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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태평양동맹 간 협력 기회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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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지난 5월 20-22일 사흘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QUAD)1)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스처를 보여 주었다. 마침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2) 참여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조기 출범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또한, 이번

방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사업장을 맨 먼저 방문하여 한국의 글로벌 기업은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에 있어서 핵심 대상임을 몸소 보여

주었고, 한국 정부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디지털과 첨단과학 분야에서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협력 지도를 같이 그려

나가기로 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1)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담 

2)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만든 다자

경제협력체로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2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첫 구상을 발표하고, 2022년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등 13개국이 동참해 공식

출범함

전문가 기고문 2 전문가 기고문 3전문가 기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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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바이든 미대통령 삼성전자 방문 >

출처: 뉴스1

글로벌 공급망 분열과 탈(脫)중국 가속화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은 지난 2017년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3)와 무역법 301조4)를 적용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였고, 이때부터 중국 중심의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도 서서히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때 신자유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면서 다자간 FTA를 통한 역내 무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대신하기 위한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20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도 예상 밖의 결과를 불러왔다. 펜데믹 발생 초기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연준(FRB, Federal Reserve Board)의 무제한적 유동성 공급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이 수요 변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공급난을 부추겼다.

이에 더해 올해 2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세계를 이분화함에 따라 기존 글로벌 공급망 체계는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향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측과 중국∙러시아가 한 축이 되는 새로운 체계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3)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1962년 제정되어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2017년

부활함 

4)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규정으로 1988년 미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어 ‘슈퍼 301조’ 별칭이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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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출처: 산업일보

과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던 한국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아, 유럽, 미주 각 권역에서 맹주를

자처하는 국가들과 이에 도전하는 신흥국들에게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글로벌 또는 지역 거점으로서 자국의 매력을 재평가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이 돋보이며, 차기 지역 거점으로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이 뒤따르고 있다. 유럽 권역에서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이

분발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는 현재 미국과 멕시코가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개정한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발효로 미국과 경제통합 수준을 업그레이드한 멕시코가 과거 하청 기지 역할을 넘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멕시코의 경우, 이미 전 세계 47개국과 FTA를 체결할 만큼 높은 경제 개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글로벌 자동차 OEM(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들의 북미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중남미의 마낄라도라

(Maquiladora)5) 산업들이 갖는 낮은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 이전 한계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  

한편, 미래의 생산 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유한 칠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페루와 함께 현재 전 세계 구리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리 외에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또한, 칠레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그린 수소 산업 분야에서도 주변국들을 크게 앞서가고 있다.

5) 국경 지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재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시설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와의 협력 기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과 서방측의 편에 서게 되면서 한국 산업계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망 분리에 따른 원자재

수급과 원가 관리 등에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IPEF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 아직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과거 요소수나 마그네슘 등과 같은 특정 자원들에 대한 공급 제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리튬 산업의 경우도 향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 리튬 산지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호주, 중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세계 배터리 생산을 위한 리튬 가공량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 4 -



< 그림 2. 전세계 국가별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 >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리튬 배터리의 주 생산지인 중국에서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수급 안정을 위해 칠레 시장을

먼저 두드렸고, 그 결과 중국 텐치 리튬(Tianqi Lithium, 天齊리튬)사가 칠레 국영기업 SQM의 지분 23.8%를 인수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칠레

정부가 작년 말 약 40만 톤의 리튬 채굴권을 입찰 공고(5개 업체 할당)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중국 업체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외 리튬 공급선 다각화가 절실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주시하면서 이들이 칠레 리튬 시장을 선점했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칠레 현지 1위 기업이기도 한 미국

앨버말(Albemarle)사와 연계하여 한국-칠레-미국간 3각 협력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사진 2. 칠레 대규모 리튬 생산 시설 >

출처: Reuters

대중 리튬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선두를 다투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로서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비(Plan B)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에는 여러 협력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중남미의 리튬 산업은 과거 중남미 국가들의 원유 탐광 및 개발(E&P, Exploration & Production)과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운영되어왔다. 즉, 중남미

국가들이 리튬 추출 기술과 설비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 기업들에게 채굴 및 생산권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생산된 가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이들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칠레의 경우 세계 1위의 리튬 생산 업체인 미국 앨버말(Albemarle)사와

칠레 국영 기업인 SQM사가 시장을 양분해오다, 최근 몇몇 현지 업체들이 세워지면서 직접 추출을 통한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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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은 한국이 태평양동맹의 다른 회원국인 멕시코와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과

멕시코는 양국간 꾸준한 교역 성장과 투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FTA 협상 등에 있어서 크게 진척을 이루지 못해 왔다. 멕시코 현지 기업들의

견제가 심한 탓도 크지만,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 투자를 더 늘리고, 추가 진출을 검토할 수 있었다면 양국 정부 간 협상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 역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 신흥국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여간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진출을 염두해서 한국의 자동차사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 설비 투자를 결정한 만큼 인접한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용이해졌다. 때마침 멕시코 정부 역시 미국과 USMCA 개정에 따른 역내생산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보다 훨씬 상향된 최저임금

기준이나 부가가치 창출 규정 등을 지켜야 해서 고부가 부품 사업들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여건을

레버리지로서 잘 활용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우호적이고 유리한 환경에서 한-멕시코 FTA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3.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 >

출처: 조선일보

지난 5월 초 멕시코 AMLO 정부는 광업법 개정을 통해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탐사 및 개발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유화하였다. 또한 역내 리튬 자원 보유국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 리튬 연합 결성을 제안하여 4국이 리튬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외국 자본에 의해 개발 이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발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 국유화를 통한 자원 통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민간 기업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중남미 최대 리튬 생산국인 칠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칠레에서 급진좌파 성향의 보리치 정부가 출범하면서 리튬 산업에

대한 국영화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칠레 제헌의회는 이미 지난 2월 구리, 리튬, 기타 전략광물 자산의 국유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보리치

중남미 핑크 타이드의 부활과 고려 요인

그러나 낙관적인 기대만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남미 지역은 코로나19가 그 어느 대륙보다 강하게 강타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펀더멘털이 미처 회복되지 못해 약해진 상황에서 그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미 늘어나 있는 정부 부채와 부족한

재정 탓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없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소비를 더욱 위축시켰다. 또한, 멕시코 AMLO 정부와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핑크 타이드 바람은 최근 페루와 칠레를 지나 콜롬비아와 브라질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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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도 환경 훼손과 국부유출 논란 등으로 리튬 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취지는 과거와 같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고, 채굴권 부여를 더 투명하게 하여 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이지만 향후 리튬 채굴을 물론 배터리 생산까지 칠레 정부가 국영 기업을 통해 직접

관리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한국이 중국과 배터리 등 미리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리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국은 칠레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굴 및 생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남미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외에도 사업

지속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 정부가 나서 협력의 틀을 만들고 사업성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칠레 정부가 원하는 현지에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칠레가 요구하는 한-칠레 FTA 개정 협상이나 칠레의 그린 수소 구매 요청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그동안 한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제 사회의 냉철한 현실 앞에서도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 어느 한쪽의 실리도

크게 잃지 않는 균형잡힌 외교로 양국과 경제협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가

이원화되어 가면서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모험적이고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와 미래 핵심 산업들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칠레와 멕시코 모두 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와 협력의 기회들이 예정되어 있다.

