전략 모색 필요 

ㅇ 기 진출한 우리기업은 북미산 소재 공급 및 이행 계획 등 생산 · 수출 환경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신규 진출 기업은 변화된 노동․
환경 규정에 유의할 필요

동향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진출 환경 분석

동향보고서 1 동향보고서 2 동향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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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발효

ㅇ 중미 5개국은 중남미에서 7번째 GDP(1,932억불) 및 인구(3,138만 명) 규모로 경제성장률이 중남미 지역 전체 평균을 상회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 2017년 기준 교역액은 783억 달러, 역내 교역액은 97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2.5% 차지 

ㅇ 9월 기준, 한-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FTA는 파나마를 제외한 4개국에서 모두 발효(파나마는 현재

국회통과 후 대통령 비준(10.19))되었으며,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5% 개방에 합의 

ㅇ 중미는 한국과의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젊은 연령층 및 신흥 중산층이 확대 추세에 있는 유망시장으로.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WTO

정부 조달 시장 개방으로 중소기업의 대중미 시장 수출 기회 확대, △중국, 일본 등과의 시장 경쟁에서 선점 효과 등 기대 

- 특히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 중인 남부권역(코스타리카, 파나마)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허브로 활용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한국산 제품의 비교적 낮은 대중 인지도, △지리적 특성과 현지 문화적 요소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사전대비 필요

□ 한국의 CABEI 가입

ㅇ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SICA 회원국들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최근 중미지역 코로나 위기 대응과 역내 투자에 있어

그 기여도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등 관련, 중미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중  

※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3억불 차관 승인, △코로나19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치료제 연구개발 비용(비상환) 지원 승인, △중미 국가 대상 백신구매 지원 계획 발표, △

코스타리카 수도권 전기여객열차사업 타당성 조사 및 본사업 차관 승인 등 

ㅇ 한국의 정식 역외회원국 가입(4.5억불 자본금(7.2% 지분율)), 신탁기금 및 금융협력자금 조성으로 에너지, 인프라, ICT 등 프로젝트 추진시 유리한 입지

선점  

- CABEI 프로젝트 입찰자 선정시 여타 조건(기술 및 가격)이 동일한 경우 CABEI 회원국에 우선권 부여 

※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중남미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CABEI 비회원국으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기반 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 

ㅇ CABEI ‘신규’ 역외회원국으로서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 협력기금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 강화 필요

② 남미지역 진출환경 분석

□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협력

ㅇ 메르코수르(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남미 인구의 70%(2.9억), GDP의 76%(2.7조 불)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시장으로, 역내 상품교역 자유화,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며, MERCOSUR 공동 차원에서만 무역협정 체결 가능  

- 한국과의 교역은 2011년 208억불을 정점으로 하락세 지속(2018년 102억불), 교역량 반등 모멘텀 필요  

ㅇ 한-메르코수르 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2018. 5월) 후 2020.2월까지 5차례 협상 진행, 코로나19 및 아르헨티나의 유보적 입장 등으로 협상 지연

중 

ㅇ MERCOSUR와의 주요 협력 분야 

- 보건의료 : 보건당국 간 협력워킹그룹 구성 등 체계 구축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구체화, 바이오산업 의제 발굴 등 협력 확대  

- ICT : 과학기술공동위 등을 통해 5G,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협력사업 추진  

- 인프라 :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구성,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프라 시장 정보 교환 및 프로젝트 참여  

- 에너지 :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우리 원전기술력 홍보 및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한 수주 지원  

- 환경 : 아마존 열대우림, 산림보호 관련 우리 환경부, 산림청과의 협력 강화  

- 해양안전 : 스텔라데이지 호 등 해양 사고 대비 해양안전 관련 외교채널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태평양동맹(PA)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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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평양동맹(PA)은 중남미 총 GDP의 38%, 세계 8위권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남미의 거대 경제협력체로 4개 회원국(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은

2012.9월 출범 이래 2030년까지 역내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통합 추진 중  

ㅇ 한국은 PA 준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회원국 가입시 4개 회원국과 FTA 체결 효과 발생 기대  

※ 콜롬비아, 칠레, 페루와는 FTA 기발효, 준회원 가입은 한국-멕시코 신규 FTA 체결 및 여타 3국과의 기존 FTA 개선 효과 

ㅇ 현재 PA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며, 우리는 2018.7월 준회원국 가입대상국 선언 후 2019.7월 및 9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위한 협상세칙 협의를 개시  

- PA 회원국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벗어나는 방안으로 역외협력·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① 칠레 보건의료 산업

ㅇ 칠레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2%)되고 있고 보건의료 지출도 GDP 중 8.9%로 높은 편이며, 중남미 국가 중

