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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통상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경제통상 환경 전망

발표자 :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1. 중남미 경제 전망
ㅇ2020년 중남미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7.7%의 역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EU(-8.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보이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
- 중남미 경기 침체는 △셧다운에 따른 생산 감소 △유가 하락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수요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내수 침체에 기인

ㅇ2020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치와 2021년 경제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
- 2020년의 경우 브라질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는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을 시현 중

< 중남미 경제 전망 변화 >

2020(e)
(%, YoY, 실질GDP)

2019

2021(f)
연초

'10월

브라질

1.1

1.7

-5.9

3.6

멕시코

0.3

0.7

-9.5

4.3

아르헨티나

-2.1

-2.6

-11.5

1.3

콜롬비아

3.3

3.2

-7.4

4.5

페루

2.2

2.5

-12.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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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e)
(%, YoY, 실질GDP)

2019

2021(f)
연초

'10월

칠레

1.0

1.6

-6.8

6.0

에콰도르

0.1

0.4

-10.1

2.6

볼리비아

2.2

0.7

-7.7

4.3

과테말라

3.8

3.1

-4.5

2.1

파나마

3.0

2.8

-6.8

4.1

코스타리카

2.1

2.0

-5.0

4.0

신흥국 평균*

4.1

4.2

-3.0

5.7

(중국)

6.1

5.8

1.9

7.3

중남미 전체

0.8

1.2

-7.7

3.8

출처:‘20.10 POSRI 종합

2. 주요국별 이슈와 회복 전망(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1) 브라질

ㅇ 2020년 브라질 정부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부 지출 상한 제도*의 예외
조치를 취하며 재정 지출을 확대
- 이러한 정부의 재정 정책은 △ 소비심리 회복 △ 제조업 구매지수(PMI) 최고치 상승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으나, 지나친 재정지출을 우려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을 야기하며 브라질 헤알화는 유례없는 큰 변동성 시현 중
※ 정부 지출 상한 제도는 브라질 정부가 재정적자 및 정부 예산의 인플레이션 이상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ㅇ 2021년 브라질 정부는 △ 확대된 재정지출 감축,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행정 개혁, △ 코로나19로 중단된 민영화 프로젝트 재개, △ 재난 기본소득
제도화 방안 모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2) 멕시코

ㅇ 2020년 멕시코 경제는 △저유가, △대미 수출 감소, △내수 부진, △투자 감소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

ㅇ AMLO 정부는 비교적 양호한 재정적자 수준(GDP 대비 5.6%)과 성장 정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와는 달리 엄격한 재정지출 통제 정책 유지
- AMLO 정부의 긴축 정책은 △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엄격한 재정운영을 이행하려는 의지 △ PEMEX(국영석유회사)의 부실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

3) 아르헨티나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 재조정 문제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나, 최근 민간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
합의에 성공하면서 실질적인 디폴트 위기를 해소하고 향후 재정 여력을 확보

ㅇ 그러나 민간 채무 조정과는 달리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와 채무협상에서 IMF가 제시한 엄격한 이행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미지수이므로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일반적으로 IMF는 채무협상에서 △최소 3년간 4% 이상의 경제 성장률 유지 혹은 △구조 조정, △지출 통제, △노동·연금 개혁 등의 혹독한 조건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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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교역 환경 및 전망
ㅇ (2020년 상반기) 중남미 교역은 글로벌 생산·소비 감소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큰 폭 감소. 특히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등 수출

高비중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 발생

ㅇ (2020년 하반기)

對중국 교역 증가와 농산품 수출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남미 경제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 (2021년) 중남미 각국의 최대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으로 혼재되어 있어 2021년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중남미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

對중 수출의 비중이 높은 페루, 칠레, 브라질 등은 최근 중국의 빠른 원자재 수요 회복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對미 수출의 비중이 높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은 미국의 경제 회복이 더딜 시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한·중남미 FTA 협상 경과
ㅇ 현재 한국은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협상은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조약문에 담길 내용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우, 멕시코가 한국의 가입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외 회원국인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지지하는 상황이므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