연초부터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한국이 태평양동맹 국가들과 오랜 기간 각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의

시도들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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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맹의 경제통합 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성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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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맹은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4개의 정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블록으로 그룹명 내 ‘동맹’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회원국들 간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진다. 2011년 4월 해당 국가 정상들이 리마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그 이후 2012년 6월

태평양동맹 기본 협정문이 채택되었고 2015년 7월에 태평양동맹 기본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태평양동맹은 △ 상품, 서비스, 자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통합, △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 3가지의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평양동맹의 설립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회원국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역내 통합이라는 목적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누적원산지 기준 채택, 역내

수입품목 중 92%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고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이라는 태평양동맹의 설립 목적을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량적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최근 10년간 태평양동맹 정회원국별 對세계 수출입액 대비 동맹국 간 수출입액 비중이다. <그림 1>은

태평양동맹 정회원국별 對세계 수입액 대비 對태평양동맹 수입액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그 비중이 높아질수록 역내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동 그림에 따르면 정회원 4개국 모두 기본협정이 발효된 2015년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그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멕시코의 경우 태평양동맹 역내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액의 1%가 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내 경제통합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2>는 태평양동맹 정회원국별 對세계 수출액 대비 對역내 국가 수출액 비중을 보여준다. 칠레와 멕시코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페루는 역내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한 후 소폭 증가하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2015년부터 동 비중이 증가한 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림 2>에서

태평양동맹 정회원국 사이에 공통된 추세가 발견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콜롬비아의 역내 수출액 비중 증가를 태평양동맹의 출범으로 인한 결과로 곧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그림 1>과 <그림 2>에서 제시된 지표에 근거할 때 태평양동맹 출범으로 인하여 역내 무역통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 기고문 1 전문가 기고문 3전문가 기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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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각 국가별 對태평양동맹 수입 비중 >

자료: UN Comtrade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그림 2. 각 국가별 對태평양동맹 수출 비중 >

자료: UN Comtrade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또는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의 관점에서 역내 경제통합의 수준을 살펴보자. <그림 3>은

태평양동맹 각 국가로의 총 수출액 중 역외 국가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 비중이 높을수록 역외 국가와의 통합, 특히 역외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정회원국의 후방 참여(backward linkage)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기이므로

기존연도와 단순 비교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2021년을 예외로 두자. <그림 3>에 따르면 칠레, 멕시코, 페루의 역내 수출에서 역외 국가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태평양동맹이 누적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에서 역외 국가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시사한다. 즉, 역내 국가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통한 역내 국가로의 재수출보다는

역외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역내 국가로의 수출하는 비중이 더 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콜롬비아의 경우 그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칠레, 멕시코, 페루의 역내 수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외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태평양동맹 정회원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태평양동맹 각 국가 내 중간재 수입 비중은 역내 국가 및 역외 타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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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국가별 對태평양동맹 수출액 중 역외 부가가치 비중 >

자료: Eora MRIO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그림 4>는 태평양동맹 각 국가로의 총 수출 중에서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한다. 동 비중이 높을수록 역내 가치사슬에서

정회원국의 전방 참여(forward linkage)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과는 대조적으로 칠레, 멕시코, 페루에서 동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전방 참여도를 기준으로 역내 경제통합의 정도를 판단할 때 동 3개국의 경제통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된 측면이 있다.

반면 콜롬비아에서는 동 비중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칠레, 멕시코, 페루의 역내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칠레의 경우, 합금강(alloy steel), 동광 및 농축물(copper ores and concentrates), 멕시코의 경우

모니터와 자동차이며, 페루의 경우 몰리브덴 및 농축물(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과 황산(culphuric acid) 등이다. 이러한 주요 수출품목의

가공 및 조립 과정에서 역외 국가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남으로써 역내 국가의 부가가치가 동 3개국의 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콜롬비아의 경우 역내 수출에서 콜롬비아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의 역내 주요 수출품목이 석탄, 원유, 사탕수수 등의 채굴과 수확 이후 가공단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중간재 투입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그림 4. 국가별 對태평양동맹 수출액 중 해당국 부가가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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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ora MRIO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그림 3>과 <그림 4>에서 각 회원국별 역외 국가와의 통합 정도와 역내에서의 전방 참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역내 수출입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 지표들이 시사하는 바는 경제적 측면에서 정회원국들의 역내 통합 정도가 오랜 기간 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동맹 출범 이후에도 그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태평양동맹이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내 경제통합의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으로 △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  멕시코의 높은 對미국 무역 의존도, △  태평양동맹 정회원국들 간 수출입 교역품목

유사성으로 인한 낮은 교역량, △ 태평양동맹 출범 이후 역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Molina et al.(2016)1)는 인프라

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감소가 수출 품목 수의 증가로 연결됨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바,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역내 교역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NAFTA와 USMCA 체결로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북미에 편입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동맹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멕시코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멕시코의 對미 교역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태평양동맹 정회원국과의 교역량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태평양동맹 정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광물,

농산물 등 1차산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즉, 유사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어 역내 양자 교역 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 많지 않아 정회원국 간

교역량이 낮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내 경제통합에 있어서 각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태평양동맹 출범 이후 소위 좌·우파로

구분되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이것이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추진력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향후 태평양동맹의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경제통합 수준만으로 태평양동맹 역내 통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변화를 고려할 때, 경제통합

측면은 아닐지라도 단기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내 통합 또는 정치적인 유대(tie)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에서는 6월 치러질 결선

투표에서 최초로 좌파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태평양동맹 정회원국 모두 소위 진보 성향의 정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은 취임 당시 태평양동맹과의 관계를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에콰도르의 태평양동맹 정회원국 가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2022년 4월 개최되었던 고위급 회담에서 정회원국들은 태평양동맹 협력 펀드(PA cooperation fund)를 조성해

디지털 이슈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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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평양동맹 역내 경제통합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편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통합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태평양동맹의 경제통합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 국가가 직면한 대내외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동맹 역내에서

나타난 최근의 정치적 환경 변화가 역내 경제통합을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1) Molina, Danielken, Cecilia Heuser, and Mauricio Mesquita Moreira. 2016. Infrastructure and export performance in the pacific allianc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 Subsecretaía de Relaciones Económicas Internacionales.  

https://www.subrei.gob.cl/sala-de-prensa/noticias/detalle-noticias/2022/04/25/subsecre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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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맹 국가의 최근 시장 동향과 유망분야

KOTRA 박민경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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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2022년 태평양동맹 국가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장 동향

□ 대내외 환경 변화: 코로나19 이후 더디지만 회복세, 일부 우려요인 공존

중남미는 2020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장 큰 경제, 인명 피해1)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였다. 다른 신흥국처럼 기존의 경제 및 보건 인프라가

취약했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었다. 같은 해 중남미의 성장률은 –6.7%로 전 세계(-3.3%) 및 신흥국 평균(-2%)보다 하락폭이 컸다.

한때 전체의 50%를 상회했던 중산층(일 수입 13~70USD) 비중이 2020년에는 37.3%로 감소하기도 했다.(World Bank, 2021)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원자재가 상승 등이 새롭게 글로벌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2022.4)

는 2022년 중남미 경제가 더딘 걸음이지만 2.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1.5-5.8%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2023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EIU, 2022) 민간 소비도

소폭의 상승이 전망된다. 