양호한 공공보건 체계를 갖추고 있어 코로나 치명률이 낮은 편(2.7%) 

ㅇ 주칠레한국대사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으로 지정, 만성질환자대상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7-19년간 매년 보건의료 관련 한국 사절단 파견 등 양국간 교류 활발  

- 2020년에는 우리 기업의 칠레 제약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및 웹세미나, 수출상담회 개최 등 제반활동 추진 중  

ㅇ 양국 협력강화 방안  

-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 복지부-칠레 ISP(공공보건청)간 보건분야 협력 MOU 서명(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칠레 보건조달청 간 의약품 공공조달

MOU 체결(2020), 한-칠 양국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MOU 서명 추진 등  

-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 관련 양국간 범부처 화상회의 개최(3월) 등  

- 의약품 조달 참여 확대: 작년 10월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대규모 시위 후 의료비 인하, 저렴한 의약제품 조달 등을 위해 CENABAST(보건조달청)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바, 협력 강화 필요

② 페루 G2G 인프라 산업

ㅇ 페루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중  

ㅇ 페루는 우리 인프라 기업의 2019년 중남미 수주액 2위, 수주건수 1위 시장으로 가능성이 큰 시장이며, 특히, 정부간 계약(G2G)을 통해 각국 정부와 직접

수주절차를 진행하는 체제 도입  

- 페루 정부는 2018년 판아메리카 게임 준비시 영국정부와 최초로 성공적인 G2G 사업을 진행 후 G2G 방식 발주 확대 계획 발표, 현재까지 G2G 사업

낙찰국은 영국(2건), 프랑스(1건), 한국(1건) 등 3개국이 유일  

- 한국(한국공항공사 주도 컨소시엄)은 G2G로 진행된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관리용역을 작년에 수주, 코트라가 G2G 전담기관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공모절차를 통해 국내기업 발굴·추천, 심의를 거쳐 이행기업과 약정 체결, 계약 협상 및 체결 등 수행 

ㅇ 향후 G2G 사업 전망 : 페루 정부는 금년 7월 철도, 도로 등 메가 프로젝트를 G2G 방식으로 추진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팀코리아 구축을 통해

리마 지하철 4호선(27억불), 중앙 고속도로(35억불), 산타로사 고속화도로 사업(4억불) 참여 검토 중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진출 유망산업(칠레,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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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지역의 3대 경제통합

트렌드와 한국의 대응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학과 권기수 교수

심층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중남미 지역에서 세 가지 커다란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먼저 브라질과 멕시코 간 자동차 부문 통합에 힘입은 중남미 지역

차원의 통합 심화이다. 둘째, EU-MERCOSUR 간 FTA 체결에 따른 사실상 EU-중남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마지막으로 니어쇼링에 기반한 미주지역 생산통합

확대에 힘입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의 부활 가능성이다.

트렌드 1: 중남미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확대

먼저 중남미 지역에서 주목할 트렌드는 역내 대표적인 양대 경제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태평양동맹(PA) 간의 통합이다. 양 블록 간 통합은 2014년

바첼렛 전 칠레 대통령의 주창으로 시발 되었다. 이후 2016년 통합 로드맵이 작성되고 2018년 7월에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 정상회의에서 통합

가속화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이 발표되면서 양자 간 통합이 급진전 되었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치사슬(RVC)/누적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통관단일창구(VUCE), △통관협력, △무역촉진과 중소기업,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원활화 등으로 관세철폐보다는 관세 외적인 협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양 블록이 경제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관세철폐보다 비관세분야 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양 블록 회원국 간에 이미 상당 정도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은 대MERCOSUR 수출 시 74%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는다.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우 대PA 수출 시

93%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대상이다. 현재 양 블록은 산술 평균적으로 84% 수출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실현하고 있다. 관세철폐 측면에서 볼 때, 양 블록은 이미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9~2020년 들어 양 블록 간 통합의 가장 큰 진전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 통합이다. 현재 중남미 FTA 네트워크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missing link)는 브라질과

멕시코 간 FTA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중남미 전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멕시코 간의 FTA 네트워크 부재로 중남미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이 크게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3월 체결된 멕시코와 브라질 간 자동차 부문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양자 간 경제통합의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된다. 본래 양국은

심층보고서 2심층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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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EU-중남미 국가 간 FTA 현황 >

미국 EU

국가 체결 발효 국가 체결 발효

멕시코 (NAFTA) 1992.12 1994.1 멕시코 1997.12 2000.10

페루 2006.4 2009.2 페루 2012.6 2013.3

콜롬비아 2006.11 2012.5 콜롬비아 2012.6 2013.8

에콰도르 - - 에콰도르 2014.12 2017.1

중미 (DR-CAFTA) 2004.8

엘살바도르(06.3),
온두라스·나카라과

(06.4),
도미니카공화국

(07.3), 코스타리카

(09.1)

