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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문남권·우제량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미의 GDP는 도미니카(공)를 합해 1,800억 달러 수준이고, 도미니카(공)
를 제외할 경우는 1,340억 달러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제외하면 영
세한 국가들이다. 총 수입규모도 960억 달러,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
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160∼1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과 미국과
의 지리적 인접성, 발전 중인 통신시장 및 중계무역기지 등의 특성으로
외국인투자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고 있다.
한편, 중미 지역은 한국의 정치 · 경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를
달리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엔에서의 남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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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외교상황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
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되고, 2차대전 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가 종료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
으로 부상하면서 중미의 지경학적 가치가 수출시장보다는 주력시장인 대
미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론 중미에 대
한 투자진출은 1960년대 파나마에 종합무역상사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
초가 되었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진출도 1970년대 말경 엘살바도르와 온두
라스에 몇몇 봉제업체가 투자진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투
자진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었
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도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중미는 여전히 중소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중미의 정치 ·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2009년도 6월 발생
한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로 셀라야(Zelaya) 대통령이 축출되고 로보
(Lobo)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점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치안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투자진출 기업들의 안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해외송
금과 수출증가세 회복 등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
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다. 중미와 역외국과의 경제 관련 주요 변화로는 중미산 의류나 신발류
등 공산품과, 설탕, 커피 등 농산물의 대EU 수출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EU와 중미통합기구인 SICA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2010년 4월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이 체결되어 그
동안 대만의 정치 · 경제적 독무대였던 중미 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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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코스타리카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대 기반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미 ·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은 중미 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핵심
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의 전반적인 SOC 기반의 취약과 중국 ·
동남아 등 대미 수출경쟁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수준 및 낮은 생산성 등으
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과 비전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각국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크지 않
으나,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대EU 시장 특혜수출 기반 등으
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전년대비
41%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중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중
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의 외국인투자 환경요소를 분석해 보면 계량, 비계량 부문별로 각
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중
미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전 세계 50위권 국
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0∼80위권 국가, 그리고 도미니
카(공)와 니카라과 등 90위 이상 국가 군으로 구분돼 있다. 이 평가결과
에 따르면 특히 중미는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기반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혁신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 여건을 인건비 등 계량부문의 경쟁력으
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국가
는 노동력의 월 인건비가 미숙련 인력이 월 150달러 내외, 숙련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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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달러 내외로 아직까지 저임 임가공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등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
이 월 250달러 수준이고,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월 400∼450달러 수준이
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산하면 평균 월
인건비 수준이 미숙련 근로자 300달러 이상, 숙련 근로자 월 500∼600달
러 수준으로 저임금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상
품 생산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도미니카(공) 등은 이들 중간급
국가들보다 더 높게 집계되어 투자진출 시 진출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미는 에너지 비용 등 서비스 비
용과 컨테이너 수송비 등에서도 국가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투자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시뮬
레이션 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치안 상태 등 비가격 경쟁요소 면에서, 파나마, 코
스타리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반면에 온
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은 비가격 경쟁요소는 불리하지만 가격
경쟁 요소는 유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치안 불안 문제와 중미에 전반적
으로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이 투자진출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투자진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 생
활여건에서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과테말라의 경우도 외국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안불안 문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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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전반적인 주
거환경은 양호하나 물가가 높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교육비와 의료
비, 치안 불안 문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는 각국의 정책의지는 강하나 빈약
한 재정 상태와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
리카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중미통합체제(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 활동도 재원 부족으로 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등의 유 · 무상 원조와 기술지원
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축
적하고 있는 발전 수준이 앞선 개발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
고 있다. 중미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요약하면, 중미 국가들은 역
내국 간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역외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입은 미국,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미의 수출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미 외국인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통신부문 등의 서비스부문에 집중
되어 있고, 의외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온두라
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
은데, 온두라스의 경우 최근 유치규모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투자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중미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래규모가 컸던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미 수출이 76억
달러, 수입이 12억 달러로 한국이 64억 달러의 일방적인 출초를 기록하
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항상 막대한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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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여기에는 원양선박 등의 기국주의 등록이 용이한 파나마에 단
순한 선적등록인데도 세관의 통계 방법상 선박 수출로 집계되는 모순 때
문에 나타나는 수출실적이 2008년의 경우 61억 달러로 실제 상품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도 12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상품수입이고 나머지는 선적을 이동한 선박의 수
입통계이다. 국별 수출입도 파나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앞서 언급한 선박 수출입 통계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과
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이 중심이 된다. 수입에서는 코스타리
카의 전자부품과 커피, 도미니카(공)의 광물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859건,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중남미 투자진출의 건수로는 32.2%, 금
액으로는 15.3% 수준이며,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는 건수로는 1.1%, 금
액으로는 0.9%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진출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한 금
융,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중미 투자진출은 도미니카(공)
를 포함하여 470건 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건당 평균 72만 달러 수준의
중소기업형 진출이었다. 투자진출 부문도 파나마를 예외로 할 경우 과테
말라와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중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은 무역보다
는 중소기업형 봉제업이 중심이 된 투자진출이었다. 이로 인해 중미가 한
국을 보는 시각도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에나 관심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것
이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중미의 저임 인건비 구조만 활용하려는 국가
로 비하하려는 자세도 엿보여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개선하
려는 다각적인 민· 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과제
를 정리해 보면,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외부의 경제 및 지역전
문가, 경험 인력의 기용 확대,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역내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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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 현지 치안 불안에 따른 진출기
업의 안전대책 강화, 공공원조 및 차관제공 사업과 기업의 진출기반 개선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기업 간의 협력진
출 등 진출패턴의 다양화, 진출국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투자진출기업 경영기법의 선진화, 손상된 국가 및 기업이
미지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유관
기관 간의 협력체제와 정보공유 체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
적 개선 노력 등 3자간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
인 현지 인맥관리 체제의 구축, 중미통합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중미
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IDB와의 협조융자사업 개발 등 중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개발,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중미의 낙후
된 지방개발정책 적극 활용,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
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CAFTA-DR, 중미· EU 포괄적 협력협정 등 중미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회수출 강화 전략 모색,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
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의 강화,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
력 진출방안 등을 통한 단독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및 투자진출 업
종의 다변화 노력 등 기업부문 나름의 자발적인 자생노력의 강화가 요구
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로는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진출기업 지원정책 강구, 대중미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중미의 SOC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외교활동
강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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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카리브 국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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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 부류
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지로
서의 가치, 다음으로 투자진출 등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바로 그것
이다. 우선 수출시장으로서 항상 한국에게 무역흑자를 안겨 주는 효자시장이
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원 확보와 시장지향형 또는 효율
성 지향형의 투자진출 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각광을 받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도미니카
(공) 지역은 국토 면적이나 총인구 규모가 협소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
는 규모나 질 면에서 남미 지역과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자원의 공
급처로서의 가치도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다. 다만 좁은 지역에 많은 국
가가 분포되어 있고 거대시장 북미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장점과 미숙련
이지만 비교적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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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본인식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1990년도를 기
점으로 중미는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게 많은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
다. 그 이전 시기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정치 외교적 가치가 더 컸던 시기였
다. 냉전시대에는 유엔에서 상정되는 한국 문제에 대한 중미 국가들을 상대
로 한 표의 지지를 얻는 데 집중되었다. 중미는 협소한 소비시장 규모로 우
리의 대량생산과 수출제일주의 시대에는 그다지 가치가 큰 지역이 아니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동서독 통합(1990. 10. 3)과 소련의 몰락(1991. 12.
26)과 함께 다가온 냉전시대의 종말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 9. 18)
이 실현되면서 유엔에서의 표 대결을 위한 소모적인 남북 대치 외교시대가
마무리되고부터 경제적 가치가 커지게 되었다.
한국에게 새로운 투자협력 파트너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국내의 고임금 구조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한계기업 상태에 있던 봉제업체들
의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중미는 당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을 우회 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중미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대
체로 한· 중미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새롭게 한 번씩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에도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한국· SICA 정상회의를 계기로 보
다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한· 미, 한· EU FTA의 체결과 발효에 한국의 이들 지역
을 향한 제3국 우회수출 목적의 해외 투자진출 전략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
고 있다. 2011년 중에는 현재 마지막 마무리 보완 협상단계에 있는 한· 미
FTA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한· EU FTA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20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투자기업들의 구조를 보면, NAFTA
효과를 겨냥한 멕시코 투자진출과는 달리, 고도 기술산업이나 대규모 장치산
업에 투자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국내에서는 경쟁력 한계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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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임금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중미의 상대적인 저임금 구조를 활용하여
대미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양 FTA가 발효된
다고 하더라고 대중미 투자진출 구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간의 FTA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중미
에는 이미 미국과의 CAFTA-DR이 발효되고 있고 중미· EU 간의 경제협력
협정이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중미 진출에는 특별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중미 지역은 한국과 비
교할 때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우회수출
생산기지로서의 가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중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경학적 현재가
치와 잠재가치를 분석 진단하고, 중미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새로운 경제협
력 관계를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국제경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활동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산적이고 호혜적으로 활용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중미 협
력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우선 중미의 남․북미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위치의 유리한 지리적
환경과 EU 등을 상대로 한 우회수출 거점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재
점검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중미의 전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
과 중미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
따른 현안 과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미
양측 간 윈-윈의 경제협력 동반자로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한국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 중미 전략적 사고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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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우선 문헌자료와 인터넷 검색자료 분석방법을 사
용하였다.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의 중미 및 도미니카(공) 관련 조
사연구 자료와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중미통합기구(SICA) 등 국제기구와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발간 자료와 문헌 등을 통해 최근의 중소
기업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변화와 현지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외
추가 정보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코트라 무역관과 공관,
그리고 중미․카리브 지역에 기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관계자를 통해 자료
를 교차 수집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감과 실용성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중미 지역에 현장조사 출장
을 실시하였다. 현지에서 투자진출업체 및 관계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3
차에 걸쳐 개최하여 조사연구 방향을 검토하고 연구방향과 연구결과의 유의
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아울러 현지 중미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기
관과 정책수립기관, 민․관 유관기관의 담당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IDB, SICA 등 중미 지역 경제협력 유관기관을 방
문하는 한편, 현지 대학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 등
과 협력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연구결과의 현장감과 실효성을 보완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미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주제를 심층 연
구하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을 전제로 한다.
우선 그동안 중미 지역이 남미 지역에 비해 협소한 시장, 빈약한 부존자
원, 축적된 자본 및 기술· 수준의 열악 등 요인으로 국내외 중남미 연구자들
에게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미 지역에 특화된 연구자나 연
구물이 거의 없어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
다. 중미 지역은 항상 부존자원과 시장수요 규모 등으로 관심 대상인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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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중미 지역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경제 및 자원에 관한 통계자료조차 거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또
한 중미 내 각국에도 독자적인 자국의 경제나 산업에 대한 심층연구 자료가
빈약하고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정보조차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
었다.
다음으로 중미 지역의 협소한 시장규모, 수요의 다양성 결여, 무역거래 및
투자진출 패턴 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 추진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대기업
형과 중소기업 형으로 구분하여 명확한 차별화나 한계를 긋기가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나마의 남북미 시장을 향한 중계무역 기지로서
의 성격을 활용하기 위한 일부 대기업의 진출 외에는 중미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나 품목조차도 일부 대기업이 직접 시장을 관리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면, 수요로 하는 품목이나 수요 규모면에서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의 중소기업형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와 기술협력 분야도 파나마의 중계무역기지로서의 기
능을 예외로 하면 대기업형 시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형이 적합한 지역이
다. 아울러 중미 지역은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이 내수시장만을 바라보고
투자진출을 할 만큼 내수규모가 큰 시장도 아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북미시장 또는 남미시장이나 EU 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 전
진기지로서 적합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현지 여건으
로 중미 지역에 투자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파나마 등에 진출해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중미 지역은 앞으로 더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자원공급기지로서의 기능도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대로라면 주목할 만한 대상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중미의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할 때, 일부 예외
사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미 지역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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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다져 나가기에 적합한 중소기업형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과 교역여건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
력활동 추진 시 기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정치경제 환경과 이들 국가들을
기반으로 제3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별 산업구조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
황 등 여건을 점검했다.
3장에서는 중미와의 중소기업 협력확대 방안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투자
진출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외국인 생활여건
등 이들 국가의 계량 및 비계량 요소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 진출여건을 다
각도로 분석했다.
다음 4장에서는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주요국의 중미에 대한 중소
기업 협력활동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 진
출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활동 상황과 중국과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움직임을 조사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한국의 대 중미․도미니카(공)와의 중소기업 협력 상황을 평가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래지향적인 양측 간 협력확대에 수반
되는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앞서 분석 도출한 주요 내용과 한· 중미․도미니카(공)
간 중소기업 협력확대 방안 등을 요약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본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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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가. 중미 지역 관련 선행연구
각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보면 중남미 전역을 대
상을 통찰하고자 하는 연구물은 1990년대까지는 극히 적었으나 2000년대
들어 KIEP를 비롯하여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코트라 등에서 다수 이루
어졌다. 1990년대에는 KIEP의 김원호(1996), 김희주(1997) 등의 연구물과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코트라 등에서 정책 연구자료가 일부 생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권기수(2001, 2006), 권기수, 김원호(2008, 2008), 김영
석(2004), 코트라(2002, 2007), 산업자원부(2004) 등 연구물들이 활발하게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물들은 중미에서는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는 칠레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의 자
원공급기지와 투자거점,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한 연구 작업이었다.
반면에 중미는 자원공급 기지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한국의 수출규
모나 자원수입 규모에 비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의 대상이었기에 중미를 전
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중미 연구는 벤치마킹할 만한 선
례조차 빈약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 작업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 중미 지역 관련 이론적 틀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중미 지역 대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수반
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즉 남남협력,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기술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해외 직접투자 결정이
론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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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남남협력이란 용어의 기원은 1964년에 개발도상국 77개국이 77그룹
(G-77)을 결성하고 개도국 상호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체제 결성을 결의한 후
1974년 UN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신국제경제질서 선언을 채택하면서 종전의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 개념에 앞서 언급한 개발도상국 간 기술협력
(TCDC)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 1978
년에는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UNDP 내에 UN 총회의 남남협력고위위원
회(High Level Committee for South-South Cooperation)의 지시를 받는
남남협력 특별팀(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이 설치되면서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UN의 역할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한· 중미 간 중소기업 협력 문제도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
(ECDC: 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즉 남남
협력(South -South Cooperation) 모델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남협력이란 개
발도상국가들이 무역, 투자, 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혹은 지역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 미국, EU 등 선
진국이나 IBRD, UNCTAD 등 국제경제기구가 개입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협력 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 간 경제협력, 특히 중소기업 간 협력은 무역, 투자, 금
융 등 부문에서 상호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국제기구
로는 UNCTAD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협력 형태인 개발도
상국간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은 개도국 간 지식, 기술, 자원, 기술적 Know-How 분야에서 상
호 협력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도국 간 자체 상부상조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개도국 간 협력체제는 크게 정부 간 공공협력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의 민간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 자체의 낮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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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능력이나 기술수준 등의 제약요인으로 실질적인 협력활동은 각종 관련회의
를 통한 현란한 언어의 유희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쳐온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
여 과거의 원조수혜 개도국 지위에서 원조공여 선발 개도국으로 지위가 격
상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개도국 간 경제협력 활동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기여도
가 높은 자발적인 원조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기금
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내외적인 경제협력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양허적인 자금공여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경제
협력 활동은 KOICA를 매개기관으로 하는 무상원조와 재정경제부와 수출입
은행이 주관하는 유상원조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상원조
정책기금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라고 한다.

2) 민간부문의 투자 및 기술협력
한편 민간부문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은 일반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외국인
투자(FDI)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세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체되고 있는 추세다. 해외직접투자의 리스크 요인
은 크게 늘어난 반면 기대수익은 줄어들고 있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패턴
이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민간부문의 경제협력 활동은 리스크 부담과 기대수익 양 측면에서 정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리스크 부담
과 기대수익에 근거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투자와 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기
대하고 투자하는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본, 기술, 상표권 및 경영능력 등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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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직접투자를 집중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1) 개 요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은 196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 현상의
다양화에 따라 이를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제 이론
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시각에 따라 기존에 제시된 이론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이고, 아직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된 이론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기원은
1960년대 이전에는 넉시(R. Nurkse; 1952)와 맥두걸(MacDougall; 1960)들
이 국제자본이동 이론을 통해 현대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본이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데서 찾아야할 것이다. 즉 전통적 무역
이론이나 자본이동론, 그리고 기업이론에 입각하여 해외투자를 설명하려 했다.
그 이후 1960년대 들어 하이머(S.H. Hymer; 1960)가 매사츄세츠 공과대
학(MIT)에서 킨들버거(C.P Kindleberger)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를 효시로 급격
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이머는 해외직접투자가 성립되려면 현지기업에 대한
진출기업의 불리한 경쟁여건을 상쇄시킬 만한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countervailing advantage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이후 킨들버거(1969)는 해외직접투자 요
인을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독점적 우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하이
머의 이론을 한 발 더 발전시켜 해외직접투자이론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버논(R. Vernon; 1970)의 제품수명주기이론, 버클리(P. J.
Burkley)와 카손(M. Casson)의 내부화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후 더닝(J. H. Dunning), 칼벹(L. A. Calvet), 그로스(R. Gross) 등이 다
양한 분류방식을 통해 제 이론의 통합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든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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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모든 고려요소들을 포함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
가 어려워 기업의 국제화 동기, 다국적기업의 생성요인,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
인 등을 설명하는 제 학자들의 설명방법을 차용하고 절충하는 방법을 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의 5W 1H 분류방법 중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이론(Why)과 해외투자이론의 통합화 추세에 대해서만 점검해 본다.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Why) 이론
해외직접투자를 동기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이론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
론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과거 제국주
의 시대의 정치경제적 제국주의와 대비하여 정치적 지배체제 대신에 다국적
자본에 의한 제3세계의 지배와 착취의 수단으로 보는 신제국주의론과 종속주
의론이 있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앞세워 자본
주의 경제체제의 내부적 모순에서 비롯된 시장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으
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경제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신제국주의론 학자들로는 유명한 하이머와 바란(P.
Bran), 스위지(P. Sweezy) 등이 있고, 종속이론 학자들로는 아민(S. Amin),
후루따도(Furutado), 프랑크(Frank), 도스 산또스(Dos Santos) 등이 있다1).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적
동기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크게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시장추구형 전략(market-seeking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투자대
상국의 신규 시장개척과 시장 확보, 또는 기존에 확보된 시장을 경쟁에서 계
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동기에서 투자진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우
리의 전자업체와 자동차업체가 중남미의 브라질에 투자진출한 경우가 이에

1) 최백렬, 2004, 해외투자론, 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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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둘째는 천연자원 확보형 전략(natural resources-seeking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천연자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나 국가에 투자진출하는 경우
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에서 사례를 찾는다면 철광석을 확보하
기 위한 대브라질 투자와 구리를 확보하기 위한 칠레, 페루에 대한 투자진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생산의 효율성 확보 전략(efficiency-seeking strategy)이다. 이 전
략은 생산요소 중 경쟁력을 상실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지
역이나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경우와 주력 소비시장의 수요 변화에
맞춰 적기에 신속한 공급체제 구축에 유리한 거점을 찾아 생산거점을 이동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전자산업 기업들이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한 사례나 섬유업체들이 이번 연구대상 지역인 중미나 미
-APR 국경지대로 생산시설을 이동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나 앞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전략형(R&D seeking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새로운 첨단기술이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이 경우는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투자진출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첨단기술 보유국에 연구소를 설치한다든가 현지 생산을 목적으로 투자업
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정치적 안전 지향형(political security-seeking strategy)이다. 이
모델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떠나 정치적 위험이 없거나 위험을 완
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국가로 투자진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고전경제학의 기
업 이론적 접근법인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다국적기업들이 일종의 특수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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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래들을 기업 내부체계로 내부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이유를 내
부시장화 패턴을 통해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코어스(R. H. Coase;
1937)로부터 시작해 윌리엄슨(O. E. Williamson; 1973)에 의해 완성된 기
업이론을 버클리와 카손(1976)이 다국적기업의 투자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
용하여 만들어진 이론이다. 중간재시장의 불완전성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화
가 이루어지고 이 같은 거래의 내부화가 해외로 확산될 때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부화이론은 러그만(A. Rugman: 1980,
1981, 1985)에 의해 보다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했다. 러그만은 내부화이론
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행태를 중간재시장 실패 시의 수직적 통합,
지식 혹은 기술시장 실패 시의 수평적 통합, 자본시장 실패 시의 다각화 통
합 등으로 설명하면서 이론을 일반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본 독점적 우위이론과 행태이론이 있다. 이
중 독점적 우위이론은 하이머, 킨들버거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해외투자
진출 기업은 현지 기존 기업들에 비해 거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비용 부담을 안고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해외투자 진
출기업의 입장에서 해외투자를 해석하려고 시도했다고 해서 기업특정우위
(firm-specific advantage)이론이라고도 한다.

(3) 해외투자이론의 통합화
최근 들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투자이론들을 일반화된 통합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더닝(Dunning), 래거지(Ragazzi), 칼벹(Calvet), 그로
스(Gross) 등의 학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존 이론들을 차용하여 만든 절충적인 이론의 체계화 수준에 있다고 평가된
다. 이외에도 해외투자를 자본의 이동론적 측면, 산업조직론적 측면, 비교우위
론적 측면 등에서 접근하여 해외투자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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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론적 측면의 접근이론으로는 넉시와 맥두걸 등이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자본이동은 국제간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해 발생한다는 수익률 격차이
론과 투자자들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도까지 고려하여 해외투자를 결정하
게 된다는 스티븐스(Guy V.G. Stevens), 래거지 등의 분산투자이론, 해외투
자가 개별 기업의 우위적 요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특정지역 통화의 환율이
나 통화가치의 우열에 따른 자본조달의 유․불리와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즉, 해외직접투자가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활발한
경향이 있다는 알리버(R. Z. Aliber)의 통화가치 우위이론 등이 있다.
또한 산업조직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론으로는 독점적 우위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하이머가 이론의 기초를 제기하고 킨들버거에 의해 1960년대 말에
이론을 체계화하여 해외투자이론을 발전시켰다. 해외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
의 기존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불완전성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시장이 불완전하
면 기업이 독점적 우위(monopolistic advantage)를 차지할 수 있고 이러한
독점적 우위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다음으로 과점적 경쟁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경쟁기업 간 행동의 모방과
상대방 행동에 대한 반응이 해외직접투자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즉, 만약
시장이 과점적 경쟁 상태에 있다면 경쟁상대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경쟁기업들도 과점상태의 경쟁 구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경쟁업체를
모방하여 해외투자를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노커보커(F.T.knocker- boccer;
1973)가 미국 제조기업들의 해외투자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발전
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점 상태의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기
업경영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경쟁기업과의 시장지배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
어를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투자든 어떠한 경영패턴을 통해서든 시장
지배력의 변화를 가져올 경쟁기업의 행태에 대응하여 최소한 경쟁기업만큼은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론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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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앞서 언급한 내부화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버클리와 카슨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행태가 외부의 제품 및 요소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을 기업 내부로 결합하는 내부
화(internalization) 전략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해
외투자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한 내부화의
발생요인을 산업의 특성, 외부시장 구조, 규모의 경제 등 산업 특유의 요인
과, 지리적 거리, 문화적 차이 등 지역적 특정 요인, 정치, 경제, 재정적 요
인에 의한 국가 특유의 요인, 기술 R&D, 마케팅 및 경영능력 등의 기업 특
유의 요인 등을 들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한 절충적 이론도 있다. 이 이론은 더닝(J.
H. Dunning)이 이상에서 언급한 독점적 우위이론, 내부화이론 등이 해외투
자의 동전의 한쪽 면은 설명 하되 다른 면은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한 절충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즉, 더닝은 해외투자를
가져오는 요소로 소유권 우위요소(ownership advantage), 내부화 우위요소
(internalization advantage), 입지 우위요소(location advantage) 등을 들고
있다. 이 이론은 기업이 자사의 우위요소를 외부에 라이선싱 등을 통해 판매
하기보다는 내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게 되고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들을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해외의
유리한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생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해외투자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 현대의 일반적인 해
외투자 행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요소의 우위에 따라 해외투자가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절대우위
이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과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 해외투자가 일어난다는 요소비율
이론(Factor Proportion Theory)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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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
여건

1.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가. 개요
1) 정치 상황
중미 지역 내 정정은 2009년도 6월에 발생한 온두라스의 쿠데타 사건 이후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의 국내 치안 문제도 국내
경제가 미국의 경제위기 여파를 극복하고 안정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관계 면에서도 미국 및 EU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CAFTA-DR를 축으로 실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추구하면서 마약퇴치 문제를 포함한 국내 치안 문제 해결에 있
어서 미국과의 지속적 협력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와 엘살바
도르의 국내 치안 문제와 마약 문제와의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미국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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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제적 협력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자세다.
미국과의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좌파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2005년부터 반미동맹 목적의 중남미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전제로 중미․카리브 국가들을 대상으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연
맹 구성 성격으로 실행하고 있는 Petrocaribe Initiative 참여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니카라과의 오르떼가 정부의 경우 좌파 사회주의 정부로서 적극
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이나, 과테말라의 알바로 콜롬 정부는 일종의 양 다
리 걸치기 식의 심각한 국내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자세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Petrocaribe Initiative는 2005년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제창한 중미. 카리브국가 간 반미동맹 전략의 하나로 카리브권 국가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베네수엘라 산 석유를 공급하는 에너지 협력체제다. 또 다
른 중미의 정치경제적 현안 문제 중 하나는 빈약한 국내 경제 유지와 빈곤
층의 중요한 생계보조 수단이 되어 온 미국거주 자국 교민들의 송금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중남미 출신 이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민법 강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중미관세협정 현실화 등 중미 국가 간 경제통합 심화와 기타 남미 및 EU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정체경제 이슈
가 되고 있다. 이외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역분쟁 해결 이후, 향후 과테
말라와 벨리세 간 역사적으로 오래된 국경분쟁 문제 해결이 중미 지역 내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 상황
다음으로 중미국의 경제 상황은 중남미 지역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
히 미미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성장은 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소지역별 경제성장 패턴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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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가율과 국민소득(GNI) 증가율의 차이, 교역조건 개선, 해외거주 중
남미인 들의 본국 송금 확대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최근 중미와 카리
브 지역의 빠른 소득 증가는 해외거주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 확대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중미와 카리브 지역 해외거주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출신
이기 때문에 국내 송금이 저축보다는 소비에 사용됨에 따라 국내 저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국가별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참고로 중미 지역 관련 국제적 대형 프로젝트로는 푸에블라-파나마 프로
젝트가 있다. 푸에블라-파나마 프로젝트(PPP: Plan Puebla-Panamá)는 멕시
코 남부와 중미 7개국(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
스타리카, 파나마)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적자본과 도로, 전력, 송
유관, 통신망 등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추구하는
대단위 지역개발 계획이다. 멕시코의 폭스(Vicente Fox Quesada) 전 대통
령의 발의로 시작된 PPP는 2001년 6월 멕시코· 중미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국가시책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그러나 PPP는 출범 이후 지역사회와 환경보호 관련 NGO 등의 거센 반
발 및 참여 국가들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지체되어 왔다. 그러나 2007
년 4월 멕시코 깜뻬체(Campeche)에서 개최된 멕시코· 중미 정상회의에서
PPP 재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PPP의 주된 개발
대상은 도로 건설이지만, 부분적으로 철로, 항만, 전력, 농업(관개)시설의 향
상을 위한 종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PPP 예산규모 중 도로 인프라의 비중
이 전체의 76.4%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에너지 11.1%, 보건 4.6%, 농촌개
발 3.0% 순이다. 먼저 에너지사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를 유인,
촉진시키고 전력서비스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중미 지역 발전시장을 통합
하려는 구상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중미 전력망 시스템 구축, 멕시코-과테말라 전력망 연결,
과테말라-벨리즈 전력망 연결사업 등이다. 통신사업은 중미 통합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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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중미 주민들에게 정보 및 통신망 접근을 제공하는 통신 인프라
개발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신기술망 통합, 지역규제 통합, 중미정보
고속도로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원활화 사업은 중미 국가들의 수
출입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중미 지
역의 교역확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미 지역의 산업생
산이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참고 사항 : PPP(Plan Puebla-Panamá) 내용
• 2001년 2월 12일 멕시코 폭스 대통령은 멕시코 남부 푸에블라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중미 지
역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개발 계획 천명. 같은 해 6월 26-27일 멕시코와 중미 각국의 정상,
세계은행이 참여한 회의에서 계획 추진 결정
• 멕시코의 남부 9개주(뿌에블라, 깜뻬체, 께레로, 오아하까, 따바스꼬, 베라끄루스, 낀따나로, 유
까딴, 치아빠스)와 중미 7개국(벨리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을 연결하는 개발 계획. 총인구 6,500만 명(2,800만 명의 멕시코인, 3,700만 명의 중미
인)을 포괄하며 이 가운데 원주민 인구는 7백만 명 상회.
• 송유관, 가스관, 25개의 수력댐을 위시한 에너지 통합 시스템, 마낄라도라 공단의 회랑,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수송 체계는 총 연장 288 km, 총면적 102만 ㎢의 규모로 세계 수준의 개발
축이 될 가능성. 개발기한은 향후 25년.
• PPP의 목표는 빈곤한 멕시코 남부와 중미 지역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멕시코 북부와 미국시장을
연결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과 인적 개발 도모.
• 90여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PPP의 내용은 주로 관광, 인프라, 산업공단, 마낄라도라 프로젝
트임. 투자재원은 세계은행의 기초투자 4억 달러를 비롯해 각국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이 동원
될 예정임. 멕시코 정부는 총 55억 달러를 동원하기로 약속.