일부 고려 요인도 공존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은 칠레, 페루 등2) 원자재 수출국에 일시적인 수혜로 작용했으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높은 수입물가 등으로 상쇄되었다. (IHS, 2022) 세계은행(WB)이 경고한(2022.6.7)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서 이들 국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표 1>에서 보듯 대부분 회원국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6-7%대의 증가세가 전망된다. 각국에서 금리인상과 지원책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은 당분간 전반적 내수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발 수요 증가로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멕시코 S&P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2022년 2월 48.0에서 3월 49.2, 4월 49.3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5월 50.6을 보이며 31개월 만에 최초로 기준점(50)을

전문가 기고문 1 전문가 기고문 2 전문가 기고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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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주요국의 최근 경제지표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중남미

인구(2020)1) 1.29억 1.9천만 5.1천만 3.3천만 2.1억 6.5억

GDP(2022)2) 1.32조 3,176억 3,513억 2,414억 1.83조 5.46억

GDP 성장률2) 2.0(4.8) 1.5(11.7) 5.8(10.6) 3.0(13.3) 0.8(4.6) 2.5(6.8)

1인당 GDP(2021)3) 20,371 29,033 16,860 11,878 16,145 15,643

실업률(2022)2) 4.1(4.1) 7.0(8.9) 11.9(13.7) 9.3(10.9) 13.7(14.2) -

소비자물가지수2) 6.8 7.5 7.7 5.5 8.2 11.2

민간소비 성장3) 1.6(7.4) 0.2(20.5) 3.4(14.8) 2.8(11.8) 0.9(3.6) -

산업생산 성장3) 2.6(6.5) 3.6(4.5) - 2.5(18.3) 0.5(4.2) -

총고정투자 성장3) 3.0(10.0) 1.0(18.0) 3.4(12.2) -5.0(40.8) -1.9(17.2) -

Doing Business1) 86.1 91.4 87.0 82.1 81.3 79.6

1) World Bank(2020) 

2) IMF(2022.4), GDP는 명목 기준(Current Price, USD), GDP 실질성장률은 2022년 전망치(괄호 안은 2021년 수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연평균 전망치 

3) EIU(2022.6), 1인당 GDP는 2021년 PPP기준(USD), 기타는 2022년 전망치(괄호 안은 2021년 수치)

넘겼다. 그동안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물류 지연, 원료 부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미국발 주문 증가(2019년 2월 이후 최고

증가세)와 고용 증가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또 다른 제조업 국가인 콜롬비아의 경우 5월 제조업 PMI지수가 53.9를 나타내며 11개월째 확장세를

보였다3). (S&P global, 2022) <그림 1>, <그림 2>에서 보듯 페루와 칠레의 산업 생산도 플러스 성장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EIU, 2022)

1) 2020년 기준 전세계 확진자의 23%, 사망자의 31% 발생(외교부, 2020) 

2) 칠레와 페루는 전체 수출 중 광물(각각 52.8%, 50.7%)과 농산품(33%, 22.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WTO, ’20) 

3) 다만, 4월 PMI지수(54.4)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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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P Global(2022.6)
4) https://www.pmi.spglobal.com/Public/Home/PressRelease/086eb7ddd8a14252acfc788dea17ac52 

5) https://www.pmi.spglobal.com/Public/Home/PressRelease/a8bf6059d1f548a89f88a97adac6a3c9

< 표 2.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이커머스 시장 동향 및 주요 결제수단 >

항목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시장규모

2021 500억 달러 160억 달러 190억 달러 100억 달러

2025* 1,230억 달러 450억 달러 420억 달러 400억 달러

중남미 내 비중 17.1%(2위) 6.5%(5위) 6.5%(3위) 3.4%(6위)

성장률 (%)
2020 33% 52% 20% 54%

평균* (‘20-‘25) 27% 28% 21% 42%

주요 결제수단 

(성장률 기준 Top3)
은행이체(50%) 국내신용카드(72%) 은행이체(29%) 디지털지갑(60%)

체크카드(41%) 디지털지갑(42%) 디지털지갑(20%) 체크카드(51%)

□ 소비시장 변화: 위기를 기회로, 디지털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시장

코로나19가 중남미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요원하게만 보였던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앞당겼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취약했던 부문을 위주로 파고들어 빠른 성과를 냈다. 일례로 Uber가 멕시코에서 미국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은 기존의

택시 시스템이 치안, 가격 등에서 여러모로 불안정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Global Center of Excellence, 2020) 금융과 유통 또한 그렇다. 현재

중남미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핀테크와 이커머스 부문을 중심으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소비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ㅇ 이커머스 시장  

2020년 중남미의 이커머스 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36.5%)을 달성했다. Ebanx6)(2022)은 2025년까지 중남미 시장이 연 31%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모두 규모 면에서 역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성장률 역시 지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표2>

멕시코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구매자의 37%가 생애 첫 구매자로, 이 중 90%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45~64세의 사용이

전년비 18% 증가했다.(MVO, 2021) 칠레 역시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구매 경험자의 18%가 생애 첫 구매자로 나타났다. 물류나 교통, 치안 문제 등이

있는 현지 사정에 맞춰 다양한 라스트 마일 배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옴니채널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6) Ebanx(2021), “How digital payments and e‑commerce are gaining traction in Latin America”

- 15 -



항목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신용카드(35%) 은행이체(37%) 체크카드(15%) 은행이체(50%)

자료: EBANX(2022), *2025년 자료는 전망치

ㅇ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은행 계좌 보유 비중이 적은 중남미의 환경은 오히려 핀테크(fintech) 부문의 높은 성장세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금융인구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결제는 더욱 활성화 되었다.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 개선된 것은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의 자체 결제시스템 메르카도 파고(Mercado Pago)는 물론이고,

페루에서는 자국 플랫폼인 Yape도 활용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2021년 중남미 핀테크 유니콘 상위 5개 중 4개가 멕시코 기업일만큼(EIU, 2022) 그

성장세도 두드러지며 단순 결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된다. 멕시코 정부는 최초로 핀테크법도 제정했다. AMI(2021)는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중남미 중소기업의 대규모 디지털 전환(Mass SME Digitalization)의 시작이자 주요 트렌드로 지목하였다.  

ㅇ 혁신 스타트업 서비스 확산 

중남미 한 국가에서 성공한 기업의 영향력은 빠르게 인근국으로 확장된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2021년 트래픽 기준 브라질(40%)은 물론 멕시코(20%),

콜롬비아(6%), 칠레(5%)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 중이다. 10분 만에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콜롬비아 스타트업 라피(Rappi)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배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다. 현재 9개국 200개 도시에서 영업 중인 라피는 특히 보고타와 멕시코시티에서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검진, 백신접종, 의료진 검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런칭해 보건의료 부문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 표 3. 한국의 對 태평양동맹 수출액(단위: 백만 달러)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태평양동맹

2019 10,927 1,214 1,143 744 14,028

2020 8,241 867 593 485 10,186

2021 11,290 1,574 898 794 14,556

2022.4 4,673 536 356 267 5,832

자료: K-stat

2021년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액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칠레와 페루의 경우 우리의 원자재 수입액이 우리 기업의 수출액을 상회한다.

칠레는 전 세계 1위의 구리 생산 및 수출국이자, 한국의 구리 수입 1위 대상국으로, 한국은 주로 구리, 철광 등의 수입 비중이 높다. 대 페루 수입에서도

II. 한국과의 협력 기회

□ 한-태평양동맹 교역투자 현황 및 특징

한국은 태평양동맹 국가에 주로 제조업 완성품 및 중간재를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 태평양동맹 수출액은 145억 달러 상당으로 전체 중남미 교역액의 63.2%를 차지했다7). 이 중 멕시코는 한국의 2021년 기준 9위 수출대상국

(중남미 1위, 전체 수출의 49.3%), 한국은 멕시코의 5대 수입대상국이자 13위 수출대상국이다. 주로 현지 진출 우리 자동차, 전자 공장 납품을 위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최근 의료/화장품 등 신규 분야 교역도 증가세에 있다. 칠레(2004년),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4월까지 한국의 대 멕시코(38%), 콜롬비아(26%), 칠레(19%), 페루(5%)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7) 편의치적선에 따른 통계적 오류 제거를 위해 선박 교역액-MTI 7461-수치를 제외 후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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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등 광물과 천연가스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 콜롬비아 수입에서는 유연탄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가량이며, 수입품목 2위는 커피로 FTA 체결

이후 지속 증가세다.