중미 2012.6

코스타리카(13.10),
엘살바도르(13.10),
과테말라(13.12),

니카라과·온두라스·
파나마(13.8)

카리브 - - CARIFORUM (15개국) 2008.10 2008.12

칠레 2003.6 2004.1 칠레 2002.11 2003.2

파나마 2007.6 2012.10 파나마 - -

2002년에 자동차 무역협정을 체결해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03년부터, 완성 자동차의 경우 2007년부터 역내 부품조달율(RVC)을 충족하는 한에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국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의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자유무역의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2019년 자동차

무역협정 개정으로 양국은 우선 트럭과 버스를 제외한 완성 자동차 교역 시 관세를 완전히 철폐했다. 이후 2020년 6월에는 추가적인 협정을 통해 그간 자유무역에서

제외되었던 대형차량도 무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브라질-멕시코 간 자동차 부문에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품목에 국한된 성격이 있지만, 양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 무역협정 개정은 높은 생산비용으로 수세에 있는 브라질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시장 성향의 보우소나루

정부가 주도해 성사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과 PA의 주축국인 멕시코 간 통합의 진전에 힘입어 현재 지체되고 있는 양 블록

간 통합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드 2: 사실상 EU-중남미 단일시장 출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EU-중남미 간 사실상의 단일시장 형성이다. 양 지역 간 단일시장은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던 EU-MERCOSUR FTA 협상이

2019년 6월 28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완성되었다. 양측은 FTA 체결을 통해 최장 15년에 걸쳐 90% 이상의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합의했다. FTA 협상 타결의 여세를

몰아 2020년 6월 18일에는 정치적 대화와 협력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EU-MERCOSUR 간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협상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MERCOSUR와의 FTA 협상 완료로 EU는 중남미 33개국 중 파나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제외한 2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사실상 EU-중남미 단일시장의

형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현재까지 중남미 11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 1990년대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

자극되어 시작된 미국과 EU 간 FTA 경쟁에서 EU의 완전한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4월 28일에 EU는 멕시코와 FTA 개선 협상을 타결 지으며 그간 미진했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로써 EU는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먼저 중남미 G2에 해당하는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을 동시에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사실 EU-멕시코 간 FTA는 2000년 10월 발효되었지만, 농수산 가공품 중 수백 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이후

멕시코와 EU는 관세철폐 품목 확대, 비관세장벽 인하, 투자 분쟁 해결 재검토, 디지털 무역 이슈 등 새로운 협력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FTA 현대화 협상을 개시했다.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FTA는 상당히 포괄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양자 간 모든 품목의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된다. 발효 시점에서 양측 교역품목의 98%

가 무세화되고 최종적으로는 99%까지 철폐된다. 또한, 투자 보호, 관세절차 간소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밖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 부패 척결 등의 신(新)

무역의제는 물론 정치적 대화, 무역 및 투자 증진, 과학기술협력 등 정치 및 경제부문에서 협력 의제가 새롭게 삽입되었다. 양측은 이번 협상 타결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폐쇄적이며 보호무역주의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과 자유무역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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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국가 체결 발효 국가 체결 발효

MERCOSUR - - MERCOSUR 2019.6 -

총 국가 수 11 11 총 국가 수 29 25

주: CARIFORUM(The Caribbean Forum) 회원국은 안티과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다,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처: www.sice.oas.org

트렌드 3: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부활 가능성

세 번째로 눈에 띄는 통합의 트렌드는 북미와 중남미를 하나로 묶는 미주(Americas) 경제통합의 출범 가능성이다. 아직 이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미주지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통상환경이 미주경제통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즉 2005년 결렬되었던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이하 FTAA) 협상의 부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동하는 요인은 먼저 미주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미국과 중국 간의 탈동조화가 심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는 중국 중심의 GVC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깝고 시간대도 비슷한

중남미가 중국을 대체할 니어쇼링(nearshoring)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Gartner의 조사에 따르면 GVC 기업들의 33%가 지재권, 노동비용 상승과 정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중국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USMCA의 일원인 멕시코가 1순위 니어쇼링 후보국으로 꼽히고 있으며,