이외에도 관련 사업으로 세관 및 국경시설 현대화, 무역원활화, 중소수출
기업 육성, 지역경쟁력 촉진사업 등이 있다. 관광사업은 지역통합, 원주민의
다양성, 문화, 관습의 인정과 존중에 도움이 되고,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에 도움이 되는 중미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안전 강화, 중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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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광 네트워크 개발, 민족관광 및 생태관광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은 효율적인 고품질의 보건서비스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서비
스에의 접근, 더 많은 주민들의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 기술능력 배양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보건 프로그램, 교육프로젝트 보증 및 촉진위원회 설치, 취업 교육, 원주
민 농민단체 등을 통한 천연자원 통합 운용, 지역개발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
의 참여율 개선, 이주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은 중미 지역의 통합적인 형태로 지속가능한 개발
여건들을 구축하고,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천연
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관리 시스템,
천연자원 이용 투자 지원, 농축산 산업개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완화 사업은 중미 지역의 고질적인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완화시키
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용 보험시장 개발 등이 대표적인 사업
이다.

나.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
1)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지난 2008년 1월 14일 취임한 중도좌파 성향의 UNE당(희망
당,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꼴롬(Alvaro Colóm) 대통령이 지
난 2년간 다방면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에는 과테말라의 고질적 문제인 치안 확립, 낙후지역 개발, 사회통
합 증진, 원주민 권익 신장 및 교육보건 서비스 향상 등 야심찬 개혁정책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극도로 불안한 치안, 정치권의 분열, 과거 정부의 방만한 국가경영
과 이에 따른 누적된 공공부채 및 재원 부족, 행정조직의 부패와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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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요인에다 2008년 미국발 경제 불황 여파까지 겹쳐 개혁이 지지부진해 지
고 있다. 과테말라의 최대 사회 문제인 극심한 치안 불안은 오랜 내전 여파
로 인한 다량의 불법 무기류의 유통과 고질적인 빈곤, 실업 등 구조적인 문
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유부
단한 꼴롬 정부 시대에 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중에는 하
루 평균 16명이 살해되는 등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살인 사건 발생률을
기록하며 인접 엘살바도르와 함께 오랜 내전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의 또 다른 현안 문제인 내전 기간(1960~96년)중 군대, 경
찰 및 민병대 등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처벌 역시 군부와
이해관계 그룹의 반발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외 꼴롬 정부의 재정 안
정을 위한 세제 개혁 및 광산 개발권 연장 등의 정책도 인디오 세력 등 관
련 이해관계 계층의 심한 저항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높은 대미 무역의존도, 마약 퇴치 문제 등으로 꼴롬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민정책 강화
및 이로 인한 불법체류 과테말라 교포의 추방 문제는 양국 간 선린관계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2006년 7월 발효된 중미자유무역협정 (DR-CAFTA)으
로 과테말라의 대미 및 중미 수출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나,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과테말라 경제는 2009년에 이어 2010
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중미국과의 관계는 꼴롬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파나마와 자
유무역협정을 체결한 2009년 6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칠레와의 협정
도 2010년 3월 발효되었다. 중미․EU간 FTA 협상은 2009년 6월 온두라스
쿠데타 발생으로 중단되었으나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인접국 벨리즈와의
오래된 영토 분쟁은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재에 맡기기로 합의하
였다. 그러나 중재안의 수락 여부는 양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국민투표 결
과에 달려 있어서 ICJ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해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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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아직 2009년도 6월 28일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례적으로 국회, 검찰 등 국가기관의 지지를 받은 군부 쿠데타
는 셀라야(Manuel Zelaya) 전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농민과 노조
세력을 등에 업고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빈곤층을 상대로 한 포퓰
리즘적 통치 외에는 국민과 각 국가기관과의 소통과 원만한 국가 통치에 문
제가 많았다든가 등등이 특이한 쿠데타 유발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유와 동기는 납득할만한 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중남미국 등 국
제사회는 방법론 상으로 1989년 말까지 존재하였던 중남미의 고질적인 군부
독재 정권의 부활 조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민선 대통령이었던 셀라
야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등 압력을 넣어 왔다. 미주기구(OAS)는 즉각
온두라스를 회원국 자격 박탈과 축출을 결정하였고, 동시에 세계은행은 2억
7천만 달러의 차관 제공 약속을 중지시켰다.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
합은행(CABEI), 국제개발처(IDA) 등 국제기구들도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국제사회가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미의 빈국 온두라스를 압박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 미국의 지지 아래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우파,
친미 성향의 포르피리오 로보(Porfirio Lobo Sosa)가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되어 2010년 1월 공식 취임하면서 상황이 서서히 바뀌어 왔다. 중미통합기
구인 SICA에서도 니카라과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가들이 니카라과의 신정
부 지지로 선회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가들도 신정부를 지지하는 자
세로 바뀌었다. 다만 미주기구에서는 남미 국가들의 완강한 반대로 회원국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도 2010년 말 있을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귀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약속의 철회 내지 지연으
로 제2기 고속도로 건설, 꼬르떼스(Cortés) 항구 확장 계획 등이 지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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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환경의 불안으로 온두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혼선을 빚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가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앞으로도 이번 사태 후유증
으로 온두라스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업체를 비롯한 아시아계 투자
업체들의 원부자재 운반 통로인 엘살바도르의 태평양 연안 아까후뜰라
(Acajutla) 항구로부터의 컨테이너 수송이 양국 간의 정치경제 관계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외국
인 투자자들의 대 온두라스 투자와 바이어들의 발주 계획 등 신뢰도가 불안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중미 국가 중 정치 상황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국가
이다. 1932년 1월 Farabundo Marti가 주도한 사회주의 세력이 지방선거에
서 승리하였으나 당시 극우익 Martinez 정부가 사회주의자 당선자들의 취임
을 불허하자 반체제 세력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의 진압 과정에
서 군부가 반체제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3만여 명으로 추산)을 자행하며
반군 세력을 극도로 압박한 바 있다. 이후 수면 아래에 잠복해 오던 반체제
세력들이 1979년 7월 니카라과에 오르떼가를 중심으로 하는 Sandinista 좌파
정권 수립에 고무되어 1980년 6월까지 분산되어 있던 세력을 통합하고, 1981
년 1월 대정부 대규모 공세를 기점으로 12년간의 내전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정부군과의 일시적 휴전과 열전의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1992
년 유엔의 중재로 양측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
면서 무력투쟁을 벌여오던 인민전선(FMLN)도 제도권 내 정당으로 편입되었
었다. 그 후 17년이 경과한 2009년 6월 1일, 민족해방전선당(FMLN) 후네
스(Mauricio Funes)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며 게릴라단체 출신 정당의 지도자에서 국정지도자로 변신하였다. 전통
적으로 친미 우파정권이 주도해 오던 엘살바도르에 좌파 사회주의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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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선 것이다. 후네스 대통령은 경제안정 도모와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를
내세우고, 고용창출, 위기 타개를 위한 사회경제부문의 개혁정책 추진 및 대
국민 복지제도 실현 등의 4대 목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1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서비스 및 기본 인프라 확대 및 개선, 2만 5천 세대 서민주택 건축 및 개선,
농촌지역 빈곤층 2만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임시 고
용직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구조 합리화 정책을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 통제 및 사회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보조금 정책
추진 등 긴축정책과 함께 탈세, 밀수 및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국가 재정수
입 증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남미 모든 국가들과 외교, 통상 및
문화협력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진보, 다원적 외교원칙 하에 쿠바와의 외교
관계 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절대적 의존관계에 있는 미국 정부
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려 노력하는 등 정책 방향이 서로 이율배반적이지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문은 사회 안정이다. 즉 내
전 종식 이후 다량의 불법 무기류가 사회 전반에 유통되고 있고, 해외거주
폭력단까지 본국 내 조직을 강화하면서 각종 범죄에 개입하고 있으며, 일부
과거 게릴라 출신과 극빈층 출신 중 사회부적응 그룹이 일으키는 강력범죄
가 빈발하는 점이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치안 불안은 바로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IDB 분석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노상강도, 납치, 은행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
률이 1일 평균 20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행 위험지역 국가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엘살바도르 좌파정권 내에 미묘한 갈등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좌익정당인 FMLN당에 영입돼 대통령에 당선된 후네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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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MLN당의 기본 노선인 친 차베스, 친 쿠바주의 등 좌익 사회주의 노선
을 따르지 않고 중도 실용주의 및 온건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며 친 기업적,
친 미국적인 중도 우파 정치 성향을 보여왔다.
여기에 정통 게릴라 출신 FMLN 지도자인 산체스(Sanchez) 부통령 겸
교육부장관이 정치적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즉,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
치적 좌익 행동을 독자적으로 펴나가려 하며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산체스 부통령은 독자적으로 엘살바도르 정부가 온두라스 사태와
관련해 셀라야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주도하고 있는 ‘21세기형 사회주의 건설’을 지지하는 카라카스 협
정에 서명하는 한편, 대통령 재가 없이 일방적인 좌익 사회주의 교육정책을
펴는 등 충돌을 야기하며 정권 내부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엘살바도르의 치안 문제와 함께 집권당 내부의 정치적 충돌이 경
제안정 및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중미 최빈국으로서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좌파 사회주의자인 다니엘 오르떼가(Daniel Ortega) 대통령이
2007년 1월 10일 재집권하면서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파인 쿠바의 카스트
로 및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가까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절대적 의존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르떼가는 극렬 좌익 사회주의자이며 반미파인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하
여 운영 중인 Petrocaribe 협정에서 실익을 챙기는 적극적 참여국이면서, 차
베스 중심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카라카스 협정 조인과 차베스가 주
장하는 반미 사회주의국가 동맹 성격인 볼리바르 대안(ALBA) 등에 가입하
는 등 친 차베스와 친 카스트로 행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는 CAFTA-DR 협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등 두 줄 타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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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펼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반미 사회주의자인 오르떼가 정권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중미 최빈국으로서 투자재원 부족, 높은 실업률, 절대빈곤 등 산적한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반 사회주의적인 다국적기업 등을 포함한 자본주의 외국기
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오늘날 니카라과 오르
떼가 정권의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재정능력도 없거니와 외국인 투자기업을 배척할만한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노선을, 경제적으로는 용미(用美)와 자본주의 노선을
양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중미 역내 문제인 온두라스의 쿠데타 건과 관련 오르떼가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본인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파나마 SICA 특별정상회담에
서 여타 회원국과 온두라스와의 관계 정상화 특별선언 채택에 대해 강력한
비난과 함께 온두라스 로보(Lobo)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작
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르떼가는 중미 정상들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존의 컨센서스를 원
칙으로 하는 중미통합조약의 기본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 비난하고 나서며
온두라스 신정부 승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교롭게도 오르떼가의 논리
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주장하는 논리와 같아, 니카라과 내에서도 오르떼가
가 Petrocaribe 협정과 경제원조 혜택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대
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온두라스와의 경제관계 정상화를 통해 니카라과의 국
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참고로 니카라과는 동부 카리브해 연안에는 제대로 시설을 갖춘 무역항이
없어서 전체 수출의 46%, 수입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물량을 온두라스의
꼬르떼스(Cortés) 항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과
유럽과의 수출입은 전적으로 꼬르떼스 항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의 온두라스의 쿠데타 사태 때도 국경이 봉쇄되어 니카라과의 육류 및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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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었다.
한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오르떼가 정권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중미 정상들의 비난성명(7월)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물품 선박 공격을 규탄하며 6월 1
일부로 외교관계를 중단시키는 등 최근 들어 좌익 사회주의 색채를 노골적
으로 드러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오르떼가의 좌충우돌식
좌익 사회주의 정권 행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니카라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5) 도미니카 공화국
1996년 1차 집권에 이어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한 레오넬 페르난데스
(Leonel Fernandez) 대통령 정부는 진보, 비동맹 노선을 내세우며 외교정책
의 기조를 이전 정부의 고립적,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대외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연체된 국제기구 분담금 지불과 아이티와
의 협력관계 강화, 중미공동시장(CACM) 및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리
적 차원에서 중국 및 쿠바 등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관계를 정상화하는 조
치를 취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는 뉴욕을 중심으로 약
160만여 명 달하는 교민 문제와 외채, 마약, 범죄인 인도 등의 정치적 문제
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주요 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미국과의 FTA 협상
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실리 추구를 위한 결단
으로 미국의 요구조건을 전면 수용하고 중미 CAFTA 5개국과 같이 미국과
의 DR-CAFTA 협정을 2005년 8월 5일 체결하고, 2007년 3월 1일에 발효
시켰다.
도미니카는 미국과 쟁점이 되어 왔던 정부조달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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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법 등 관련 도미니카 국내법을 대미 FTA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
는 한편, 아직 국내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아 왔던 제반 국제협정들도 비준
처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요소를 과감히 해소시켰다.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움직임 중 주목되는 사례는 과거 22년간 도미니카
(공)를 지배하였던 역사적인 불편한 관계로 상호반목 관계에 있던 이웃나라
아이티와의 관계를 최근 EU의 지원으로 구성된 국경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이다.
카스트로의 공산화 혁명을 계기로 1959년 6월 26일자로 외교관계가 단절
되었던 인근국 쿠바와는 페르난데스 대통령 1기 집권 시기(1996~2000)인
1998년 1월에 양국 간 영사관 교환 설치에 이어 4월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98년 3월 이후 주 2회 정기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등 양국간 교역, 관광, 문화 교류가 확대일로에 있다.
그동안 도미니카(공)는 원유공급 시 특혜가격조건과 단기 원유수입용 신용
제공,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원유수입국에 경제개발 차관으로 공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Petrocaribe 협정에 따라 베네수엘라와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협정체약국으로서 페트로카리
베 정상회담 참가 및 국내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보 좌파적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
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자국의 실익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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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PETROCARIBE 협정 요지
◦ 2005년 6월 29일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린 베네수엘라 Puerto La Cruz에
서 카리브 14개국 정상회담에서 역내 에너지 수급불균형 타파를 목표로 다자간 에너지정책
협의체인 Petrocaribe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음.
◦ 이 체제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초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Petrocaribe 체제 구축 배경이 표면적인 중미 및 카리브 국가
간의 경제협력 체제가 아닌 중미 카리브 지역에서의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반미
동맹 체제의 구축이었기 때문임.
◦ 협정의 주요 기능은 역내국 간 석유 및 파생상품, 가스, 전력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조정
및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술협력, 기술인력 연수, 풍력 및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 촉진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베네수엘라 산 석유를 저가로 공급한다는 것임.
◦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에 제공하는 혜택
- 석유 수입액의 40%까지 2년간의 거치기간 및 17~25년간의 장기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나
머지 60%는 30~90일간의 단기 금융 제공
- 상환기간 중 연간 1%의 금리 적용(단, 국제 석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이상 시에만 적용)
- 국제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 진입할 경우 장기 상환 대상을 석유 수입액의 50%
로 확대
- 정유시설 확충 프로젝트 추진: 쿠바 , 자메이카, 니카라과, 등 3개 정유소
- 회원국의 석유대금 상환을 재화나 용역 등 물물교환 방식 도입: 2007년 12월 21일 쿠바
엔후에고 시에서 열린 제4차 페트로카리베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베
네수엘라가 제공하는 석유대금의 40%를 화폐가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대체 지불할 수 있
도록 제안
- 이 제안에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석유수입 대금의 일부 상환 수단으로
활용 중
◦ 회원국: 도미니카(공),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아이티, 니카라과, 도미니카, 수리남, 가이아나,
벨리세,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16개국

다. 중미의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1) 중미의 인구 및 면적
중미는 도미니카(공)를 합해도 중남미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중미에서는 니카라과가 가장 면적이 큰 국가이며 엘살바
도르가 가장 면적이 작은 국가이다. 반면에 인구는 중남미 전체의 8.9%에
달해 면적에 비해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아 노동력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특히, 과테말라와 도미니카(공)가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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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좁은 국토면적과 함께 최근 들어 국내 부존자원 개발 노력이 강화되
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남미 지역과는 달리 니카라과, 온두라
스의 석회석광산 또는 철광산, 파나마의 동광산, 도미니카(공)의 금광 및 니
켈 광산이 유망하다는 정도일 뿐 밝혀진 부존자원도 빈약한 편이다.

❚ 표 2-1. 중미의 국토 및 인구 규모 비교 ❚
구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인구(’09 천 명)

14,376

6,192

7,621

5,822

4,639

면적(천㎢)

109

21

112

121

51

구분

파나마

벨리세

도미니카(공)

소계(B)

중남미 계 (A)

B/A (%)

인구(’09 천 명)

3,508

333

9,899

52,390

588,649

8.9

면적(천㎢)

76

23

49

562

20,530

2.7

자료: ECLAC

2) 중미의 국민총생산(GDP) 추이
중미의 국민총생산 규모도 중남미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왜소하
다. 물론 중남미 경제에서 브라질과 멕시코 양대 축의 압도적 비중을 고려하
면2) 비교적 높은 편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남미 국가들의 활발한 경제성장
영향으로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 2009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남미 전체 GDP는 4,145,891백만 달러였는데 브라질은 1,448,684백만
달러로 34.9%, 멕시코는 1,085, 208백만 달러로 26.2%를 점유하여 이들 양국이 중남미 전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61.1%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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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중미의 GDP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0,231

34,031

2008년
38,977

2009년

과테말라

21,918

23,965

27,211

37,322

엘살바도르

15,047

15,798

17,070

18,654

20,373

22,115

21,101

온두라스

8,234

8,871

9,757

10,918

12,417

14,321

14,318

니카라과

4,102

4,465

4,872

5,294

5,691

6,365

6,149

코스타리카

17,518

18,596

19,965

22,527

26,267

29,670

29,303

파나마

12,933

14,179

15,464

17,137

19,794

23,184

24,315

988

1,056

1,115

1,213

1,277

1,359

1,331

도미니카(공)

20,045

21,582

33,542

35,560

40,013

45,523

46,598

중미 계(B)

100,785

108,512

128,996

141,534

159,863

181,514

180,437

벨리세

중남미 계(A) 1,920,772 2,216,624 2,688,994 3,167,726 3,665,331 4,145,891 4,023,949
B/A(%)

5.2

4.9

4.8

4.5

4.4

4.4

4.5

자료: ECLAC

3) 중미의 FDI 유입 추이
중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2006년 CAFTA-DR 체제 출범을 계기로
북미시장 우회진출 및 배후 생산거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꾸준한 증
가 추세를 보여오다가 미국의 경제위기 후유증으로 2009년부터 하강세에 있
다. 투자 부문도 봉제산업 등 단순 임가공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으로 패턴이 다변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미 국가 중에는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카
리브 지역에서는 도미니카(공)가 거점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추세이
다. 전통적으로 봉제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강세이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국 중 엘살바도르는 CAFTA-DR이 가동된 다음 해인 2007년
에 최고치에 이른 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엘살
바도르의 경우 2007~08년 중 이례적으로 금융부문, 마낄라 및 기타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Darlington
Fabrics, Apparel Production Services, Colombia's Supertex 등이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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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과테말라는 경제위기 중에도 외국인투자 유입규모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
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는 봉제산업에 대한 투자진출 보다는 멕시코의
유가공업체 Lala의 투자진출과 미국의 NCO 그룹의 콜센터 투자진출이 눈
에 띄며 과테말라 정부 관계자들도 콜센터 형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봉제 산업 외에 농산
물가공 부문과 IT산업 등 수출용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미국발 금
융위기로 투자진출이 유보되고 있는 미․중국 합자회사 성격의 Jaguar
Energy사와 7억 달러 상당의 투자계획이 조만간 실현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 표 2-3. 중미의 FDI 유입 추이 ❚

구 분

200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단위: 백만 달러)
2009/8
2009년
(%)

과테말라

334

592

745

754

566

-24.9

엘살바도르

325

241

1,508

784

431

-45.0

온두라스

418

669

928

900

500

-44.4

니카라과

219

287

382

626

434

-30.6

코스타리카

597

1,469

1,896

2,021

1,323

-34.5

파나마

656

2,498

1,777

2,402

1,773

-26.1

벨리세

56

109

143

191

95

-49.9

도미니카(공)

932

1,528

1,563

2,971

2,158

-27.3

중미 계(B)

3,537

7,393

8,942

10,649

7,280

-31.6

중남미 계(A)

66,370

74,794

111,844

131,938

76,681

-41.8

8.0

8.1

B/A(%)

5.3

9.9

9.5

자료: ECLAC.

한편 온두라스의 경우는 특히 2009년도에 발생한 쿠데타의 영향으로 외국
인투자 유치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이 정변사태로 온두라스는 2009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진출규모가 전년대비 44.4%나 감소하는 급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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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두라스 외국인투자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재투자분 투자가 대
부분 유보되어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주
목되는 투자동향은 통신부문의 핸드폰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점이다.
이외 파나마의 경우 전통적인 강세 분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
자 유입이 증가세에 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 건설부문, 통신 및 관광부문
에 대한 투자유입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코스타리카도 통신, 금융 등 서
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세에 있으며, 최근 미국의 StarTek와
Motif, 프랑스업체 투자진출과 미국의 포장재 업체들인 Boston Scientific,
Hologic, Hospira & Allergan 등의 진출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중미의 최빈국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활성화가 절실한 니카라과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과감한 투자 개방조치에
따라 광업부문과 통신부문, 발전부문 등에 대한 투자진출과 상담이 활발해지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에너지부문이 최근 도래한 외국인투자 중 51%를 점유하고 있어 주
목되고 있다. 끝으로 카리브 지역에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함께 외국인투
자 유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도미니카(공)는 2009년에는 전년대비 27%
정도가 감소하였지만 2년 연속 20억 달러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이
는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리적으로 도미니카(공)가 임가공 생산을
위한 투자진출 적격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4) 중미의 수출 추이
중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기술투자에 힘입어 임가공 생산방식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커피, 바나나, 원
당 등 농산물 중심의 1차 산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남미 지역 전
체에서의 수출비중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내국 중에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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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카가 미국기업의 정보통신부문 대규모 투자진출에 힘입어 비전통 공산
품의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엘살바
도르 등의 대미 봉제의류 수출이 CAFTA-DR 협정의 효과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점이 특징이다.

❚ 표 2-4. 중미 국가의 수출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과테말라

5,649

6,465

6,818

7,537

8,594

9,979

엘살바도르

4,073

4,397

4,528

5,070

5,527

6,121

온두라스

4,454

5,183

5,757

6,120

6,430

6,956

니카라과

1,009

1,223

1,411

1,682

1,925

2,244

코스타리카

8,175

8,602

9,683

11,067

12,821

13,601

파나마

8,225

9,587

11,674

13,147

16,072

18,812

구 분

2008년

527

535

609

744

765

도미니카(공)

8,635

9.135

10,072

10,695

11,802

11.794

중미 계(B)

40,747

45,127

50,552

56,062

63,936

70,351

중남미 계(A)

453,276

553,479

667,612

790,615

891,184

1,020,797

B/A(%)

9.0

8.2

7.6

7.1

7.2

6.9

벨리세

844

자료: ECLAC.

5) 중미의 수입 추이
중미는 전통적으로 공산품 소비재류와 공업용 원부자재, 연료유 등 에너지
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중남미 전체의 수입규모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
은 편이다. 특히, 자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미, EU 임가공 생
산방식의 수출산업 육성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원․부자재
류의 수입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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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중미 국가의 수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과테말라

8,808

10,090

11,155

12,663

14,412

16,515

엘살바도르

6,467

7,122

7,715

8,741

9,842

11,013

온두라스

5,612

6,834

7,560

8,415

10,627

11,685

구 분

니카라과

2,111

2,445

2,857

3,267

3,860

4,579

코스타리카

8,502

9,202

10,776

12,452

14,089

16,371

파나마

7,571

9,062

10,680

11,906

14,636

17,470

벨리세
도미니카(공)

653

619

699

751

788

952

8,703

8,969

11,909

13,542

15,533

17,826

중미 계(B)

48,427

54,343

63,351

71,737

83,787

96,411

중남미 계(A)

422,567

507,399

602,035

708,927

844,568

1,007,082

B/A(%)

11.5

10.7

10.5

10.1

9.9

9.6

자료: ECLAC.

6) 중미 외채규모 추이
중미 국가들은 대체로 수출, 관광 수입, 해외 가족송금, 대외원조 등 제
요소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이들 국가들의 외채 상환능력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요소는 없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 상황을 점검해 보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 또는 GDP 규모나 수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채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다. 또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경우 과다채무빈
국 외채경감 플랜(HIPC)에 의해 2004년을 전후로 상당 규모의 외채를 탕감
받은 상태로 외채원리금상환부담율(DSR)도 완화되었으나, 니카라과는 아직
국민소득이나 수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이라 분석되
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 정부의 친 쿠바 및 친 차베스 정책방향 등 반미, 사회주의
성향의 색채로 국제금융계는 물론이고 해외투자자들이 다소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금융조달 및 관리상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
로 니카라과의 오르떼가 정부가 좌경적인 정치 색채와는 달리 경제적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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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정치적 입장과는 상반되는 미국과의 CAFTA-DR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치와 경제의 분리정책을 펴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 표 2-6. 중미 국가의 외채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과테말라

3,467

3,844

3,723

3,958

4,226

4,382

4,928

엘살바도르

7,917

8,211

8,761

9,586

9,075

9,711

9,710

온두라스

5,242

5,912

5,094

3,879

3,028

3,321

3,338

니카라과

6,596

5,391

5,348

4,527

3,385

3,512

3,661

코스타리카

5,575

5,710

6,485

6,994

8,341

9,082

8,036

파나마

6,504

7,219

7,580

7,788

8,276

8,477

10,150

822

913

970

985

973

956

1,016

5,987

6,380

5,847

6,296

6,556

7,220

8,200

벨리세
도미니카(공)
중미 계(B)

42,110

43,580

43,808

44,013

43,860

46,661

49,039

중남미 계(A)

775,759

771,919

675,054

663,050

751,084

778,247

808,180

B/A(%)

5.4

5.6

6.5

6.6

5.8

6.0

6.1

자료: ECLAC.