< 표 4. 한국의 對 태평양동맹 수입액(단위: 백만 달러)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태평양동맹

2019 6,160 3,960 718 2,318 13,156

2020 6,356 3,543 684 2,756 13,339

2021 7,889 4,859 704 3,450 16,902

2022.4 2,309 2,384 205 1,259 6,157

자료: K-stat

투자의 경우 및 주로 대 멕시코 제조업 부문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광업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멕시코의 광업법

개정과 칠레의 자원 국유화 논의 등은 우리 기업이 대비가 필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진출 유망분야

ㅇ 공급망(제조업 등)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은 중남미의 핵심 내수시장이자 주요 제조국이며, 역내 가장 개방적인8) 대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자국산 우대정책 강화 움직임은 오히려 멕시코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은 가격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어, 니어쇼어링을 실질적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USMCA의 원산지 규정이 강화9)되면서 글로벌 기업이

멕시코로 이전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 역시 멕시코 투자 진출을 통해 대미시장은 물론 중남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이러한 공급망 협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ㅇ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 확대도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기존 프로젝트도 일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경기 부양책으로 138억 달러

규모의 민관합동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2020). 특히 AMLO 대통령은 현재를 멕시코의 제4차 변혁기(4T)로 규정하고 부패 척결, 빈곤 타파,

치안 개선 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어 지역 인프라 개선 등 관련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루의 카스티요 대통령 역시 취약한 보건 인프라와

교육시설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지방 치안 강화 및 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기존 프로젝트 외에도 항구 건설, 지하수 시설

개발,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등이 시작될 전망이다. 

ㅇ 디지털 

한국과 태평양동맹 각국은 디지털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미래 핵심 분야에 정책기조를 같이 한다.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디지털 정책을 구가하며,

취약한 인프라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칠레 정부10)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Agenda Digital 2050’ 등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콜롬비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Internet para Todos’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민 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의 수요가 높은 5G 등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물론, 사이버 보안11) 등 기술협력도 유망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업 부문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첨단 스마트 제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팜과 스마트교통/스마트시티 분야 역시 현지의 수요가 높고,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다. 콜롬비아 정부는 5대 핵심 농작물(커피, 화훼, 바나나,

팜, 설탕)을 지정하고 최근 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파일럿 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 교통(ITS) 부문에서도 한국이 이미 콜롬비아와

성공적으로 협업한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인근국으로도 추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페루에서는 치안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에 노력 중이다. 

ㅇ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전기차 및 스마트에너지 분야 기술 협력을 고려할 만하다. 칠레12)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발전 설치용량

기준 98%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1년에는 기존 택시 차량의 전기차 전환 지원책(‘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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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 Eléctrico’)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기업은 멕시코에 신규 전기차 공장을 착공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8개 주요 분야를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목표를 세웠다.  

ㅇ 보건의료 및 소비재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부문과 소비재 부문 역시 우리기업 진출 유망분야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협력을 지속해 온 우리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과 디지털 헬스 부문을 공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소비재 부문에서도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성장 등 현지 유통 트렌드의 재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K-beauty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한-콜롬비아

FTA 양허 품목 중 대부분 7년 양허로 2022년부터 관세율 0%가 적용돼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태평양동맹 국가들과 올해(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와 내년(페루)에 걸쳐서 모두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 중남미 핵심 성장동력인 태평양동맹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60년을 여는 혁신의 파트너로 발돋움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8) 멕시코는 USMCA를 포함, 50개 이상 국가와 13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EIU), 칠레는 17개 FTA를 포함 70개 국가와 30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trade.gov)

콜롬비아, 페루 역시 높은 무역개방도를 보유하고 있다. 

9) USMCA 발효 1주년이 경과하며 완성차 원산지 기준이 66%가 적용되고 발효 4년 차에는 75%까지 확대된다. 

10) 칠레 정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하기도 했다. 

11)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디지털화에 대한 우려 요인으로 보안 문제를 꼽았다. 멕시코는 2020년 1분기에만 8억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사기로 인해 연간 77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CSIS, 2021, “The Development of the ICT Landscape in Mexico”) 

12) 멕시코(2014), 칠레(2017), 콜롬비아(2017) 등 주요국은 탄소세를 기 도입했다.(하상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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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맹, 멕시코, 한국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박정오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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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맹은 남미 지역의 메르코수르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협력체이다. 여타 중남미 협의체와 비교했을 때 태평양동맹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우선 2012년에 창설되어 이제 막 10주년을 맞이한 신생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 상설 사무국을 가지지 않고, 메르코수르처럼

역내 공동관세를 추구하지도 않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태평양동맹은 역외국에 있어서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61개국에 이르는 옵저버 수로 알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6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태평양동맹에 옵저버로 가입하였다. 한편, 옵저버 국가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차별성이 없음을 감안해 태평양동맹은 2017년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이라는 지위를 신설한 바, 한국은 태평양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였다.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태평양동맹 회원국과 FTA 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그간 태평양동맹과의 협력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왔다고 생각한다. 우선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를 통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우선순위였다. 한편, 태평양동맹과의 다양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  

그간 태평양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입장 중 하나는 태평양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멕시코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태평양동맹의

4개 회원국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중 한국과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이다. 한국은 멕시코와 FTA 체결을 위해 협상이 중단된

이후 14년간 노력을 하고 있으며, 멕시코와의 양자적 협상 재개 노력과 병행하여 소지역 차원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병행해서 추진해왔다.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간접적으로 태평양동맹 회원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금년은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된다. 태평양동맹측은 그간 준회원국 1차 협상대상국인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의 협상이 완료되어야 2차 협상대상국인 한국과 에콰도르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2.1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16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가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으나, 기타 1차 협상대상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의 협상의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태평양동맹측은 우리측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 16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1차 협상국의 협상 상황과 별개로 금년

상반기에 한국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의 전환을 보였다. 다만, 22년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아직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공관 기고문 2 공관 기고문 3공관 기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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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태평양동맹측은 9-10월 경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평양동맹과의 준회원국 협상을 하게 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동 협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높은 기준의 협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멕시코측

태평양동맹 실무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태평양동맹 내에서도 각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현안들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으며, 실제 1라운드 협상 대상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협상의 귀결은 4개 회원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공배수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멕시코와의 양자 FTA 체결을 통해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태평양동맹과의 실질협력 강화가 또 다른 관심사이다. 태평양동맹은 상설 사무국 없이 회원국이 돌아가며 순회의장국을 맡는 시스템인데, 금년

의장국이 멕시코이다. 필자가 멕시코 외교부와 태평양동맹과 관련한 협의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멕시코의 경우 옵저버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0-21년 멕시코가 중남미 최대 협의체인 CELAC 의장국을 맡으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에 기인한다. 멕시코는 CELAC 의장국을 맡으면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우주청(ALCE : La Agencia Latinoamerica y Caribena del Espacio)1) 출범

등 일련의 협력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태평양동맹도 옵저버 국가들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일례로, 멕시코는 한국이 태평양 연안의 해양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간 우리가 태평양동맹을 중남미 시장접근을 위한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하던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도록 자극을 준다. 경제협력에서

환경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으로 시각을 넓히면 훨씬 많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페루에서 개최된 한-태평양동맹 포럼 시

태평양동맹측은 교육, 중소기업, 관광, 무역원활화 분야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 바 있다.  