< 한-메르코수르 TA, 한-PA 준회원국 협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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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KOTRA 김상순 해외시장정보실 실장

ㅇ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난 10년 동안 1%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남미 경제는 올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으며 성장률이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2021년 경제성장률은 3~4%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특히, 한국은 최근 USMCA 발효, RVC 중심의 GVC 재편으로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자동차 분야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진입 가능
- 1차 자동차 부품업체(Tier-1)에 비해 그간 진출이 부진했던 2,3차 부품업체의 참여 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Amazon, Linio, Mercado Libre 등 중남미 주요 E-commerce
기업들의 벤더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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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인프라 건설 진출 현황 및 전망

발표자 : 해외건설협회 이승훈 미주·유럽실장

1.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
ㅇ 우리 기업은 1965년에 최초로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2019년 말까지 107개국에서 총 8,339억 불(13,658개 사업) 수주, 매출액 기준 세계 6위 차지
- 2010년에 715억 불로 최대 수주고를 기록한 이래 수주 확대 및 사업 다양화를 추진해왔으나,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이후 하락세를 시현(2019년 223억 불), 2020년은
11월까지 264억 불로 반등

ㅇ 우리 기업의 주력 시장은 중동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주액(4,374억 불)을 기록했으며, 2위 진출 지역은 아시아(2,729억 불), 3위는 중남미(398억 불)로 4.5% 비중을
차지

2. 중남미 건설 시장(2019년 기준)
ㅇ 중남미 건설 시장 규모는 남미 지역 국가의 규모가 크며 최대 국가는 브라질(1,365억 불), 멕시코(1,332억 불), 콜롬비아(486억 불), 칠레(345억 불) 순

ㅇ 대중남미 건설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 건설 부문에서 스페인(32.7%), 중국(23.6%), 미국(11.5%) 순이며, 한국은 8위(1.4%)를 차지, △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영국(27.9%), 미국(20.5%), 캐나다(10.6%)이며, 한국은 11위(0.5%)를 차지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스페인의 ACS, SACYR, 중국의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 Lrd.,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포르투갈의 MOTAENGIL, 미국의 BECHTEL 등

3. 우리 기업의 중남미 건설 진출
ㅇ 1971년 도미니카 최초 진출 이후 2020년 10월 말까지 누적 건설 수주액은 401억불, 총 210개 회사가 진출했으며, 최대 공종은 플랜트 공사(90%), 최대 수주국
베네수엘라(125억 불), 사업수주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건설(32건(131억 불))임.
- 2019년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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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액 >

구 분

수주총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1.16

715.79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263.6

20.67

66.43

61.95

33.27

67.50

45.32

16.18

3.62

7.30

2.80

31.9

3.13%

10.06%

9.38%

5.04%

10.23%

9.82%

5.74%

1.25%

2.28%

1.25%

12.1%

(억불)

중남미
(억불,%)

비고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2단계-EPC(36억불) 11월 내 계약 예정

ㅇ 금년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및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EPC 사업 체결
예정으로 역대 최고의 수주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ㅇ 수주 사업의 형태도 PMO(페루 친체로 국제공항), 플랜트 FEED(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PPP(브라질 상하수도 공급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 추세

4. 중남미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및 진출 전략
ㅇ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계 건설시장은 각국 정부의 실업 및 경기 진작 정책에 힘입어 2020년 -6.8%에서 2021년
4.8%로 V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IHS Market, 2020)

ㅇ 내년도 중남미 건설시장 주요 이슈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중남미 정치 불안, △ 오데브레시 스캔들, △PPP, 양허계약을 통한 인프라 사업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각국은 인프라 구축 및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단, 정부 재정 악화로 PPP 및 양허계약을 통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
※ 2020년 초 기준, 브라질 57.5억 불, 멕시코 151억 불, 콜롬비아 220억 불, 칠레 36억 불, 페루 27억 불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 중남미 국가별 인프라 사업 환경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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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IU, PPP 사업평가

