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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 개요

2022년 중남미 정세 전망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ㅇ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09:00~12:3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및 유튜브 '외교부의 라틴광장' 채널 생중계  

ㅇ 주최 : 외교부(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ㅇ 현장 참석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30명 미만으로 제한 (△최종욱 중남미국장 등 외교부 관계자, △좌장·발제자, △

기타 기업, 학계 관계자 등) 

ㅇ 프로그램

개회
- 개회사(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장)  

- 대중남미 외교현황과 방향(최인택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

세션 1 전문가 발표

- (발표 1) 2021년 중남미 정치 회고 및 2022년 전망(한국외대 손혜현 객원교수)  

- (발표 2) 중남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 (발표 3) 포스트 코로나 중남미 시장 변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민경 전문위원)

세션 2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대구 가톨릭대 임수진 교수  

- (패널) 성균관대 강정원 초빙교수, POSRI 오성주 전문위원 및 상기 발표자 4인

* 토론은 퀴즈형식(O,X 퀴즈, 주관식 퀴즈)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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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

외교부 중남미협력과 최인택 과장

대중남미 외교 현황 및 방향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한-중남미 외교관계 개관

ㅇ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전통적, 호혜적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공조 유지  

- △내년도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 도래, △중남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일관된 지지 표명, 다자무대에서 우리와 긴밀한 공조

유지 

ㅇ 중남미는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 파트너 

- △2004년 칠레와의 FTA 최초 체결 이후 현재 중남미 8개국과 FTA 체결,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녹색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 중

2.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위급 교류 활성화

ㅇ 21.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개최를 통해 중단되었던 대면외교를 점진적으로 복원하고 화상회의 및 온·오프라인 병행 포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비대면 외교 또한 적극 활용 

- (대면 외교의 점진적 복원 및 활성화) △7월 한-칠레 외교장관 회담, △8월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0월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11월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 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등  

- (비대면 외교의 적극 활용) △고위급 간 전화통화, △한-SICA화상정상회의(21.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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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 경제외교 추진

ㅇ 다차원적 FTA 협상 전개  

- (발효) 칠레(2004년),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중미 5개국(2021년) 

- (협상 중)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한- 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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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망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인프라) 중남미 국가들의 대규모 교통, 친환경 인프라 사업 참여 적극 지원  

- 21.7월 ‘인프라 협력 사절단’ 파견(멕시코,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디지털·그린뉴딜) K-뉴딜 글로벌화 추진과 연계, 중남미 국가개발계획과 접점 모색 

- △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10월 「한-페루 디지털 혁신 협력 포럼」, △11월 「한-태평양동맹(PA) 그린 경제 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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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협력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는 2016-2019년간 총 1.92억 미불(우리나라 전체 ODA의 10.6%) 이며, 중남미 8개국에 KOICA 사무소 설립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대한 ODA 기여 규모를 2024년까지 2.2억불로 확대할 계획(21.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4. 지역기구·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ㅇ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소다자 외교 강화 

- △FEALAC 활동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주도, △SICA와의 협력 확대 (4월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 6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화상)」), △OAS,

ECLAC 등과의 협력 확대 등 

ㅇ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소다자 외교 강화 

- △ 20.1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8월 영구 이사직 수임, △ CABEI, IDB 신탁기금을 활용, 중미 사회·경제 개발 사업 지원

5. 대중남미 외교기반 강화

ㅇ (국민 참여 강화) △화요라틴광장,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중남미 논문공모전,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등 대국민

행사를 통한 민간외교 자산 육성  

ㅇ (외교 기반 확충)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한-SICA 협력센터’ 설립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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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남미 정치 회고 및 2022년 전망

한국외대 손혜현 객원교수

중남미 정치 전망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코로나19 상황 속 중남미

ㅇ 중남미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실업 증가 등에 직면하였으며, 낮은 백신 보급률

(접종률 50% 미만)은 경제회복의 지연으로 연결  

- 중남미는 세계 코로나19 감염자의 20%, 사망자의 30%를 차지하며 심각한 보건 위기 직면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거리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고 실직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취약성이 높아졌으며, 평균 실업률 증가(2021년 11.1%)로 다양한