중미에서는 코스타리카,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해 일각에서는 차제에 미주지역을 하나의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FTAA 협상의 재개를 주장하는 미국 측 지지자들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북미 생산기지(‘Make in America’) 구축에서 미주 생산기지(‘Make in Americas’) 구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미주개발은행(IDB) 전 총재는 “지금이 새로운 미주 시장 형성의 적기로 평가”하며 미국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시각은 FTAA가 출범할 경우 미주지역(Americas)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구축되어 보다 안정적인 부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전략적 물품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각한 바 있다. 또한 공급사슬(supply

chain)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멕시코 중심의 중남미로 이전할 경우 미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GVC 재편에 따른 중남미 경제의 부활은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확대에 맞서 중남미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도 미주지역의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사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TPP 탈퇴, NAFTA 재협상, 대규모 협력 예산 삭감 등으로 더욱 후퇴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2월 미국 정부가 대중남미 정책으로 발표한 미주성장계획(Plan America Crece)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애초 이 계획은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 민간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는 미국기업의 니어쇼링을 지원하는 쪽에도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 7월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카로네(Mauricio Claver-Carone)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서반구 국장은

아시아에서 중남미로 이전하는 미국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니어쇼링 지원정책은 미국이 미국인을 총재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전통을 깨고, 여러 중남미 국가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 미국 출신의 카로네 국장을 총재로 당선시키면서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카로네 IDB

총재는 취임사에서 중남미 경제성장을 위한 니어쇼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DB가 니어쇼링의 선도적인 역할(flagbearer)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남미에서는 미국과 IDB 지원에 힘입어 니어쇼링에 기반한 생산통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브라질의 경제 관계 개선도 FTAA 재협상 가능성의 청신호로 읽힌다. 애초 FTAA 협상은 2005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좌파 정부의 반대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FTAA 협상 재개는 사실상 미국과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 간의 FTA 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브라질에서 친미적이며 친트럼프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브라질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 간 관계의 진전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3월 19일 개최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존 각료급 경제협의체인 미-

브라질경제통상위원회(ATEC)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31일에는 무역협정 협상을 본격 개시하였다. 이후 양국은 2020년 3월 7일 양국 정상

간 회담 시 무역협정 논의를 심화시켰으며, 4월 17일에는 경제 및 통상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ATEC에서 양자 대화를 가속화 하고 연내 무역 규범과

규제의 투명성에 관한 협상을 타결 짓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원활화와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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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추진 동향 >

■ 1990년대 들어 미주지역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체(C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소지역

통합체가 공고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로 2005년 출범을 목표로 미주 34개 지역을 포괄하는 거대 통합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창설 논의가 가속화  

■ 2001년 4월 20~22일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된 제3차 미주정상회의에서는 2005년 1월까지 쿠바를 제외한 미주 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FTAA 협상을 모두 종결짓고 2005년 12월부터 발효키로 합의  

■ FTAA는 협상 초기부터 회원국 수의 방대함은 물론 회원국 간의 커다란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이질성, 협상의제의 다양함 등으로 경제통합체의 새로운

실험 모델로 주목  

■ 당시 FTAA 출범은 인구 8억, GDP 규모 12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 결성을 의미  

■ 특히 FTAA는 WTO의 축소판으로서 향후 FTAA 협상의 진전은 WTO 협상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05년 미국 주도의 빠른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반대로 FTAA 협상 중단

향후 미주지역에서 통합의 움직임은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상보다는 미국과 IDB의 지원에 힘입어 니어쇼링에 기반한 생산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FTAA 협상의 부활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할 리더 국가가 나오지 않는 한 공식적인 협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FTAA를 기획해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주지역에서 FTAA 협상 부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2021년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미주정상회의에서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응은?

그렇다면 중남미 지역에서의 이러한 경제통합의 트렌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거대 경제권인 브라질

및 멕시코가 속한 MERCOSUR, PA와 신속한 FTA 협상 타결이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EU-MERCOSUR FTA가 발효될 경우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인바, 우리는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ME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남미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브라질 아마존 삼림 파괴에 대한 반발로 EU 국가들이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EU-MERCOSUR 간 FTA 발효는 생각보다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EU-MERCOSUR 간 FTA 발효 이전에 한-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폐쇄성이 높은 MERCOSUR 시장을 조기 선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니어쇼링에 기반한 중남미 생산통합 형성에 대비해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니어쇼링 지원 프로젝트를 개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장려하고, 한국 기업과 연계해 중남미 현지 기업의 지역가치사슬(RVC)이나 GVC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이 GVC 재편과정에서 하나의 생산기지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생산기지로써 중남미 각국의 특성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활용해 멕시코 이외에 중미나 남미 국가에도 추가적인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 -



/

코로나 시대 라틴아메리카 다자개발은행 (MDBs)의
역할과 대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