2. 중미의 국가별 산업구조
가. 과테말라
1) 개 요
과테말라는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에 기초를 둔 식음료, 담배, 커피, 설탕
생산 등 1차 소비재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들어 산업구조가 건설, 교통 통
신, 에너지, 금융 및 제조업 부문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의류봉제산업이 제조업부문의 생산과 고용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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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자간 섬유협정(MFA) 체제가 1994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합의된 바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종료되면서 대미
섬유수출쿼터 등 수량규제제도가 폐지되자, 그동안 CBI 플랜 등을 통해
MFA 협정 틀 밖에서 특혜를 받아오던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중국과 동․서남아와의 인건비 등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조차 뒤
지면서 바이어들의 발주 물량이 중국과 동․서남아로 전환되면서 대미 섬유
류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타격을 받아왔다. 그러
나 2006년부터 미국과 중미국 간에 체결된 CAFTA-DR 협정에 의해 대미
시장접근이 보다 원활해지고 외국인투자자들도 일부 회귀하고 경쟁력도 높아
지면서 다시 활기를 회복하려는 단계에 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과테말라 GDP의 산업별 구성은 식품 및 봉제의류
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18.6%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어 유통업이 16.3%,
의료, 법률, 회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개인서비스 산업이 15.1%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농업부문은 공식적인 경제활동인구의 13.5%
를 고용하고 있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낮아지고 있다. 다
음은 최근 들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교
통, 창고보관, 통신산업 분야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휴토지의 활용 등을 통해 고용증대
와 수출산업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 관
개시설 확장 등을 통한 농업부문의 근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토
지 소유 지주의 유휴농지를 매입하여 중소 농가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경작
면적 확대와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기금(Fonatierra)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 옥수수, 바나나, 사탕수수, 까르다모모,
콩, 깨, 완두, 밀, 쌀, 생고무 등이며 특히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까르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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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등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상품이다.

❚ 표 2-7. 과테말라의 산업부문별 GDP내 비중 및 성장률 ❚
(단위: %)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성장률

비중

2008년

성장률

비중

2009년

성장률

비중

성장률

제 조업

19.1

3.8

18.5

3.0

18.0

2.4

18.6

3.7

개인서비스

15.3

5.5

15.3

6.5

15.3

4.5

15.1

4.8

농림수산업

13.6

1.3

13.5

5.9

13.1

2.0

11.6

7.0

유 통업

12.3

3.9

12.0

4.0

11.9

3.3

16.3

1.8

부동산임대

10.2

2.7

9.9

3.9

9.8

3.7

9.0

4.9

운송 · 창고 · 통신

8.1

18.6

9.3

22.9

10.5

18.2

7.5

2.2

공공행정국방

6.4

5.3

6.3

4.6

6.4

5.4

7.2

17.8

건설 업

3.9

13.1

4.0

8.8

3.7

-3.6

4.3

-13.3

금융 · 보험

3.8

16.1

4.0

9.9

4.2

11.8

3.3

10.7

전기 · 수도

2.6

3.0

2.6

6.3

2.5

2.2

2.2

3.0

광

업

0.6

17.6

0.7

13.9

0.7

-0.8

1.5

-14.8

총

계

100.0

5.4

100.0

6.3

100.0

4.0

100

3.1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2) 봉제산업
참고로 과테말라 봉제산업의 최근 동향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과테말라에서 봉제 중심의 섬유의류산업은 외국인투자의 집중
덕택으로 가장 활성화된 산업부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규모가
10억불 이상으로 과테말라 총 수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규모는 봉제 49만 천 명, 편직/방적 19만 천 명, 부자재 및 서비스
15만 천 명 등으로 총 83만 천 명에 이르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면 니
트 셔츠 및 블라우스(338/339), 면바지(347/348), 합섬바지(647/648), 치마
(342/642), 합섬셔츠 및 블라우스(638/639) 등이다. 생산의류의 약 90%가
수출되고 있는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94%), 멕시코(1.4%),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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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두라스(0.9%) 등이다. 종류별로는 니트류가 79%, 우븐류가 21%
로 구분되어 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CAFTA-DR이 발효돼 역내산 원자재(원사 기준)를
사용한 의류의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류
중 DR-CAFTA 무관세 혜택을 받는 제품은 총 수출의 50% 정도다. 관세가
부과되는 나머지 50%는 저가의 제 3국 산 원자재(원단, 원사)를 사용한 의
류이다.

❚ 표 2-8. 과테말라의 의류(HS 61/62류) 수출 동향 ❚
(단위: 백만달러, %)

순위
1

국가
미

수출액

점유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국

1,145.4

963.5

94.98

94.19
1.40

2

멕시코

10.1

14.3

0.84

3

엘살바도르

13.1

11.1

1.08

1.08

4

온두라스

9.9

9.0

0.82

0.88

5

캐나다

5.3

4.6

0.44

0.45

6

코스타리카

3.0

3.7

0.25

0.36

7

이태리

5.5

3.7

0.45

0.36

8

니카라과

2.5

3.5

0.21

0.34

9

브라질

2.1

2.1

0.17

0.20

10

네덜란드

0.3

1.8

0.02

0.17

1,206.0

1,022.9

100

100

총 계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과테말라 의류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대부분 한국이지만 높은 수준의 외국기술 및 자본의 유입, 숙련된 노동력 및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신속한 적기 공급체제 구축 및 중국, 동서
남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단의 소싱, 재단, 염색,
봉제, 워싱(washing), 포장, 금융, 물류, 고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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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풀 패키지(full package) 시스템을 강화해 오고 있다. 과테말라의
봉제산업의 취약점으로는 불안한 치안 문제, 지나친 관료주의와 부패, 중미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등이다.

나.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1992년 1월에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12년간의 내전이 종식
된 후 국내의 정정 불안을 안정시키면서 국내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오고 있다. 특히,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경제의 달러화
(Dollarization) 정책으로 통화가치의 안정과 함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극복,
기업투자 활성화 등으로 국제적인 신인도도 빠르게 회복되어 왔다. 엘살바도
르는 중미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국가로 평가되
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엘살바도르는
인근 중미 국가와 함께 2006년도 7월부터 발효된 대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발효를 계기로 시작된 미국 등으로부터의 활발한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봉제산업을 비롯한 수출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2008년 이
후 미국의 경제위기로 외국인투자와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돼 2009년
에는 최악의 해를 맞았으나, 2010년 들어서부터 다시 제조업부문을 중심으
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다. 2009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엘살바도르의 수
출상품 구조가 총 수출 중 비전통 공산품이 53%, 마낄라 봉제산업이 39%,
커피 6%, 설탕 2%의 구조로 국내산업 구조의 중심축이 과거의 1차 생산품
중심에서 제조업부문으로 성공적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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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엘살바도르의 산업부문별 GDP 내 비중 및 성장률 ❚
(단위: %)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성장률

비중

2008년

성장률

비중

2009년

성장률

비중

성장률

제조업

22.8

5.7

22.6

3.5

22.7

2.7

22.7

-3.4

상업․호텔․식당업

20.3

6.5

20.3

4.3

20.1

1.4

19.8

-5.2

상업

17.2

4.9

17.2

2.6

17.1

-1.6

16.9

-5.3

농림수산업

11.8

4.2

12.3

8.5

12.9

7.3

13.1

-2.2

운수통신

9.9

6.9

9.9

4.8

9.9

2.6

9.9

-3.9

주택임대업

7.9

1.3

7.7

2.4

7.7

1.6

8.0

0.2

공공서비스

4.8

2.3

4.7

2.8

4.7

2.3

4.9

1.3

사회․개인서비스

4.7

3.2

3.3

4.7

3.3

2.0

3.4

-1.6

은행보험금융업

3.8

4.1

3.8

4.5

3.6

2.4

3.6

-3.3

전기․가스․수도

3.8

4.8

3.8

2.7

3.6

2.5

3.6

-1.5

건설업

3.7

3.0

3.4

-3.2

3.2

-5.4

3.3

-0.7

광업
총

계

0.4

4.2

0.4

-2.0

0.3

-6.7

0.3

-14.6

100.0

3.3

100.0

4.3

100.0

2.4

100.0

-3.5

자료: 엘살바도르 중앙은행.

엘살바도르 정부는 제조업 부분 중 전통적으로 중미에서는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던 식품가공, 의약품을 비롯한 화학공업, 금속가공, 전기기기류 산업
을 중소기업형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 정부는
마낄라산업을 고용창출과 수출용 산업부문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있다. 마낄
라산업이 대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중국 및 동남아, 인근 온두라
스 및 니카라과 등과의 가격경쟁력 열세로 외국인투자의 도래가 저조해 지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봉제산업의 기술과 자본의 수평적 결합체제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섬유사, 방직, 재단, 봉제 등을 패키지화한 통합관리 시스
템과 스웨터, 스포츠 의류 등 고부가가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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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두라스
❚ 표 2-10. 온두라스의 산업부문별 GDP 내 비중 및 성장률 ❚
(단위: %)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성장률

비중

2008년

성장률

비중

2009년

성장률

비중

성장률

제조업

21.3

4.5

21.0

5.0

20.8

3.0

19.7

-7.1

농림수산업

13.2

7.6

13.1

5.5

12.7

0.5

12.7

-1.7

유통업

11.2

5.6

10.9

3.2

10.8

3.0

9.9

-9.5

금융 · 보험

10.7

24.7

12.3

22.6

13.2

10.8

13.5

0.4

6.0

17.0

6.5

15.4

7.5

20.0

8.6

12.2

통

신

5.6

4.0

5.4

3.5

5.4

4.1

5.9

7.0

육

4.8

6.1

4.8

5.5

4.8

5.1

5.3

7.8

부동산임대

4.0

6.5

4.1

8.0

4.1

5.2

4.3

1.9

건설업

4.0

9.4

4.0

6.6

4.1

6.5

3.9

-9.8

교통․창고

3.9

4.3

4.0

8.6

4.0

4.6

3.9

-4.5

전기․수도

2.2

22.6

2.5

21.8

2.5

1.5

2.5

-1.5

광

업

0.4

-3.5

0.3

-13.1

0.3

-9.8

0.3

-1.3

총

계

100.0

6.6

100.0

6.3

100.0

4.0

100.0

-1.9

공공행정․국방
교

자료: 온두라스 중앙은행.

온두라스는 전통적인 농업국가이지만 최근 수년간 금융, 보험, 유통 및 통
신 등 서비스산업이 이상적으로 비대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부문
은 건설업의 호조에 힘입은 시멘트, 요업 등 건설부자재 산업과 미국의 중
미․카리브 특혜무역정책에 힘입어 봉제산업부문의 임가공 수출산업이 활발
해지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출도 봉제의류 외에는 바나나와
커피, 새우, 육류 등 1차 산품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온두라스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섬유
의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와 함께 통신부문과 시멘트생산 등 다른
산업부문에도 외국인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이 비전통 산업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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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철광석 등 자원개발 부문과 관광
등 서비스 산업부문 등에 대한 미국, 멕시코 등으로 부터 외국인투자가 유입
되면서 산업구조의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2009년 기준 총 GDP 규모가 61.5억 달러, 1인당 GDP도
2,940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중미 국가 중 최빈국인 전통적인 농업국으로 제
조업 기반이 가장 취약한 국가다. 농업부문의 주요 산업은 커피, 새우, 사탕
수수, 육류, 바나나 등이며, 이들 산업이 총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국내 산업구조는 2008년도 GDP를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이 56.9%, 제조
업이 26.1%, 농업이 17%로 분류되고 있다.
제조업부문은 음․식료업 및 의류봉제업 등 극히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있고, 한국 등 외국인투자기업 중심의 봉제산업이 수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주의 정권인 오르떼가 정권도 왜소한
경제규모와 이에 따른 세수의 한계, 재정 투융자 재원 부족, 높은 실업률, 절
대빈곤 문제 등 현안 타개가 자력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봉제 산업 등
전반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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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니카라과의 산업부문별 GDP 내 비중 및 성장률 ❚
(단위: %)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성장률

비중

2008년

성장률

비중

2009년

성장률

비중

성장률

제조업

16.6

6.4

17.0

6.8

17.4

1.1

17.7

-2.7

농림수산업

16.5

2.7

16.1

-2.8

17.1

6.7

16.8

0.0

상업 ·호텔 · 식당

13.9

4.9

14.1

4.4

14.1

2.7

14.2

-2.7

공공행정

11.3

6.4

11.5

3.0

12.0

4.9

12.6

-1.1

7.6

-2.1

7.5

3.1

7.2

2.6

7.5

0.5

개인서비스 등

6.7

2.6

6.6

3.1

6.3

2.6

6.6

-0.7

운송 · 통신

주

택

5.5

7.2

5.7

7.5

5.4

3.8

5.5

1.8

건

설

5.5

-3.2

5.0

-4.8

4.8

-6.7

4.7

-4.1

금

융

4.5

9.6

5.3

16.7

5.3

4.4

5.1

-4.3

전기 · 수도

2.7

1.5

2.6

2.0

2.8

4.0

2.6

2.0

광

업

1,2

2.7

1.2

-6.3

1.2

-5.6

1.1

-10.5

총

계

100.0

4.2

100.0

3.1

100.0

2.8

100.0

-1.5

자료: 니카라과 중앙은행

마.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들 중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로 평가되
고는 있으나,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고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산업구조 중 GDP에서 환경관련 산
업과 생태관광 등 서비스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가장 비중이
높다. 따라서 주요 수출산업도 아직까지는 바나나, 파인애플, 라임, 커피, 설
탕 등 1차 산업 농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업국가다.
최근 들어 코스타리카의 산업구조 상 큰 변화라면 1997년 이후 정부가
코스타리카의 청정 환경지역 특성을 살려 첨단 하이테크 산업 중심지로 탈
바꿈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Intel사 등 10여 개의 외국 하이테크 업체
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반도체 등 첨단 전자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소강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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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나 코스타리카의 안정적인 정치경제 환경으로 향후 다시 외국인투
자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코스타리카 제
조업부문의 발전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

❚ 표 2-12. 코스타리카의 산업부문별 GDP 내 비중 및 성장률 ❚
(단위: %)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성장률

비중

2008년

성장률

비중

2009년

성장률

비중

성장률

제조업

19.1

7.0

18.4

-3.2

17.2

-2.6

16.6

5.1

상업 · 식당 · 호텔

17.7

6.6

17.9

3.6

16.9

-5.2

16.9

3.9

사회․개인서비스

16.4

3.8

17.2

4.4

19.6

3.6

20.2

3.3

운송 · 통신 · 창고

9.0

9.8

9.0

7.1

9.1

3.3

9.5

5.7

농림수산업

7.6

5.6

6.5

-2.3

6.4

-2.5

6.2

5.7

금융 · 보험

5.7

11.7

6.0

8.9

6.5

3.9

6.4

3.6

건설업

5.1

21.5

5.4

12.9

5.4

-5.0

5.0

-6.4

기타 임대업

4.8

11.6

5.1

12.3

5.8

7.1

5.9

6.2

공공행정

3.5

1.6

3.7

4.7

4.2

4.3

4.3

1.5

2.9

4.6

2.8

4.2

2.8

2.7

2.8

2.7

100.0

7.9

100.0

2.8

100.0

-1.1

100.0

4.0

부동산
총

계

자료: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바. 파나마
전통적으로 파나마는 남북미 시장을 연결하는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제조
업부문이 취약한 서비스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나마 운하,
콜론 자유무역지대, 중남미 금융센터 등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의 80%,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은 GDP의 11%, 제조
업은 GDP의 9%에 불과하다. 참고로 파나마는 25개국에서 109개 은행이
진출하고 있는 중남미의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며, 국적선 편의등록제도에 힘
입어 파나마는 국적등록 선박 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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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는 중남미 최대 중계무역기지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배후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물류 요충지이다. 콜론 자유무역지대
의 주거래 품목은 소비재 완제품과 A/S용 부품이며 기계류, 소재, 부품, 원
부자재 교역은 부진한 편이며, 멕시코, 브라질 등 내수시장이 큰 국가를 제
외한 중남미 및 카리브 연안 도서국가가 주요 교역대상국이다. 파나마는 남
북미를 잇는 지리적 이점, 법인설립의 용이성으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중남
미 본부가 파나마시티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거점으로 활발한 중남미 수
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우리 상품의 대 중남미 물류 유통기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 표 2-13. 파나마의 산업부문별 GDP 내 비중 및 성장률 ❚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운송 · 통신 · 창고

19.2

13.7

20.0

17.0

21.4

18.5

22.7

8.2

부동산임대업

15.7

6.4

15.3

8.6

14.6

6.3

14.8

3.5

도소매업

14.9

11.1

14.7

10.7

14.3

7.4

12.5

-8.0

공공행정

8.0

1.9

7.4

3.3

7.0

3.8

7.0

3.1

금

융

7.8

15.0

8.3

19.2

8.7

15.7

8.7

-0.1

제조업

7.0

3.9

6.6

5.6

6.2

4.0

6.2

-0.5

건설업

4.6

18.4

5.0

21.8

5.9

30.7

6.1

6.6

농림수산업

4.4

7.9

4.0

2.7

3.8

3.8

3.6

-10.0

전기 · 가스

2.9

3.3

2.8

8.2

2.6

3.5

2.8

6.7

민간서비스

2.9

6.5

3.0

1.2

2.9

1.8

3.0

0.0

상업․호텔 · 식당

2.8

12.2

2.9

14.2

2.8

7.5

2.8

1.4

어

업

2.4

-1.8

2.1

-3.3

2.2

16.0

2.1

-4.3

광

업

1.0

17.2

1.2

24.0

1.4

30.9

1.4

7.1

총

계

100.0

8.5

100.0

12.1

100.0

10.7

100.0

2.1

자료: 파나마 정부 감사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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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미니카(공)
도미니카(공)는 인근 카리브 도서국가들의 산업구조와 상이하게 농림수산
업 및 광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10% 정도로 낮은 반면, 수출용
봉제 산업 등 제조업이 GDP의 19.9%, 통신(17.4%), 호텔요식업(6%), 주택
임대업(5.3%), 유통업(10.6%), 금융업(3.2%), 전력에너지․상수도(1.5%) 등
서비스산업(48% 내외)이 주력산업인 국가다. 특히 통신산업부문은 정부의
정책적 육성과 외국인투자 증가로 최근 매년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지
속하는 부문으로, 이동통신산업 및 고속 인터넷망 등이 여타 중남미․카리브
국가들에 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중미 카리브 최대의 관광국이다. 수도
산토도밍고 시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스페인의 식민지시대 초기의 유적과
함께 상하의 나라로 카리브 해안을 3면에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국으로 미
국, EU 등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광산업이 GDP의 6%를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은 식음료, 철강 및 시멘트 등 제조업이 여타 주변국보다
발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료품
생산이 부족한 관계로 가공식품 대부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석유류 수입이 전체 수입의 32%로 최대 비중을 차지해 국제유가의
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석유 의존도 감축을 위해 태양열, 풍력발전 등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는
인근 카리브 국가들과는 달리 유무선 통신산업이 발달하여 무선 인터넷 대
중화 시대를 맞고 있으며 휴대전화 보급률은 중남미에서 경제 수준이 가장
높다는 멕시코를 앞지르고 있을 정도로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 있
다. 반면에 제조업은 2010년 1분기 기준 GDP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반이 취약해 수출용 임가공산업과 식음료나 일부 내수 위주의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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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건설산업 부문이 발달되어 있는 국
가이다. 2010년 1월에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사
업이 윤곽을 보이면서 현재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효율적인 재건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미니카(공)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가 아이티 재건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미니카(공)의 건설 산업 부문도 향후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 추진될 아이티의 지진피해 복구사업 추진기간
동안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14. 도미니카(공)의 산업별 성장률 및 GDP 내 비중 ❚
(단위: %)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성장률

비중

2008년

성장률

비중

2009년

성장률

비중

성장률

농림수산업

6.5

8.6

7.7

1.2

7.1

-3.4

7.7

12.5

-목축․임업․수산업

3.9

5.8

4.3

3.8

4.1

1.5

4.1

35.7

광 업

0.5

11.0

0.7

-1.4

0.5

-30.3

0.2

-51.9

국내 제조업

16.0

5.7

19.7

4.8

19.3

3.2

18.8

1.0

-식음료업

2.2

0.6

2.4

-6.5

2.4

4.3

2.1

-8.9

자유무역지대

4.5

-8.0

3.3

-10.0

3.1

-1.1

2.5

-14.6

-섬유산업

1.6

-14.9

1.5

-23.8

1.3

-4.0

1.3

-24.7
-3.9

6.5

24.6

4.8

3.2

4.5

-0.4

4.2

서비스업

58.6

10.7

58.2

9.3

59.2

8.2

58.8

4.0

-호텔․식당업

11.6

4.9

10.7

3.7

10.1

3.4

9.5

-3.5

-상업

8.8

11.3

9.4

13.9

9.4

5.0

8.5

-2.8

-운수․창고업

7.6

4.0

7.7

6.8

8.6

4.2

7.5

0.5

14.5

23.6

13.7

25.6

15.6

13.7

17.2

8.8

2.8

8.3

3.5

8.0

3.3

100.0

10.7

100.0

8.5

100.0

5.3

건설업

-통신업
-주택임대업

전

체

자료: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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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1

100.0

3.5

3.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수입규제제도
가. CAFTA-DR
1) 개 요
2005년 6월 30일, 미국과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CAFTA-D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비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미국 하원에서도 217
대 215의 근소한 표 차이지만 통과되었다. 미국의 CAFTA-DR 비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협정 체결이후 1년 만에 비준국 간에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양 지역 간 역내 통상 확대와 중미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 중미 경제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오랜 내전과 경제위기로 인해 198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
년을 보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가 평화협정 체결
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미국의 무역특혜정책(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3)) 수혜 등으로 경제도 안정 성장 기조를 되찾을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특혜무역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 기업
들이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목적으로 중미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중미 국
가들은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한편, 과거 커피, 설탕, 바나
나 등 1차 산품 위주였던 수출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었다.

3) 1983년 미 의회에서 중미 및 카리브 연안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특혜무역정책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당수 제품들에 대한 면세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음. 1986년
미국 산 원단으로 가공된 제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특혜 범위를 의류부문으로 확대하면서 중
미 지역에 마겔라산업이 유치되는 계기를 낳았으며 2000년 동 정책의 후속 조치로 제정된 카리브지
역무역파트너법(The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에서는 섬유․의류부문의 원
산지 규정을 완화시키는 등 관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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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미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 특혜에 힘입어 발전했던
중미의 섬유, 의류 산업이 NAFTA 출범과 중국, 동남아의 저가제품 범람으로
미국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성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2004년 말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greement: MFA)의 종료로 섬유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큰 폭
으로 증가한 반면, 중미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과 가격경쟁에서 밀려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이 속출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렇게
악화된 교역환경 속에서 중미 국가들은 역내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
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력의 결실로 2006년 들어 DR-CAFTA 협정 비
준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효력을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
련하게 된 것이다.

2) 추진 경위
1983년 이후 미국의 CBI 조치에 따라 중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미국 시장 진입에 우월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1994년 NAFTA 출
범으로 멕시코가 북미시장과의 교역에서 특혜를 부여받게 되자 중미 국가들
도 멕시코와 동등한 대우(NAFTA Parity)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
데 한시적 법인 CBTPA가 제정되어 중미 국가들의 미국시장 진입 조건이
보다 완화되었으나, CBTPA를 영구화하고 특혜 내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미국도 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서 추진이 시작되었
으나 브라질 등의 이의 제기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좌파 세력의 반대 등으
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미주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of America: FTAA) 추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안마당 격인 중미
지역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아들 부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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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2002년 1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
이 해 8월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협상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획득하고, 이어 2003년 1월 18일 워싱턴에서 미국무역
대표부(USTR) 및 중미 5개국 경제부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CAFTA 협상
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CAFTA 협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총 9회에
걸친 공식회의를 통해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이 FTA 체결에 합의
하였다. 국영 전기통신회사 및 보험회사의 민영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을 빚었던 코스타리카와는 2004년 1월 추가협상을 통해 협상을 완료하였다.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이 뒤늦게 이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3차례의 협상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 측이 제시한
쟁점사항에 대한 도미니카(공)측의 신속한 결단으로 3월 15일 FTA 체결이
마무리되었다. 같은 해 5월 28일에는 미국과 중미 5개국 간 협정 서명식을
가졌으며 8월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서명이 완료돼 2006년 7월부터 공식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 표 2-15. CAFTA-DR 협상 추진 일정 ❚
시

기

2002. 1.
2002. 8
2003. 1
2003. 12
2004. 1
2004. 3
2004. 5
2004. 8
2004. 12
2005. 3
2005. 6
2005. 7. 28

내

용

미 부시 대통령의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제안
미 행정부, 의회로부터 무역협상 권한(TPA)획득
미 무역대표부(USTR)와 중미 5개국 경제부장관 FTA협상 개시
9차례의 협상을 통해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4개국과의 협상 타결
코스타리카와의 협상 타결,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협상 개시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협상 타결
미국․중미 5개국 FTA 서명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FTA 서명
엘살바도르 의회 비준안 통과
온두라스 및 과테말라 의회 비준안 통과
미국 상원 비준안 통과
미국 하원 비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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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의 주요 내용
(1) 상품 시장 접근(Market Access for Goods)
CAFTA-DR의 발효에 따라 미국의 대중미 수출품 중 공산품의 경우 약
80%가 출범 즉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0%는 5년
(85%) 및 10년(100%)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무관세화 될 예
정이다. 또한 IT제품, 농기계, 건설 장비, 종이, 약품, 의료기기, 과학 장비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도 출범 즉시 관세철폐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의 관심품목 중 하나인 차량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는 발효 후 5년
내에 폐지되도록 합의되었다. 한편, 중미 제국과 도미니카(공)의 대미 공산품
수출품목은 99.7%가 협정의 발효 즉시 무관세 대우를 적용받으며 섬유 및
의류 제품은 CBI의 무역특혜를 연장,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
치되었다.
한편, 이 협정의 발효로 중미의 국내 산업이 입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취약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가공식품을 포함한 옥수수, 면화, 밀,
콩, 과일, 채소 등 미국의 대 중미 수출품 중 50% 이상이 협정 발효 즉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유제품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쿼터를 부여하고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미의 대미 농산물 수출품목 대부분 무관세로 진입이 가능하며, 설
탕은 미국의 반대로 인해 무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관세할당제도
(Tariff Rate Quotas: TRQs) 적용을 통해 한도를 늘려나가기로 되어 있어
대미 수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CBI보다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대미 수출
품의 상당 부분이 무관세 수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적으
로 미국에서 생산된 원사 또는 원단을 사용해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기존
의 규정과는 달리 CAFTA-DR에서는 참가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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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NAFTA 회원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원단을 일정량 사
용할 경우에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중미 지역에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나 중미 지역에서 재
단 및 봉제 과정을 거친 잠옷, 속옷 등은 제 3국의 원단을 사용해도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어 중미의 대미 섬유류 수출에 융통성이 부여되었다. 이외에도
역내 최빈국인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로 연간 1억㎡ 범위 내에서 외
국에서 생산한 봉제, 생산된 의류의 경우는 쿼터 범위 내에서 제 3국산 직물
및 원사를 사용해도 특혜관세 대우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 봉제산업
투자자본의 니카라과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소한도(De
Minimus) 조항도 CBI의 7%보다 높은 10%로 상향 설정되어 CAFTA-DR
참여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사나 섬유원료의 총 중량이 생산제품 총 중
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시장 진입 시 관세 특혜가 적용되
도록 하였다.