사회문제 촉발 및 경제 회복 지연 

※ 중남미 중산층 비율은 2019년(41.2%) 대비 2021년(38.8%)로 감소하고 빈곤율 31.7%, 극빈곤율 11.9%을 기록하며 취약 계층이 증가 

※ FM 글로벌 회복력 지수(FM Global Resilience Index) 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회복력이 높은 국가는 우루과이(62.3점)로 전 세계 47위이며,

이어 칠레(58.5점)가 50위, 아르헨티나(58.5점)가 57위를 차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중미 국가들은 100위권 밖

2. 2021-2022년 선거로 인한 정치 지형 변화

ㅇ 2021~2022년 중남미 지역 선거는 4P(Pandemic, Pink Tide, Populism, Polarization)로 특징할 수 있으며, 특히 2021년 선거에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되어 중남미 정치지형이 변화 

- (Pandemic) △보건의료 체계 붕괴, △재정여력 부족,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부재, △무능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투표로 집권당을

심판함에 따라 이념과 상관없이 집권당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전망  

- (Pink Tide) 포용적 시스템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가로 좌파로의 선회가 예상되며, 특히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칠레에

이어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도 급진적인 사회정책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좌파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핑크타이드 재개 가능성 예상  

- (Populism) 문제해결과 현상타파를 주장하며 정치 분열을 이용하는 포퓰리스트들의 득세가 예상되며, 유토피아 제안, 민족주의를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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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21년 중남미 주요 선거 결과 >

ㅇ 2022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정세 상황 

- 코스타리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27명의 대선후보자 출마선언으로 정치 분열, 정당의 파편화 현상 예상  

- 콜롬비아: 세제개혁안이 반정부시위를 촉발하였으며, 정부의 유혈 강경대응에 대한 비난으로 정권교체와 체제변화 요구 

-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출마선언으로 극단적 이념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 심화 예상

< 그림. 2021년 중남미 정치지형 변화 >

아웃사이더와 권위주의 지도자 부상 전망  

- (Polarization) 정치적 양극화 및 정당 파편화의 심화로 최종 승자는 결선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 다대  

ㅇ 2021년 중남미 주요 대선 결과 : 에콰도르 중도우파로 정권교체(2월), 페루 좌파로 정권교체(6월), 온두라스 좌파로 정권교체(11월), 니카라과

독재체제 지속(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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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경쟁 심화와 중남미 실리주의 중립노선 강화

ㅇ (중국) 중국은 중남미에 대한 재정원조, 보건원조 등을 통한 마스크·백신 외교로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중국의 보건 외교는

정치외교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미국)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장기 전략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소프트파워 회복을 위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 있으며, 2022년에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ㅇ (중남미) 중남미 국가들은 미·중경쟁을 기회로 활용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실리주의 중립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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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 표. 기관별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2021-22년) >

중남미 경제 전망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중남미 주요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거시경제 현황

ㅇ 경제성장률: 중남미 주요국은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급하락한 이후, 2021년 전년동기대비 기저효과, 대외수요 반등,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기 시작  

- 2022년은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축소 등으로 경기 둔화가 전망되며 약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남미 주요국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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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물가상승률: 중남미 주요국은 2020년 경기침체로 대부분 물가상승률이 저조했으나 2021년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 본격화  

-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실시한 경기부양책으로 202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물가안정 대책으로 내년 1월까지

1,400여개 품목의 가격 동결 발표  

ㅇ 환율: 중남미 주요국의 환율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주요국에서 환율 상승이 관찰된 2020년

상반기 이후 적극적인 외환 공급 라인 가동과 경제활동 재개에 기인  

- 2022년 선진국의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로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로 중남미 외환시장에 충격 가능성  

ㅇ 실업률: 2020년 2분기 중남미 주요국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  

ㅇ 수출입 추이: 코로나19로 대외수요가 급감하며 2021년 1분기와 2분기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 3분기부터