ㅇ 이러한 상황 속,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전략으로는 △현지 지사 및 법인 설립과 지역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조속한 현지화, △국책금융기관 및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 조달 능력 제고,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 사업 발굴 노력 강화, △공신력을 가진 공기업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 간 공동 진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

< 토론자 > 성결대 이범현 교수

ㅇ 인프라 건설 관련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설시장 트렌드가 단순 건설 수주에서 PPP사업으로 전환 중인 바 이에 대한 대응 체계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일본의 경우 해외 건설시장 진출 시 국가의 계획 수립·ODA·민간 투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직화되어 전략적 접근을 추진 중. 일반 기업이
건설시장에 단독 진출할 경우 금융부담 등 애로가 많으나, 공기업과 동반으로 진출할 경우 계약과 수주에서 용이한 점을 고려, 이러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관련 공공기관 및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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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 및 협력 방안

발표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종엽 연구원

1. 중남미 보건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현황
ㅇ 중남미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 및 민간 소비 확대에 따라 보건 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공공의료 서비스 보장률은 약
70% 수준
- 단, 실제 의료비 지출에서 본인 부담률은 약 20-40%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고소득층의 경우 주로 민간 의료와 사립 보험 이용

ㅇ 최근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방 및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 발생

ㅇ 금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남미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 붕괴 우려 등 큰 도전에 직면

2.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필요성
ㅇ 중남미 지역은 방대한 영토,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반적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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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의 적용 범위 >

구 분

기술

운영모델 변화

행동변화

(Technology)

(Operating model change)

(Behavior change)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전인적 접근법

소셜 마케팅 활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활용

의료서비스의 수요, 공급의 행동변화

의약품 공급 체계 확보

의료장비의 주기적 관리 등을 통한 수명연장

지역보건 의료인력의 역량강화

보건의료 인력의 비용절감 인식증대

건강결과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 정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표시

모바일 기술을 할용한 보건교육 및

예방 빛 건강증진
원격상담서비스 제공

모바일 기술을 할용한 원격지원 및 치료

서비스 전달
순응도 모니터링

비용 효과성 높은 의료용품을 통한

의료용품
저소득층 활용성 증대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보건의료 인력
향상을 위한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시골 및 저소득

정보
지역의 정보획득 능력 강화

보험구매자의 스마트카드 사용으로
재정적 위험감소를 위한 건강보험 접근성
정보수집 및 교류, 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

재정

보험가입자의 건강행동에 대한 보상
향상

통한 비용 절감

건강에 유해한 제품에 대한 마케팅 금지 및

리더십 / 거버넌스

범국가적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다분야 거버넌스
세금부과

3. 중남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현황 및 전망
ㅇ 2020년 중남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향후 연평균 각 17%의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유망 시장(원격의료 분야는 약 29% 성장세 전망)

ㅇ 긍정적 요소
- 넓은 국토에서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일찍부터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에 관심
- 각국 정부가 ICT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적 기반을 적극 마련
- 높은 모바일 보급률 등

ㅇ 부정적 요소: 상호운영성 및 표준 미비, 인프라 및 운용 인력 상의 한계,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 등

< 중남미 디지털 헬스케어 준비도(2018) >

구 분

YES

In Progress

NO

Not Sure

Leadership & Governance: separate department for digital health

25%

29%

33%

13%

29%

38%

33%

0%

Legislation & policy: laws on data security

58%

17%

8%

17%

Legislation & policy: laws to protect privacy

71%

8%

8%

13%

Strategy and investment: digital health strategy & costed digital healt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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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YES

In Progress

NO

Not Sure

Workforce: digital health part of curriculum for health professionals

4%

25%

25%

46%

Interoperability: my country has national standards

29%

-

63%

8%

38%

-

46%

17%

29%

38%

21%

13%

Infrastructure plan for supporting digital healthinfrastructure, provision
and maintenance