(2) 서비스부문
CAFTA-DR는 금융, 통신, 운송 전문 서비스, 유통, 관광 등 광범위한 분
야에 대한 시장개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미 국가들이 이미 자국
내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 개방과 내국민대우 원칙
을 도입하고 있어 CAFTA 규정 중 서비스부문 관련 내용은 기존의 서비스
시장 관련 개혁정책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코스타
리카의 경우는 논란이 많았던 자국 내 통신 및 보험 산업의 개방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3) 노동 및 환경
CAFTA-DR에서는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시장과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해 협정 참가국가들의 노동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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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노동법 관련 규정은 기존 노동법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ILO와의 협의, 노동
권 개선을 위한 국내의 적응 능력 배양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 관련 조항은 환경보호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법 개정, 시민사회단체
의 견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국제적인 협력활동과의 연
계 등 NGO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 규정을 위
반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무역특혜를 일시 정지하는 등 상품교역
과 연계된 벌칙을 적용하여 중미 지역의 노동 및 환경 개선 노력을 효율적
으로 촉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4) 기대 효과
CAFTA-DR 발효에 따른 체약 당사자 국가 간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이 협정을 통해 중미 국가만 대미 시장접근 등에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
었다. 미국도 상당한 대 중미 시장접근의 원활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예컨대 미국의 대 중미 수출품 중 공산품의 약 80%, 농산물의 50%가 이
협정 출범 즉시 무관세로 진입 가능하게 되며, 민감품목들은 최장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연간 수출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수출시장 중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2위, 전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하는 등 CAFTA-DR 발효 시 중미 지역에 대한 접근
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의 대 중미 농산물 수출도 매
년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IT제품, 의약품, 과학 장비 등 주요
공산품도 발효 즉시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미 지역에 대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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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협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자본 보호 등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보완, 강화하고 공개입찰 등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규정도 마련됨에 따라 미국의 중미 지역에 대한 투자활동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CAFTA-DR 체결에 따라 미국이 누리게 되는 혜택에는 상기의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2002년 부시 대
통령이 이 협정 추진을 공식 발표할 때 미국은 중미 지역과의 FTA 우선 타
결을 통해 브라질에 압력을 넣음으로써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추진에 박
차를 가하려는 의도를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궁극적인 대 중남미 통상정책이 미주자유무역협정을 이끌어
내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미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중미 지
역과의 FTA 타결을 통해 브라질 등에 미주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간접적 압
력을 넣는 효과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중미 지역의 민주주의 기반 공고
화 및 중미 통합 촉진을 통해 역내 정치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거
래 통제 강화, 돈세탁 및 테러 예방, 불법이민 유입 감소 등의 경제외적 효
과도 함께 가져올 것을 기대한 것이다.

(2) 중미
CAFTA-DR을 통해 중미 국가들은 대미 경제적 혜택을 더욱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다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중미의 경우에는 공산품 수출품목 중
99.7%가 발효 즉시 무관세화되며, 섬유 및 의류 제품은 기존 CBI 하에서의
혜택을 확대하고 영구화하여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의 종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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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6. 중미 국가들의 대미 공산품 수출입 비중 ❚
(단위: %)

국

가

수

출

수

입

도미니카 공화국

84.4

49.0

엘살바도르

65.4

46.3

과테말라

55.3

33.1

온두라스

41.5

34.6

니카라과

34.9

22.2

코스타리카

25.1

45.9

자료: 각국 통계 기준 산출.

또한 설탕을 제외한 대미 농산물류 수출도 대부분 무관세화되는 등 대미
시장접근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무역 증대는 물론 역내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촉진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의 미국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었던 CBI가 2008년 9월 종료됨에 따라, 이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영
구히 보장해 줄 수 있는 CAFTA-DR의 발효는 중미 지역의 수출경쟁력 증
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 발족과
UR 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MFA가 종료되면서 섬유 쿼터의 적용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격화되고 있는 중국 및 동․서남아산
저가 의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CAFTA-DR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면세혜택이 유일한 중미 국가들의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 국가들의 대미 수출 관세는 CBI를 비롯한 각종 특혜 조치에
따라 CAFTA-DR 체결 이전에도 이미 10%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보고서에 따르면, 중미 수출품의 약 80%
이상이 이미 미국시장에 무관세 대우로 진입해 왔기 때문에 당장의 대미 시
장접근과 관세상 혜택 효과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협정 발효에
따른 중미 지역의 혜택은 역내 무역통상 증진보다는 중미 지역 경제통합의
강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

76│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래적 가치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협정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권 강화 및 환경 개선이 이루
어지면 중미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중미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도 CAFTA-DR이 제대로 가
동될 경우, 중미 국가들이 무역 및 투자 증가, 경제성장, 빈곤 감소 등의 효
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미 국
가들이 자발적으로 무역 인프라, 교육, 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와 개혁
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5) 최근 협정 수정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8년 8월 7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중
미자유무역협정(CAFTA-DR)’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
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수정안은 200년 8월 15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산 원
단을 사용해 중미· 도미니카에서 생산된 직물제 봉제 의류에 대해 CAFTADR의 관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 산 원단
및 부자재로 협정국에서 생산된 HS Code 62류 일부 직물제 의류제품은
CAFTA -DR의 Annex 4.1 조항과 Appendix 4.1-B 조항을 충족할 경우
CAFTA-DR 협정국을 원산지로 간주,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NAFTA 효과와 CAFTA-DR의 효과를 조합하여 양 협
정의 효력에 대한 승수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정 조치로 양 협정을 연계
하여 중미 국가와 북미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으
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 조치는 미국 정부가
NAFTA, CAFTA-DR 협정국 사이에 추진되어 온 북미와 중미를 아우르는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즉, 최근 들어 미국 수입업계
가 고유가에 따른 중국․동 아시아 산 운송비 급등, 중국 내 인건비 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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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승 등으로 점차 인근 중미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전환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 특징이다. 이는 최
소한 양 협정 회원국 간 최소한 10~15억 달러 내외의 수입선 전환효과를
가져와 중미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나. EU ․ SICA 간 포괄적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2006년부터 3년여를 끌어 온 중미․EU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2010년 5
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6차 EU․중남미 정상회담(EU-LAC
Summit)을 통해 정식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 회원국의 비준과정을 거
쳐 2012년경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정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일반
적인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가연합체제 간에 체결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
에서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 협정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중미의 대EU 수출상품 8,000여 품
목 중 91%가 무관세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중미 산 의류나 신발류와 같은
공산품의 99.2%는 이 협정의 공식 발효와 함께 무관세로 EU 시장에의 진
입이 허용된다. 특히 중미 산 의류의 경우 700만타를 기본 쿼터로 인정하고
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매년 연 증가율 9%를 허용했다. 원부자재의 원산지
문제는 중미국 산은 물론이고, 이미 EU와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된 여타 중남
미국 산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외 중미산 럼주의 경우 연간 80
만 리터를 기본 쿼터로 인정하고 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매년 10%씩 쿼터
량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중미 산 농산물은 전체 품목 중 57.75%를 무관세로 EU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쌀은 8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
미국 산 커피는 15년 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고,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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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었던 바나나의 경우 1톤(M/T) 당 146유로의 관세를 75유로로 대폭
인하하였다. 한편 중미의 관심 품목이었던 설탕은 15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
하고 협정 발효 후 3년간 매년 3%씩 쿼터량을 늘려 나가기로 하였다.
역으로 EU산품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민감품목의 하나였던 유제품
중 분유는 400M/T가, 숙성치즈 종류는(27종) 600M/T가 무관세로 중미시장
에 수출되지만 여타 액상우유, 요구르트, 버터 및 아이스크림 등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EU산 주류는 모든 와인류는 무관세로 중미시장
에 진입되나 위스키는 협정 발효 후 6년 동안, 보드카는 10년 동안, 맥주는
15년 동안 무관세 대우로 중미시장에 수출된다. 한편 EU의 농산물은 34%
만이 중미시장에서 무관세 대우를 받게 된다. 공산품 중 자동차 종류는 화물
자동차 등 극히 제한된 종류에 한해 협정 발효 후 10년간 무관세 대우를 받
는 것으로 합의됐다.
EU-SICA 간 무역협정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격이 떨어
지는 경제협력협정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향후 쌍방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발
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미 산품의 대EU 수출 증대는 물론 다양한 EU 공
산품의 중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대중미 관심
품목 중 일부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산 자동차 및
부품류의 대중미 진출 확대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EU 기업들은 중미의 지경학적 유리한 위치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산업
에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련 산업 제품 및 서비스의
포괄적인 국제 입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업계의 대
중미 진출 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 중국 ․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
2008년 11월 17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코스타리카 방문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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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협상이 개시된 중국․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이 2010
년 4월 8일 완결되었다. 중국 상무부장관 천더밍(陳德銘)과 코스타리카 대외
무역부 장관 마르코 비니시오 루이스 간 협정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코스타
리카가 중국의 대중미 진출에 정치 외교적 거점국이 되었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코스타리카로서는 99.9%의 제품에 대해 중
국의 관세철폐 약속을 받아냈다는 데 경제적 의미가 크다. 반면에 89%의
품목에 대해서 코스타리카의 관세철폐를 받아낸 중국으로서는 코스타리카의
협소한 땅덩어리의 규모만큼이나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은 협
정이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코스타리카가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 무대에
서 대만을 지지하다가 태도를 바꿔 수교를 끊고 중국의 169번째 수교국이
되면서, 대만과 중국 간 중미 국가를 둘러싼 외교전 양상이 중국 측에 유리
하게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협정 주요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이 코스타리카에 대해 일방적
으로 양보하는 형태다. 관세철폐 폭이나 단계별 기간도 그렇고 서비스부문이
나 투자부문에 대해서도 중국의 다른 FTA 협정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
단지, 중국은 코스타리카로부터 그동안 46%의 관세가 부과되어 오던 냉동
돈육과 31%의 관세가 부과되어 오던 강낭콩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받아낸
정도가 경제적 관심사의 반영 수준이었다. 또한 중국은 아직 코스타리카에
대해 투자진출도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은 CCFTA를 통해 코스타리카는 거대시장 중국을 진출할 보증수표를
받아낸 반면, 중국은 대만의 외교상 전략거점 지역인 중미 지역에서 정치외
교적 거점 마련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일방적 시혜를 줄 수도 있다는 여타
중미 국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협정이었다.
또 현실적으로 이러한 중국 측의 의도적 메시지는 파나마를 비롯해 과테말
라 등 전통적인 친대만 국가들의 입장이 점차 모호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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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7. 중국의 대코스타리카 관세 양허안 ❚
(단위: 천 달러, %)

품목 수 비중 2005~07년 기간 중 평균 수입액

카테고리

품목 수

A

5,136

65

2,286,444

99.64

B

2,262

29

2,309

0.10

C

139

2

4,456

0.19

D

72

1

1,193

0.05

E

259

3

308

0.01

7,868

100

2,294,710

100.00

총 계

수입액 비중

주: 1. 카테고리는 A:즉시 철폐, B:5년 내 철폐, C:10년 내 철폐, D:15년 내 철폐, E:예외 품목,
F:무관세 쿼터 등 6단계로 분류함.
2. 카테고리별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A 카테고리: 냉동 오렌지 주스 및 과육, 농어목의 틸라피아, 새우, 화훼, 식물, 카카오, 초콜릿,
가죽, 럼주
- B 카테고리: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멜론, 수박, 식물성 유지, 파인애플 주스, 비스킷, 잼류
- C 카테고리 : 산생선, 커피
- D 카테고리 : 낙농제품, 바나나, 망고
- E 카테고리 : 밀 및 밀가루, 쌀, 옥수수, 야자유, 해바라기油, 목화, 담배 및 기호품, 임산물, 종이
자료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재인용.

표 2-18 코스타리카의 대중국 관세 양허안
(단위: 천 달러, %)

품목 수

A

4,131

63

325,550

57

B

264

4

23,220

4

C

1,411

21

144,560

25

D

167

3

16,225

3

E

총 계

품목 수 비중

2005~07년 기간 중 평균 수입액

구 분

수입액 비중

591

9

65,890

11

6,564

100

575,485

100

주: 1. 카테고리별 관세철폐 기간 및 기준은 위 [표]와 동일
2. 카테고리별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A 카테고리 : 달걀, 화훼, 아스파라거스, 사과주스, 섬유 원자재, 테니스화,
악기, 음향기기 및 비디오 기기, TV, 토스터, 기타 전자제품
- B 카테고리 : 냉동 쇠고기, 익혀서 말린 밀, 브레이크액, 구급차, 자동차부품, 시계
- C 카테고리 : 제초제, 살충제, 양탄자, 화장벽돌, 세라믹 포장판석, 못
- D 카테고리 : 호호바유, 시멘트, 고무, 소독제, 자물쇠
- E 카테고리 : 냉동 닭고기, 생선 및 생선살, 낙농제품, 감자, 양파, 과자류, 토마토, 커피, 차, 쌀,
참치, 설탕, 껌, 파스타, 맥주, 사료, 화장품, 위생용품, 타이어, 종이제품, 구두, 유리병
제품, 목재 및 목재가구 등
- F 카테고리 : 검은 강낭콩 특정 계절 무관세 쿼터 1만 톤, 냉동 돼지고기 250톤
자료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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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1) 중미공동시장(영어:CACM, 스페인어:MCCA)
중미공동시장은 1960년에 체결된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협정
에 의거 1961년 7월에 발족한 지역 경제협력협정이다. 출범 시 회원국은 과
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며 회원국 간 역내관
세를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공동역외관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본부는 과테말라에 두고 있다. 참고로 파나마는 자국이 중계무역국가로 중미
공동시장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참여를 거부하고 대신, 중미 국가
와의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역내국가 간 산업발전 격차가 커 비교적 산업발전이 앞서
있던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 공동시장 발족에 따른 관세 혜택 등이 집중
되어 코스타리카 등이 이에 반말해 뒤늦게 1962년에 가입 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중미 국가들의 발전수준이 코스타리카가 비교적 앞
서 있고 니카라과가 가장 뒤떨어진 상태이며 나머지 국가들의 산업발전 수
준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역내 시장규모도 협소해 중미공동시장의 경제발전
유발 효과는 그다지 주목할 정도는 아니다.
역내국가 간에는 설탕, 커피, 석유부산물, 에틸알코올, 증류 알코올음료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 대우가 적용되고 있다. 단지, 중
남미의 경제통합체 중 회원국 간의 관세행정 및 관세분류번호의 통합분류코
드 사용, 세관행정의 온라인화 등 행정적 통합 추진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경제통합체제라는 특징이 있다.
중미공동시장 체제는 이를 매개체로 중미 역내국 간 정치, 경제, 사법적
통합추진을 도모하는 중미통합체제(SICA)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SICA의 사무국은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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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미 5개국 ․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중미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역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코스타리카가 1994년, 니카라과가 1997년, 과테말
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2000년에 각각 체결하였다. 각 개별국은 개별
협상을 거쳐 협정을 체결하여 관심 품목들이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중미 국
가들의 산업구조가 유사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멕시코 시
장 진입도 큰 차이가 없는 협정이다.

3) 도미니카(공) ․ 중미, CARICOM, EU 등 간의 자유무역협정
◦ 도미니카(공)․CACM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1997년 5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중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도미니카
공화국의 중미공동시장 가입 협정으로 2001년부터 발효 중이다. 쌍방간 유
사한 산업구조와 경제규모로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협정이지만 쌍
방간 예외품목을 거의 두지 않고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가장 이상적인 자유
무역협정의 모델이 되는 케이스다.

◦ 도미니카(공)․CARICOM 가입협정
현재 공동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유무역거래 및 투자자유화에 관한 협
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 도미니카(공)․EU 간 경제협력협정(EPA)
도미니카(공)는 1989년 LOME IV 가입 이후, 1998년 CARICOM․EU
와의 LOME 협상 회의를 유치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인 바 있으며,
1999년 11월에는 제2차 LOME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도미니카 공
화국, 아이티 등 카리브 15개국과 EU 27개국 간 경제협력협정(EP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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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바베이도스 협상이 2007년 12월 16일에 타결돼 카리브 15국을 대
표하는 카리브 협상단(Maquinaria Caribiana de Negociación)의 Richard
Bernal 단장과 EU 집행위원장 Karl Falkenberg 간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
라 2008년 1월 1일 부로 이 협정이 잠정적으로 발효되었다. 실질적인 발효
는 2008년 3월 15일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된 EU․카리포럼(Cariforum) 각
료회담 개최 시 각국 주무장관들의 추인을 받아 2008년 4월 15일부로 개시
되었다.
EU․카리브 EPA는 EU가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77개국과 추진
하는 EPA의 일환으로 카리브 권역은 ACP 지역 내 총 6개 하부 블록(아프리
카를 중앙 및 동· 서· 남 아프리카 등 4개 서브 블록으로 분류, 카리브 블록,
태평양 블록) 중 제5 블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카리브․EU EPA 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비대칭 협정으로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카리브 연안 15국)에 대해 양 블록 간 자유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 차원의 성
격인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ct/Acuerdo de
Asociación Económica)이다.
EU․카리브 EPA는 EU는 전 품목을 개방한 반면 카리브 지역은 민감한
품목의 경우 EU 산 제품의 시장진출을 최장 25년 동안 자유화 유예품목으
로 저지하거나 자유무역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취약한 자국시장 보
호 장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시장이 교란될
때 시장 보호를 위해 최장 8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허용했
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 산 제품의 대EU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특히 설탕․바나나․럼주․담
배․쌀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EU․카리브 EPA는 여타 FTA와는 달리 양 블록 기업들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노동법규 또는 환경보호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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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헌장을 실
질적으로 적용한 문화협력의정서를 채택한 최초의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협정은 향후 카리브 지역이 EU에 부여하는 혜택 이상으로 여타 선진국
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이 수혜 자격을 EU에도 확대 적용키로 합의하는 등
다른 협정에 보기 드문 조항들을 담고 있다.
한편 DR․CAFTA(대미 FTA)와 대 EU EPA의 양 협정에 참여하고 있
는 도미니카(공)의 입장에서 양 협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시장개방 유예기간의 차이 문제다. 미국은 시장개방의
유예기간을 10년을 부여한 반면, EU로부터는 산업부문별로 15, 20, 25년의
장기, 단계별 개방 기간을 허용하고 일부 농산물 분야는 개방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미국과의 CAFTA․DR 협상 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상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얻어내지 못했으나 EU는 ACP국 지원 차원의
호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 중 하나가
중미․카리브 지역 국가로부터의 불법이민 등 이민 압력의 완화였다. 그러나
EU는 이미 상당 부분 문호를 개방해 왔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카리브
지역 출신 의사, 간호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EU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미니카(공) 등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는 얻어내
지 못한 많은 혜택을 EU로부터는 얻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대미 FTA보다
도 EU와의 협정 결과에 더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양 협정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다.

4) 파나마․ 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이 협정의 기원은 1973~4년간 파나마와 인근 중미 국가 간에 체결된 특
혜무역협정(PTA)이다. 중계무역국인 파나마는 이 협정을 통해 일정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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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고 중미 국가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
한 바 있다. 이후 2002년에 파나마와 엘살바도르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
어 2003년도부터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는 온두라스(6월), 코스타리카(8월)
와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와는 2008년에
협상이 완료되어 2009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5) 칠레-중미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당초 1999년 10월부터 중미 지역 차원에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칠레․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간 협정이 먼저 발효되고 과테
말라와는 2010년 3월에야 발효가 되었다. 대칠레 협정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칠레 측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설탕, 대두, 식용유 등 중미 국가
와의 관심 품목들에 대하여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 캐나다 ․ 중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당초에는 중미 5개국과 캐나다간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발효가 된 건은 코
스타리카와의 협정뿐이며 2006년 CAFTA-DR이 체결된 후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와이 협상이 재개되어 농산물, 서비스 원산지 규
정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7) CARICOM ․ 중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양측 간에는 코스타리카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다른 중미 5개국
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양측의 국내 경제 및 산업구조가 영세하고
유사하여 협정이 체결되어 가동된다 하더라고 쌍방이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
가 높지 않아 협상의 진행 경과가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치적인 중
미․카리브 지역 소국가들의 단합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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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만․ 중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중국의 유엔 가입 이후 대만 정부는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
을 해왔다.

중미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인 대만 정부는 과테말라와는 2005

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06년 7월부터 발효 중이며, 니카라과와도
2006년 6월 체결하였으나 중국을 의식한 니카라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비
준이 안 되고 있다. 이외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와는 2007년 5월에 체결하
여 2008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는 현실적인 외교를 펴며
2007년 5월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고 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
하였다. 결국 코스타리카가 중국의 중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 콜롬비아와 중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와 콜롬비아 간 2007년 8월 자유무역협
정이 체결되어 2009년 11월에 양측 간 비준이 완료되어 발효되었다.

마. 수입규제 동향
1) 중미 공동관세제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 등 5개 중미 국
가는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Secretari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의 역외공동관세율제도(SAC)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부분 수입품목의 관세를 CIF 종가세 기준으로 0~17%의 관세율을 적용하
되,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 옥수수, 설탕, 담배, 일부 차량 및 무기, 탄약
등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
품 등 일부 품목은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국가마다 자국의 사정에 따라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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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2) 국가별 수입규제제도
①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을, 식물, 채소, 식
물성 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식물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탕
의 수입은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 및 음료, 식초 등도 재무부의
관세분류 세번의 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수입은 성분검사 등 위생검사를 받은 후 보건부 의약관리청
에 등록해야 한다. 위생등록에는 품목당 약 5백 달러가 소요되며 4개월 정
도가 소요된다. 등록 유효기한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유기 및 무기 화학제품은 보건부의 향정신성 제품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
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신발, 의류 등은 수출국 보
건당국이 발급한 방역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허용, 관세 조
정(과테말라의 경우 최고 45%)이 가능하다.
한편, 철강제품의 경우 건설업체나 최종소비자가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사전 품질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세관에서는
특별한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 대리점들이 특별히 수입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
가 조건이 다르다. 예컨대,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품질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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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나마
ㅇ 수입금지 품목 :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
국민의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 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 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위해가 되는 물품
- 전투용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ㅇ 수입제한 품목 : 파나마 정부는 주로 자국민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
건부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 가스총, 스프
레이, 전자봉 등 호신 장비류(법무부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정
부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 수입 승인 필요)

③ 도미니카(공)
도미니카(공)는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00호(환경 및 자연자
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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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도록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된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및 중고의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외의 중고가전제품도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외 도미니카(공)는 모든 수입상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ITBIS(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며 알코올 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는 15~8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3) 대한 수입규제제도
특정국의 특정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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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
투자 진출여건 분석

1.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각
적인 각도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중 신뢰도가 높은 자료 중 하나인 세
계은행 자료를 보면 파나마가 의외로 고용의 불안정성, 납세제도의 미성숙,
계약이행 정도 등에서 아직 후진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창업의 편의성, 역내국가들 중 가장 발달한 금융제도에 힘입은 대출의 편리
성, 대외무역의 개방성 등을 기반으로 가장 외국인투자자가 보호를 받고 있
는 국가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벨리세,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등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특히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국인투자자 보
호 장치 강화, 대외무역 개방, 각종 비즈니스 관련 행정 간소화 등을 추진해
온 도미니카(공)의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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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국가 중에는 가장 행정제도 및 행정관행이 잘 정비되어 있고 투명하다
고 평가를 받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아직도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적 장치나 행정적 지원체제가 후진적인 국가로 지목되어 의외의 평가를 받
은 점이 다소 의아스럽다.

❚ 표 3-1. 중미 각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비교 ❚

국 가

등 위
소유권
투자자
대외 계약
대출
납세
청산
2010 2009 창업 인허가 고용
등기
보호
무역 이행
년
년

파나마

77

83

27

68

177

65

30

109

173

10

119

75
25

벨리세

80

75

147

4

23

128

87

119

57

117

168

엘살바도르

84

81

121

·128

106

46

43

119

134

61

50

81

도미니카(공)

86

102

107

92

97

112

71

57

70

36

86

146

과테말라

110

117

156

150

127

24

4

132

109

119

103

93

니카라과

117

113

95

138

84

143

87

93

165

99

67

70

코스타리카

121

121

127

129

110

49

61

165

154

60

132

101

온두라스

141

136

144

74

168

91

30

165

146

114

175

118

자료: World Bank(2009).

2. 지경학적 여건 및 인프라 현황
중미는 지리적으로 파나마 운하 이북과 멕시코 이남 지역에 위치하는 협
소한 지역으로 남미 지역과는 달리 자원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고 인구가 많
아 소비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지역도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이들 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오랜 내전에서 벗어나 아직까지는 국내 치안 불안 등 내전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차 정치적 안정과 국민간 화해 협력 분위
기를 되찾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남미와는 달리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가져
올 만한 요소도 빈약한 지역이다. 국민들도 교육투자의 빈곤으로 문맹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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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초교육이라도 받은 가용인력
이 풍부한 편이 아니고 경제발전의 후진성으로 단지 단순 노동력 정도가 비
교적 풍부한 편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이웃에 두고 있고, 과거
식민지시대의 인연으로 구주 지역의 EU와 비교적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정도이다. 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유지에 중요한 중미 지역에 좌파 사회
주의 정부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남미산 마약류의 유입통로인 중미의 경제
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마약류와 관련된 중미 국가의 범죄활동 척결과 불
법이민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CBI 플랜을 통해 중미 국
가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을 지원해 온
이래, 부시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해 카리브 지역의 도미니카(공)까지 묶어
CAFTA- DR 협정을 체결하여 중미․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EU도 포괄적 경
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중미 국가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서 이들 국가들이 타고난 지경학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단지 세계경제
구조 상 이들 양대 세력과 함께 3대 트로이카 체제를 이루고 있는 중국은
아직까지는 중미에 대한 그렇게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EU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자체 사회간접자본의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산업 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전기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과테말라같이 미미한 산유량의 산유국이 있기는 하
지만 석유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와 같
이 태평양과 대서양 어느 한쪽에 치우친 지리적 위치로 불가피하게 한쪽에
만 항구를 보유한 국가들도 있지만 과테말라나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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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두 양쪽에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 등은 막대한 시설근
대화를 위한 추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국내 운송을 위한 고속도로도
과테말라 외에는 보수 확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업용 용수 공급이나 항공운송을 위한 공항 시설은 그런대로 시설을 갖
추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화물운송을 위한 직항편 운항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과 수도권을 벗어나면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투자자들이 자체
적으로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한계성을 보이는 등 사회간
접자본(SOC)의 미비가 중국 및 동남아 등 경쟁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3. 노동력 및 노조 동향
중미․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노동력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
로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여 실질적인 문맹률도 높아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적정 노동력을 양성하고 있지 못하고 단지 상대적인 저임의 단
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각국의 수도권 외
의 지방에 대한 투자진출 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현지 진출
한 우리 업체들과의 방문조사 결과, 이로 인해 각국의 단순 노동력의 생산성
은 동아시아 개도국과 비교할 경우 평균 50~60%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최근 10년간 기초임금 수준은 급상승하여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
한 단순 노동력의 월 평균임금이 250~400달러 수준을 이루고 있어 단순 저
임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의 임가공생산 방식의 투자는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
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노동자 편향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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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책으로 기본임금의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점도 외국인투자자들이 생산성
과 수송비용 등의 차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용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노조 성향은 항만, 건설, 운수 노조 등은 어느 국가든 상대적으로 강
성인 편이나 제조업부문은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양
태이지만 대체로 온건한 편이다. 중미 각국도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인건비는 국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
해 주기 위해 매년 인상해 주고 있지만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
인 입장만은 아니라는 게 각국 정부 관리들의 주장이다. 단지, 최근 들어 외
국의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하는 국내 인권단체 및 노조단체 등의 활동
이 점차 체계화되고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고, 중미에도 진보적인 포퓰리즘적
정권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이 점도 투자 진출 시 노무관리 부문에 고려해
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4.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가. 개요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은 각국의 경제 환경, 정치지도자
들의 정치적 노선, 정부의 정책 방향, 관료제도 및 행정 관행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획일적인 측정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접근성, 국경관리,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및 제도적 측면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33개국을 상대로 조사 분석한 2009/10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반면에, 계량분석으로는 불가능한 마낄라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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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서 본 제 경쟁요인은 현장방문과 인터뷰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
석하였다. 또한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을 외국인투자자의 비용부담 측면
과 비용요소는 아니지만 현지 투자법인의 경영에 필수 요건이 되는 세부 투
자환경과 외국인 파견자들의 생활여건 등도 현장조사와 현지 근무자들의 설
문조사 등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나.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국가경쟁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국가경쟁력 자료를 인용해 살
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기업들의 제조업
부문 진출이 가장 적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양국은 기본적인 요소에서는 제도적 기반이나 보건
초등교육 수준에서는 코스타리카가 앞서고 있으나 인프라 면과 거시경제 안
정성 면에서는 파나마가 보다 앞서 전체 순위 평가에서는 파나마가 코스타
리카보다 안정적인 경쟁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중
미 국가들 중에는 엘살바도르가 인프라와 거시경제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쟁
력 제고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봉제업체
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등은
중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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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중미의 국가경쟁력 평가 ❚
구 분
종합

혁신

엘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바도르

도미니카
(공)

2009/10

55

77

80

89

115

59

95

2008/9

59

79

84

82

120

58

98

제도적 기반
기
인프라
본적
거시경제 안정성
요소
보건. 초등교육

효
율
성

코스타
리카

47

91

108

99

119

69

82

51

68

77

120

65

101

62

61

66

88

82

85

87

124

113

46

117
55

85

29

86

95

85

83

64

103

고등교육. 훈련

44

95

101

106

109

80

89

상품시장 효율성

47

50

52

80

110

54

89

노동시장 효율성

36

68

88

121

96

89

금융시장 성숙도

79

기술수준

62

81

70

93

119

59

72

시장규모

77

80

71

84

107

81

68

비즈니스 여건

41

혁신성

34

58

37

70

63
113

83

87

67

47
77

81

63

89

87
111

95

96

107

110
117

114

116

22

45
66

70

54

98

94

73

88

105

71

82

100

주: 1. 상기 순위는 133개국을 모집단으로 평가한 순위임.
2. 종합평가 외의 순위는 2009/10년 평가 순위 기준임.
자료 : WEF Report 2009 해당국 부분 재가공 인용.