수출입이 회복되어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높은 수출입 기록

2. 중남미 주요국 거시정책 현황

ㅇ 기준금리 추이: 중남미 주요국은 경기침체 속 경기부양을 위해 선택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2021년 들어서 긴축적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ㅇ 재정수지 추이: 2019년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실시하여 재정적자 심화  

- 2021년 및 2022년은 경제활동 회복, 광물가격 상승, 정부 지출 축소 등으로 2020년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지역의 자본조달과 부채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 존재  

ㅇ 정부부채: 2020년 2분기 최고치를 기록 후 감소 추세이며, 2022년에는 주요국 대부분에서 정부 지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될 것으로 전망

3. 중남미 주요국 이슈 및 역내 이슈

ㅇ 아르헨티나: IMF와 440억 달러 규모의 채무 재조정 협상이 2022년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선거에서

페론당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 현정부의 포퓰리스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ㅇ 브라질: 지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는 보우소나루 정부가 재정 지출 축소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높은 실업률(2021. 2분기

기준 14%)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 예상  

ㅇ 칠레: 2021년 재정지출 확대, 연금 인출, 구리 수요 증가, 높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준수한 경제회복을 달성하였으나, 헌법 개정, 올해 12월 대선 결선

등으로 최근 정치 불안정이 유례없이 가중  

ㅇ 콜롬비아: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건전한 편이지만, 정부가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내놓은 세재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등으로 재정적자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무역적자, 실업률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  

ㅇ 멕시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건실하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주요 변수이며 AMLO 정부의 포퓰리스트 통치 지속 시 멕시코 투자 환경에 전반적

악영향 예상  

ㅇ 페루: 2021-22년 가장 중남미 지역 내 가장 준수한 경제성장률 기록이 예상되나 Castillo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  

ㅇ 역내 이슈: 

- 미국 중심의 공급망 편입 및 녹색 회복: 미국 기업의 니어쇼어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의 일부 국가가 수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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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중남미 국가의 빈곤선 별 인구 비중(%) >

< 그래프 2. 중남미 국가의 비공식 부문 고용 비중(%) >

- 백신 접종률: 주요국 중 멕시코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부진하며, 접종률이 50%를 하회하는 국가도 다수로, 국가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백신 접종률이

부진한 경향

< 그래프 3. 중남미 국가의 백신 접종률(2021.12.7 기준, %) >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편, 대부분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관계없이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및 지출을 진행 

- 빈곤선 별 인구 비중 및 비공식 부문 고용: 코로나19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개선되어 온 빈곤 및 소득분배 지표가 15년 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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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중남미 시장 변화

KOTRA 박민경 전문위원

< 그림 1. 중남미의 금융/디지털 포용(Inclusion) 현황 >

중남미 시장 전망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시장 변화 양상

ㅇ 디지털: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봉쇄와 거리두기 정책으로 비대면 소비가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기록하여 2020년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36%)을 기록 

※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이용자 수는 2020년(132.5백만명) 대비 2021년 약 2배 증가(224.5백만명)하고, △라피(Rappi)의 폭발적 수요

증가로 신규 직원 15,000명 고용 

- 정부의 코로나 바우처 지원으로 중남미 금융인구가 증가 *하고 금융,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소비나 유통뿐 아니라, 비대면 의료, 교육 등 부문도 디지털

전환에 동참하여 각국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추세  

*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만 총 4천만 명 이상의 신규 금융인구 유입

- 14 -



ㅇ 보건의료: 중남미는 코로나 이전부터 보건 분야 수요가 높았으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중남미 보건·의료 환경의

취약성이 부각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연평균 7%씩 의료비 지출 확대 예상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가 공급망 전쟁에 돌입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중남미가

니어쇼어링 거점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기업들의 멕시코 공장 신설 및 증설 현황(‘21.7 기준) 

- 미국 자동차 부품 기업인 Dana Inc.社, Excobedo 지역에 4천만 달러 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발표(‘21) 

-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인 Denso社, Silao 지역 내 1천만 달러 규모의 공장 증설 발표(‘21) 

- 미국 자동차 부품 기업인 Davico Inc.社, Saltillo 인근 지역에 2차 제조 시설 가동 

- 자동차 부품 기업인 NYX Inc.社, Arteaga 지역에 2,5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가동 

