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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

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
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
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
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
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
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
업, IT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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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이다. 아르헨티나
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
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
달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
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민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
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
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
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
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
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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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
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
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소형 프로
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
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
어 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
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
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
르헨티나 IT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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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아르헨티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나 IT협력센터, 한․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
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IT시장의 특성을 고
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
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
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
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
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
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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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재생에너지 분
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
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
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
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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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일찍이 아르헨티나의 천연자원, 특히 수산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중남미지역과의 관계가 일천하던
1980년대 중반부터 아르헨티나와 수산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어업이민 대상
지로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수산업 전진기지로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경제발전 잠재력에
도 불구하고 잦은 경제위기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기지로서보
다는 1차산품 개발기지 및 수입국으로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2002년 사상 초유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는 한국의 협력
대상국으로서 아르헨티나가 누려왔던 지위마저 빼앗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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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과 현지 투자기업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났으며,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크게 실추되었다.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의 역동적 성장세와 천연자원 부
국으로서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며 아
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유망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
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
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
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
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
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KOTRA, 외교
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광물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으나, 아르헨티나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는 부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
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의 유망산업을 선정해 심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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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지 사정에 밝은 KOTRA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인 진출 방안을 발굴․제시하
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나뉜다. 서론에 이은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산업연구에 앞서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반을 소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경제의 특성 및 최근 동향,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요 산업정책을 집중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 Ⅴ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건설산업, IT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3개 분야를 선정했다. 3개 산업분야는 KOTRA
와 협의하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
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
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제Ⅲ장에서는 2001~02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이후 정
부의 적극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아르헨티나 경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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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부상한 건설산업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장에서는 아
르헨티나 건설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가늠해보기 위해 정부의 육
성정책과 개발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아
르헨티나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IT산업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 및 주요 정책을 심층 분석했다. 제Ⅴ장에서
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21세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강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현황
과 잠재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이
상의 아르헨티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건설업, IT산업, 재생에
너지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아르헨티나와의 전반
적인 산업협력 방안과 세부 분야별 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의 특성을 반영해 1차적으로 현지 문헌을
중심으로 산업 현황과 특성 분석에 주력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의 생생한 산업 관련 동향이나 정보는 공동 연구진인 KOTRA로
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진
출 방안 도출을 위해 현지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들과 인터뷰
등을 병행 실시해 이의 내용을 연구결과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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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2/

경제 개관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1) 천연자원의 공급 기지

아르헨티나는 세계 식량공급 기지로서 세계 영토 면적 8위에
걸맞게 풍부한 식량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농지면적은 중국, 호
주,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넓다. 특히
전체 농지면적 중 20%만이 사용되고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체 1억 7,700만 헥타르의
농지면적 중 3,500만 헥타르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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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아르헨티나 농축산물의 세계 수출 순위(2009년)

자료: FAO; ProsperAr.

아르헨티나의 주력 수출품인 대두와 밀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성은 헥타르당
2만 9,711헥토그램으로 브라질(2만 8,133헥토그램)과 미국(2만
8,066헥토그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밀의 생산성도 전통적
인 강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성을 능가하고 있다.

10｜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그림 Ⅱ-2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성 비교(2007년)

자료: FAO 자료를 토대로 ProsperAr 작성.

그림 Ⅱ-3 아르헨티나 밀 생산성 비교(2007년)

자료: FAO 자료를 토대로 ProsperAr 작성.

Ⅱ. 산업구조와 산업정책｜11

또한 아르헨티나는 광물·에너지자원의 보고다. 아르헨티나는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여섯째로
광물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풍부한 개발 잠재력
에 비해 현재 광물 매장지역 탐사는 25%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자원으로 석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철강, 동, 아연, 납, 금, 은,
리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제2의 석유라 불리는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1)

표 Ⅱ-1 세계 10대 광물 개발국

순 위
1

국

가

중국

2

페루

3

필리핀

4

브라질

5

칠레

6

아르헨티나

7

멕시코

8

볼리비아

9

베네수엘라

10

미얀마

자료: 아르헨티나투자개발청(ADI).

1) 부존량도 많고 경제성이 높은 육상염수(소금호숫물)의 경우에는 남미(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73.5%에 이르는 막대한 리튬이 부존
한다. 이렇듯 엄청난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곳은 ‘리튬 트라이앵글
(lithium triangle)’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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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시장성 보유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에 이은 중남미 4대
소비시장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시장규모는 2002년 초 태환
제 폐지에 따른 급격한 평가절하로 경제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
2002년 초 페소화 평가절하 이전까지만 해도 달러화 기준 아
르헨티나의 1인당 GDP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약페소화 정책으로 2009년 현재 아르헨티나 1인당
GDP는 중남미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7,614달러에 머물고 있다.