1) 라틴아메리카‧카리브우주청은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21.9월 CELAC 정상회의에서 19개국이 설립협정에 서명하면서 출범을 했다. 현재 11개국이 동 협정을 국내비준하면

협정이 발효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KARI)와의 협력하에 금년 6월말 상기 우주청과 우주협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러한 협력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를 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태평양동맹 상설 사무국의 부재이다. 순회의장국으로 매년 의장국이 바뀌는 변화는

소위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현재 의장국을 맡은 멕시코의 태평양동맹 담당들도 과거 태평양동맹의

옵저버 국가와의 협력사업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아울러, 이러한 순회의장국 시스템은 아무래도 당해 연도

의장국의 우선순위가 반영이 될 텐데 의장국 수임기간이 1년이다 보니 연속성이 결여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중남미 전문가들은 당분간 태평양동맹의 전망을 그리 밝게 보지는 않는다. 태평양동맹을 비롯한 중남미의 협의체들이 순항에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 지지의 결여이다. 태평양동맹의 출범은 중남미 우파들의 정치적 산물인데, 최근 선거로 중남미 내 제2의 핑크타이드가 가시화되어,

멕시코에 이어 칠레와 페루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콜롬비아도 좌파 후보가 유력하기 때문에 태평양동맹이 이념을 떠난 실용적 협력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동력을 어느 정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전체 교역 중 태평양동맹 회원국 간 교역은 약 5% 가량에 그치고

있으며2),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의 GVC 참여율이 지속 감소 추세인 점도 좋지 않은 사인이다.3)  

그렇다면, 한국은 왜 태평양동맹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태평양동맹에 대한 1차적 접근은 우리의 대중남미 1위

교역국이자,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로 인한 니어쇼어링 혜택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라는 상당히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태평양동맹 4개국은 중남미 여타 국가들에 비해 협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페루 역시 우리와 방산을 비롯해 각별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는 우리의 중남미 제1 교역국이며 200억불이 넘는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칠레 역시 우리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파트너로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동맹은 중남미 다른 협의체들보다 더욱

성공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된다. 2019.3월 설립된 남미발전포럼(PROSUR)도 태평양동맹 모델과 같이 유연하고 가벼운 조직을 지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방면에서 태평양동맹과의 협력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를 다른 국가 내지 협의체로도 그 모델을 확대하며 우리기업 진출 등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태평양동맹이 2016년에 아세안-태평양동맹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2021.11월 아세안-PA 2021-25 행동계획을 채택4)

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점은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과 아세안 사이에서 충분한 가교역할을 할 여지를 가짐을 의미한다.

2) The Pacific Alliance at 10 : what’s next? (IISS, 21.9.30)  

3) 제1차 한-멕 경제포럼 결과책자 p78  

4) 태평양동맹-아세안은 21.11월 △경제협력, △교육, △과학/기술/혁신과 스마트시티 및 연결성, △환경과 지속가능개발, △포스트 팬더믹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의 5개 필라로

구성된 2021-25 워크플랜을 채택

향후, 중남미는 최근 개최된 제9차 미주정상회의(6.6-9, LA)에서도 관찰되었듯이 미국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가치의 프레임과 중남미의

핑크타이드 현상으로 인한 정체성‧연대 프레임이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에 있어 고민을 안겨줄 여지도 크다고 본다.

이러한 외교의 격변기에서 가장 우리와 긴밀한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을 비롯한 소다자 협력의 강화는 중남미 외교의 닻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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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태평양동맹과의 협력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의장국인 멕시코와 태평양동맹 관련

협력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 한국과 태평양동맹과 정례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태평양동맹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1년에 한번 태평양동맹과 포럼 내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계획을 교환하는 것이다. 2018년 페루에서 개최된 한-태평양동맹 협력포럼이 그 예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금년에 한-태평양협력

포럼을 멕시코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태평양동맹 측과 협의중에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와 같이 PA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체결 등으로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겠다.  

둘째,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 옵저버에서 준회원국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한-태평양동맹 협력기금을 신설하여 준회원국으로서

태평양동맹 내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협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실질협력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고, 태평양동맹 내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중남미 외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포럼의 개최, 기금의 조성 등으로 인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태평양동맹 센터를 회원국 내에 개설하는 것이다.

태평양동맹의 상설사무국 부재 등에 따른 제도적 기억의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태평양동맹을 연구하는 한 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칭

‘한-태평양동맹 협력센터’를 개설하여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전담토록 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연구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태평양동맹 내에서 준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한편, 태평양동맹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대중남미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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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신정부와 태평양동맹 정책 방향 전망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김진희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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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동맹 개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이하 PA)은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간 경제통합을 목표로 2012년에 설립된 중남미 내 지역기구이다. PA 회원국 간

자유무역, 투자, 혁신 등을 추구하며 2022년 6월 현재 각 대륙에서 61개 국가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어 기반이 탄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부터 PA 준회원국1) 가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PA의 3가지 전략적 목표는 1)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금융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심도있는 역내 통합 달성, 2) 복지증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극복,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성장, 발전, 경쟁력 강화 추진, 3) 아시아태평양 및 전 세계 수준의 정치·경제 통합 플랫폼으로의 변모이다.

1) PA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일컬으며 2017년 3월에 신설

□ 최근 PA의 경제적 성과 2)

2020년 기준 PA는 △인구 2억 32백만명(칠레 1,950만명), △총 GDP 1.8조 달러, △구매력기준 1인당 GDP 17,381달러(칠레 23,366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PA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부품, △구리, △석유, △핸드폰 등이다. 아울러 2016~2020년 간 PA 전체 교역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공관 기고문 1 공관 기고문 3공관 기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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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십억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상품수출 499 557 615 614 556 2.7%

상품수입 521 566 627 612 518 -0.2%

칠레의 경우, PA는 중국, 미국, Mercosur, EU, 일본에 이어 칠레의 제6위 교역 상대국3)으로, 주요 수출품은 △구리, △연어, △목재, △사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역청탄, △석유, △황산, △자동차 등이다. 2015~2020년 간 칠레의 PA와 교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2015
연평균

증가율

교역규모 7,861 7,306 7,879 8,703 8,236 6,966 -2.4%

수출(FOB) 3,743 3,499 3,624 3,724 3,750 3,141 -3.4%

수입(FOB) 3,883 3,601 4,004 4,679 4,182 3,552 -1.8%

상품수지 -140 -102 -380 -955 -432 -411 -

2)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실, Ficha Pais> Chile-Alanza del Pacifico 

3) 우리나라는 PA에 이어 칠레의 제7위 교역상대국이며, 양자 기준(EU 포함)으로는 제5위 교역상대국

□ 칠레 신정부와 PA

칠레는 그간 FTA 등 자유무역과 해외투자 유입을 통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 중 하나로, APEC, WTO, OECD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으며, 역내 자유무역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PA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올해 3월 11일에 출범한 가브리엘 보리치

(Gabriel Boric) 신정부 또한 중남미 역내 관계 및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Mercosur와 함께 PA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칠레 신정부는 지난 4월 2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PA 고위급회의(Grupo de Alto Nivel) 계기 PA와의 협력 의지를 재표명하며, 역내 관계

강화에 있어 PA가 중남미 통합의 모범(referente)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PA 회원국 통상차관들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1백만 달러 규모의 PA 협력기금 수립을 발표하고, 6월 20일~28일 간 △재해위험관리, △젠더, △청년층에

초점을 둔 경제회복, △환경 등 4가지 주제로 제4차 PA 협력포럼을 비대면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4) 

아울러, 호세 미겔 아우마다(Jose Miguel Ahumada)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은 3월 31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PA 양성평등실무회의(Gender Technical

Group)에 참석하여 칠레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여성을 통상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동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10년 전으로 퇴행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칠레 전반에서 여성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자유무역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긴급성을 가지고(con sentido de urgencia)”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5) 