한편 효율성 측면에서는 코스타리카가 금융시장 성숙도나 기술수준에서
파나마보다 뒤지고 나머지 경쟁요소들이 앞서 파나마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나 과테
말라 도미니카(공) 모두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다.
혁신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여건이나 혁신성 면에서 코스타리카가 크게 앞
서며 전 세계에서 3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과테말라가 비즈니스 여건 면에서 47위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나 주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니카
라과는 기본적인 경쟁기반이나 효율성 및 혁신 등 경쟁요소 모두가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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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미 마낄라산업의 가격경쟁요소 비교
세계경제포럼(WEF)은 전 세계 국가를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5단계
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연구대상 중미 국가들을 분류해 보
면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최빈국 그룹인 1단계 국가로는 온두라스, 니카라
과 2개국이며, 과테말라는 최빈국인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
가로 분류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2단계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 표 3-3. 소득 수준별로 본 중남미 국가군 ❚
구분

Stage I:
기본요소국

Stage I→II

Stage II;
효율성 추구국

Stage II→III

Stage III

소득 수준
(달러)

<2,000

2,000~3,000

3,000~9,000

9,000~17,000

>17,000

중미 국가

온두라스,
니카라과

-

-

바베이도스,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푸에르토리코,
T&T

자메이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

타 지역국

과테말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엘살
바도르, 파나마,
벨리세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수리남,
에콰도르
중국, 태국

한국, 대만,
일본

자료: WEF Report 2009 해당국 부분 재가공 인용.

이들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마낄라산업의 비용부담 수준을 비
교해 보면 중미의 최빈국 그룹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해 월 평균인건비가 220~250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순 봉
제 가공 노임 수준의 한계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는 350달러 내외, 도미니카(공)는 이미 단순 근로자의 평균 인건
비가 이미 4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국가들은 단순 임가
공 생산의 한계 평균 노임 수준인 300달러 선을 이미 상회하여 현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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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산성이 뒷받침이 안 될 경우 단순가공 봉제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
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중미 국가 일부는 투자진출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해당국의 국민
소득 수준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제
품의 질적 수준에 대비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이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이
중국 및 동서남아 국가들에 비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미 진출 봉제업체들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체제로 이
를 커버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경쟁력이 계속 위협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미는 물류비용과 인프라 수준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전반적 가
격경쟁력과 생산성 면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고속도로 등 육상 운송비용과 전기요금 등 공공
서비스 요금에서도 중국 등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
로 조사대상 국가들 중 전기요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가 1000kw당 최저
80달러, 가장 높은 국가가 200달러 이상이 되는 반면, 중국은 비록 계속 상
승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60달러 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4]에서 보듯이 중미 국가 간에도 인프라 수준의 차이로 공업용 수
도료의 경우 가장 싼 도미니카(공)와 가장 비싼 엘살바도르 간에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장 임대료의 경우도 위치에 따라 각국
별로 차이가 많지만, 대체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며, 공급이 한계점
에 이른 엘살바도르가 가장 싼 도미니카(공)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중요한 생산가격 요소 비용 중 하나인 컨테이너 수송비는 중미 국가
중에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해안에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인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태평양과 카리브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어느 한쪽
에 대미 직항편이나 원부자재 반입용 항구가 없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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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라스 등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보다 훨씬 수송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니카라과나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내륙운송을 통해 국경을 넘어
온두라스의 카리브해 소재 현대식 컨테이너 적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꼬르
떼스(Cortés) 항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선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온두라스는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선적할 경우 태평양 쪽에 항구가 없기 때
문에 엘살바도르의 아까후뜰라(Acajutla) 항을 통해 하역하여 내륙운송을 통
해 온두라스로 실어 와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는 카리브해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상품 운반 비
용은 저렴하지만, 불가피하게 파나마 운하를 거치거나 미국의 내륙운송 수단
을 이용하여 카리브해 소재 항구에서 재선적하여 원부자재를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송 코스트가 비싸게 나오고 있다.

❚ 표 3-4. 중미 각국의 가격경쟁 요소비용 비교 ❚
구 분

단위

과테말라

니카
코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라과
타리카

인건비
비숙련 인력
달러
250
135
250
150
숙련 인력
〃
400
150
425
250
대졸 초임
〃
800-1,000 250 900-1,000 700-900
전기 · 수도, 공장 임대료 등
요금/1000kw/h
달러
210
192
80.4
117.2
수도요금
달러/톤
1.52
0.9
1.82
0.79
공장임대료
달러/㎡
3.3
3.25
5.0
3.0
수송 부문(해상컨테이너)
부산-주재국 달러/40ft
5,700
5,800
6,000
6,500
직항편
유· 무
무
무
무
무
해당국-미국 주2) /40ft 3,000
3,300
4,500
3,300
직항편
유· 무
유
무
무
유

파나마

도미니카
(공)

426
482
940

400
800
1,200

300
550
1,250

81.1
0.2
3-5

100-150
0.5
3-4

130
0.3
2.3

5,000
무
2,800
유

5,000
유
2,500
유

8,840
무
3,480
유

주: 1. 동부 뉴욕행 가격 기준.
2. 이하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랜덤으로 일부 업체의 답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조사
대상 지역 및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각국의 추세치 및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
에서 활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료: 투자진출기업 방문 및 설문조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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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초기 투자진출 단계에 공장의 생산시설을 신
속하게 구비하고 생산 활동과 경영 활동을 조기 정상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투자진출 대상국 정부의 정책 방향, 치안 상태, 행정제도, 노조
성향, 전기 공급 또는 도로 사정을 비롯한 SOC 상황 등 10개 항목으로 구
분해 비가격경쟁 요소를 비교 분석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세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각국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가격경쟁 요소의 여건이 가장 좋은 국가들로는 코스타리카, 파나
마 등이었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과테말라와 엘
살바도르, 도미니카 등이 중간 그룹을,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이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부문에서는 좌파 사회주의 성향인 니카라과와 진보적 성향의 도미니
카(공)가 보다 친 노동자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의외로
진보 성향의 과테말라 콜롬 정부는 친 노동자적 성향이 아닌 중도적인 정부
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중미 국가 중에는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친기업적, 친 외국인투자 기업적 성향을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의외의 사례는 좌익 게릴라단체 출신의 정부인 엘살바도르의 후네스
대통령 정부가 좌파적이 아닌 중도 우파적, 친 기업적 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조사된 점이다. 이 점은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가져오기 위
한 정책적 조치라고 판단되지만, 좌파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 기업
적인 정책을 펴 나갈지 전도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는 최근 들어 납치,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이 인구 대비 가장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될 정도로 국내의 치
안 불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국내 치안불
안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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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의 경제위기 여파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임가공 수출산업
의 경쟁력 열세 등으로 인한 실업 증가 등 경제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경우 오랜 내전의 후유증으로 단
기간 내 안정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는 내전 종식 후 무기류 회수가 허술하여 불법무기의 유통량이 통제
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 손쉽게 무기를 휴대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오랜 내전 기간 동안 직업화된 게릴라로 활동하던 세력이 제도권
으로 들어왔으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갱단을 조직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던 갱단 조직들이 평화협정 후 국내가 군 통제국가에서 느슨한 경찰
통제국가로 전환되자 일부 세력이 귀국하여 폭력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
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정부군과 게릴라와의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제대로 사
회평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군과 경찰 병력의 대폭 감축부터 단행하여 군과
경찰이 동시에 관리하던 사회 안정 수단 간에 공동화현상을 야기해, 치안조
직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증가일로의 폭력조직을 통제할 만한 공권력에 구
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음으로 행정관료 제도와 능률성 문제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코스
타리카 등이 전문 관료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행정제도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는 있지만 행정상 레드 테이프 등 전통적인 문제점들은 아직 개선이 안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엘살바도르
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중미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측정한 부패지수도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모두 높게 나오
고 있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로 봉제산업이나 콜센터 운영 등 노동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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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에 투자진출이 활발한 데 반해, 예상외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외
에는 강성 노조로 영업활동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의
조사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지의 경제여건이 미국의 경제위기와 중국 및 동남아와의 경쟁 열
세로 인한 상당수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분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 증가, 경
기위축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노조 문제는 근본적으로 친 근
로자적인 노동법과 심리적인 요인 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문제는
잠정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게 현지에 진출하고 있
는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데 중미․카리브 지역에 투자진출을 검토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요
인으로 조사된 사항은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선
호도가 낮으며, 특히 한국인에 대한 혐오도가 의외로 높다는 분석이다. 대체
로 외국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자기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진출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면 당연
히 고마워하고 선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현실적
으로 ‘아니다’라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 문제는 대부분 투자기업들이 느끼고 있어 향후 우리의 대중미를 비롯
한 해외투자 진출 시 반드시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기업 양측이 사전 및
사후적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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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중미 각국의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
과테
말라

니카
라과

엘살
바도르

온두
라스

코스타
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

2

1

2

3

3

3

1

1

3

1

1

3

3

2

행정관료제도

2

1

2

1

2

1

1

행정능률성

4)

1

1

2

1

2

1

1

5)

부패 수준

1

1

2

1

2

1

1

노조성향

6)

2

2

1

1

3

2

2

NGO 활동7)

1

2

1

1

2

2

3

8)

외국인 선호도

1

1

1

1

1

1

1

전기공급 상황9)

2

1

2

1

3

2

1

구 분
정부정책1)
2)

치안 상태

3)

10)

2

1

1

1

2

2

3

총점

15

14

15

12

23

18

16

평균 평점

1.5

1.4

1.5

1.2

2.3

1.8

1.6

육상운송 기반

주: 1. 정부정책은 성향을 ① 친 노동자적 정책, ② 중도적, ③ 친 기업적(친 외국인 기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2. 치안 상태는 ① 위험, ② 불안, ③ 안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3. 행정관료제도는 경제부문에 국한해 ① 비전문 관료로 충원된 경우, ② 전문 관료와 비전문 관료 혼
합체제, ③ 전문 관료로 충원된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함.
4. 행정의 능률성은 레드 테이프가 ① 심한 경우, ② 보통, ③ 양호로 구분하여 평가함.
5. 부정부패는 ① 심한 경우, ② 보통, ③ 청렴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6. 노조 성향은 ① 강성․과격, ② 보통, ③ 온건․합리로 구분하여 평가함.
7. NGO 활동은 근로조건 감시, 노동자 단체 조직, 행동 및 교섭 등에 개입 정도를 ① 활발. 근로자
편향, ② 활발. 중도성향, ③ 활동 시작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함.
8. 외국인 선호도는 전반적인 외국인 또는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는 ① 혐오, ② 보통, ③ 양호로 나누
어 평가함.
9. 전기공급 상황은 ① 정전 사태가 한 달에 1회 이상 불규칙하여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
② 정전 사태가 한 달에 1회 이내 정도로 큰 피해가 없는 정도일 경우, ③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
로 구분함.
10. 육상운송 기반을 평가함은 ① 고속도로 시설이 미비하거나 자국 내의 항구시설 미비 등으로 국경을
이동하여 원자재 및 완제품을 반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② 고속도로 시설이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
만 국경 이동도 없고 원자재 및 완제품 반출입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③ 고속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국경간 이동이 필요 없어 원자재 및 완제품 반출입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양호로 구분함.
자료: 투자진출기업 방문 및 설문조사 자료 종합.

한편, SOC 부문 중 계량적으로는 측정하기 곤란한 공업용 전기공급 상황
과 육상운송 기반을 조사해 본 결과, 코스타리카 외에는 대부분 전기공급에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특히 니카라과, 온두라스 및 도미니카(공) 등은 절대
적으로 전기공급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한 달에
평균 1회 이상 정전이 되어 생산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투자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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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체적인 발전기 설치 등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파나마는 정전 현상은 잦은 편이 아니지만 전
기의 정류 현상이 고르지 못해 순간적인 정전 현상이 한 달에 1회 이상 발
생하여 일시적으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불량품을 낳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IT 등 첨단정밀산업의 투자진출 시에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
다음으로 중미를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이다. 주택비와 의료비, 교육비 및 생활비
수준을 가늠한 일부 요소 등으로 측정해 본 결과, 종합적으로는 도미니카(공)
가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이 비슷한 수준이 소요되고 온두
라스와 코스타리카가 가장 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비용은 파나마와 도미니카가 가장 비싼 국가이고 니
카라과가 가장 저렴한 국가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파나마, 니카라과 및 코스
타리카가 가장 비싼 수준의 국가로 나타났는데,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가장 품질 좋은 의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두라스가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학비는 엘살바도르가 유독 비싸다고 조사되었
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1년에 12,000~15,000달러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비 소요 수준을 가늠케 하는 빅맥지수와 무연휘발유 가격을 비
교해 본 결과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가장 적게 드는 국가이며,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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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니
카라과와 도미니카가 의외로 생활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조사되었다. 중미에
서는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외국인들이 체류하기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나, 생활비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상반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 표 3-6.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 비교 ❚
단위

과테
말라

니카
라과

엘살
바도르

온두
라스

코스타
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

아파트 임차료

달러1)

1,600

1,200

1,600

1,500

1,500

2,500

2,000

의료 수준

주

2)

중

중

중

하

상

상

중

달러

60

100

70

35

100

150

50

구

분

의료비(진료비)
외국인학교
학비

달러/월

15,000

10,800

20,000

9,300

12,000

12,000

12,000

맥도날드 빅맥

달러

4.3

4.88

4.5

4.1

3.0

4.00

5

무연휘발유

달러/L

0.9

1.08

0.9

1.0

1.1

0.8

1.0

3)

주: 1. 주택 임차료는 외국인 거주지 또는 현지의 중산층 거주지역의 3베드룸, 150㎡, Semi-furnished를
기준으로 산정.
2. 의료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① 하, ② 중, ③ 상으로 상대 비교를 하고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의 1회 내과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
3. 외국인학교 학비는 고등학교 과정 1년간 수업료 기준, 기부금은 제외한 금액임.
자료: 투자진출기업 방문 및 설문조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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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활동

1.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 개요
한국 기업들이 중미 지역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내용과 향후의 흐
름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미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부문이나 중미통합
기구인 SICA의 역내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유리한 진출 방향이나 진출대상국을 선정하는 노력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현지에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중미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미통합기구인
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점검해 보고, 중미 각국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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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
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 나아가
수출산업화와 고용창출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빈곤 타파에 기여한다는 데 목
적으로 두고 있다.
중점 육성대상 산업으로는 각국별로 상이한 환경과 국내 사정 등으로 다
소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저비용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농산물 가공
및 포장재 산업, 목재가공산업, 수공예품, 관광산업 및 관련 부대산업 등과
미래지향형의 S/W 산업을 비롯한 ICT 관련 산업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
성정책은 빈약한 국내 재정형편 상 자력에 의한 육성정책 추진보다는 국제
기구 및 일부 선진국의 자금지원과 기술협력 등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그중 가장 활발한 중미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은 주
로 봉제, 직물 등 섬유산업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1980년대부터 대미 시장
에 대한 우회수출기지로서 지리적 인접,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측면의 경쟁
력, CBI 플랜에 의한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면서 고용창출과 소득 창출의 주역 산업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중미 국가로서도 투자자본의 부족으로 국내 산업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자체 정책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 증
가는 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 왔다.
중미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협소한 내수시장, 부족한 정보, 낮은 생산성 등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에 과거와는 달리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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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터 추진되어 온 중미경제통합체(SICA)가 점차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지
며 중미 국가 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정책을 이끌어내려는 노력
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6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CAFTA-DR, EU와의 경
제협력 협정 등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지리적 여건과 비교적 값싸
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적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 등
이 과거보다는 역내 중소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중미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출산업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빈곤 퇴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미 국가들은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
융기구, 미국, 스페인, 독일, 대만 등 개별국의 자금과 기술지원을 얻어 역내
국 간 공동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자금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기술개발 지원, 공공조달물
자 우선구매정책 등 판로개척 지원, 각종 생산활동 지원 인센티브 및 시설자
금 지원 등 금융 지원, 복잡하고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중미의 행정 절차
의 간소화 및 행정적 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단일 창구(Ventanilla Unica)’
설치 등 중소기업 관련 행정 간소화 및 상담지원 전문기구 설치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접해 본 결과는 제도적 개선노력과는 달리 일선 창
구에서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기업 활동을 힘들게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담당 관리들의 비전문성과 행
정처리 과정의 레드 테이프 등이 여전한 편이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인식
이나 의식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정
책은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흐름에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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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차이가 많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표 4-1.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단일 창구 ❚
국 가

명 칭

코스타리카

Ventanilla Única BID

엘살바도르

Ventanilla Única

과테말라

Ventanilla Ágil

온두라스

Simplificación a Nivel Municipal(IFC)

니카라과

Ventanilla Única de Inversiones y
Simplificación a Nivel Municipal(IFC)

파나마

Consultoría de una Ventanilla Única

다. SICA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 기능
중미통합기구(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의 역내국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능은 엘살바도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CENPROPYME
(Centro Regional de Promoción de la MIPYME)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기
구는 중미통합기구(SICA) 내 중미 경제통합 추진 기능의 일부로 회원국 내 중
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자문기능과 회원국간 공동정책으로 역내국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동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회원국 내 중소기업 담당 고위 인사가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파나마 중소기업청장이 맡고 있다.
주요 활동기반의 재원은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등 역외국
과 IDB 등의 원조를 중심으로 약간 규모의 회원국가들의 회비 등을 받아
역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생산기능 강화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CENPROPYME는 과테말라에 본부를 두고 중미 경제통합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SIECA와 역내산업 협력 및 육성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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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과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업무도 과테말라 SIECA 사무국 내
에 있는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미통합은행의 역내 중소기업금융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CENTROPYME의 기본 기능은 역내국의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기관 간
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역내국 간 중소기업정책 공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원조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 사정으로 활발한 공동정책
의 개발 추진이나 중소기업 지원활동의 수행은 미흡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 SICA는 1962년 12월 12일 파나마에서 체결된 ODECA 헌장(Carta de la Organización de
Estados Centroamericanos)과 테구시갈파 의정서에 의해 1991년 12월 13일 발족해 1993년 2
월 1일부로 공식 출범한 기구이다.
◦ SICA는 1993년 12월 10일자 UN 결의(A/48 L)에 의해 창설을 공식 인정받은 지역통합기구
다. SICA의 기본 목적은 역내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과 이를 위한 역내 법규 제정 및 민
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여 역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발전, 인권 신장 등을 도모하는 데 두
고 있다.
◦ 사무국은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식 회원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
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등이 창설 멤버이며 후에 벨리세와 도미니카(공)가
참가하였으나, 파나마가 최근 이 기구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탈퇴하여 현재는 7개 회원국으로
형성되어 있다.
◦ 중남미 국가 중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이 업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역외국으로
는 대만, 독일, 스페인, 이태리가 업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임 옵서버 국제기구 및 단체로
는 UN, OAS, MERCOSUR, CARICOM, 카리브국가연합(AEC: Asociación de Estados del
Caribe), EU 등이 있다.

라.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SICA 체제 내에서 SIECA와 협력하여 역내국의 중소기업의 발전과 능력
제고를 위해 일하는 각 회원국의 중소기업 정책 담당기관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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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 담당기관 ❚
국 별

기관명

과테말라

중소기업 담당 경제부 차관
(Vice Ministerio de
Desarrollo de la MIPYME)

중소기업위원회
(CONAPYME; Comisión
엘살바도르
Nacional de la Micro y Pequeña
Empresa)

특 징

연락처

경제부 내 기구로 독립적
www.mineco.gob.gt
역할 수행 제한적
정부 유관기관 및 부처
간 협의체 형식이나
www.conapyme.org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

온두라스

통상산업부 내 중소기업 담당
차관실(Viceministerio de la
MIPYME Secretaria de
Industria y Comercio(SIC)

관리들의 전문성 결여 및
소요재원 부족 등으로
실질적 활동은 미약

www.sic.gob.hn

니카라과

통상산업부 내 중소기업청
(INPYME: Instituto
Nicaraguense de Apoyo
Pequeña Y Mediana Empresa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직체계이나
활동은 미미

www.inpyme.gob.ni

경제통상산업부 내 중소기업
경제산업통상부 내 1개
지원실(DIGEPYME de Ministerio 실 단위 조직이나 제도적 www.digepyme.go.
코스타리카
정비와 구체적 활동은
de Economia, Industria y
cr
Comercio
활발

파나마

중소기업청(AMPYME:
Autoridad de la Micro y
Mediana Empresa)

중소기업지원위원회
도미니카(공) (Promoción y Apoyo a la Micro,
Pequeña y Mediana Empresa)

중미 중에는
유일한 장관급
독립기관이며
실세 인물이 담당

www.ampyme.gob.
pa

통상산업부 내
중소기업 지원
부속 행정기구

1) 과테말라
과테말라 정부는 경제부 내에 중소기업 담당 차관을 두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을 영세기업에 대한 금
융지원과 기술지원에 맞추고 수출기업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간의 국가정책의 공동 구상, 집행 및 평가 등을 위한 활동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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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오던 PRONACOM과 경영자그룹(Grupos Gestores)
간의 제휴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였다.
과테말라는 아직도 총 고용인원의 25%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한
전통 농업부문과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등 열대농업의 수출산업화와 중소
기업부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농산물 수출지원기관인 AGREXPRONT
와 AGER(지방기업협회: la Asociación Gremial del Empresarial Rural)를
창구로 지정하고 투자자금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자금 5
천만 달러와 IDB, BCIE 등으로부터 2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아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관광, 목가공, 공예품, 플라스틱 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 역량강화를 위
해 기술훈련기관인 INDECAP과 각 대학, 지방공단 등을 묶어 클로스터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교육을 강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
해 일본의 JICA, 대만의 기술지원단, 독일의 기술협력공사(GTZ), 오스트리
아의 대외협력청 등의 자금지원과 기술협력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앞으로는 CAFT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농업부문의 과일 및 채소 가공과 포장산업, 공업용 원부자재와 중간재 생산
부문 육성과 S/W산업, 외국기업의 콜센터 유치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
광산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과 직
업훈련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2)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정부는 중소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위원회(CONAPYME;
Comisión Nacional de la Micro y Pequeña Empresa)를 두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와 중소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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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강화와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로 Centro de
Negocios를 개설하고 자금지원과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 관련 정책개발과 정
책의 우선순위 조정, 공공 및 민간부문 간 공조체제 조율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Banco Hipotecario
의 중소기업창구(Banca PYME)를 통합창구로 지정하고 정부의 대중소기업 금
융지원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금융기관
과 중소기업 발전지원 프로그램인 CDN El Salvador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엘살
바도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장점은 유사기관 및 민간기관간의 중소기업 지
원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 노력하면서 정부와 민간기관 간 공조체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
점이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역내국에 비해 효율적인 정책
중 하나는 정부조달 정책 중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도이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CONAMYPE와 재무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물자 입찰 참여
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물자 구매 쿼터 또는 할당
(cupo)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구매 단위의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능력 등을 배려하여
조달물량을 책정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과 조합 형태의 중소기업연합체의 공동입찰 참여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행정능력이나 자금난 등을 고려하여 대금지불 기간의 단축
및 제안서 제출기간의 연장, 자유로운 관련 정보원 접근 보장 등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역내국 중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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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두라스
온두라스 정부는 정부재정 부족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각종 행정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고 소
요 시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지원해
주는 간접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페루 리마시가 개발한
모델을 도입하여 구축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각종 정부 공공서비스 체제 접
근성의 개선과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온두라스는 통상산업부(SIC: Secretario de Industria y Comercio) 내에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두고 있으나 소요재원의 확보
문제와 제한된 인적자원, 담당 인력에 대한 낮은 급여 수준, 많은 업무 부담
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나 효율적인 지원
업무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2010년 1월 지난해 쿠데타 파동
이후 들어선 로보 대통령 신정부는 미국, 독일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과 기술지원,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을 강구 중에 있다.

4)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영세한 국가재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한 정
책을 펴고 있지는 않다. 단지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인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도도 미약하지
만, 역으로 어떠한 규제도 가하지 않는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체결한 CAFTA-DR에 의거 중미 지역의 최빈국인 니카라과는 과테말라나 엘
살바도르 등과는 달리 미국 산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 봉제의류에 대해서는
별도 특혜를 받으며 미국시장에 수출이 가능한 점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와 국내 기업의 봉제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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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통상산업
부산하에 INPYME(니카라과 중소기업지원청: Instituto Nicaraguense de
Apoyo Pequeña Y Mediana Empresa)를 두고 있으나 소요재원 및 인적자
원 부족, 담당 직원에 대한 부실한 처우, 전문성과 행정경험 결여 등으로 제
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두지 않고 경제통
상산업부(MEIC) 산하에 중소기업지원총국(DIGEPYME; Dirección General
de Apoyo a la Pequeña , Y Mediana Empresa)을 두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DIGEPYME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으
로 ‘Costa Rica Compit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소요 자금지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수 요건인 자금지원을 위해 Costa
Rica Banco Nacional과 Banco Popular 두개 은행을 창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의 자금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지원협
력 시스템의 하나로 양측의 공동 문제 진단 및 처리 기구를 두는 한편, 각종
중소기업 관련 민원 및 행정 처리를 전산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
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정부와 민간기관 간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활동 성과를 진단하고 양측 간의 공조체제 구축, 효율
적인 정책 및 제도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여타 역내국의 중소기업
지원활동과는 차별화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물자 입찰 등에 중소기업 제품의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우선구매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중소기업
의 영세성과 행정능력 결여 등을 고려하여 참여 절차와 제안서 등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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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유로이 정부 구매물자 조달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계획 중 일정 부분을 중소
기업을 위한 쿼터나 할당물량을 배정하고 대금의 조기지급제도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정부구매물자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 파나마
파나마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독립기관 성격의 장관급 중소기업청
(AMPYME: Autoridad de la Micro Pequeña Y Mediana Empresa)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2000년 5월에 제정된 국회법령 제 8호에 의거 창설된 기관으
로 직제 상으로는 파나마 정부 내 통상산업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국가기관 성격
을 띠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에 들어와 청장을 대통령 측근으로 임명하고 직
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관의 위치는 과거 미군 남부
군 사령부 주둔지에 있는데 중미 단위 청으로서는 규모가 큰 기관이다.
AMPYME의 기능은 크게 수출진흥 기능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으로 압축된다. 이 기관은
기업들을 총매출액 15만 달러 미만 기업을 영세기업(Microempresa)으로, 15
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미만 기업을 소기업(Pequeña empresa)으로, 1백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 규모의 기업을 중기업(Mediana empresa)으로 구분하
여 지원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수출진흥 기능은 공예품 등 전통 상품과 비전통 공산품의 수출 증대
를 위해 상담 주선과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은 1차 정책자금 지원과 2차 소요자금 융자알선 기능으
로 구분되고 있다. 참고로 이 기관의 2010년 책정된 자금 규모는 15백만 달
러정도이며 지원규모는 1천 달러에서 15천 달러 규모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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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고 있다. 또한 기존 기업 및 신생기업의 기술 향상과 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주로 IDB나 대만
등 외국 정부 등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인큐베이팅 기능은 비금융 기능의 핵심인데 이도 우리나라의
KOICA나 일본의 JICA, 대만의 기술지원단(Misión Técnica) 등 외국 원조
기관의 기술지도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최신 장비 및 기술지원 기능이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이 부문도 외국의 지원을 받는 부문은 활발하나 정부주도 부
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문은 파나마 정부도 중소기업의 생
산성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문이다. 이외에도
AMPYME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공단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나 재원 마련 등 문제로 활발한 편은 아니다.
참고로 AMPYME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전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Ventanilla Unica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담당 인력과
의 인터뷰 결과 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미숙과 전문성 부족, 행정상
레드 테이프 등의 요인으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7) 도미니카(공)
도미니카(공)는 여타 중미 국가들보다 뒤늦게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 1
차 임기 시기인 1997년 5월에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중소기
업진흥 및 지원심의윈원회(Consejo Nacional de Promoción y Apoyo a la
Micro, Pequeña y Mediana Empresa)를 정부 통상산업부 부속 행정조직으
로 창설하였다. 이 기구를 일반적으로 PROMIPYME라 부르며 주로 영세기
업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성 강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자금지원 대상은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은행융자 알선과 영업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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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구입, 시설 확장 및 리모델링 등 시설개체 소요자금 지원 등 융자제도
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능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 지
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또한 자국 내 민간기업들의 이익단
체들인 금속기계공업협회(ASONAMECA), 가구공업협회(ASONAIMCO),
제분공업협회(UMPIH), 소매상연합회(FENACODEP) 등을 통해 해당 중소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관리 자문지원 등 서비스를 무
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미니카(공) 정부 내 PROMIPYME의 기능을 정리하면 영세 및 중소기
업에 대한 융자 알선, 중소기업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통령 영부인
실에서 운영하는 영세가정에 대한 2,000~50,000페소 범위 내의 생활자금 지
원 사업, 대만 정부의 공적 원조 자금 및 기술지원단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자문 제공사업 등이 주요 기능이다.