- Unilever社, 향후 3년 간 멕시코 내 2.8억 달러 규모의 4개 제조시설 확장 계획 발표 

- 독일 타이어 기업인 Continental AG社, Aguascalientes 지역에 5,8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신설

< 그림 2. 공급망 참여를 위한 중남미 각국의 준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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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U(2020)

ㅇ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올해 남미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파라과이 강 수위가 1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물류 운반이 어려워지고, 중남미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특히 주요 수출품인 커피 등)이 피해를 보는 등 기후 변화 대응은 당면과제로 부상  

- 중남미 정부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 전기차 육성 등 그린 정책에 적극 참여 

* 2050 탄소중립선언: 코스타리카(2019), 칠레(2020), 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파나마(2021)

< 그래프 1. 한-중남미 교역 동향(2015-2021.10) >

ㅇ 우리기업 협력 사례: △(브라질) 보건의료 분야 기업 진출, △(아르헨티나) IT 기술 적용 물류 서비스 협업, △(페루) 작업장 가상현실 접목 서비스 협업,

△(콜롬비아) 급여 책정 서비스 협업 등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중남미와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비대면 협업이 강화 

ㅇ 유망품목 및 서비스 

- 자동차·부품 및 전기 전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제조업 회복 움직임 활용, 전기차 등 신산업 주목 

- ICT(5G, 산업 IoT,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브라질은 세계 IT 투자 대상국 9위로 2029년까지 3만 명 이상 도시의 5G 상용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페루는 치안 및 교통시스템 개선으로 스마트시티형 솔루션 도입 노력 중 

- 인프라 및 건설플랜트: 코로나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정부 정책에 따라 중남미 건설경기는 호조를 나타내고, 파나마 등 중남미 각국 정부의

물류경쟁력 개선 정책으로 다양한 기회 기대 가능 

-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의약품의 경우 FTA 체결 대상국과 관세철폐 품목에 해당되어 기회

확대 전망  

※ 최근 KOTRA에서는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인 "트라이빅(TriBIG)"을 런칭하여 수출 통계, 호조 및 부진 품목, 유망 협력 바이어 소개 등 관련 정보를

제공 중

2. 한-중남미 교역 투자 현황과 협력사례

ㅇ 한-중남미 교역 동향: 한-중남미 교역 규모는 연평균 400억 달러 상당으로 우리 기업들의 주요 교역국은 멕시코, 브라질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중간재이고 원자재 위주로 수입  

- 2020년 중남미 봉쇄 및 조업중단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 반등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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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

전문가 토론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개요

ㅇ 토론 방식: 퀴즈형식(O, X 퀴즈, 주관식 퀴즈)의 의견 교환 방식을 통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  

ㅇ 토론 참여자:  

- 좌장: 대구가톨릭대 임수진 교수 

- 패널(총 6인): 한국외대 손혜현 객원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강정원 초빙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전문위원,

KOTRA 박민경 전문위원, 외교부 중남미협력과 최인택 과장

< O X 퀴즈>

<주관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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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 내용

□ (o.x 퀴즈) “내년도 전반적 중남미 전망은 올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부정적(4명) 

- 오성주 전문위원은 올해 중남미가 미국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반사이익을 받았으나, 2022년은 양적완화 이후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ㅇ긍정적(2명) 

- 한편, 최인택 과장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o.x 퀴즈) “내년도 중남미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될 것이다?”

ㅇ 가중된다(6명) 

- 손혜현 교수는 보건위기, 경제침체, 빈곤, 실업,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만성적인 사회적 문제 악화로 중남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지연되고

아울러 선거, 포퓰리즘 득세 등으로 정치사회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오성주 전문위원은 중남미 지역(특히 칠레, 페루 등) 양극화 심화로 인한 불안정성 예상 

- 강정원 교수는 국가별로 상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 정책적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긴축재정,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o.x 퀴즈) “내년도 중남미에서 빠른 경제회복이 기대되는 지역은 남미보다는 멕시코·중미 지역일 것이다?”