마지막으로, 4월 28일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실과 주칠레멕시코대사관이 공동주최한 ‘PA 설립 1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PA 4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 설립 및 경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아우마다 차관은 동 행사에 여성들이야말로 PA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경제통합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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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ttps://www.subrei.gob.cl/sala-de-prensa/noticias/detalle-noticias/2022/04/25/subsecretario-ahumada-en-colombia-queremos-reafirmar-el-compromiso-del-

presidente-boric-con-la-alianza-del-pac%C3%ADfico 

5)https://www.subrei.gob.cl/sala-de-prensa/noticias/detalle-noticias/2022/03/31/chile-impulsa-la-perspectiva-de-g%C3%A9nero-a-la-integraci%C3%B3n-comercial-

en-alianza-del-pac%C3%ADfico 

6)https://www.subrei.gob.cl/sala-de-prensa/noticias/detalle-noticias/2022/04/29/d%C3%ADa-de-la-alianza-del-pac%C3%ADfico---subsecretario-ahumada-la-

inclusi%C3%B3n-de-las-mujeres-al-comercio-internacional-es-un-motor-clave-del-crecimiento-econ%C3%B3mico

□ 평가 및 전망

아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칠레 신정부의 PA 활동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출범 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칠레의 PA 관련

활동에 여성 관련 이슈가 부각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칠레 신정부의 여성 중시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격차가

큰 중남미의 전반적인 여건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이러한 행보는 이상하지 않다. 칠레 신정부는 여성 이슈와 더불어 그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온 환경,

노동, 보건, 교육 등 분야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정부의 관심사가 앞으로 어떻게 PA 활동에 반영될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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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있어 지금의 페루와 앞으로의 페루는?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이시몬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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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페루정부

2021년 7월 지방 마을 주민, 취약계층 등의 지지로 지방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페드로 카스티요가 페루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시장 개방정책 기조와는 달리, 카스티요 대통령은 국가 전략산업 국유화 등 신자유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업인 등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부정부패 척결, 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교육 및 보건 분야 투자를 통한 소외계층의 열악한 환경 개선 등이

강조되면서 사회구조 개혁을 기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카스티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빈번한 장관 인사 교체, 국정 운영 성과 부재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정세 영향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민생고는 불안정한 정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인한 낮은 체감경기와는 달리, 페루의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는 아직까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11% 감소에서 2021년 13% 상승으로 반등했다. 금년 1분기의 경우에도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 수출액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페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후퇴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보건, 교육, 건설 등 취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중장기 인프라

투자계획인 국가인프라개발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면 전환 및 경제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환율 등 변동폭이 예년보다 심화되고는 있으나, 정부 부채비율이

정부재정의 35% 내외로 유지되는 등 역내에서는 대외 리스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페루는 EU를 포함, 33개국과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중남미 역내 대표적인 통상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태평양동맹(PA),

공관 기고문 1 공관 기고문 2 공관 기고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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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국가공동체(CAN) 등에 참여하여 중남미 역내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신청 의사를 표명하고,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08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바,

역내를 넘어 아태지역 및 주요 선진국 등 다자 차원의 협력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국과 페루와의 협력관계

우리와 페루는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2011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2012년에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양국 수교 60주년(2023년)을 앞두고 있다. 

2021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우리는 페루의 3위 수출국, 5위 교역국이다, 페루는 한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고 광물, 농‧수산물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교역에 따른 혜택은 앞서 언급한 교역규모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페루는 구리, 아연, 은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서,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페루와의 협력관계는 더욱

긴요하다.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디지털정부, 보건, 인프라, 환경, 국방, 과학기술 등 실질적인 분야로까지 경제협력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5년간 총 53백만 달러 규모의 21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개발 컨설팅, 연수 프로그램,

시범사업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양국 협력 분야인 디지털정부의 경우 2017년 한-페루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를 통해 페루 공공부문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페루 정부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디지털정부협력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양국 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페루 공공 행정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건강보험 업무, 폐광산 관리, 전자무역 및 통관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기업이 페루 시장에 가장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분야로는 인프라 시장을 들 수 있다. 2021년 우리기업의 페루 인프라 분야 수주건수는 중남미 시장

중 1위로서, 최근에도 수주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페루가 2017년에 도입한 정부 간 계약 방식(G2G)의 인프라 사업관리(PMO) 분야에서 우리

한국 컨소시엄은 2019년 세계적인 관광지 페루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PMO로 선정되었으며, 우리기업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공항 시공까지 프로젝트 전 주기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페루정부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G2G 방식의 사업 발주에 관심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최근 들어 더욱 주목되는 분야이다. 현 페루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과학기술혁신부 조직 신설 등 과학기술 발전을 주요 정책 의제에

포함시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페루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페루 지역별 대학을 거점으로 ICT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K-pop, K-드라마 등 우리 문화에 대한 페루 국민의 관심은 중남미 내에서도 높다고 할 수 있다. K-pop 등 익숙한 멜로디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페루 WillaxTV에서는 한류전문 방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 및 정책경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 페루 주요 대학에서 우리

대사관을 통해 강연을 종종 요청해 온다. 이렇듯, Corea(한국)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우리와 페루 간 협력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간 협력 강화 모색

우리와의 통상관계에서 보면, 페루는 태평양동맹(PA)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전략적 국가이다. 곧 개시될 우리나라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페루에는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상존해 있으며, 정부의 국정운영 역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국정운영의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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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페루 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제도 컨설팅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페루의 미흡한 공공부문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원을 통해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인프라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G2G

방식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대 페루 시장 진출이다. 페루 정부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G2G 방식의 사업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G2G사업을 성공사례로 만들고, 페루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발판으로 유리한

수주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은 KOTRA, KOICA, 해외건설협회 등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페루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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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그린수소 발전 동향

호세 미겔 세풀베다 토레스 주한칠레상무관

1) 칠레 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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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는 남미의 남서부 지역, 남위 17.30~56.30도 사이에 길게 뻗은 지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천혜의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부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하며, 최남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끊임없는 바람이 분다. 이러한 요건에 힘입어 칠레의 재생에너지

발전잠재량은(중앙집중식 발전설비 587GW, 태양광 879GW, 풍력 295GW, 하이브리드 15GW1)) 현재 발전 설비용량의 약 7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시나리오 덕분에 칠레는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 발전에서 유리한 기회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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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칠레는 에너지 발전 매트릭스의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부문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칠레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최근 6년간 5배 증가하였다.

2030년까지 동 비중은 7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칠레는 그린수소 및 관련 부산물(암모니아, 메탄올, 합성연료 등) 분야의 신흥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 말

‘그린수소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러한 전략은 그린수소와 같은 청정연료가 현재의 글로벌 기후위기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거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다.  

칠레의 그린수소국가전략은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진다. 