심층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들어가며

2020년의 세계는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을 거쳐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라틴아메리카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이점으로 한때 청정지역으로 손꼽혔지만 7월 초를 기점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미국을 추월하였고, 8월 말을 기준으로는 66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가장 심각한 국가는 브라질이며 10월 초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64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인구 대비 확진자의 수도 세계 평균이 10만 명당 105명인데 반해

라틴아메리카는 269명으로 두 배 이상 많다. 진단 역량을 감안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사망자 수인데, 세계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5.78명의

두 배가 넘는 12.95명이다 (IDB 2020). OECD 회원국으로 모범적 경제발전 사례로 주목받던 칠레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40만 명에 달해 인구대비 세계 최대 환자수를

기록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침체 현황과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s)의 대응,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도 급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업 신뢰도 하락, 자본

유출 가속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금융·재정적 여건이 크게 위축되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금년도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1980년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위축되어 -7.2%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이전 1월 전망치 대비 9%p 하락한 것이고 세계 평균 또는 신흥국 평균보다도 저조한

수준으로, 라틴아메리카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에 특히 취약함을 의미한다.

심층보고서 1 심층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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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라틴아메리카의 성장률 변화 (World Bank 2020a, 83) >

당분간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 부채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역내 각국은 대규모 통화‧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 중이며, MDBs도 종래의 인프라 위주의 지원 대신 각국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 그림2. 주요국의 정부부채 (World Bank 2020a,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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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World Bank 2020a, 83) >

< 그림4. 관광산업의 GDP 비중 (World Bank 2020a, 83) >

국제금융기구의 대 라틴아메리카 지원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MDBs의 지원은 총 800억 달러에 이른다(아래 표 1 참고). 세계은행의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보건시스템을 강화하며,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45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역내 국가는 콜롬비아인데, 코로나

대응에 총 7억 달러의 차관이 승인된 바 있다. 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 기업에 대한 유동성 및 금융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2.5억 달러를

지원 받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한 사회안전망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역내 최빈국인 아이티의 경우 COVID-19의 직접 대응을 위해 2천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아 진단역량향상을 도모하고, 추가적 의료인력 동원 및 의료장비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World Bank 2020b). 

IDB는 210억 달러를 역내 국가에 지원하는데, 2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차관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벨리즈의 6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벨리스 등 5개국에게 지원 예정인 1억 달러의 경우, 기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보건의료 분야로 수정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멕시코의 경우 120억 달러의 초대형 IDB Invest 차관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Reuters 202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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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2020년 다자개발은행의 라틴아메리카 지원 계획 >

다자개발은행 2020년 지원 계획

세계은행 

(World Bank)
450억 달러 신규 차관 추진

미주개발은행  

(IDB)
신규 차관으로 210억 달러 추진 - 120억 달러는 공공차관, 70억 달러는 자회사인 IDB Invest를 통한 민간 중소기업지원, 13억
달러는 기존 프로젝트 승인액의 전환 등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CAF)
국가재정지원을 위한 25억 달러의 긴급차관 추진, 보건 분야에 대한 국별 긴급여신 5천만 달러, 국별 기술협력 40만 달러 할당 등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19억 달러의 긴급차관 및 COVID-19 대응 프로그램 준비 – 10억 달러는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800만불의 무상지원,
210만불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지원 등

라플라타개발은행  

(FONPLATA)
8.8억 달러의 차관 추진

카리브개발은행  

(CDB)
2019년에 기승인된 3.4억 달러를 전용. 300만불의 의료기기 지원

출처: Yale School of Management (2020)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은 국가재정지원을 위한 25억 달러의 긴급차관을 역내 국가에 지원하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수혜국이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경우 19억 달러의 긴급차관 및 COVID-19 대응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하며, 주로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 집중되어 있다. 라플라타개발은행(FONPLATA)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국가에 8.8억 달러의 차관을 추진하며, 코로나

대응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11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한 바 있다. 

대부분의 MDBs는 기존 지원 채널을 통해 주로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협력국을 지원한다. 예를들면, IDB는 대규모 긴급 재원 조달을 위해 3년 만기 425억

달러 지속가능개발채권(Sustainable Development Bond)을 발행하였고, 자회사인 IDB Invest는 10억달러의 채권을 별도 발행한 바 있다. 양자 협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5월27일에 IDB와 스웨덴 정부는 양자간 리스크 전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웨덴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상당의 보증을 지원받았고,

볼리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에 총 3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였다.