Interoperability & transparency. shares data with other sectors

출처: IDB,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Health Sector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18)

ㅇ 진출 유망 분야
- 원격의료(원격상담 및 영상판독, 이동식 원격의료 스테이션 등)
- 병원 시스템 정보화(ICT 기술이 융합된 진단 기기 및 전자의무기록(EMR) 등)
- 노인질환 및 건강 관련 서비스(칠레 고령인구 비율: 12%)
-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4. 한-중남미 보건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방안
ㅇ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에 우리의 우수한 감염병 대응 경험 및 기술 지원
- 특히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구축, ICT 기반 역학조사, 자가격리, 진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 기대

ㅇ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 사업 및 원조 프로그램 활용
- 예) KOICA의 CTS(혁신적 기술프로그램) 사업 등

ㅇ PAHO, IDB 등 다자기구를 통해 중남미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모색

ㅇ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가 높은 민간 의료 시장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화된 진출 방안 마련

ㅇ 보건 분야 단독 진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인프라 사업과 동반 진출 방안 모색 등

< 토론자 > 삼정 KPMG 신지원 이사

ㅇ 보건 의료 분야는 충분한 현지 시장조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은 뛰어나나 중남미 국가 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건 분야 진출 시 단독 진출보다는 인프라·거버먼트·헬스케어(IGH)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통해 진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ㅇ 보건 분야에서도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한 진출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그 외에 현지 기업 중 기술력과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자금 상황이 열악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ㅇ 최근 정부가 MDB에 신탁기금 공여를 늘리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중남미 진출 시 MDB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기업의
활용도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우리 기업들이 IDB 등 MDB 발주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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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중남미 ICT 분야 스타트업 현황 및 협력 방안

발표자 : 본투글로벌센터 장석진 글로벌사업협력팀장

* 본투글로벌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ICT 혁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지원 전문 기관

1.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
ㅇ 2020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Blink's Startup Ecosystem Ranking 2020)*에 따르면, 중남미 주요 선진국들은 중위권을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브라질(20),
칠레(34), 아르헨티나(38), 멕시코(41), 콜롬비아(46) 순으로 랭킹
※ 생태계 규모, 생태계 질, 비즈니스 환경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종합 평가, 한국은 19위

- 강점 분야: △브라질: 금융 및 규제완화, △멕시코: 창업 관련 학교 교육 및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 높은 수준의 인프라, △콜롬비아: 창업 관련 정부 정책 및 초기
교육 부문

2. 중남미 스타트업 투자 현황
ㅇ (투자 환경)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경제성장, 중산층 증가에 따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 △ 주요국의 우수한 인적 자본,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
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및 참여 증대,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등 스타트업 생태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

ㅇ (투자 규모) 중남미 지역 벤처투자(VC)는 2016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2배씩 증가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6개 추가되는 등
역동적인 성장세를 시현 중
- 국가별로는 브라질(55%), 멕시코(22%), 칠레(9%) 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Seed & Incubator) 투자가 높은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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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9 중남미 VC 투자 >

ㅇ (투자 분야) 중남미 벤처투자 유망 기술 분야로는 중남미 지역의 낮은 금융 접근성 및 화폐 불안정성으로 인해 △핀테크(Fintech) 분야가 투자 건수 및 금액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솔루션(Proptech), △인사솔루션(HRTech), △고객관리솔루션(CRM)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

ㅇ (중남미 주요 유니콘 기업) 2020.9월 기준 중남미에는 26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니콘 기업 배출 (브라질 14,
아르헨티나 6, 멕시코 4, 콜롬비아 1, 에콰도르 1, 과테말라 1, 우루과이 1개사 등)