1. 2025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water electrolysis) 설비용량 5GW 확보 

2.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그린수소 생산  

3. 2040년까지 세계 3대 그린수소 수출국으로 성장  

출처: 칠레 에너지부

상기의 단계별 발전 전략을 통해 칠레는 2025년까지 주요 산업에서 그린수소의 사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세계 그린수소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전 단가를 세계 최저수준(1.5 USD/kg 이하)2) 으로 낮춤으로써 세계 그린수소 수출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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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칠레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경쟁력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칠레의 그린수소전략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평준화된 그린수소 발전비용(Levelized cost)은 생산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0.8-1.1 USD/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타카마 사막 및 마가야네스 지역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압축, 수송, 유통비용 제외)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3)

출처: 칠레 에너지부

칠레가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발전단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설비용량상의 이점4) 덕분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칠레의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37%로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각 30%)를 상회하며, 육상풍력발전(onshore wind power)의 경우에도 연중 끊임없는 바람이

부는 파타고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효율이 70-75%로 높아 호주 및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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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그린수소의 수송비용이다.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칠레가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에 있는 공급자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Mckinsey가 제시한 ‘2030년 그린수소 수출단가 전망’(아래 그림)을 보면, 칠레에서 한국까지 그린수소 수송비는 사실상 호주-

한국 등 여타 해상수송 루트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동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칠레의 kg당 그린수소 발전단가는 1.3USD5) , 한국까지의 수송비는 1.2USD로 예상되어, 총 수출단가 면에서 호주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는 현재 여러 사업들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2) IRENA 2019 

3) Mckinsey & Company, 2020 

4) 칠레 에너지부, 2021 

5) Mckinsey & Company, 2020

추진 중인 프로젝트

칠레의 그린수소 발전을 향한 비전은 국토 최남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가야네스 지역(아래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에서 시작된 ‘HIF(Highly

Innovative Fuels) 하루오니 프로젝트'6)가 그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그린수소와 합성연료 생산을 위한 최초의 프로젝트로서 칠레의 민관부문,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칠레 국영석유기업 ENAP의 지원 하에 칠레기업 HIF가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독일 지맨스, 포르쉐

및 이탈리아 재생에너지기업 애넬社(Enel Green Power) 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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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sight Crime

하루오니 프로젝트는 칠레 최초의 그린수소 기반 친환경연료(e-fuel) 프로젝트로 2022년 플랜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3.4MW의 풍력터빈, 13kV의 백업송전선 건설을 포함한다. 플랜트 규모는 약 3.7ha로 마가야네스 지역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테우엘

아이케(Tehuel Aike)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며, 총 사업지 면적은 5.7ha이다.

동 설비에서는 풍력을 이용해 물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후 대기 중 포집한 CO2와의 합성을 통해 e-메탄올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친환경 연료는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연간 생산량은 e-메탄올 350톤 및 e-가솔린 13만 리터로

예상된다. 이렇게 생산된 연료들은 탱크에 저장되며, 약 35km 떨어진 마르도네스 항구까지 육로로 운송된 후 해외로 수출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칠레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료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칠레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마가야네스 지역은 12만 6천 MW에 이르는 거대한 풍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 그린수소 생산의 13%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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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칠레 생산진흥청(CORFO)7) 은 2022.5월 GNL Quntero社, CAP社, Air Liquide社가 각각 추진 중인 그린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총 3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칠레 내에서 첫 산업용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프로젝트는

칠레 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될 것이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6) https://www.hifglobal.com/hif-chile  

7) 칠레 경제진흥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창업, 혁신, 산업 지원 및 투자를 담당

상기 3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총 388MW의 수전해 용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전해 설비용량에 맞먹는다. 또한, 약 10억 불

규모의 투자 유치, 연간 4만5천 톤 이상의 그린수소 생산, 연간 60만 톤 이상의 CO2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GNL Qintero社가 추진하는 “킨테로 만

(Quintero Bay) 그린수소 프로젝트”8) 는 발파라이소(Valparaiso) 지역 최초의 대규모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발, 시공, 운영을

모두 포함한다. 10MW 수전해 설비용량으로 약 5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CORFO가 570만 불의 투자를 약속했다.

8) https://fch.cl/wp-content/uploads/2021/11/Showcase-Hidrogeno-Verde-Bahia-de-Quintero_GNL-Quintero.pdf

한편, CAP社 의 “H2V CAP 프로젝트”는 비오비오(Biobio) 지역에 12MW의 수전해 용량을 갖춘 그린수소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연간 예상되는

그린수소 생산량은 1,550 톤이며, 연간 16만 1천 톤의 CO2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CORFO는 동 프로젝트에 360만 불을 출자하기로 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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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ttps://www.cap.cl/cap/cap-se-adjudica-fondo-de-corfo-para-desarrollar-proyecto-de-hidrogeno/2021-12-28/112143.html

세 번째 프로젝트는 Air Liquide社가 추진 중인 “안토파가스타 광업 재생에너지(AMER) 프로젝트”로,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동 지역에 80MW 용량의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포집된 CO2를 이용해 연간 6만 톤의 e-메탄올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CORFO의 투자금액은 1,170만 불에 달한다.10)

상기 기술한 프로젝트들은 칠레의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 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칠레에는 상기의 프로젝트들 외에도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으며, 이러한 활발한 노력들로 인해 칠레는 세계에서 그린수소 개발을

추진 중인 여러 국가들 중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칠레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라고 소개했으며, 2021년 칠레는 2030년까지 수소 챔피언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칠레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역내 및 글로벌 그린수소 생태계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으며, 그린수소 및 부산물의 주요 유망 공급처로서 민관을 아우르는 글로벌 논의의

중심에 있다.

10) http://www.airliquide.com/group/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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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주요 이슈

중남미 주요 이슈는 FEALAC 사이버사무국과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지난 호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남미 역내 미·중 영향력 확대 경쟁 현황 및 전망(6.15)

■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중남미 지역 전반에의 관여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고자 제9차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제안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였으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 정상의 불참으로 성과 도출에 한계 표출 

■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중 영향력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나 단기간 내에 급격한 관계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보고서 바로가기

브라질-아랍 지역, 세계 식량 공급망 위기 대응 양자협력 강화

(5.30)

■ 최근 브라질 정부는 세계적인 식량 공급망 위기 대응으로 아랍 지역과의 무역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며, 식량 수출국과 비료 대체 공급원으로서의 향후 양자협력 확대를 모색  

■브라질의 아랍연맹(Arab League)에 대한 기업식 농업(agribusiness)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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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보고서 소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소개중남미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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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의 리튬 국유화 현황(5.23)

■ 멕시코 정부는 광업법 개정을 통해 리튬 국유화를 추진하고, 역내 주요 리튬 생산국과

협업하여 국영 기업 설립을 통한 리튬의 직접 개발을 추진  

■ 멕시코 정부가 자문을 구한 볼리비아는 과거 민간 기업을 배제하고 리튬의 독자 개발을

추진한 경험이 있지만, 현 정부 집권 후 외국 기업과 협업을 구체화하고 있어 멕시코의 사업 모델

방향성에 대한 논쟁 존재

보고서 바로가기

중남미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4.29)

■ 중남미 지역은 최근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을 경험하며 취약 계층을 비롯한

지역 전체에 심각한 타격 초래  

■ 이에 맞서 중남미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시행하며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2022년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이 예상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예상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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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보고서 소개

‘칠레 신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대( 對 )아시아 관계’ –
EMERICs(5.10)

2022년 3월 11일에 정식 출범한 칠레 신정부는 대외정책 관련, 국가 간 관계를 단순한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태평양동맹이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함. 그간 남미와 아태지역의 교량 역할을 자처해온

칠레는 일본, 한국, 중국, 아세안 등 동아시아 경제 주체들과의 연계 면에서 여타

남미국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칠레의

대아시아 관계는 이전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미 산적해 있는 칠레

국내 문제와 신헌법 제정 관련 이슈를 고려할 때, CPTPP 비준 건이나 미-중 분쟁 등 해결이

복잡한 이슈보다는 이주민 위기나 환경문제 등 국가적 대응이 보다 시급한 문제에 단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환경 분야에서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고서 바로가기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 KOTRA(1.28)

2005년부터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중인 멕시코는 중남미 핵심협력 파트너이자

최대 교역 국가로,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제조‧생산 기반을 다각화할 수 있는 대안 국가로

부상함. 무엇보다 ▴북미와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 가능성, ▴R&D 및 첨단산업

거점지인 미국과 인접, ▴유럽을 포함한 44개국과의 FTA 체결 및 ▴USMCA로 인한 관세

혜택 등으로 투자 환경이 우수함. 한국과 멕시코는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

통상협력 확대를 위한 ▴한-멕 FTA 협상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을

논의 중인바, 동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멕시코 투자 기회를 선점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정보(▴산업별 인센티브, ▴멕시코 노동법 개정 사항, ▴ESG 경영사례 등)를