위기의 특성과 대응

이번 라틴아메리카의 COVID-19에 대한 MDBs의 역할과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역내

3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나, 650억 달러의 외채에 허덕이고 있는 관계로 위기 상황에서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아 또 한 번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IMF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에 들어갔으며, 다수의 MDBs로부터 6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에콰도르의 상황도 유사한데 주요 외화 가득원인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40억 달러이상의 자금 수요가 발생하여 큰 위기를 맞았으나, 일단 10억 달러를 해외에서 긴급 수혈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20%나 하락하자, 중앙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 진단 및 방역과 복지 부분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쓰인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할 만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긴급 지원을 통해 의약품, 진단기기 및 진단키트, 방호 물자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의 기본 축을 유지하는데 쓰인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40억 달러의 재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18-24개월간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코로나 방역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면에선 MDBs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극복해나가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가지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어, 국제금융기구나, 각국 정부, 민간 부문 등도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한층 더 기민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MDB의 변화된 역할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 라틴아메리카 진출전략도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하다. 발주 예정이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대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각국 예산이나 MDBs룰 비롯한 대규모 원조재원을 통해 진단장비,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등에 대한

조달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미 동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도

활용가능한 분자진단 장비의 수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약이나 키트의 지속적인 수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침체 국면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이나, 여러번의 위기 극복사례에서 보았듯이 위기의 끝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연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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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바이오메드, 아르헨티나서 코로나19 분자진단제품 대규모 수주”  

http://vip.mk.co.kr/news/view/21/20/1837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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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회의 땅, 태양의 나라 멕시코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엄재영 상무관

공관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제주도 여행상품 중에는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제주도 상공을 선회하고 돌아오는

두어 시간짜리 일정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의 설레임과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인 듯하다. 그럼 전화나 SNS로부터 해방되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좀 더 오래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가장

비행시간이 긴 항공편은 무엇일까? 정답은 지구 반대편 아메리카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아즈텍 문명의 후예, 태양의 나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행

항공편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얼핏 보면 참 다른 점이 많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한국보다 14시간이 느릴 정도로 시간대도 전혀 다르고, 국토면적은 멕시코가 약

200만㎢로 세계 14위인데 반하여 우리는 남북한을 다 합한 면적이 약 22만㎢, 세계 85위권으로 멕시코와 비교하면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정도다.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는 닮은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음식문화부터 시작하자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 기업의 주재원, 그리고 관광객들도 멕시코에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매운 음식을 즐기는 아시아 대표로 대한민국, 아메리카 대륙 대표로 멕시코를 꼽을 수 있고, 술도 비교적 독한 술인 소주

·위스키(한국)와 데킬라(멕시코)를 즐기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 우리나라 TV 예능의 대세는 ‘전국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미스터 트롯’까지 노래와 춤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런 탄탄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전세계에서 날로 상승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전통의상인 ‘판초’와 챙이 넓은 밀짚모자 ‘솜브레’를 멋들어지게 갖춰 입고 노래를 부르는 악사(樂士), ‘엘 마리아치’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 축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최근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맺은 한국과 멕시코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계기로 멕시코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한층

상승했다고 한다. 우리 대표팀은 조별 예선전에서 멕시코에 1:2로 패배하여 결국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던 마지막 경기 독일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덕분에, 멕시코가 스웨덴과 함께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축구 사랑이 넘치는 멕시코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과 멕시코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각각 세계 12위와 15위인 중견국(IMF)이며, 주력산업인 자동차

생산대수(OICA: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로는 우리나라가 395만대로 7위, 멕시코가 399만대로 6위를 나란히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와 멕시코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간 무역규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는 약 171억 달러를 나타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대상국(홍콩

제외)이자 중남미 제1위의 수출대상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10대 수출대상국 중에서 FTA 또는 CEPA와 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는 일본(5위), 대만(6위), 멕시코(8위)가 있다. 일본, 대만과의 무역협정은 산업구조 등 경제협력 관계와 함께 정치적인 관계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0대 수출대상국가 중에서 FTA 협정 체결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유일한 나라는 멕시코라고 할 것이다. 우리와 멕시코

양국간 경제협력 위상에 걸맞는 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해 우리와 멕시코 정부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멕시코 내 일부 산업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 표명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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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MCA 역내 가치비율 기준 >

완성차 (의무조건) 핵심부품 (의무조건) 주요부품 보조부품 경과 규정

66% 66% 62.5% 62% 발효 1년차

69% 69% 65% 63% 발효 2년차

72% 72% 67.5% 64% 발효 3년차

75% 75% 70% 65% 발효 4년차

역내가치비율 상향 이외에, 고임금 지역(16 US$/시간)에서 생산된 부품사용 및 연구개발비 투입비율도 의무화하였다. 3국중에서 가장 저렴한 임금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1일 법정 최저임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임금 지역 생산 부품 등 의무화로 인하여 자동차

소재부품 업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고임금 지역 부품 및 R&D 등 의무화 합의 내용 >