3. 한-중남미 스타트업 조인트벤처(JV) 진출 전략
ㅇ IDB와 공동 추진 중인 ‘한-중남미 딥테크 교류를 위한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JV) 협력 사업’을 통해 5G, AI, IoT, Big Data 등 고도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딥테크(Deep Tech) 기업이 중남미의 기술기업과 현지 JV를 설립하여 현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본투글로벌센터는 양 지역 기업 간 공동연구, 사업개발을 위한 플랫폼 및 JV 설립을 위한 분야별 컨설팅 제공, IDB는 설립된 JV에 15만 불 규모의 사업비 지원
- 지리적, 언어적 제약으로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남미 시장에 우리의 ICT 상품 및 솔루션 수출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미주,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 가능
- 특히, 코로나 이후에도 기술매칭 및 현지 JV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화상회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대면 환경 속 우리 스타트업의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기회 창출 기대

< 한-중남미 스타트업 JV 협력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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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부산외대 김영철 교수

ㅇ ICT 스타트업 분야는 다양한 생태계 구조 및 초국가적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산업으로 부상. 중남미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갖추어진 브라질의 경우, 정부 정책이나 모바일 보급률 등에서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창업환경을 제공하나,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므로 진출 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한편, 중남미에서 ICT뿐 아니라, 보건, 환경 분야의 주요 통계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도시 지역의 경쟁력 및 기술력에
특화된 진출 전략 수립이 효과적일 것

ㅇ 중남미 지역에 대한 ODA 지원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도시 외 농촌 및 인프라 낙후 지역 등에도 맞춤식 진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보건, ICT, 환경 등의 유망분야 진출 시에도 인프라 시장에서 활용 중인 Team Korea와 같은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의 경우 소프트뱅크 그룹이 경쟁력 있는 ICT 유니콘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바, 한국도 동 분야의 투자진출을 서둘러야 할
시점임. 이와 관련하여 본투글로벌센터와 IDB가 작년부터 조성 중인 한-중남미 스타트업 펀드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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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환경시장 현황 및 협력 방안

발표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재권 선임연구원

1. 중남미 환경 시장 현황
ㅇ 2019년 미국 환경연구기관(EB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19년 대비 3.4% 성장한 1조 3,350억 불로 전망
- 미국(4,157억 불), 서유럽(3,442억 불), 아시아(3,156억 불) 시장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신흥시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이 754억 불로 선두를 차지*
※ 중남미 754억 불, 중동 534억 불, 동유럽 330억 불, 아프리카 194억 불 순
- 2019년 중남미 환경시장은 2010년 대비 50.5% 성장하며 유망시장으로 부상

ㅇ 2016년 기준, 중남미 환경 시장 중에서는 물 시장 규모가 344억 불로 가장 크며, 폐기물 시장 161억 불, 대기 시장 2.54억 불 순
- 물 시장은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각 국가의 발전도와 무관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폐기물과 대기 시장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로써 개발도상국
위주로 시장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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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환경시장 규모 >

출처: EBI(2016)

2. 중남미 환경 시장 진출 전략
ㅇ (물 분야) 중남미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높은 강수 패턴 변동성 및 도시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있어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 수질관리와
폐수처리의 필요성이 대두
- 다만, 동 시장은 현재 미국·스페인·중국 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공개입찰이나 단독 참여보다는 BOT, PPP 등의 사업 방식이 보다 효과적
- 중소 환경기업의 경우 먼저 원조성 사업으로 저개발지역의 마을상수도 혹은 중소도시의 소규모 시설 사업에 참여하여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천

ㅇ (폐기물 분야) 유해 폐기물은 높은 설비비용에 비해 정책 효과성이 낮아 정부 주도 전략 수립이나 규제 개선안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이며, 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수거·운반·선별·재활용의 과정에서 부가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영역. 폐기물을 활용한 소각발전,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기부터 투자 사업의 구조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

ㅇ (대기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방지 설비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 한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대기질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남미 국가에 대기오염 저감기술 보급 및 ICT 기반 대기 질
관리 시스템 전수 등 정부 간 협력 확대 가능

3. 한-중남미 환경 협력 사례(’20년 기준)
ㅇ (정부 협력) 중남미 7개국과 △기후변화 대응, △수질 보전 및 하수처리,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10건의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ㅇ (정책 개선 지원) 중남미 7개국과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8건 지원