제공함.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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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주요 이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소개외부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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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 보고서(미주 편 p.202~249)’ –
해외건설협회(1월)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IHS Markit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0%

성장한 13조 9,419억불이며 중남미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9.7% 성장한 5,841억불 규모로

전망됨. 중남미 건설시장의 경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장기화, 대선 등의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음.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세수 감소, 부채 증가 및 사업 재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규모 재정사업 발주는 당분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해건협은 대중남미 진출 시

IDB, CAF, CABEI, WB 등 다자개발은행의 차관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주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함. 동 보고서는 ▴중남미 주요국(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우리기업 진출 현황, ▴현안 및 애로사항, ▴수주

전망, ▴진출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시 유용한 참고로 활용

가능함.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 필요)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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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소개 (2022년

2사분기)

2022년은 우리나라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연중 이들 국가들과 다양한 수교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웹진에서는

분기별로 개최된 국가별 주요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한 데 모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2022년 수교 60주년 중남미 국가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이티 등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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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포럼(2022. 5. 19. 소공동 롯데호텔)

ㅇ 외교부 중남미국은 한-중남미 15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신정부 하, 한국과 중남미의

협력 관계설정에 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특별포럼을 개최

- 주요내용: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 그리고 중남미를 주제로 한 기조 세션, △주한중남미 대사와 우리 전직 중남미 대사가 함께 하는 한-

중남미 수교 60주년 회고와 관계 발전 방향, △경제전문가들의 경제안보 및 신산업 분야 협력, △한-중남미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및 SDGs

달성 관련 논의

ㅇ 이날 참석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하여 주한중남미 15개국 대사, 국내 관련부처, 학계, 연구소, 주한공관, 국회, 언론 등 50여명

중남미 주요 이슈 외부보고서 소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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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행사(2022.5.3.~8. 멕시코시티)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멕시코를 ‘코리아시즌*’의 첫 번째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한-멕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콘서트,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 코리아시즌은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해 1년 동안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해당국과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 주요 행사: △한-멕시코 60주년 기념 콘서트(3일), △공식 리셉션(4일), △수교 기념 사진전(5일), △기념 퍼포먼스(8일) 등

ㅇ 이밖에도 금년 중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8월) 및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행사(10월)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

□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아스테카 문명 특별전시(2022.5.3.~8.28.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ㅇ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아스테카 문명의 참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특별전시를 개최 

- 이번 전시는 국립박물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아스테카 문명 전시로, 멕시코 국립인류학 박물관, 템플마요르박물관과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박물관 9곳이 소장한 아스테카 관련 유물 208점을 소개

ㅇ 5.27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멕시코 문화부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 장관이 만나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전시를 함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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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도예교류전(2022.4.13.~5.31.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ㅇ 주아르헨티나 문화원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예교류전을 개최

- 동 전시회는 ‘융합: 불속의 사유’라는 주제로 한국 임경우, 아르헨티나 기예르모 마녜 등 양국 작가 7인의 작품을 전시

ㅇ 한국문화원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금년 중 K-Classic 공연,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특별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

□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한식 페스티벌(2022.5.2.~5.8.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ㅇ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해외문화홍보원은 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5.2~8일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30여 개 한식당과 함께

한식 페스티벌을 개최

- 축제기간 30여개 한식점이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메뉴를 선보이고, 5성급 파크타워 호텔은 4코스 한식 정찬을 마련하여 아르헨티나

인들에게 다양한 한식 문화를 소개

ㅇ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정·관계, 문화계 인사 및 기자들을 초청하여 △2일 ‘기자간담회 및 한식시식회’, △4일 ‘한식 갈라쇼’를 개최하고

한식 소개 및 시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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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한-온두라스 수교 60주년 기념 세미나(2022.4.28. 테구시갈파)

ㅇ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은 한국과 온두라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지난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 

ㅇ 이날 행사에는 살바도르 나스라야 부통령, 도리스 구티에레스 부통령, 신디 로드리게즈 외교부 개발협력차관, 에드윈 에르난데스

교육부차관, 에디스 마리셀라 피게로아 교육부차관, 하이메 로베르토 디아스 CABEI 부총재 등이 참석

칠레

□ 한-칠레 수교 60주년 기념 미래협력 세미나(2022.4.19.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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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부, 주한칠레대사관, 한중남미협회는 공동 주관으로 한-칠레 미래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칠레 수교 60주년 의의, △양국

주요현안 및 미래협력, △문화협력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60년의 양국 관계 발전 비전을 모색  

ㅇ 세미나에는 최종욱 중남미국장, 구스타보 곤잘레스 주한칠레대사대리, 한병길 한중남미협회 이사 등을 비롯, 민관 전문가 및 일반인

150여명이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참석

콜롬비아

□ 한국, 수교 60주년 기념 2022 보고타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2022.4.19~5.2. CORFERIAS Bogotá)

ㅇ 세계 30개국 500명 이상의 출판 관계자들과 콜롬비아의 약 400개 출판사, 배급사, 서점 등이 참여한 콜롬비아 ‘2022

보고타국제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

-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주빈국관(3000㎡)에서 ‘공존’(togetherness, convivencia)을 주제로, 전시와 문학 행사, 전통문화체험,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 1988년에 시작된 보고타국제도서전은 해마다 평균 60만 명이 방문하는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서전으로, 올해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

ㅇ 개막식에는 콜롬비아 이반 두케 대통령, 앙헬리카 마욜로 문화부 장관 뿐 아니라 우리 나라 황희 문체부 장관 등 양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

* 콜롬비아도 6월 한국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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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기념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2022. 6. 1.~5. 서울 코엑스)

ㅇ 국내외 195개 출판사와 저자와 강연자 214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에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콜롬비아가

주빈국으로 참가

-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형제의 나라'를 주제로, '백년의 고독', '콜 레라 시대의 사랑', '밤 기도'를 비롯해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작품 21종과 ‘앤솔로지 교차출간 사업(프로젝트)’에 따라 출간한 콜롬비아 시와 소설 선집 등을 소개

* 이번 도서전 주제는 '반걸음(One Small Step)'으로, 주제 전시와 강연 등 총 30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ㅇ 또한 콜롬비아 문화부 장차관을 포함, 미겔 로차, 오스카르 판토하 등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30여명의 문화 인사들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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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한-파나마, 수교 60주년 문화협력 MOU 체결(2022. 4. 19, 파나마시티)

ㅇ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은 한국-파나마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파나마 문화부와 문화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양국은 올해 파나마시티에서 한·파나마 음식축제(6월)와 한국 전통문화 공연(9월) 등의 기념행사를 함께 주최할 예정

□ 한국-파나마 수교 60주년 기념 한식 페스티벌(2022. 5. 17, 19. 파나마시티)

ㅇ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과 파나마 문화부는 한국과 파나마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파 음식 축제를 공동 개최 

ㅇ 이틀간 치러진 동 행사에는 파나마 정부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파나마 주재 외교단, 기업인, 한인 동포, 한류팬클럽 등 약 400여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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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 한-파라과이 수교 60주년 기념 김치시연회(2022.4.12. 아순시온 Dazzler 호텔)

ㅇ 주파라과이한국대사관은 한국과 파라과이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김치시연회를 개최

- 김치 시연 종료 이후에는 10가지 한식메뉴로 구성된 뷔페식 오찬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한식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

ㅇ 이날 행사에는 셀리나 레스카노 여성부 장관, 비비아나 카스코 기획청 장관, 소피아 몬티엘 관광청 장관, 펠릭스 카나사와 민간항공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 및 파라과이 주요 언론사가 참여하여 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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