2. 주요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
1) 무역
중미국의 최근 대외무역 구조를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다소 침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대외무역의존도가 CAFTA-DR 및 NAFTA와의 연계협력 등의
영향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둘째는 중미 역내국 간 및 남미국과의 중남미
역내교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셋째
는 대만의 역할은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중저가 상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입을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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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 표 4-3. 중미의 주요 대상국별 수출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6년

미

2007년

2008년

2009년
6,872(19.9)

국

6,599(18.6)

7,088(17.1)

7,519(16.4)

네덜란드

1,489(4.2)

1,059(2.6)

914(2.0)

854(2.5)

엘살바도르

1,218(3.4)

1,423(3.4)

1,696(3.7)

1,363(3.9)

온두라스

1,088(3.1)

1,308(3.2)

1,548(3.4)

1,359(3.9)

과테말라

936(2.6)

1,162(2.8)

1,435(3.1)

1,083(3.1)

니카라과

766(2.2)

871(2.1)

1,091(2.3)

879(2.5)

중

국

653(1.8)

972(2.3)

803(1.7)

868(2.5)

홍

콩

531(1.5)

580(1.4)

414(0.9)

347(1.0)

멕시코

493(1.4)

651(1.6)

797(1.7)

632(1.8)

독

일

479(1.4)

563(1.4)

526(1.1)

451(1.3)

일

본

386(1.1)

254(0.6)

290(0.6)

236(0.7)

스페인

241(0.7)

299(0.7)

313(0.7)

202(0.6)

한

287(0.8)

375(0.9)

292(0.6)

188(0.5)

대

국
만
계

164(0.5)

170(0.4)

184(0.4)

24(0.07)

35,405(100.0)

41,373(100.0)

45,919(100.0)

34,581(100.0)

주: 1. 도미니카와 파나마는 자국 통계 인용.
2. 이 통계 벨리세 제외됨.
자료: SIECA 통계자료 가공 인용.

한편 EU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과의 교역관계가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스페인으로부터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중미․카리브국가들의 통신부문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진출에 따른
통신장비 및 기기류 수입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중미 지역에 투자진출하고 있는 봉제업계의 대본국 봉
제기계류 및 부품, 봉제 원부자재 수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입 중에는
중미에서의 커피 수입과 도미니카(공)에서 페로니켈 광산물 수입이 특징적이
다. 남미 국가 중에는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20억 달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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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페트로까리베(PETROCARIBE) 협정에 의한
석유류 수입금액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4-4. 중미의 주요 대상국별 수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

16,069(29.9)

19,834(31.5)

24,216(32.4)

20,003(33.6)

멕 시 코

3,603(6.7)

4,507(7.2)

4,544(6.1)

4,031(6.8)

중

국

4,543(8.4)

2,600(4.9)

2,877(3.8)

2,312(3.9)

베네수엘라

1,979(3.7)

2,187(3.5)

2,932(3.9)

1,908(3.2)

일

본

1,988(3.7)

2,192(3.5)

2,305(3.1)

1,619(2.7)

과테말라

1,632(3.0)

1,836(2.9)

2,281(3.0)

2,014(3.4)

파 나 마

1,616(3.0)

1,649(2.6)

2,026(2.7)

1,813(3.0)

코스타리카

1,451(2.7)

1,555(2.5)

1,809(2.4)

1,610(2.7)

대

미

만

1,293(2.4)

1,217(1.9)

1,403(1.9)

1,242(2.1)

콜 롬 비아

1,232(2.3)

1,478(2.3)

1,961(2.6)

1,793(3.0)

엘살바도르

1,073((2.0)

1,165(1.8)

1,456(1.9)

1,205(2.0)

국

979(1.8)

1,001(1.6)

1,060(1.4)

638(1.1)

스 페 인

744(1.4)

885(1.4)

1,050(1.4)

884(1.5)

53,830(100.0)

63,007(100.0)

74,792(100.0)

59,501(100.0)

한
총

계

주: 1. 도미니카와 파나마는 자국 통계 인용.
2. 이 통계에는 벨리세 제외됨.
자료: SIECA 통계자료 재가공 인용.

전 세계 각종 경제그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중미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CAFTA․DR과 NAFTA 회원국 간 교역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타 지역
을 대상으로 한 교역량을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
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CAFTA-DR 참여국인 도미니카(공)와는 지리적
이유와 유사한 산업구조 등으로 중미와의 교역이 아직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
한편, CAFTA-DR의 중미-미국 간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과 후의 수출입은 양측에 모두 긍정적인 증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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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중미의 주요 경제그룹별 수출입 추이 분석 ❚
(단위: 백만 달러, %)

중미의 수출
구 분

2005년(A)

2009년(B)

중미의 수입
증감률
(B/A)

2005년(A)

2009년(B)

증감률
(B/A)

CAFTA-DR

92,88(67.2)

11,878(65.2)

27.9

14,779(54.4)

18,866(57.1)

27.7

OECD

8,002(57.9)

10,256(56.3)

28.2

18,508(68.1)

21,177(64.1)

14.4

APEC

7,144(51.7)

9,312(51.1)

30.3

17,673(65.0)

21,991(66.6)

24.4

NAFTA

5,775(41.8)

7.075(38.8)

22.5

13.502(24.0)

16,742(50.1)

50.7

MCCA

3,942(28.5)

5,275(29.0)

33.8

3,769(13.9)

5,318(16.1)

41.1

EU

1,939(14.0)

2,724(15.0)

40.5

2,906(6.9)

2,664(8.1)

-8.3

LAFTA

658(4.8)

1,164(6.4)

76.9

6,016(22.1)

7,132(21.6)

18.6

CARICOM

244(1.8)

314(1.7)

28.7

483(1.8)

ANDEAN

91(0.7)

130(0.7)

42.9

968(3.6)

1,649(5.0)

70.4

13,822(100.0) 18,215(100.0)

31.8

27,173(100.0)

33,032(100.0)

21.6

총 계

337(1.0) -38.2

주: 이 통계는 SICA 회원국 중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5개국의 비교 기간
중 수출입통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임.
자료: SIECA 통계 가공 인용.

그러나 중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효과가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에 미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중미가 원하고 있는 미국시장 진출 확대
심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출산업 기반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 확
충 등 경쟁력 강화 체제 구축 등을 보완하여 중국과 동남아 등과의 경쟁력
을 시급히 보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미국이 CAFTA-DR을 통해 시장을 더 넓게 열어 주었으나 이를 충분
히 활용할 만한 여건 조성이 안 돼 있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 중에는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가 협정 발효 후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과테말라는 평
균 수준을 기록했으며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가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이는 니카라과에 대한 최빈국 특혜대우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가와

122│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미국거주 엘살바도르인들의 대본국 투자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4-6. CAFTA-DR 발효 이전과 이후의 중미․미 교역 현황 ❚
중미의 대미 수출
구 분
2000년

금액
평균
(백만달러) 증감률

중미의 대미 수입

국별 증감률

4,945

2001년

3,964

2002년

3,975

2003년

4,462

2004년

4,736

2005년

5,114

2006년

5,482

2007년

5,951

2008년

6,703

금액
평균
(백만달러) 증감률

국별 증감률

7,676

0.7%

코스타리카:-1.5%
엘살바도르: 0.9%
과테말라: 1.5%
온두라스: 6.6%
니카라과: 1.2%

7.5%

코스타리카: 8.%
엘살바도르: 3.4%
과테말라: 10.9%
온두라스: 4.9%
니카라과: 4.6%

15.9%

코스타리카: 16.2%
엘살바도르:12.1%
과테말라: 10.6%
온두라스: 21.2%
니카라과: 20.0%

8,715
9,340
9,921
10,279
11,027

9.4%

코스타리카: 7.5%
엘살바도르:17.5%
과테말라: 9.5%
온두라스: 8.3%
니카라과: 20.0%

12,680
14,656
17,156

자료: SIECA.

이와 같이 무역부문에서의 대외협력은 남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지경학적
위치에 있어 이들 지역국들과의 수출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
와는 최근에 체결된 경제협력 협정이 예정대로 2012년부터 발효된다면 중미
국산 농산물과 섬유류 등 공산품의 대EU 수출이 크게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꾸준히 비중이 높아지는 반
면, 중미 시장의 중저가품을 선호하는 시장 특성상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
의 비중은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투 자
중미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산업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중미 국가들이 고용
창출과 제조업 부문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유치하기를 원하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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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관련 사회간접자본 미비와 숙련 노동력 등 고도 기술산업 투자에 필
요한 인력 수급 및 생산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통신, 관광업, 도소매 및
무역업, 부동산 및 부동산 임대업, 운송업, 금융업 등 서비스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조업부문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에 대
한 봉제산업 투자진출이 투자진출 건수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코스타리카에
대한 미국의 IT부문 투자가 투자규모로는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
유입 FDI 중 75%가 넘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도미니
카, 코스타리카 등 시장규모가 비교적 크고 부동산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되
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에는 니켈광 등 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 표 4-7. 중미의 산업부문별 2005-9년 기간 중 FDI 유입규모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도미니카 코스타
파나마
리카
(공)

과테
말라

엘살바
도르

온두
라스

니카
라과

벨리세

계

제조업

375
(4.0)

1,349
(14.1)

2,425
(32.0)

691
(28.3)

439
(14.5)

1,239
(35.1)

468
(25.4)

0
(0.0)

6,986
(18.1)

서비스

9,010
(96.0)

6,832
(71.5)

4,550
(60.1)

1,460
(59.9)

2,536
(84.0)

2,166
(61.4)

1,295
(70.4)

1,094
(94.1)

28,943
(75.2)

0

1,379
(14.4)

596
(7.9)

288
(11.8)

45
(1.5)

122
(3.5)

76
(4.1)

68
(5.9)

2,574
(6.7)

9,560
7,571 2,439
3,020
3,527
1,839
1,1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503
(100.0)

자원 ·
농업
합

계

9,385
(100.0)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ECLAC.

중미 카리브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추세를 보면 중미 역내국 중에
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에 집중되는 경향이며,
특히 파나마의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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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파나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M&A 형태로 유
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아 산업별 및 주요국별 통계가 불분명해 세부 분야별 및
국별 통계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의 StarTek, Motif, 프랑스의 Teleformance 등의 통신부문 투자와
Boston Scientific, Hologic 등 미국 IT업체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카리브 지역에서는 정치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도미니카(공)에 전체
카리브 지역 투자유입 규모의 37% 정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미니카(공)는 미국의 경제위기 여파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27% 정도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지만 계속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고 있어 관광,
통신,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외에도 캐나다와 스페인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노동자 생산성과 SOC 등에서 여타 중미 국가보
다는 비교적 외국인투자 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내 치안
불안 요인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국
가들도 금융이나 통신 콜센터 등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있
으나, 아직까지는 마낄라 등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도 비교적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온두라스는 2009년도 6월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 사태 등 정정 불안 후유
증과 국내 치안 불안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애로를 겪어 왔다. 그러나
2010년에는 로보 대통령 신정부가 안정이 되고 국내 정정과 치안 불안이 보
다 안정되면서 연말을 고비로 외국인투자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는 금광 개발 등 광업부문에 대한 FDI와 통신서비스 부문
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관광부문에 대한 투자 상담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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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외국인투자자들이 오르떼가 대통령의 좌익 사회
주의 정치 성향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재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좌파적 입장으
로 돌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한다. 벨리세는 유입 규모가
미미하지만 주로 부동산, 금융 중개, 관광 관련 서비스 부문에 외국인 투자
가 활발한 편이다.

❚ 표 4-8. 중미의 2005~09년 기간 중 주요 투자국별 FDI 유입규모 ❚
구 분

엘살바도르

국

1,152(36.4)

1,047(30.1)

1,722(47.9)

301(15.3)

4,132(54.6)

2,622(29.5)

캐나다

95(3.0)

-

323(9.0)

209(10.6)

-

1,471(17.1)

미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단위: 백만달러)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국

80(2.6)

-

234(6.5)

-

-

797(5.8)

스페인

220(7.0)

-

-

-

204(2.7)

1,479(17.5)

멕시코

261(8.2)

-

-

429(21.8)

317(4.2)

-

엘살바도르

129(4.1)

-

-

-

184(2.4)

-

영

한

국

88(2.7)

-

-

-

-

-

대

만

44(1.4)

-

-

-

-

-

-

1,352(38.9)

-

-

-

-

1,095(34.6)

1,076(31.0)

1,318(40.0)

1,031(52.3)

2,733(36.1)

2,827(31.8)

파나마
기

타
계

3,165(100.0) 3,475(100.0) 3,597(100.0) 1,970(100.0) 7,570(100.0) 8,896(100.0)

자료: ECLAC.

나. 대중미 공공 경제협력
1) 미 국
미국의 중미․카리브 지역 간 중소기업 협력은 크게 USAID가 주관하는
공공베이스와 민간기업 및 NGO 같은 민간단체 등의 민간베이스 협력활동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기업의 경우 자사의 이해관계와 연
계된 협력 성격으로 구체적인 실체의 파악이 어렵고 NGO의 경우도 주로
농업, 환경, 노무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과 재정규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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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USAID의 공공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미 국가 간
의 협력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USAID의 대중미 협력 관심사는 양측 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생물자원다양성(Biodiversity) 보호, 민주주의,
경제성장, 교육, 보건위생 등에 집중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 각국정부
의 선린통치(good governance)를 지원하여 경제사회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역
내의 빈곤 퇴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가져오게 함을 궁극적인 가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목표를 위해 USAID는 협력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IBRD, IDB, OAS, UN 등 중미 지역과 연관이 있는 국제기구와의 공조체
제를 유지하면서 자체의 재원이나 인력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USAID는 중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
역과 강력하고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 등 개방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천연
자원을 비롯한 환경을 보전, 보호하고, 에이즈 등 질병에 대한 역내국의 대
응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식량 및 비식량 부문의 긴급사태 발생 시 조기 대
응능력 구축을 지원하여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화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에는 미․중미 관계의 이정
표적 변화를 가져온 CAFTA-DR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역내국의 무역원활
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였다.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을 협력 파트너
로 역내국의 경제통합 및 무역 및 노동정책의 개혁을 지원하고, 중미 국가들
이 CAFTA-DR 협정의 혜택을 최대한 수혜토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산화, 무역서식 통일 및 원산지규정 통일 등 무역원활화와 교역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과 시설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중미 지원활동을 위해 USAID
는 2005 회계연도에는 1,764만 달러를 2006년에는 1,192만 달러를, 2007
년에는 1,17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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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USAID는 중미 지역국 중 빈국인 온두라스의 낙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원유 위생처리 및 가공기술을 훈련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낙농가들을 조합으로 구성하고 13개 원유 집하장을 설
치해 3.5배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농업
정책 및 영세한 농촌지역 농민조직의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하는 한편 농업
생산 및 판매 증가를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를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작물 관리방법, 새로운 포장 요령 등 국제 표준에 맞는 생
산물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생산 농가들이 직접 마이아미, 시카고, 뉴욕의 유
통업자들에게 직접 상담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주는 등 다
각적인 지원으로 고용창출과 함께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USAID는 중미 및 남미 지역 경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져가는 상태인 FTAA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브라질, 가이아
나, 자메이카, 파라과이 및 동부 카리브 국가들을 상대로 한 다각적인 경제
협력 활동과 함께 CAFTA-DR과 NAFTA와의 연계기능강화, 파나마와의
FTA 추진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 표 4-9. 미국의 대중미 공공원조 규모 변화 추이 ❚
구

분

상위 10대 수원국
상위 1O대
수원국 배정 비중

1987/8회계연도

1997/8회계연도

2007/8회계연도

-엘살바도르: 3.3%
-온두라스 : 1.5%
-과테말라 : 1.4%
-코스타리카: 1.3%

-엘살바도르: 0.8%

-

24.8%

41.7%

41.4%

총원조액(백만 달러)

10,294

8,800

25,255

중남미 배정규모
중동 지역 〃

19.2%
32.5%

19.4%
15.8%

8.2%
22.8%

자료: OECD, DA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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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SAID는 환경산업과 관련해 과테말라 정부와 환경 관련 자원 보호
와 무역 및 관광산업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뻬뗑(Petén) 지역 마야 문화유적지, 아띠뜰란(Atitlan) 화산
생태지역, 여타 생태보존 대상 광산지역을 포함한 생태보존지역 통합 관리시
스템인 Motagua-Polochic 시스템 운영 지원 등 생태환경 및 산림자원 보호
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프로그램은 해
당지역의 산림자원의 보존 보증제, 관광 상품화 보증제 추진, 건전한 농업
생산 활동 강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미 ODA 원조규모는 중동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긴급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
의 주요 국제 정치경제 관심사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으로 집중되면서 중미
에 대한 공공원조 규모는 급감해 왔다. 대안으로 미국은 중미 카리브 국가에
대하여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잡는 방법, 즉 ‘How to fish’를 제공하는 전략
으로 전환하여 앞서 언급한 CBI 플랜과 CAFTA-DR 체제로 교역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2) EU: 스페인을 중심으로
EU 회원국 중 중미 지역에서 중소기업 관련 경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진
행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과 독일,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자국의
개발금융기금(KFW)과 기술협력공사(GTZ)를 통해서, 영국은 국제개발처
(DID)와 영연방개발공사(CDC)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협력 및 소규모 자
금제공사업 등을 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협력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역사적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사
용하는 언어와 관습, 문화적 전통 등에서 동질성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에 대
해 무역, 투자, 공공협력 등 경제협력 전반에 걸쳐 집착을 보여 왔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과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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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부국이자 막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스페인의 무역과 투자, 천연자원의 공급처로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다. 특히 스페인은 중남미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시대의 역사적 경험
을 기반으로 금융, 통신, 항공, 관광, 전력 등의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을 통
해 공세적인 투자진출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이어 제 2의 투자진출국으로서
해당 산업부문의 시장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인과관계는 깊지만 현실적으로 수출시장으로
서도, 자원공급처로서도 또한 투자대상지로서도 중미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Telefónica de España가 중남미 유무선 통신시
장 지배력 확장 차원에서 과테말라, 파나마, 니카라과 등지의 미국
BellSouth사의 영업망을 매입하고, 과테말라의 국영기업 민영화사업 부문 중
전력 생산 및 공급 부문의 INDE(Instituto Nacional de Electrificación),
EEGSA (Empresa Electrica de Guatemala S.A)사 등을 매입하는 한편, 도
미니카 공화국의 전력회사 매입 등 인프라 부문에 집중하여 진출하고 있다.
이외 남미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는 Santander,
BBVA 등 은행들이 영업망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수준에서 중미시
장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 1991년에 스페
인의 주창으로 창설된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담(Ibero- American Summit)
을 기반으로 중남미 전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확고히 다지면서 역사적 인과
관계가 깊숙이 얽힌 중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협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
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스페인 정부가 중미를 대상으로 공공개발 원조를
대폭 늘리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지원해 오던 미국이
중동과 서남아시아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대중미 공공
원조 비중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을 보완하고 있는 추세다. 스페인은 과거 식
민지 종주국 관계에 있었던 중남미에 대해 특히 중미의 가난한 국가들에 대
한 경제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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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스페인의 대중미 경제협력 원조 추이 ❚
구 분

국별
배정규모

1987~88년

1997~98년

2007~08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에콰도르
니카라과
페
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
바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12.4
1.5
1.3
1.2
1.1
0.9
0.8
0.6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니카라과
페
루
에콰도르

2.6
2.2
2.1
2.0
2.0
1.8
1.5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
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3.9
2.9
2.3
2.0
1.3
1.3
1.3
1.1

총규모 중 중남미 배정액

38.8

41.1

39.2

총개발원조 규모(백만 달러)

240

1,447

6,459

자료: OECD, DAC.

자국의 전체 개발도상국 개발원조 규모 중 40% 내외를 중남미에 지원하
고 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을 중미에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은 개별국과의 양
자간 개발원조와 함께 중미통합기구(SICA) 내 경제통합문제 전담기구인
SIECA의 역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상당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스페인은 독일, 이태리 및 일본과 함께 역외 옵서버국의 일원으로
SICA에 참여하며 SICA의 역내 중소기업 개발지원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수년 동안 SIECA의 역내 중소기업 발전지원을 위한 기금
으로 2004~6년 기간에는 1,200만 유로를 지원한 데 이어, 2006~9년간에는
3,250만 유로를 지원하였고, 2010~13년간에도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지원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의 중미 지역 중소기업 발전지원 사
업은 타국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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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2006-10년 기간 중 스페인의 대 중미 중소기업경협자금 지원규모 ❚
연

도

금액(백만 유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9

10.1

8.5

12.0

7.35

자료: SIECA.

3) 아시아: 일본, 대만, 중국
(1) 일본
일본은 남미 지역이나 멕시코 지역과는 달리 중미 지역 중 파나마 지역에
대한 금융부문과 무역부문 외에는 특별히 중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부문
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
업 부문의 진출도 무역업 및 식음료업 외에는 거의 진출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중미 지역의 중소기업 생산능력 향상과 기술발전을 지원
하기 위한 공공협력 사업은 선진국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대중미 중소기업 공적 경제협력은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통
한 ODA 차관 제공사업과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한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 제공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이 중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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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일본의 대중미 중소기업 지원 경제협력 현황 ❚
(단위: 억 엔)

기술 협력
최근 실적

누적실적(A)

ODA 차관
(B)

무상
원조(C)

계
(A+B+C)

과테말라

9.45

249.03

142.30

-

394.03

엘살바도르

10.43

169.87

231.20

-

401.07

온두라스

10.40

370.67

-

167.20

537.87

니카라과

9.60

177.80

-

180.60

358.40

코스타리카

5.15

192.09

201.40

-

393.40

파나마

7.12

264.18

33.40

-

297.58

구 분

도미니카(공)

9.64

278.16

-

-

278.16

계

61.79

1,701.8

608.30

347.8

2,660.51

자료: JICA.

❚ 표 4-13. 일본의 대중미 중소기업 및 개발지원 관련 경협활동 유형 ❚
국가

과테
말라

프로젝트 명 및 원조 유형
1) Alta Vera Paz: 에너지 공급;
무상원조
2) Quetzaltenango, Solola,
Totonicapan :농업기술 지원;
기술협력
2) Alta Vera Paz, Baja Vera
Paz, Peten: 관광진흥, 기술협력
1) La Union : 교량 건설, 기술
협력, 차관 및 무상원조 병행

엘살
바도
르

니카
라과

2) 전국적 프로젝트 : 기술협력

1) Puerto Cabezas: 영농기술
보급; 기술협력
2) Cebaco, Masatepe: 농업기술
보급: 기술협력
3) Leon : 영림기술; 기술협력
4) Santa Fe: 교량건설, 무상원조

프로젝트 내용
1) 북부 지역 청정에너지 공급(2010.1)
2) 서부 고산지대 인디오 및 비인디오
소규모 경작자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영농기술 보급(2010.5~2013.8)
민간관광산업 개발능력 배양
(2007.9~2010.9)
3)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 물 관리
기술훈련 (2007.8~2013.5)
1) Union주 항만시설 개선(2001.10),
일본 · 중미 우호다리 건설 프로젝트
(2007.6)
2) 동부 지구 소규모 영농인 기술지원
(2008.3~2012.3)
동부 농촌지역 관광개발 능력 강화
프로젝트(2010.4~2013.4)
1) 인디오의 영농기술 향상 지원프로
젝트(2008.2~2012.3)
2) 소규모 농업인 농업기술 교육 프로
젝트(2008.3~2013.3)
3) 임업 관리능력 배양 프로젝트
(2006.1~2011.1)
4) 산타페 교량 건설(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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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계속 ❚
국가
코스
타리
카

온두
라스
파나
마
도미
니카
(공)

프로젝트 명 및 원조 유형
1) Alajuela : 생산능력배양; 기술
협력
2) San Jose: 건설, 기술협력,
차관, 무상원조 등 병행
1) Yoro: 교량, 건설, 무상원조
2) Tegucigalpa: 교육훈련
; 기술협력, 무상원조 병행
3) Valle : 교량건설, 무상원조
1) Panama City : 수질관리, 차관
및 무상원조 병행
1) Puerto Plata: 관광 진흥, 기술
협력
2) Santo Domingo: 인력개발;
기술협력

프로젝트 내용
1) 중미․카리브지역 중소기업 생산성
및 품질관리 능력배양 프로젝트
(2009.7-2012.7)
2) Perris 수력발전소 건설( 2001.4)
1) Guaymon 교량 재건설 프로젝트
(2007.5)
2) 인력개발(2006.4-2011.12)
3) 일․중미 우호다리 건설 프로젝트
(2007.5)
1) 기술협력 프로젝트- 수질관리 기술
1) 관-민 관광진흥 파트너십 구축
(2009.10~2013.9)
2) 수출 및 투자센터 인력개발 강화
프로젝트(2008.7~2011.8)

자료: JICA.

(2) 대만
중국이 국제무대에 급부상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대만은 파나마를
위시한 중남미 국가, 특히, 중미 국가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 확대, 대만 기업의 투자진출 강화 등 활발한 경제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은 중미 개별국과의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중미통합기
구(SICA)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CENPROPYME)와 손을 잡고 다각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직접 제공하거나 CENPROPYME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원과 기술적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중미에 우호적인 대만’이라는 이
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대만은 지난해부터 중
미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CENPROPYME의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성 향
상 프로젝트에 연간 소요자금 91만 달러를 지원하고 대만에서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은 중미 지역 파나마와 과테말라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대
만은 파나마에서 과거 미군 남부 군사령부가 주둔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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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나마 중소기업청 내에 단독건물을 지원받아 대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단(Misión Técnica)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파나마와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은 파나마와 2003년 8월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파나마의 국내산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이를 발효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만의 중미 지역에 대한 관심은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만 외
교의 핵심지역으로 대만 외교부장관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남미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미 지역 근무 경험이 중시하는 데에서도 대만
의 중미에 대한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의 연합파인 국민당
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취임한 이래 중미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소모적인
외교전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대만은 중미 지역에 기술지
원단 형태의 원조 수행조직을 파견하여 운영하면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유무상 원조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예컨대 2009
년에 대만 정부는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파나마 정부에게 2,200만 달러에 달
하는 대통령 전용 항공기를 기증하려고 시도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참고로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2009년 대만의 대파나마 원조규모만 총
4,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의 관측통들은 파나마
측이 대만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 동시에 2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으나, 운하 통행량이 미국에 이어 2위에 달하
는 등 중국이 핵심교역 파트너로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어, 실익을 위해 대만
과의 오랜 우호적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의 국교 수립 가능성도 높게 점쳐
지고 있는 상황이다.