ㅇ (민간협력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투자개발형 사업화, △GCF 등 민간 진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중남미 9개국에 27건을 지원

ㅇ (네트워크 지원) 사절단 파견, 인사 초청, 비즈니스 상담 매칭 등을 통해 중남미 16개국 169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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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남미 환경 협력 방안
ㅇ 중남미 환경시장 진출 시,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 녹색기후기금 활용 개도국 지원 사업 발굴, △ 환경사업
다자개발은행 수주지원,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등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플랫폼 등을 활용 가능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플랫폼 >

플랫폼

사업 범위

지원 규모

ㅇ사업비: 27억 원, 국가 당 약 6~8억 지원(사업규모에
정부정책 반영 전략적 사업발굴, 재원연계 가능 사업
따라 변경 가능)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설계, 사업 착수 및 운영, 종료사업 모니터링, 신규 ODA
ㅇ지원 대상: 환경산업체(제품, 시설, 엔지니어링,
분야 기획 등
종합건설 등)

ㅇ지원 대상: 해외 수주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환경·에너지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1:1 비즈니스

추진 예정인 해외 발주처(40개국 80여개사 초청)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상담회, 환경시설 산업시찰

ㅇ지원내용: 초청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현장 견학,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등

국제기후기금 활용 사업 컨셉노트, 사업제안서 및
1개 사업 당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녹색기후기금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부속서류, 작성 지원 및 사업개발 지원

대상국 기초자료 조사·분석, 유망 프로젝트 상세 설계

ㅇ기초조사 2억 원 내외 지원

환경사업 다자개발은행 수주지원
지원

ㅇ상세설계 4억 원 내외 지원 등

ㅇ예타 타당성 : 2억 원 내외(총 사업비의 대기업 30%,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 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중견 50%, 중소 80% 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지원

ㅇ본 타당성 : 7억 원 내외(사업비 전액 지원)

< 토론자 > 한국외대 하상섭 교수

ㅇ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중남미 생활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남미 국가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분야임.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기업의 기술협력과 참여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공통적인바 이를 잘 활용할 필요

ㅇ 기존의 물, 폐기물, 대기를 중심으로 한 주력 시장 외에도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환경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존재. 대표적인 미래
환경 먹거리 산업으로 기후 변화, 환경보건, 지식서비스(환경에 대한 분석·측정·정보시스템 구축·교육·컨설팅) 분야를 들 수 있는바, 동 분야 관련
국내시장에서 검증받은 우리의 경험 및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경우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ㅇ 그 외, 중남미 지역은 생태환경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바, 관련 분야의 지식서비스 연구 교류 및 공동 마케팅 등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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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코로나19와 대중남미 외교
※ 동 기고문은 한·중남미협회 발간 「K-Amigo」 2020 겨울호에도 게재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중남미 내 코로나19 확산 현황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어오던 중남미는 4월 중순부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더니 5월 22일에는 WHO가 중남미를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진앙지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중남미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악화되어 8월엔 일평균 신규확진자수가 8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신규 확진자수는 다소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11월 20일 현재 여전히 일평균 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5월 중하순의 신규확진자수가 3만 명 남짓이었음을 고려할 때
엄중한 상황으로 보인다.

중남미 국가들이 비교적 초기부터 입국제한, 이동금지, 경제활동 제한 등 강력한 봉쇄(lockdown)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는 중남미 각국 내
심각한 빈곤 및 불평등,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 등이 꼽힌다. 중남미 지역은 2019년 30.8%의 빈곤율을 기록하는 등 GDP 수준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약 20%가 ‘파벨라’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대도시 슬럼가에 거주하고 있어 열악한 위생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비누로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위생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감염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현실도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이 된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고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들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남미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와 상호작용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약 8.4%가 거주하는 중남미 지역이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확진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MF는 중남미 지역의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을