전체 부품 R&D/IT 경과 규정

30% 15% 15% 발효 1년차

33% 18% 15% 발효 2년차

36% 21% 15% 발효 3년차

40% 25% 15% 발효 4년차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작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었다. 특히 동 사안은 USMCA 수정합의(’19.12월)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당초 원산지

규정상 열연가공부터 북미에서 진행된 철강제품은 원산지 인정이 되었으나, 수정합의된 바에 따르면 제선·제강 즉, 쇳물을 뽑아내는 과정이 역내에서 진행되어야만

원산지를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멕시코를 포함해서 USMCA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철강 기업중에는 제선·제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설비를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동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해 사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USMCA에서 원산지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변경되고, 고임금 지역 부품 등 사용비율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북미지역 내에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무역협정의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멕시코를 북미지역 진출의 관문 또는 기지로 활용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는 한-멕 양자 FTA 추진과 더불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2030년까지 역내 무관세를 목표로 하는 무역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태평양동맹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국가에도 무역에 있어서는 역내국가간

교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에 태평양동맹에 옵저버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 회원국중에 멕시코를 제외한 세

나라인 칠레(자유화 수준: 우리측 96.2%, 칠레측 96.5%), 페루(우리측 98.6%, 페루측 80.4%), 콜롬비아(우리측 96.1%, 콜롬비아측 96.7%)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무역협정 체결추진을 위한 절차인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18.1월),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18.5월)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7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준회원국 가입협상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다. 현재 태평양동맹은 1차로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캐나다와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와도 협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미국·캐나다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가 금년 7월1일부터 USMCA(US·MEXICO·CANADA의 약자)로 대체되었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중 상당수가 기존 NAFTA를 활용하여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이나 캐나다 시장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주도로 새롭게 마련된 USMCA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USMC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다. 먼저

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로 인정되어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조립시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일정비율 이상은 북미지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소위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이 금년에 62.5%에서 최대 75%까지 상향된다. 특히 핵심부품인 엔진 등은 최종조립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

3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원산지 인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졌다고 평가된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향후

역내가치비율 준수를 위한 방안, 즉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자동차 업계에 요구한 상황이며, 당초 8월말까지였던 기한이 10월말로 연장된 상황이다. 다만,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시간·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제조설비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선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이행계획 제출 및 승인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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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환경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원자재를 본국에서 들여와서 멕시코내에서 단순가공이나 후처리 공정만을 하는 방식보다는 핵심 생산공정을

멕시코에서 진행하는 등 밸류체인을 신속히 재편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회인 USMCA의 혜택을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는 물리적 거리가 멀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까닭에 이국적인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만 인식되기 쉬웠다. 하지만 USMCA를

통한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지원기관은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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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경제 현황 통계

□ 2014-2019년간 평균 0.4%의 저성장을 이어오던 중남미 경제는 2020년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 8~9% 대의 큰 폭의 하락세 전망

ㅇ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3.3%) 가운데 가장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  

ㅇ 장기간 경기침체로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적 악재가 경제난을 가중 

- 내부 악재: △보건위기, △강력한 경제활동 제한(shutdown) 조치, △빈곤층 및 실업률 증가, △중소기업 도산 △재정 악화  

- 외부 악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 △관광, 해외송금 감소, △투자자본 이탈 등 

ㅇ 국가별로는 △브라질(-5.8%), 멕시코(-9.0%), 페루(-13.9%) 등 주요국의 경제적 타격,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의 외환위기 지속, △베네수엘라의 내정

혼란과 난민 문제 등이 지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가중

< 표 1. 2020-21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 >

국가 2020 2021

세계 -4.4 5.2

신흥경제권 -3.3 6.0

중남미 -8.1 3.6

멕시코 -9.0 3.5

브라질 -5.8 2.8

콜롬비아 -8.2 4.0

페루 -13.9 7.3

칠레 -6.0 4.5

아르헨티나 -11.8 4.9

통계로 보는 중남미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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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F(2020.10)

< 그래프 1. 최근 5년간 중남미 GDP 추이 >

출처: OECD(2020.9)

□ 2021년 중남미 경제는 세계 평균보다 더딘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및 실업, 빈곤 증가에 따른 주요 하방 리스크 지속

예상

ㅇ 경제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으로 2021년에도 세계평균(5.2%)보다 낮은 3.6%의 회복세 전망  

※ 수출 위주의 편향적 산업구조, 취약한 의료 인프라 및 높은 비공식 경제로 인한 소비침체 장기화, 취약한 거시경제 건전성, 기술발전 등 신성장 동력 미비 등 