4) 현지 언론에서는 일명 수표책 외교정책(pol tica diplom tica de chequera)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대만의 정확한 대중미 원조규모는 파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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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대만의 전 세계 수교국 현황 ❚
지역

수교국 수

수교국 명

중남미

12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
(공), 파라과이,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아프리카

4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상또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대양주

6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솔로몬제도, 투발루

유 럽

1

바티칸

총 계

23

자료: 대만 외교부

(3) 중국
중국은 그동안 중남미 진출전략 거점을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쿠바를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구축해 왔다. 중미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요한 중남
미 진출을 위한 외교 교두보 지역이었던 중미 지역을 정치경제적으로 비중
있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와 2007년 6월 1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중미에 대한 시각 변화는 2008년 11월 17일 후진타오 주
석의 코스타리카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고 2009년 1월부터 양국 간 FTA 협
상이 개시되어 2010년 4월 8일 양국 통상장관 간 FTA 협정이 서명되면서
중국의 대중미 정치외교적 상황이 바뀌고 있다. 중국은 코스타리카의 대만과
단교,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설의 대가로 5천만 달러의 경제원조와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중미에서 중국의 위상은 세계 2~3위 경제대국으로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중미에서도 서
서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과거에는 대만 정부가 막대한
유․무상 원조와 초청외교 및 역대 총통과 행정수반들의 직접 방문외교 등
을 통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온 덕택으로 대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
력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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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가 실리외교 노선을 택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한
후 다른 중미 국가도 그동안 대만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혜택 등을 고려하려
눈치를 보고는 있으나 내면으로는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중미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아직 중국으로서는 중미 지역 국가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다지
비중이 있게 보지는 않는 자세인데다 대만의 마지막 보루인 중미 지역까지
일부러 압박을 가하지는 않겠다는 자세였다. 단지 중국이 파나마를 대상으로
1996년 무역대표부 설치를 기회로 주요 인사의 파나마 방문을 추진하고, 홍
콩 주재 파나마 무역대표부 존속을 허용하는 등 파나마와 외교관계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파나마 정부의 그동안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명분론으로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는 현지 친 중국계 화교상들을 앞세워 홍콩 자본을 중심으로 대대
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 파나마 운하 지대의 양측 입구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파나마시티의 주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남․북미를 연결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중미 국가의
화교 상권 세력들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대만을 떠나 중국 측과의 상
품교역 및 투자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중국 자본이 양 운하 지
대 입구 항만 운영권뿐만 아니라 콜론 자유무역 지대에도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고, 파나마시티 내 상권이나 부동산 거래에도 본격
적으로 뛰어들어 기존 상권을 서서히 좁혀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파나마의 친 대만 성향의 상류층은 파나마가 중국 자본과 기존
현지 화교 세력이 연합하여 급속도로 중국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
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중미 분위기는 대만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중미 국가 중에는 니카라과의 좌파 사회주의 오르떼가 정부가
2006년도에 체결한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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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접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도 이면적
으로는 중국에 접근하고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중미 국가들의 대중국 움직임에 중국․코스타리
카 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중국이 대중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미보다
는 정치외교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중미 지역은 왜소한 시장규모나 빈약한 부존자원 등의 조건으로 남미 지
역과 달리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크게 관심대상
지역이 아니다.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도 경제적 관심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히려 지리경제학적 관심도가 크다면 중소기업들이 다수 투자진출하고
있는 한국과 배후 소비재 생산기지로서 중미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미국
정도가 관심이 큰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스페인은 경제적
가치로보다는 정치외교 상의 가치를 더 높게 보면서 선진국으로서 또는 과
거 식민지시대 종주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세다. 스페인은 남미 지역에서와 같은 유통, 통신, 금융 부문에 대한 집요한
진출 확대 정책을 중미에서는 한 템포 늦추며 비교적 순수한 의미의 중소기
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냐 한 개의 중국이냐” 라는 국제정
치․외교적 관심사에 따라 한국의 과거 냉전외교 시대와 비슷한 상황을 보
이고 있다. 대만은 외교력과 대외경제협력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표
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스타리카와의 수교 이후 필요하면 중미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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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의 관계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미 국가들에게 장기적인 실
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은 배후 생산기지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쿠바, 베네수엘라를 축으
로 하는 반미 사회주의 국가동맹이 미국의 턱밑인 중미 지역에 니카라과를
매개체로 확산될 우려와, 남미산 마약의 운반통로로서의 취약점, 불법이민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 안정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자원공급처로서 또 대단위 소비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미와
는 달리 주요 국가의 중미를 보는 시각과 정책적 목적이 상이하다. 이에 따
라 한국이 중미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벤치
마킹할만한 적절한 대상국이 없다. 단지 일본의 협력방식 중 국가이미지 제
고를 위한 경제 외적인 문화 전파를 전제로 한 기술협력이나 특정 산업부문
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은 참고할만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도 독자적인 경제협력 확대전략을 수립하여 경쟁국, 특히 중국
이 아직 뚜렷한 협력 방향과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일 때 선점 효과
를 굳히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진출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들의 경영환경을 뒷받침해주고 국가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국가나,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형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한국의 경제개
발 경험과 기술 전수하는 등 후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해나가는 한편, 정부부문에서는 원조사업의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통해 기
투자진출 기업 및 향후 진출 희망 기업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직․간접적
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실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기업들의 투자대상 산업부문 또는 진출 대상지역과 연계하여 개
별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연관 산업이나 산업기반 시
설개발을 지원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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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으로 중미 국가의 지방정부와의 공단 조성 또는 현지 기술인력 양
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중미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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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1. 대중미 교역현황 및 전망
한국의 대중미 수출입은 한국의 일방적인 출초 구조다. 그러나 수출통계에
는 대파나마 수출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순한 기국주의에 의한 등록
선박 수출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흑자 폭은 미미한 수준이
다. 예를 들면 2008년도 수출통계 7,610백만 달러 중 대파나마 선박 수출액
이 6,115백만 달러로 이를 제외한 상품 수출은 1,495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동년 1,195백만달러 중 선박 수입이 847백만 달러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순 상품 수입은 348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선박을 제외한 순 상품 무역수지
는 1,147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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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한국․중미 간 교역 수지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687

2,284

2,644

4,288

7,610

5,351

수

출

752

수

입

124

462

195

462

727

1,195

1,394

수

지

624

2,225

2,089

2,182

3,561

6,415

3,957

자료: KOTIS 각 연도 통계 가공.

한편 중미의 수출이 중남미 전체 수출 및 한국의 전체 수출액과 대비할
때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대 이전 한국의 남미 지역 시장개척 활동
이 미미했던 시절에는 중남미 수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35~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남미시장이 확대 심화되면서 비중이 점점 축
소되어 20%대 내외에 머물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미의 수출비
중은 이를 한국의 총수출과 대비하면 1~2%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규모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나마의 외국선박 선적등록 편의주의 정책을 활
용한 원양선박 및 상선 등의 등록으로 관세청 통계상 수출로 집계되고 있는
선박수출 통계를 제외할 경우는 한국의 대중미 상품 수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파나마 수출을 제외한 수출실적은 대부분이 중미시장에 투자진
출한 한국 기업들의 우회수출용 원부자재 및 시설재류 수출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08년을 기준
으로 중미국의 총 수입규모 964억 달러 대비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7.9% 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한국의 중미 수출액 중 파나마 선박 수출액
6,115백만 달러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상품수출은 불과 1,495백만 달러로
실질적인 상품수출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하여, 중미시장은 협소한 시장
이지만 아직도 얼마든지 개척 여지가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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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한국의 대중미 수출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과테말라

44

110

486

499

391

300

327

엘살바도르

11

54

87

74

86

67

41

온두라스

22

83

142

120

120

126

86

구 분

니카라과

2

22

52

130

175

256

163

코스타리카

47

57

110

74

246

256

121

파나마

547

2,246

1,246

1,623

3,145

6,465

4,477

벨리세
도미니카(공)
중미 계(C)

-

3

5

4

5

8

5

79

112

156

120

120

132

131

752

2,687

2,284

2,644

4,288

7,610

5,351

중남미 계(B)

2,102

7,370

9,368

14,987

25,781

33,267

26,764

총수출(A)

65,015

125,058

172,268

284,419

371,489

422,607

363,534

C/B(%)

35.8

36.5

24.4

17.6

16.6

22.9

20.0

C/A(%)

1.2

2.1

1.3

0.9

1.2

1.8

1.5

자료: KOTIS.

한편 한국의 대중미 수입도 대 파나마 선박등록 숫자의 변화에 따라 좌우
되는 선박수입 통계를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수입규
모가 가장 컸던 2009년도 수입실적에서 대파나마 선박 수입액 1,014백만 달
러를 제외하면 실제 수입액은 380백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국
별로 수지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과테말라나 니카라과 같은
중미 국가를 상대로 한국이 불가피하게 어느 나라에서든지 수입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기타 원부자재류, 현지 임가공 생산제품 등을 남남협력 차원에
서 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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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한국의 대중미 수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과테말라

6

4

23

83

87

51

99

엘살바도르

-

-

1

3

6

7

4

온두라스

13

33

21

22

59

37

31

니카라과

-

10

-

1

1

2

1

코스타리카

7

3

75

36

114

132

138

파나마

98

406

28

248

334

873

1,091

벨리세

-

-

2

-

-

3

1

도미니카(공)

-

6

45

69

126

90

29

중미 계(C)

124

462

195

462

727

1,195

1,394

중남미 계(B)

1,726

3,964

3,263

7,107

11,324

13,756

11,648

총수입(A)

68,844

135,119

160,481

261,238

356,846

435,275

323,085

C/B(%)

7.2

11.7

6.0

6.5

6.4

8.7

12.0

C/A(%)

0.2

0.3

0.1

0.2

0.2

0.3

0.4

자료: KOTIS.

2.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및 전망
가. 한국 기업의 중미 진출 기원 및 동기
한국 업계의 중미 투자진출 역사는 1978년을 전후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에는 단지 조금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에 봉제산업 투자를 시작한 것이 효시였다. 다음으로 카리브 국가 중에는 진
출을 시작한 국가가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그후 업계의 본격적인 대중미 투
자진출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 후반이다. 봉제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과테말라의 경우가 그렇다, 과테말라는 주변국보다 늦은 1986년에 처
음으로 봉제기업이 투자진출을 시작하여 인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함께
90년대 초반에 투자진출이 피크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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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의 중소 섬유, 의류 업체들
이 1980년대 후반 들어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뿐만 아니라 봉제산업에 종사
하려는 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 저하를 극복할 대
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었다. 둘째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
의 CBI 정책에 의한 중미, 카리브 지역에 대한 무역특혜를 활용한 최대 소
비시장인 대미시장 우회 수출기지로서 중미를 주목하게 되었다. 셋째는 미국
바이어들의 오더관리 편의성과 한국의 생산기술력과 중미의 저임금 인력을
활용한 제품 가격인하 전략을 위한 생산시설의 중미 이전 권고 등이었다. 이
러한 동기로 중미 지역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오늘날까지 중미가 봉제기업들의 대미
우회수출기지가 되어 왔다.
CBI 정책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가 중미․카리브 지역 국가에 대한 경
제 및 군사 원조를 무한정 지속하기도 재정 부담이 따르는 데다, 이들 국가
가 원조에 대한 타성이 붙고 일부 우익정권의 원조자금 오․남용 등의 문제
가 불거지자 대안으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
을 지원하기 위해 강구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1983년 미국 정부는 근거 법
으로 카리브지역경제회생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CBI 정책은 구조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의 악순환 속에 있는 중미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는 쿠바
를 기지로 한 사회주의 물결이 중미․카리브 지역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
도록 해 이들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육성해 나가겠다
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와 투자 자산을 보호하려는 의중도 담겨 있다. 예컨대, 1980년대와 같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좌익 게릴라 집단의 준동이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
타 좌익 정부와 같은 반미 좌익 정부가 들어서 미국의 투자 자산을 몰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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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임의 매각하는 등 행위를 하는 국가에게는 이 법의 특혜제공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다.
이후 1994년에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 발효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NAFTA로 CBI 정책에 의해 미
국시장 접근에 미국의 일방적 무역특혜를 받아왔던 중미 카리브 국가들이
멕시코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역전되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
혜 폭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2000년 10월에 제정된 카리브지역무역
협력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이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중미․카리브 국가들이 미국 산 원사나 원단을 사용
하여 생산한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와 쿼터 규제예외 대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들 국가들이 보다 원활하게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특혜무역 조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특혜무역대우 확대조치는 CBI 국가들의 경제구조
의 다변화 및 고도화를 가져와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대외원조에 대
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이나 불법 마약거래를 막아
보자는 정치적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참고로 CBTPA 법에는 재미있는
수혜국의 자격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WTO 규정 준수 및 FTAA나 기타 역내 자유무역협정 참여
- UR 지적재산권협약(TRIPs)에 의거한 지적재산권 준수
-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최저임금 보
장, 노동시간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 제반 노동권 준수
- 마약퇴치 규정 준수
- 부패 추방을 위한 미주지역협정 준수
-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및 무차별대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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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인 중미와 도미니카(공) 국가들은 CBTPA 체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안정적이고 폭넓은 무역특혜를 보장받는 미․중미․도미니카
(공) 자유무역협정(CAFTA-DR)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을 피크로 1990년대 중반부터 대중미 투자 증가세
가 둔화되고 2000년 이후로는 평균 투자금액은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순
투자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투자진출 추세의 변화는 최
근 들어 CAFTA-DR의 발효를 계기로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과거의 투자진출 붐 시대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중미 지역 내 최저
임금 수준의 급상승으로 중국, 베트남, 서남아시아 등의 저가제품 공세에 대
한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2005년 1월 MFA 체제 종료로 미국의
섬유 쿼터제도가 폐지되면서 중미 지역이 누리던 미국시장 접근 시 수량규
제에 대한 특혜조치가 대부분 소멸되면서 봉제의류 생산기지로의 비교우위를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수요마저 위축되어
경영난이 악화되자 기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신투자 및 생산시설 확장계획
을 철회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지역 투자진출도 이제는 저임금 수준만 바라
본 단순 임가공산업 수준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또는 비노동집약
적 산업 등으로 전환해 나가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나. 한국 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한국 기업들의 중미 투자진출은 2010년을 기준으로 총 859건에 1,597백
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중남미 전체에 대한 투자진출 기록, 2,666건,
104억 110만 달러의 투자 잔고와 비교하면 금액은 15.3%, 건수는 3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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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소규모 자본의 중소기업형 투자진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한
국 전체의 해외투자 지출 통계 99,472건, 1,444억 달러 실적과 비교해도 건
수로는 1.1%인데 비해 투자규모로는 0.9%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의 중소
기업형 투자진출을 감안해도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중소기업 투자진출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 5-4. 한국의 대중미 투자진출 추이 ❚
(단위: 천 달러, 건)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누적 잔고

과테말라

9,853
(25)

1,933
(2)

10,452
(16)

14,266
(6)

1,420
(2)

111,081
(202)

엘살바도르

-

1,380
(4)

3,230
(2)

1,353
(5)

-

38,538
(44)

온두라스

10,480
(11)

2,644
(8)

511
(2)

6,775
(8)

-

113,129
(126)

니카라과

-

1,000
(3)

806
(3)

4,500
(2)

-

34,895
(34)

코스타리카

3,748
(3)

3,297
(2)

-

120
(2)

-

33,364
(44)

파나마

7,409
(20)

20,425
(11)

-

153,815
(24)

51,000
(26)

1,255,253
(389)

벨리세

0
(1)

200
(1)

-

-

-

6,437
(7)

도미니카
(공)

-

3,000
(1)

251
(1)

-

100
(1)

4,207
(13)

중미 계(C)

31,490
(59)

33,879
(32)

15,250
(24)

180,829
(47)

52,520
(29)

1,596,904
(859)

중남미 계(B)

66,812
(76)

125,690
(83)

1,504,617
(91)

556,847
(140)

332,218
(133)

10,411,036
(2,666)

전 세계(A)

1,068,451
(906)

3,214,792
(2,503)

5,218,942
(3,900)

7,071,172
(8,805)

6,917,975
(3,813)

144,409,535
(99,472)

C/B
(%)

금액

47.1

27.0

10.1

32.5

15.8

15.3

건수

77.6

38.9

26.4

33.6

21.8

32.2

C/A
(%)

금액

2.9

1.1

0.3

2.6

0.8

1.1

건수

6,5

1.1

0.3

0.05

0.8

0.9

주: 2010년도는 누적잔고 기준 통계임, 주2) ( )안은 투자신고 건수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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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미 및 도미니카(공) 8개국 중 건수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볼 때 파
나마가 가장 규모가 크고 진출 건수도 많아 389건에 1,255백만 달러의 투자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파나마의 투자진출은 엄격하게 보면 여타 중
미 지역과는 조금 투자진출 패턴과 목적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이라기보다는 최소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의 대 중남미 및 북미를
겨냥한 중계무역, 운송, 금융 산업의 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통계상으로 분석해 보면 중미 전체 투
자진출 실적 859건, 1,597백만 달러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1,859천 달러
다. 이를 다시 파나마 투자진출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진출 실적
470건, 342백만 달러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를 산출하면 727천 달러가 나온
다. 반면 대파나마 평균 투자진출 규모는 건당 3,227천 달러로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미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거점 기능은 과테
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경쟁력 한계기업으로 몰린 봉제업체들이 국내의 생산여
건이 악화되는데다 미국의 바이어 측에서 CBI 정책을 활용한 보다 가격경쟁
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미국시장과 인접하여 제품 운송기간도 절감할 수
있는 중미 지역으로 생산거점 이전을 요구해 오는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
산기반을 중미 지역으로 이전해 온 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한국계 투자진출 기업 통계에는 본국에서 투자자본을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한 자생기업들이 수출은행의
공식 투자통계 외에 투자 건수에 최소 50% 내외 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들 자생기업들은 해외교포 자본의 진출도 많지만 투자진출기업에 일하던
관리자나 기술자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중미
나 도미니카(공)에 투자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평균 자본규모를 산출해 보면
역시 중소 봉제기업들이 집중된 과테말라와 도미니카(공)에 진출한 기업들이

149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협력 평가 및 과제 │

가장 투자규모가 작고 비교적 탄탄한 봉제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였던 온두
라스와 니카라과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표 5-5. 중미․도미니카 지역 진출 투자기업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 비교 ❚
(단위: $천)

구분

파나마

니카
라과

규 모

3,227

1,026

벨리세

온두
라스

엘살
바도르

코스
타리카

과테
말라

도미니카
(공)

920

898

876

758

550

324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재가공.

다른 중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투자진출 패턴은 과테말라에 진출
한 기업들의 패턴과 대동소이하다. 과테말라에 투자진출한 기업들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1990년대 초에 대대적으로 본국에서 생산기반을 이전해 온 업
체들이며, 봉제뿐 아니라 편직, 염색, 부자재, 무역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진출한 한국 기업 간 생산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원부
자재 소싱부터 완제품 생산, 포장용 박스 조달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과테말라섬유협회(VESTEX)에 따르면 자국의 섬유의류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70%이며, 의류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70%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표 5-6. 과테말라 의류산업 업종별․투자국별 기업 수 ❚
구 분

총 기업수

한 국

과테말라

미 국

프랑스

제

155

89

54

11

1

부자재류

260

19

226

15

-

방적.편직.방직

57

8

49

-

-

28

20

5

3

-

봉

무

역

주: 상기 자료는 과테말라 VESTEX에서 협회에 가입한 회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로 한국의 통계자료와
는 업체 수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 VES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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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에는 현지에서 자생한 업체가 80%이며, 한
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20%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의류의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되며, 주요 고객은 Wal-Mart, Sears, JC Penny,
KMart 등 대형 소매업체 및 의류 전문점이며 한국 기업 간에도 바이어가 중
복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에서 섬유류(원단, 원사 등)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경우 7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과테말라
봉제산업 규모의 축소와 CAFTA-DR 무관세 수혜를 위해 미국산 원자재 사용
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섬유류 수출비중 및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2009년 우
리나라의 대과테말라 섬유류 수출은 1.6억 달러로 총수출의 48.6%를 차지했다.
과테말라의 섬유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향 국면을 타고 있다.
2004년 과테말라의 미국 의류수입시장 점유율은 2.9%에서 점차 하락하여
2009년에는 1.72%를 기록했다. 과테말라 섬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악화된
이유로는 우선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단순노동인력 투입이 많이 필요한
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채산성이 크게 낮아진 데 있다. 또한 치
안 불안으로 인한 소위 ‘치안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공장에서는 경비원을 보
강하고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야 하고 원부자재 운송과 완제품 반출용
컨테이너 이동 시에도 전문 경호업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특히 2008~09년 사이)로 인한 미국 기업의
주문 감소와 취소로 인한 타격으로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섬유관련업
체들이 문을 닫았다. 미국 바이어들의 최근 주문 트렌드는 필요 이상의 재고
를 보유하지 않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소량씩 자주하는 방식으로 바
뀌고 있다(needs-to-basis).
따라서 과테말라에 진출한 기업들은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
한 신속한 납품의 장점을 활용하고, 이러한 바이어 구매트렌드 변화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여타 중미에 진출한 봉제기업들
이 충족해야 할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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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기업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출 동향
한국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을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전형적인 중소기
업형 투자진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중미 총투
자진출 건수 859건 중 59.8%에 달하는 514건이 제조업 투자진출이며 이들
진출기업 대부분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 진출하고 있고, 이
들 기업의 평균 투자규모가 98만 달러 수준임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
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7. 한국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출 추이 ❚

구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세
도미니카(공)
중미 계(B)
평균 투자규모
중남미 계(A)
금액 B/A(%)
건수 B/A(%)

총액

제조업

111,081
(202)
38,538
(44)
113,129
(126)
34,895
(34)
33,364
(44)
1,255,253
(389)
6,437
(7)
4,207
(13)
1,596,904
(859)
1,859
10,411,036
(2,666)
15.3
32.2

91,045
(195)
38,538
(44)
102,049
(114)
32,803
(30)
27,780
(30)
207,100
(88)
0
(1)
4,176
(12)
503,491
(514)
980
2,105,583
(1,262)
23.9
40.7

도․소매업

금융업.
운수업

-

-

-

-

-

-

-

-

588
(2)
92
(2)
586
(7)
113,431
(51)

9,978
(6)
2,000
(2)
4,498
(3)
49,356
(50)

300
(2)

214
(2)

-

-

-

-

468,123
(99)

500
(1)
409,569
(88)
3,000
(4)

0
(3)
7,675
(14)
3.437
(2)

-

-

-

468,423
(101)
4,638
11,066,510
(356)
4.2
28.4

433,267
(101)
4,290
849,771
(249)
51.0
40.6

11,163
(20)
558
4,435,965
(354)
2.5
5.6

114,697
(62)
1,850
698,088
(263)
16.4
23.6

주: 1. 2010년 기준 투자 잔고를 분석한 데이터임.
2. ( )안은 투자신고 건수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재가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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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달러, 건)
건설업.부동
기타
산,임대업
19,984
51
(6)
(1)

농림
어업

31
(1)
65,863
(61)
1,080
127,049
(182)
51.8
33.5

-

제조업 부문 투자는 역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및 파나마가 주
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북부 중미 3국에 대한 투자는 봉제산업과 이와 관
련 부자재, 염색, 봉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파나마는 선박용품,
어망 수리업 등 다양한 제조업종이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미에 다수 진출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파나마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과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엄격히 구분한다면 중
소기업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도 이에 투자진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역시 파나마 중심의 도소매업, 즉 중
계무역업에도 다수 업체가 투자진출하고 있다.
이외에 의외로 흥미 있는 부문이 농림어업 부문이다. 주로 파나마, 온두라
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 열대농업 또는 양식업, 임업 등에 진출한 업체들
인데, 파나마에 있는 다수 업체는 사실상 투자진출한 업체들의 실체를 파악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참고로 중미에서 열대농업이나 양식업, 바이오 에
너지산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중미 국가들도 권장하는 업종이거니와 오염되
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유망시 되고 있다.