–8.1%로 예측하며, 중남미 지역 대다수 국가가 2023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GDP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렇듯 중남미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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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못해도 외교는 계속된다
코로나19와 국경봉쇄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하늘길이 막히고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졌지만, 재외국민 보호와 방역 공조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외교와 함께 주한 대사관들과의 협의가 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정상급 외교에 있어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4.2.), 페루(4.6.), 온두라스 에르난데스 대통령(6.12.),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7.3.) 등 중남미 주요국 정상들과 우리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네 차례에 걸쳐 본부-공관 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양자외교 일정과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과 진출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외교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개최일

주재

대상 그룹

회의 참석 공관

4.2

장관

중남미 주요국

5.19

1차관

메르코수르 그룹

브라질, 상파울루(총),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5.27

차관보

태평양동맹 그룹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5.29

2차관

중미(SICA) 그룹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중남미 국가들과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우리 정부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남미 24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각국의 필요에 따라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의 방역 경험을 중남미 우방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한-중남미 방역협력 웹세미나(4.21.)를 비롯, 한-칠레(3.13.), 아르헨티나(3.19.) 관계부처간 컨퍼런스 콜,
인천공항 출입국·검역시스템 관련 한-콜롬비아 화상회의(4.29.)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경험 공유는 다자 환경에서도 계속되었다. 한-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화상회의(7.1.),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8.13.)을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진단하고 포스트코로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주기구(OAS)의 요청에 따라 선거 경험 공유 화상회의
(8.19.)를 개최하여 4월 총선에서의 선거 방역시스템을 중남미 지역과 공유하고 선거 분야 한-OAS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 지원
중남미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각국의 항공편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는 중남미 각국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중남미 23개국에서 2천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귀국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귀국 지원 사례를 하나 소개해본다.

페루 정부가 3월 중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내외국민의 입출국을 전격 금지함에 따라 페루를 여행하고 있던 우리 국민 다수가 현지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국내 이동까지 제한되면서 해발 3천미터인 쿠스코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여행객 일부가 고산증을 호소하는 등 긴급한 귀국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을 위한 페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우리 대사관을 통해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 이동과 출국, 전세기
이착륙 허가를 받아내고, 아에로멕시코(AEROMEXICO) 항공사와 협상하여 전세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쿠스코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리마로 이송하기 위해
라탐(LATAM) 항공사의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고, 쿠스코 외 지방에 흩어져있는 우리 여행객들을 리마로 집결시키기 위해 버스 일곱 대를 이틀에 걸쳐 페루 열 네 개
지역에 급파하였다.

마침내 3월 26일 여행객, 코이카 봉사단원, 교민 등 우리 국민 198명을 태운 전세기가 리마 공군 공항을 출발, 멕시코(티후아나)를 경유하여 3월 28일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긴박한 작전 후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우리 국민들을 맞이하였을 때의 안도감을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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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경제협력 기반 다지기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인의 중남미 예외적 입국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7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 KOTRA,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10월
21일에는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8월에는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철도시설공단(KRNA),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원바이오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아순시온으파라카이 경전철 사업 수주를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하였고, 그 결과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 간 협력 MOU를 체결하여 G2G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전통적인 대면외교, 다시 시동 걸다
화상회의, 웨비나 등 새로운 외교 도구를 사용하여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수록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외교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외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8월 말 로드리고 야네스 베니테스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의 방한으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초로 중남미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대면외교도 재개되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8월 26일 야네스 차관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포스트코로나 경제·통상 분야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19일에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정관계 및 재계 고위급을 두루 면담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양국간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경제협력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최근,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한-중남미 간 방역·보건 연대 강화를 위해 11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첫 대규모 고위급 행사에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코스타리카 외교부 차관, 파나마 보건부 차관이 방한, 대면 참석하였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대면외교와 화상회의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기고자 소개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콤플루텐세대와 영국 랭카스터대에서 공부했으며, 스페인, 페루, 교황청, 베네수엘라에서 근무했다. 외교부 남미과장,
중미카리브과장, 중남미국 심의관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중남미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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