ㅇ 2019년 칠레, 에콰도르 등에서 저성장, 불평등에 기인한 대규모 시위로 중남미 전반 정치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 속, 각국 정부의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회개혁 및 재원확보 마련이 관건 

- 전문가들은 의료 인프라 구축,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부양 외에도 비공식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불평등 개선 정책, 재정조달

여건 개선, 부채 경감을 위한 국제 협력 권고  

※ 2020년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13.5% 증가, 빈곤율은 37.3%로 악화될 전망(EC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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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2. 2005-2020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2005=100) >

출처: OECD(2020.9)

< 그래프 3. 중남미 금융시장 자본이탈 심화(위: FDI, 아래: 신흥시장국채권지수(EMBI)) >

출처: OECD(2020.9)

※ 선진국 금리 인하로 자본의 위험회피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중남미 시장에서 FDI 이탈 가속화,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신흥시장국채권지수(EMBI) 스프레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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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4. 2002-2019 중남미 빈곤률 증가 추이 >

출처: OECD(2020.9)

※ 2002-2014년 간 중남미 빈곤층은 45.4%→27.2%로 크게 감소.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 둔화로 빈곤율이 다시 반등,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37.3%로 증가할 전망(ECLAC)

< 그래프 5. 코로나로 인한 중남미 고용지표 악화 >

출처: EIU(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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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6. 주요국 재택근무 가능한 직종 비율 (%) >

출처: EIU(2020.10)

< 그래프 7. 중남미 주요국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GDP %) >

출처: EIU(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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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8. 중남미 각국 정부 재정적자 비중(Debt-to-tax ratio) >

출처: OECD(2020.9)

※ 중남미 국가들은 비공식경제 비율이 높아 재정수입에서 세수 비율이 GDP 23.1%로 저조. 2014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세수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증가했으며(공공부채 상환

역량 감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및 국제적 지원 필요

< 그래프 9. 중남미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 >

출처: OECD(2020.9)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금리인하 정책을 통한 환율 방어, 신용대출 조건완화, 상황 유예 등 적극적 유동성 확보 노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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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0. 중남미 주요국 불평등 심화(지니계수 비교) >

출처: OECD(2020.9)

※ 중남미는 지니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 2002년 중남미 지니계수는 0.54에서 2014년 0.47로 감소(지난 16년간 13.6% 감소 평균) 했으나, 이후

경기불황으로 하락폭이 둔화되다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크게 악화될 전망. 2018년 기준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지니계수 0.52 이상)

- 35 -



/

중남미 이슈 분석

중남미 이슈 분석은 FEALAC 사이버사무국과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지난 호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SMCA 발효의 의미 (8.20)

■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USMCA 협정이 발효되었고, 7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USMCA 발효 관련 공동선언문에 서명  

■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USMCA 발효에 따라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시 원가 상승이

예상되며, 강화된 역내 교역조건에 대비하는 전략 필요

보고서 바로가기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대중남미 정책 방향 (9.25)

■  11월 美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자의 대중남미 정책은 △ 폭정의

트로이카, △이민, △무역, △환경 분야에서 상이한 입장 차 관측  

■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남미 정책은 ‘폭정의 트로이카’ 국가들과 중국의 영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바이든 후보는 다각적인 접근방식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

보고서 바로가기

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외부 보고서 소개중남미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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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보고서 소개

‘중남미 국공채 발행 이슈 추이’ 보고서

EMERICs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재정난 타개를 시도하고 있음.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채무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중남미처럼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에서는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 △대외 신인도 저하, △국가 신용등급 악화 등의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됨. 본보고서는 중남미 국가 중 최근 국채 발행을 늘린 페루와 브라질, 그리고 중남미 내 OECD

회원국(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의 재정건전성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분석함.

보고서 바로가기

‘KITA 통상 리포트: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USMCA 노동분쟁해결절차’ 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7월 1일 발효된 USMCA는 사상 최초로 별도의 노동 관련 분쟁해결절차인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

(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함. 동 규정은 멕시코의 노동법 준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캐나다 NGO, 노조 등이 멕시코 내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노동법을

위반한 멕시코 사업장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정상의 특혜 중지, △분쟁해결절차의 국가 간 협의

및 패널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향후 멕시코를 비롯한 북미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USMCA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 노동법 준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 바로가기

‘한국의료 중남미 진출을 위한 시장 정보집-멕시코·브라질·칠레’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중남미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 발생률 증가로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의 잠재 수요가 높은 시장임. 또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격오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원격 진료 사업과 모바일 헬스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임.

최근 코로나19 와 같은 전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보고서는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중남미 3개국(멕시코․브라질․칠레)의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보고서 바로가기

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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