3.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과제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미 협력강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정
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 기업부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공
기업 등 유관기관 등이 보조를 해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 정부부문
첫째,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홍보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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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지 조사결과 중미 국가 모두에서 외국인 혐오증, 나아가서 혐한증
이 있으며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문제점은 알고는 있지만 업체 단독으로 국가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재 공관을 중심으로 국가이미지 관리 사업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형적인 후진국들인 중미 관리들의 태도는
여전히 한국인이 아닌 비하 계층의 대명사인 중국인의 일부처럼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는 유․무상 원조사업과 진출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추진 건이다.
주재국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역에 대한 원조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가 제한적이고 국가이미지 제고나 진출기업의 영업
활동 상 유무형의 지원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즉,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기업활동과는 연관성이 적고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따라
서 제한된 재원과 인력으로 카페테리아식 단발성 원조사업을 펼치기보다 실
용적이고 실익이 있는 분야와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의 검토가 요
청된다.
셋째, 외부 경제 및 지역전문가, 경험인력의 과감한 기용 문제다.
한국이 전문 관료시스템에 의해 압축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나라밖의 외부 세계가 다변화되고 전문화되고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현지 경험인력을 과감히
기용하여 효율성이 있는 정책 업무의 수행과 신속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
라는 의견이다. 즉 한국 기업들이 상시 현안 문제를 상담하고 협의할 수 있
는 내부 채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넷째,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문제다.
한국기업들의 진출 분야와 지역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부
측 지원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 제한된 파견인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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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시 상시적인 현지 유력인사 등 적재적소의 인사들에 대한 인맥관리 강
화가 불가피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받거나 협의를 할 만한 현지 유력
인사 채널이 없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섯째, 역내 경제통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중미 지역에 진출을 심화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가 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중미 지역의 경우 IDB나 BCIE, SICA 등 지역경제 및 금융기구와의 협조융
자 채널구축 등 협력 사업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한국
이 단독으로 지원하기 힘든 성격 또는 규모의 사업이나, 진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개입할 경우 DAC와의 입장 차이 발생 등에 대비한 효과
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기관과의 상시적 협조체제 구축과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여섯째, 현지 치안불안으로 진출기업들이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물류과
정에서 도난, 강도사건 빈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해당국 정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현지 진출기업들은 개별 기업들이 막대한
보안비용을 부담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
담이 크고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없음을 들어, 정부가 치안이 불안한
국가의 치안당국과의 다각적인 협력채널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곱째, 한국의 공공원조와 차관 제공 사업을 현지의 인프라 등 진출기반
개선사업과의 연계추진 가능성의 검토 문제다. 중미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전기, 도로 사정 등 인프라 기반이
열악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원조와 차관 제공
사업, IDB의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중미 모든 국가에게 우리의 원조역량을 기울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능력 이상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점에서도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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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책으로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투자진출 적격지를
선택하여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덟째,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 전용공단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관련 기업, 단체, 공기업 등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일곱 번째 항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고 추진한
다면 주재국에서의 이미지 강화와 한국 기업들의 안전대책, 해당 지역에서의
협조체제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기업부문
첫째, 해외 투자진출을 기획중인 기업은 대상국의 언어, 일반 관행, 문화,
노동법 등에 대한 사전 연구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부족한 면을 보완조치해야 현지 영업활동 과정상의 소통
부재에 따른 시행착오, 현지 인력 및 해당 기관과의 마찰과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형태 또는 중소기업 간 협력형태 등 투
자진출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개인기업 형태로 진출할 때는 대부분 기
업들이 현지 적응이나 조기 경영 정상화 등 면에서 능력과 경험의 한계로
시행착오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취약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
업 간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에 투자진출하면 현지 여건과 환경에 동화하고 소속된 지역사회
나 조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최선을 다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과거 일부 기업들은 중미에 투자진출
하여 언어 장벽 등으로 현지인들의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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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국식’만을 강요하여 노동착취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다. 그 부정
적인 이미지 후유증이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남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출 기업들은 임금, 퇴직금, 휴가, 복지규정 등 현지의 노동법을 준수하
고 현지인과의 인간적인 의사소통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사간 상생의 화합
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영업 장소가 소
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와 소속 근로자들의 고향지역 등에 규모의 많고 적음
을 떠나 애정을 갖고 꾸준히 지원을 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거창한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중미 지역이 대부분 후진 개도국들이므로 약간 물질적 지원과 성의만
있으면 투자금액의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 분야
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여사업 중에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주재공관과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
원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세련된 경영기법이 필요하다. 투자진출 업종에 따라 산업간 및
산업내 문화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과거 본국에서 배운 대로 현지 업
체를 경영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면 고객관리, 품질
관리, 노무관리, 기업홍보 및 영업활동 등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보다
선진화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이미지 및 기업이미지 개선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일이 아니면 소극적이고 수동적
인 자세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국이 개도국 프리미엄을 누리던 시
대는 지났다. 말로만 잘사는 선진 한국이 아니라 원조의 수혜국에서 원조국
으로 전환했다는 자긍심만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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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한국 기업들의 보다 세련된 경영과 사회적 기여 요청도 같은
맥락이다. 현지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지가 수십 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혐한증의 피해를 입는 것은 원인을 제공한 것도 현재의 당사자 기업이 아니
더라도 결국 앞서 진출했던 기업이나 현지 사정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
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남겨놓거나 야기한 유산들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 반면,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정부 기관은 기업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
임과 의무를 갖지만, 기업들도 자기 보호를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느
끼고 자사의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 나아가 국
가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 유관기관
첫째, 현지 진출 기업들의 금융조달 지원 문제이다. 중남미 지역은 빠른 속
도로 외국인투자 자본에 의해 국제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금융시스템 자체
가 낙후되어 있는데다 금융부문의 레드 테이프도 심한 편이다. 또 중미 국가
들은 대부분 국가위험도나 투자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개체자금 등 운영
자금의 금융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으며, 대부분 진출기업이 자체자금으로 어
렵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원해 줄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둘째는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서비스 시스템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중미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통해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행 체제는 각 유관기관이 기관의 고유 특
성에 맞는 고급정보를 입수하고도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하는 대신 자체 목적에만 사용하고 사장시키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업체들은 필요한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거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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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치를 얻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잖아도 공공기관의 정보 부실과 서비스의 질 문제가 비난의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의 공유와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 공조해 나가는 제도적
협력체제가 요청된다. 특히 진출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중미 지역의
여러 가지 공공부문 서비스 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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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앞에서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등 한국 기업의 중미 진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점검해 보았다. 최근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온두라스의 쿠데타 사
건은 이제 신정부를 중심으로 평온을 되찾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미의 CAFTA-DR, EU와의 포괄적 협력협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FTA 채
널은 한국 기업들이 중미의 지경학적 위상을 활용하여 투자진출하는 데 긍
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가격경쟁 요건
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가 여전히 저임 임가공 수출산업 투자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은 점점 저임금산업의 진출은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가격경쟁 요소의 비교에서는 과
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비교적 중소기업 부문의 경제협력 활동을
강화할만한 대상 국가들의 치안 불안 문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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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미의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문제는 다각적인 대책
이 시급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봉제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진출
도 진출 대상 산업이나 진출 패턴의 다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이미지
추락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 중미의 낙후된 수송, 에너지 및
통신 등 SOC 기반도 투자 진출 시 비중 있게 점검해야 할 요소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빈약한 재정기반으로 현지에 진출할 한
국 기업들이 기대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대
만, 스페인 등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지원활동은 한국 정부와 기
업의 향후 경제협력 확대추진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미에 투자진출을 시작한 지도 30여 년이 넘는다. 그동
안 많은 시행착오와 기회비용을 부담하며 진출기업들이 성숙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미 지역에서 30년 전에 겪어야 했던 애로사항은 지
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많다. 무엇보다 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미 국가의 행정시스템과 레드 테이프, 그리고 중미의 독특한 국민성 등이다.
오랜 식민지 통치 역사의 유산이 오늘날에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미는 남미 국가들과 달리 국토면적도 협소하고 부존자원 등이 풍
부한 국가들도 아니다. 또한 인구 규모나 국민소득 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구
조 면에서 내수 비중이 큰 수출시장으로서의 활용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 또
한 경제도 지나치게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미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미를 연결하는
지리․경제적 여건과 EU와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EU 시장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생산거점으로서의 가치
가 큰 지역이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 등을 활용해서 국내에서는 이
미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해외 이전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경험의 제공 등을 통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다져 나가는 것이 보다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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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출 확대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세련된 모습으로 중미 지역
에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과 유념해야 할 과제 등을 검토해 본다.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서는 기업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고, 중미 지역이 전형적인 관 주도
형의 개발도상국 타입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역임을 염두에 두고 민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전제로 강화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2.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부문
한국으로서는 중미 지역이 중남미 지역 내에서도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 통상외교도 그다지 역점을 부여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냉전시대 유엔에서 남북한 간 표 대결이 있을 때마다 한 표의
가치가 더 컸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미는 지정학적으로 남북미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위치인데다 남
북미 시장에 대한 우회생산 및 수출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역이고 또 중소기
업들이 진출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조기 정착을 하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적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보다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현지 인맥관리 강화
중미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후진국임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차원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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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중미 각국 정부와의 대관협력채널과
인맥구축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후
진국일수록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한 감성적
해결방법이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미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지의 인맥 구축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다양
한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야 미래
형 인적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진출기업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방한 초청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친한파 또는 지한파 인맥을 꾸준히 확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중미통합기구(SICA)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필요
중미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자력으로 자국의 경제 사정을 꾸려나가기도 힘
겨운 상황으로, 개별 국가로는 미국이나 EU 등 외부세력과의 협상에서 자국
의 이익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60년대부터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체제가 중미통
합기구(SICA)다.
물론 파나마의 경우 최근 중미 통합이 허상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통합체
제에서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중미 사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접근
해 들어가는 데는 SICA의 역할이 한 축으로서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
라서 평상시에는 큰 재정적 부담이나 노력의 낭비 없이도 협력사업을 추진
해 나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미통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협력사
업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본이나 대만 등은 SICA 내 중소기업지원센터인 CENPROPYME
나 경제통합 추진기구인 SIECA 등의 중미 역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등
에 대해 크지 않은 규모의 자금과 기술인력을 지원해 SICA를 통해 중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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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와의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SICA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중미 각국의 인맥구조를
보완하여 각국에서 중미통합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 인맥을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발개도국으로서 보다 전향적
인 자세와 원조 공여자의 입장에서 중미경제통합체제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중미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선진공업국의 모임인 OECD의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일원으로 중
미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후발 개도국들에게도 GDP의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 원조를 공여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보다 체계적인 유․무상
원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조는 공여하는 쪽은 규모가
크든 작든 자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만큼 부담을 느끼지만, 받는 쪽으로
서는 주겠다니 고맙기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수혜자 입장인 중미 국가
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주겠다니 고맙게 받겠다’는 수준의 의미가 적은
유․무상 원조사업보다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미 비즈니스 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 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각국 정부와의 외교적 필요성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어차피 제공
해야 될 원조라면 단발성 카페테리아 식의 원조보다는 진출기업의 보호와
측면 지원용 기획 사업에 적합한 대상국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별국가와의 외교상 필요로 하겠지만 지나치게 양자 간 지원에 몰
입하기보다는, 일본의 ‘Japan Programme’과 같이 그리고 사후에라도 해당
국 국민이나 관련 인쇄물 등을 통해 기억이 되고 지원 결과가 표시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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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
겠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BCIE)과 중미통합
기구(SICA) 등에 대한 각각 출자국 자격과 업저버 자격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차원의 경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이 구사
해 왔던 임기응변식의 필요한 시기에 순발력을 전제로 한 그때그때 대응하
는 형태의 접근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성
숙되고 세련된 제도적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I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적극 개발
한국은 2005년도에 대중남미 경제협력 기반의 하나로,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미주개발은행에 정식회원 가입을 실현하고 중남미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장기간 어렵게 추진하여 가입한 IDB를
활용한 중미 진출사업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아직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대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아쉽게 생각된다. IDB의 중미 지역 사업에 대한 공
동 협조융자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 등을 통한 IDB와 중미 양측에 다 같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일본의 IDB를 통
한 유․무상 원조사업 유형을 분석해 보고 유사한 또는 보다 더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중미 국가와의 FTA 적극 추진
무엇보다도 한국으로서는 실리보다는 명분이 더 강한 모양새가 되겠지만
서로 열대 농산물 외에는 민감한 품목도 별로 없으므로 양측 간 자유무역협
정의 조기 체결 추진을 통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원조사
업보다는 우리 기업을 통해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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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방법을 통해 미국, EU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중미 산 상품
에 대해 수출시장을 열어주어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산업기술을 전수하여 양자 간의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6) 중미 각국의 개발낙후 지방산업 육성정책의 활용방안 모색
중미 각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분산키고 경제개발에서 낙
후된 지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는 있으나
빈약한 재정 사정으로 이러한 사업도 외국 정부의 원조나 IDB 등의 자금지
원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방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훈련 사업은 미국의 USAID, 독일의 기
술협력공사(GTZ), 일본의 JICA, 대만의 기술지원단 등의 자금 및 기술훈련
교관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등은 IDB 등의 지원 자금이 주요 재원이며 일부만 각국의 정부재원으로 충
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 소재 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중미 각국은 수도
권이 아닌 지방에 투자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뿐만 아니
라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한국 전용공단 조성 사업이나 전기, 도로 건설 등 SOC 부
문에 대한 유․무상 원조사업, 기술훈련센터 지원 사업 등을 묶어 중미 국가
의 지방산업 개발계획에 참여한다면 악화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중미각국 정부의 취약점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기업들
이 우선 정착하기 손쉬운 수도권에 집중 진출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노
사 갈등 등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그 내용이 여과 과정도 없이 현지 언론
등에 집중 노출되어 국가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등 그동안 겪어 온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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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국 정부의 부족한 부
문을 지원하여 낙후된 지방의 산업개발,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다목적 협력사업 모델
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7)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아울러 5년 만에 재개된 양측의 정상회담 채널을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한 번씩 치르는 행사성 형태가 아닌 적절한 간격으로 정례화하여 활용
해 나갈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중미 진출이 원활해지고 보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상회담을 매년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
므로 중간 점검 차원의 총리주재 회담이나 외교통상장관회담이나 경제협력
관계 장관의 회담 형식을 정례화하는 등 진행 형식을 보완해 한국도 중미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표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전문가 인재 풀을 구성하여 상시 가동체제화 필요
이외에도 현지 공관의 경제협력활동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진출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미 지역에서 수학을 하였거나 장기간 근무한 경
험이 있는 인력의 인재 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파견 공무
원들은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전문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지 언어 능력을 갖춘 외부 경제통상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중
미 각국 정부, 중미 경제통합기구 및 유관기관, 지역경제은행 등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에서 해당 지역
에 정통한 경제 및 지역전문가들을 과감히 기용하거나 현지 교민자녀 또는
유학인력 출신의 전문 인력을 기용하여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 나가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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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부문
1) 중미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한국 기업들의 중미․카리브 지역 진출은 이들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CAFTA-DR의 발효로 중미 수출품의 미국시장 진입이 더
욱 용이해 지고 있는데, 특히 섬유, 의류 수출품목의 원산지 규정 완화에 힘
입어 중미 지역은 향후에도 북미의 주요 섬유, 의류 공급지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중미 마킬라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유행
상품과 고부가가치 상품 등 아시아 국가의 저가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보다
고급화된 제품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해야 하겠다. 또한, 기존의 단순 임가공
방식과는 달리 원료 생산, 제직, 염색, 가공 등 제반 생산 공정을 모두 처리
할 수 있는 생산라인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산지 규정의 혜택을 보다 폭
넓게 얻을 수 있도록 생산 방식을 개선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CAFTA의 무역 특혜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상품 및 산업을 겨냥
하여 제조업부문의 진출 다각화와 함께 진출 산업부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CAFTA-DR의 무역 특혜가 금융, 통신, 운송,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
한 시장개방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섬유산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 투
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모색해 볼 만하다.
특히 이 협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가 강화되어 한국 기업들도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관광업 등 중미 각국 정부들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부문부터 우선 접근하는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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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 중요
현지 고위층에서는 정치적으로 친한 행동과 언사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실
적으로는 한국인도 중국인과 묶어서 경멸 대상인 ‘치니또(chinito)’ 카테고리
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중․하류 계층과 중하급 관리층으로 내려갈수
록 현지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흑자든 적자든 급여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데도, 외국인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
지 않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억울하다 할 만한 현상이나 이러한 현상은 실질
적인 수혜 계층인 하류층으로 갈수록 더 심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사적인 원인
은 1914년에 완공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던 시기에 동원되었던 중국 본토
에서 투입된 잡역부들이 공사가 완공된 후 파나마 등 중남미 지역에 잔류하
며 각국의 하층계급의 일을 하면서 시작된 ‘아시아인은 천민’이라는 인식이
퍼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설은 식민지시대부터 내려온 유산인 현지의 대표적인 유색인 계
층인 인디오에 대한 천시 의식이 유사한 인종인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로 연
계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어느 설도 다 이해가 가나 전부는 아닌 것으로 느
껴지고 전통적인 백인우월주의 내지 백인 피가 섞인 끄리오요(criollo)계 메
스티소들의 유색인종인 인디오 계층에 대한 멸시 자세 등 역사적인 식민지
시대 유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세련되지 못한 경영 자세에서
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기회비용을 투입하고 학습
효과를 통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그
러나 현지인들 특히 인디오 근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백인들
과는 뭔가 부족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경영기법이나 노무관리 자세, 현지 법
이나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문화적 차이와 관습의 상이 등에 대한 이해 부
족과 현지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의한 현지인 및 현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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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과의 원만치 못한 노사관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식민지시대 문화유산 중 하나인 타인에 대한 불신풍조와 이러한
국민성과 연계된 현지인들과 현지 정부 중하급 관료들의 외국인 사용자들에
대한 자기보호 및 자기방어 본능과 현지의 소수 백인계층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유색인 또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증 등이 가미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출기업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중미
각국의 땅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진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각
진출업체가 속해 있는 조직사회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려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힘닿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그리고 부단히 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 나갈 때 각 진출기업들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국가이미지도
개선해 나가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 적극 활용 필요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생산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경험이 없어 해외 진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
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진출과 개척을 위해서
는 해외 진출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 등을 겸비한 대기업과의 콘
소시움이나 진출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기 위한 협력계약 형태의
진출방식도 유망하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능력에 못 미치는 IT 산업부문의 투자 등에 협력
기업 형태의 동반진출을 통해 한국이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하더라도
봉제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음을 보
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동종 중소기업 간에
협업 형태의 진출방식도 여러 가지 해외 투자진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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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다각적인 진출방법을 통해 한국이 봉제산업 등 저임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한국
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용의가 있으며 호혜적인 이익을 위해 협
력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해 보인다면 중미 국가들의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보는 시각이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4) 투자진출 업종의 다변화 노력 강화
한국 기업들의 대중미 진출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
과를 중심으로 CBI와 DR-CAFTA 등 현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대북미
시장에 우회 수출하기 위한 봉제산업과 관련된 염색, 방직 등 산업에 집중적
으로 진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외에는 파나마를 중심으로 한 중계무역업과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주류다. 그러나 이러한 저임금 산업에 대한 진출은 현지
의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보다 저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진출이라는 오해가 누적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봉제산업 외에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ICT), S/W 개발을 포함한 지식정보산업, 신재생 에
너지 개발 산업, 환경․생태관광산업, 대미 수출용 절화산업, 식품가공산업,
의약품, 전기․전자기기 조립산업 그리고 한국 내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열대과일, 커피, 사탕수수 등 기호식품 재배산업, 종자개량산업 등으로
투자진출 업종을 다변화시켜 나가면서 중미 국가들의 경제개발정책에 부합되
고 중장기 안정적인 생산성과 수익이 보장되는 새로운 업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즉, 중미를 향해 일방적인 수출만을 추진하기보다는 중미의 자연환경을 이
용하여 환경생태산업 부분에서 국내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커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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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산품의 재배 또는 개발하여 수입하는 방안도 양 방향 경제협력 확대방
안의 하나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출 업종 다변화 노력을 통해 대량의 저임 근로자 고용을 전제로
하는 봉제산업 일변도의 진출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 양측 간의 산업문화와
언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나 마찰도 완화시켜 나가면서 호혜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도 완제품을 수출하기보다 현지기업과의 콘소시움이나 한국 기업간 협력체제
를 통해 SKD나 CKD 방식의 반제품 또는 부품 형태의 제품을 수출하여 현
지에서 조립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중미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을 가져
오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을 활용하여 반제품을 수출하고, 현지
에서 완제품을 조립 생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중미의
산업구조 개선정책과 수출증대 정책에 대한 지원 효과와 함께 고용창출 등
을 지원하는 등 다목적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5) 국가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의 종합적인 재점검 필요
예컨대, 카리브 해의 도미니카(공)는 미국과는 CAFTA-DR을, EU와는 카
리브 국가의 일원으로 카리브-EU 경제자유교역협정에 참여하고 있고, 도미
니카(공)와 인접한 아이티의 경우 미국의 최빈국에 대한 특별 배려정책으로
섬유의류 봉제부문의 특혜무역제도(일명 HOPE법)가 시행되고 있는 등 투자
진출 여건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미니카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이티 등이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대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봉제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수출
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므로 새로운 시각에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 분야의 다변화 및 복합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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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과제
중미와의 중소기업협력 강화를 위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이
루어지고,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정책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미 국가와의 FTA 신속 추진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듯이 중미 국가와 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상호 쟁점이 될 관심 품목이 거의 없다. 중미 국가로서
는 오히려 한국의 투자진출 확대에 더 관심이 크고 일반 상품으로는 열대
농산물 정도와 투자진출업체 생산제품의 대본국 역수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차피 국내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이든 개방이 불가피함으로 중미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식의 협상전략을 추진해 봄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내시장에
대해서 유․무상 원조제공 차원에서 개방을 해주되 한국 측은 투자자본과
기술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아울러 한국 기술자들의
중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력 이동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등을 반영해 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이 남북
미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교두보가 필요하듯이 중미 국가들도 고용창출과 수
출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개발 욕구가 큰 점을 접목시켜 중미시장 진출기반
을 다져나가는 차원에서 양측 간 FTA의 조속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나.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치안 불안 문제
와 적절한 공장부지 확보 문제다. 중미 국가 중 사회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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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나 파나마를 예외로 하면 나머지 국가는 크고 작은 치안 불안 문
제를 안고 있다. 또한 생산공장 설치 부지 선정도 초기 진출단계에서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전기, 공업용수, 생산제품과 원자재의 수송 문제 등 사회간접
자본의 구비 상황이나 적정 인력확보 등 각종 생산기반을 점검하고 확보해
나가는 문제가 특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사전 타당성 검증과 중미의 관심이 큰 해당국 정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춰 한국 업체 전용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기업진출 지원방안 강구
한국 기업들이 중미 지역의 플랜트사업이나 건설 프로젝트 및 도로, 항만,
전력시설 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데 가
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문제이다. 대부분의 중미
지역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는 발주국의 재원조달 능력 문제로 입찰 참여자
의 금융조달 방식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들의 각종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에는 효율적인 현지 금융지원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지 금융 조달지원 방안에는 첫째로 파나마에 진출하고 있는 한
국 금융기관의 자본규모 확충과 현지조달 금융 보증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
다. 둘째로는 중미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IDB의 자금지원 방식으로 추
진되고 있음을 주목해 한국 정부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중미 프로젝트 중에는 진행 경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중미 국가 내 도로망 정비사업(RICAM)과 멕시코와 중미를 연결하는 푸에
블라-파나마플랜(PPP), 통신망 확장사업, 발전설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참여와 관련 중미경제통합은행(BCIE)의 기능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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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해 나가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겠다.

라. 인적 교류사업 다변화 및 활성화
국가이미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미 국가와의 인적교류 사업의 활성화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양측 정부 내 주요 인사 간
교류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학계나 근로자급의 산업연수생
초청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실상을 전파할 수 있는 채널
로 삼아 나가는 방안이 중미 국가의 사회 상층부 계층이 아닌 중간층 이하
계층의 인식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상류계층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
아 상류층을 상대로 한 국가이미지 및 기업이미지 제고 사업도 필요하지만
파급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제는 중․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기층
민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중하류 계층은 한국이 봉제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국가 정도로
인식을 하거나, 작업 중 실수할 경우 소리나 지르거나 구타나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질이 떨어지는 국민들이라는 편견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쌓여 오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연수생 사업의 경우는 한국의 업체에 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할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연
수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관심을 기울여 나가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발전상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인적기반으로 구축해 나간다면 국가이미지 개선에 많은 효
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이전
하여 중미 국가들의 경제개발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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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적교류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정부 차원에서
가칭 ‘한· 중미 중소기업협력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인력교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관리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 대중미 ODA/EDCF 자금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 연계 추진방안
앞으로 한국은 OECD의 개도국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로 참여하게 됨
에 따라 중미 지역에 대한 ODA 지원 사업이나 EDCF 등 중장기 개발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개도국 지원사업과 한국 기업의 중미
진출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연계한 협력확대 방안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다만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대개발도상국 지원 방식이 자국의 상업적 목
적과는 비연계(untied) 방식이 일반화되는 추세라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
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기술능력이나 경영능력 등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판을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무상 원조와 기업진출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해도 그다지 크게 거부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현지인들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훈련지원을 조건으로
할 경우는 오히려 환영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다만 정부로서는
OECD의 DAC 회원국으로서 원조와 비즈니스 성격의 자금 공여 간의 미묘
한 개념 정립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SOC 외교활동의 강화
중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문제는 고위관료들의 의례적 표현을
제외한다면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아직 상당히 염려스러운 수준에 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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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업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인사들이나 현지공장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진출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나 국가이미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일과성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
한국 하면 초창기 봉제산업 투자진출 기업들의 시행착오 영향으로 겸손하
지 못하고 거만하며 현지인을 무시하는 한편, 거칠고 야비하고 욕 잘하고 뇌
물 잘 받치고 지저분하고 등등의 혐오스런 이미지가 겹쳐 있다. 이러한 이미
지 추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홍보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중미 지역의 수학교육 강화
를 위한 기술협력과 기자재 공급 사업을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조금 생뚱
맞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인들의 깊은 생각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까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미에서 한국 하면 생각하는 보건소와 탁아소를 지어주는 고마
운 나라 등등의 사업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국지적이
고 일회성 사업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래서 비중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사업
은 외형적으로 지원 표시가 나는 사업이고, 보다 오랜 시간을 갖고 한국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랜드 마킹이 될 만한 SOC 사업을 가능하면 중미 각국
에 하나씩 해주면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중미 지역에서 노동집약적인 봉제사업이나 하며 인건비 절감사업이나
관심 있어 하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상징적인 대형 사업의 추진을 통해 바
꿔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지원이나 후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를 찾는다면 중미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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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러나 오랜 기간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했으면서도 아직도 관
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점과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흔히 언론을 포함해 대부분이 중남미
가 한국의 효자시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중남미는 효자시장이었으며,
앞으로도 효자시장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효자시장이라면 중미 지
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
우선 민관의 중미를 보는 시각과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미
에 가서 인디오나 인디오 피를 받은 혼혈인들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너희들
하고 우리 아시아인들 하고는 같은 혈통이라고 감상적인 말을 해보면, 100%
가 우리하고 너희가 어떻게 같은 혈통이냐고 부인한다. 중미, 나아가서 중남
미는 결코 한국의 효자시장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로 윈-윈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정도로, 과거의 다소
무시하는 수직적 시각에서 수평적 시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미
시장에 대한 진출 개념도 선발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
을 전수하여 후진 개도국인 중미 국가를 잘 살게 도와주면서 우리도 더불어
이익을 취하겠다는 호혜적인 신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즉, 상생의 전략 아래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여
소자본과 기술만으로도 손쉽게 정착하고 미주시장과 EU시장에 대한 우회수
출 기지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
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중미 지역도 간단하게 볼 시장은 아니며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시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중미 지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과성이 아
닌 진지한 자세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같
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중미 지역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중미의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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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미 지역과 중미 지역 사람들을 보다 깊이 이
해하고 해석하며, 중미 국가들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윈-윈 전략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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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rea’s New Scheme for Enhancing for
Economic Cooperation toward
Central America: SME
Nam Kwon Mun, and Jae Ryang Woo

The Central American region has not been blessed with a good economic
environment: with inferior conditions, narrow territories, poor natural resources,
underdeveloped economies, low income, and small consumption markets etc.,
compared to South America or Mexico. But, the region is not without some
favorable conditions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 geo-economic location near the huge North American market, its
position as a bridge between markets in North and South America, along with
plentiful yet relatively low-wage labor forces. With these economic conditions,
Central America has attracted some attention from foreign investors in the
1980s as a favorable processing base for re-export to North America and the
EU.
Korea has maintained an interest in Central America since the Cold War
era in order to secure diplomatic support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in the
UN, as Korea had to compete diplomatically with North Korea on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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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aining to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1990s, a general transformation
of socialist economies to capitalism market economy occur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fall of communism in the
Eastern Europe and the USSR. Korea adjusted its focus on Central America
from diplomatic to economic, as an overseas processing base to promote
re-ex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which were losing their cost
competitiveness owing to rapid rise of wage-levels in Korea. Central America
maintained its value for Korea, but it was no longer political; the value now
stemmed from their mutual economic partnership.
Central America, for its part, has maintained political stabil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coup d'etat in Honduras that occurred in June of 2008.
Domestic economies in the region recovered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grew steadily based on increased export and overseas family remittances. The
region also has strengthened economic relationships to promote an environment
favorable to exports through the expansion of FTA agreements with other
economic regions, concluding not only the CAFTA-DR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with the EU.
These efforts to maintain stability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ontribute to improvements that lead to FDI attractiveness. But, according to a
direct field survey on FDI environments, they have some terms and conditions
that foreign investors (including Korean entrepreneurs) have to consider and
examine cautiously as they plan to invest in the Central American region
including the Dominican Republic.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were evaluated as having insufficient
infrastructure including electricity and inland transport facilities and weak
institutional foundations, lack of 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fragile financial systems etc. Besides these points, even though conditions in
each country in the Central America are different, rapid rise in their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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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level threatens their cost competitiveness vis-a-vis rivals such as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mong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Honduras and Nicaragua have managed to maintain their wage competitiveness
in low-cost processing export industries, but other countries already are in
excess of competitive level or at the limit for low cost processing industries,
facing

a

choice

between

improving

their

productivity

or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production technology. In addition, high utility and
transportation costs, and social instability in Guatemala, El Salvador and
Honduras are also burdensome factors for foreign investors. Above all, the
most serious problem happens to be rejectionist tendencies against foreigners,
including Koreans, who are investors and technicians in the sewing industry. It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as it may impact directly the futur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irect investment into Central America.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oints to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nd political efforts the former needs to
undertake to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business relationship
based on a win-win strategy for mutual benefits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 They include such actions as launching of FTA negotiations with
SICA as quickly as possible, promotion of construction of exclusive industrial
complex for Korean investors in a Central American country,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ng projects with the IDB for Korean enterprises, solid
diplomatic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improvement of the nation's
general image in Central America, and positive development of business
opportunities utilizing the diverse FTA networks of Central America including
the CAFTA-DR and C.A-EU agreement etc. Image improvement to compensate
for negative image of Korea and Korean investors in Central America can also
be achieved by various efforts to counter them, through corporations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nd efforts by Korean entrepreneurs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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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djust to a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in Central America, which
would ultimately lead to mutu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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