ㅇ 멕시코·중미(4명)  

- 박민경 전문위원은 중남미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의 가장 큰 특혜를 받는 국가를 멕시코로 예상하고, 중미는 멕시코와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로 미국과 멕시코의 경기 회복에 따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오성주 전문위원은 전세계가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멕시코와 중미지역으로 예상 

ㅇ 남미(2명) 

- 한편, 이승호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본격화 시 멕시코는 USMCA 발효 등으로 공급망 확장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은 △열악한 산업기반, △빈번한 자연재해, △민주주의 제도 위협으로 인한 불안한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의문

□ (o.x 퀴즈) “내년도 중남미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진출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ㅇ 부정적(6명)  

- 손혜현 교수는 미국이 그간 중남미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조치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니어쇼어링, 미주성장계획(America Crece), B3W(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 프로젝트는 중남미국가들을 미국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강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 

- 강정원 교수는 국가부채, 성장률 둔화 등 문제로 중국이 중남미에 예전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불평등, 갈등 등

내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이승호 부연구위원은 국내 이슈에 집중하였던 트럼프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중남미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만 미국이 당면하는 여타 이슈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중남미 정책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  

ㅇ 윤상욱 심의관은 현장 질문을 통해, 과거 종속이론 이후 중국에 대한 중남미의 의존도가 점점 상승해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중남미 국가들의 이에 대한 경각심 유무와,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미중경쟁 시대 한국의 생존 방안에 대해 문의 

- 손혜현 교수는 중국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은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며, 중남미 국가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회피하기

위해 외교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중남미의 좋은 선택지가 되어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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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국의 귀환”을 외치며 동맹 관계 회복을 통한 권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언급(예 : 한-미 간 중미 개발 협력을 통한 미국의 중미 이민자 문제 해결 움직임)  

- 오성주 전문위원은 미·중 의존에 대한 경각심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외교는 과거 4강, 양자위주의 외교였다면, 이제 다자외교를

통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남미를 우리 우방으로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

□ (주관식 퀴즈) “2022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키워드는?”

ㅇ 디지털(3명)·그린(3명)·기타(창업, 콘텐츠, 환율, 정부정책, 상생 등) 

- (디지털) △중남미 국가들의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 측면에서 협력 가능성, △기후변화 또는 제조업 발전 등 측면에서 기여 가능성, △수요

증가등 측면에서 중요성 언급 

- (기후변화) △ 국제적 흐름, △ 중남미 지역에서 기후위기 경각심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수요 증가, △ 타 분야와 연계성 등

측면에서 중요성 언급  

ㅇ 수출입은행 이명석 기금평가 관리역은 현장 발언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중남미 진출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경험담 등 실제 진출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 

ㅇ 해외건설협회 이승훈 실장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수주기회가 많아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남미 진출 유망 분야로 언급

□ (주관식 퀴즈) “2022년 가장 주목되는 중남미 국가는?”

ㅇ 페루(2명), 콜롬비아, 브라질, 파나마·코스타리카 등 

- 페루 :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온 모범적 경제성장,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호재 예상, △카스티요 정권의 행보 등 다양한 이슈 존재

- 콜롬비아 : 보수정당 붕괴와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및 이에 따른 대외관계 양상 변화에 주목  

- 브라질 : 2022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지형이 변화하는 경우 향후 브라질 행보에 영향 예상  

- 파나마·코스타리카 : 코로나19 완화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및 물류 회복 등 예상  

- 멕시코 :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니어쇼어링 수혜 예상  

- 칠레 : 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정책 구사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상존 

ㅇ KIEP Emerics 김성기 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메르코수르 등 중남미 지역기구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이나 미·중 경쟁 下  외교 등 관련

움직임에 대해 문의한바, 손혜현 교수는 현재까지 정치적 분열로 중남미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이 없었으나, 향후 이념 통합시 공동대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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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주요이슈

중남미 해외 언론 리뷰는 FEALAC 사이버사무국과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지난 호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남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8.2)

■ 중남미 물가상승은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 공급 병목현상, 정치적

불확실성, 재정적자 우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남미

각국은 금리인상으로 대응 중 

■ 브라질은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올해에만 5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다음달

100bp 추가 인상을 시사

보고서 바로가기

2021년 4분기 중남미 주요국가 전망 (10.29)

■ 2021년 4분기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칠레 등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경제적 도전과제에 직면하였으며, 브라질은 다가오는 건기(dry season)의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최근 중남미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약한 노동시장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략 부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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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보고서 소개중남미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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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중남미-중국 관계 (11.17)

■ 지난 2년간 중남미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외교를 비롯하여 교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발전되는 양상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부정적 언사와 별개로 중국과 중남미

국가는 원자재 교역 및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

보고서 바로가기

중미 북부 삼각지대發 이주의 근본 원인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정책 (12.8)

■ 2021년 미국행 중미 북부 삼각지대 출신 이주민은 약 684,000명(전체 이주민 중

41%)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동 지역 이주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중미 發 이민 관리의 근본적 원인을 ▴불평등 및 빈곤, ▴자연재해, ▴

치안 불안, ▴거버넌스 미비로 보고, 동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대응정책(▴지역 협력,

▴근본 원인 해결)을 강구 중

보고서 바로가기

중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전망 (12.23)

■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했고 최근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며 진출국가 범위 확대 

■ 중남미의 부족한 재정여력을 보완하며 인프라 발전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나, 동시에 지나친 차관 제공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등 중국의

對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 존재 

■ 중국은 코로나19하 對 중남미 백신외교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중남미 보건 인프라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으나, 중국의 자금력 약화와 일대일로에 대항한 선진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 발표로 향후 중국의 진출

속도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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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yfApejM99EpHMAdP2nWAN75pWRnv5RdkdgThBqeElfnLeCWw7fMKOnVZL7QpAE9Xc%3D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yiW%2BZbCFIY%2FqZ1n8qVlNWkOhRZIuqe30M5KT5eg8qZ0cLtT6ChAQdZeDZAWGuGZeQ%3D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xvFqzaLsNnYSpMr7xY49fAnVgVf3RnemqzPymt%2FaMyjnC8nORpK%2BsVv%2BPVtm5e3EM%3D


외부보고서 소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21)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봉쇄와 이동 제한, 통금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조기 확산 방지에 성공함.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K-방역은 3T(Test-Trace-Treatment)를 핵심요소로 하며, 질병 관리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을 위한 ICT 활용에 의거함. 한국은 K-방역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보고서는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선진 방역

역량을 바탕으로 한 한-중남미 방역 및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동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메커니즘, △향후 감염병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의료 부문의 혁신 방향, △국가별 진출

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보고서 바로가기

‘이슈페이퍼- 라틴아메리카 마약 산업의 전개와 사회적 위험의

증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9.30)

본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산업을 마약의 생산, 운송(유통), 소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업 내에서 맡은 역할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변화를 설명함.

공통적으로 세 지역 모두 폭력이 증대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함. 그러나 이 중 마약 산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은

운송경로에 위치한 국가들로, 갱단 세력이 개입되면서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빠르게 증대되었으며,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본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된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산업이 여타 지역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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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주요이슈 외부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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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9718&act=view
https://ihs.korea.ac.kr/archives/issue-paper/?vid=125


‘2022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 – 외교안보연구소 (12.21)

본보고서는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정세에서 중남미는 세 가지 키워드( △코로나19

회복 지연, △ 중남미 선거 정국과 정치지형의 변화, △ 미‧중 경쟁 심화와 중남미의

실리주의 강화)로 설명됨.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남미가 2022년 직면하게 될 도전으로는 △경제위기 극복, △고용 회복, △재정여건

개선임. 또한 금년에 치러진 각국의 선거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로 집권당을 심판함에 따라 정권교체 및 집권당 약세가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이 백신을 제공하며

공공재 제공자로 부상하면서 중남미 내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한 상황이며, 중남미

국가들은 미, 중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주의 중립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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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View.do?sn=13888&ctgrySe=02&boardSe=pbl&clCode=P04&koreanEngSe=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