그림 Ⅱ-4 중남미 주요국과 아르헨티나 GDP 규모 비교(2009년)

자료: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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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중남미 주요국과 아르헨티나 1인당 GDP 비교(2009년)

자료: Global Insight.

그러나 구매력 단위(PPP) 기준으로 한 1인당 GDP(2009년 1만
4,525달러)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축국인 아르헨티나는 현재 EU와
FTA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어 유럽 등 거대 경제권을 잇는 경
제통합의 허브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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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구매력 기준 아르헨티나 1인당 GDP 비교(2009년 기준)

자료: IMF.

3)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아르헨티나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
세를 지속,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중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비교
적 탄탄한 기초과학기술 기반에 힘입어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4%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자
랑하고 있어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문맹률은 3%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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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며, 평균 교육연수도 14년으로 선진국에 근접한다. 인구
1만 명당 대학생 수도 선진국 수준인 3,123명에 달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농업중심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첨단산업 분
야에서 부각될 만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핵 분야
와 일부 항공산업은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아르헨티나는 과학기술 부문에서 3명의 노벨상 수상자
(화학상, 생리의학상)를 배출했다. 특히 볼펜, 헬리콥터, 만화
(animation) 영화 등은 아르헨티나인이 최초로 발명했다(김원호,
권기수, 김진오 2004, pp. 58~59).

그림 Ⅱ-7 아르헨티나의 문맹률 국제 비교(15세 이상 인구 기준)

12.3%

14.0%
12.0%

중남미 평균 10.5%

10.0%
8.3%

8.0%
4.0%

6.0%
4.0%

2.2%

3.0%

1.5%

2.0%
0.0%

이탈리아

스페인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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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브라질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1) 최근 경제 현황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는 6년(2003～08년) 연속 8%대의 고성
장세를 기록했다. 불과 6～7년 전 세계 최대의 국가채무 디폴트
선언으로 세계경제를 불안에 떨게 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
이다.

그림 Ⅱ-8 아르헨티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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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1년 국가부도 사태 여파에다 2002년
초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경
험했다. 2002년에만 경제가 11% 하락했다. 물가도 50%까지 급
등, 1980년대의 하이퍼 인플레 현상의 재현 가능성이 높았다. 심
각한 경기침체로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인 23%에 달했다. 실업
자가 증가하면서 전 인구의 4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아르
헨티나 경제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실추되었다. 경제위기 직전
인 1998년 3,000억 달러에 달했던 경제규모는 2002년에 1/3 토
막인 1,020억 달러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도 8,300달러에
서 30% 수준인 2,600달러로 하락했다.
그렇다면 최악의 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가 이토록 신속하
게 위기를 탈출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우
호적인 대외경제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부터 지속된 세
계경제의 호황은 원자재 수요를 부추겼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
출 대국인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크게 비상하기 시작했다. 주종
수출품인 곡물, 쇠고기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수출도 아르
헨티나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수출이 단순히 세계경제의 호황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책도 톡톡히 한몫을 했다. 먼저 아
르헨티나 정부는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페소(달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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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소) 정책을 견지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인근 브라질이 헤알화
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이
었다. 또한 키르츠네르(Nestor Kirchner)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
즈 정상외교를 통해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했다. 특히 중국,
한국 등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 아시아 시장 개척에 주력했다.
그 결과 수출은 지난 6년간(2003~08년) 연평균 18.2%의 고성장
을 기록했다. 이 같은 큰 폭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막대한 무역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 증대, 외환보유고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디폴트 직후 80억 달러에서 2008년 말 5배까지 증
가했다.
대내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의 고성장은 키르츠네르 대통령
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안정에 힘입은
바 컸다. 사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발생했던 아르헨티
나 경제위기는 빈번한 국가 수장의 교체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이 주범 중의 하나였다. 집권 초기 키르츠네르 대통령도 산
타크루스라는 조그만 주의 주지사 출신에다 국민의 지지율도 높
지 않아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인적 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과단성 있는 개혁정책으로 국정을 신속히
장악했다. 이 같은 키르츠네르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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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힘 있는 국가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어
높은 지지도로 이어졌다. 특히 집권 이후 높은 경제성장 실적은
키르츠네르 정부의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했다. 키르츠네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2007년 대선에서는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부인인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Cristina
Kirchner)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편 2005년 초 아르헨티나 정부는 3년간 끌어왔던 채무구조
조정(채무스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초 원금(1,026억 달러)의
약 70% 탕감을 주장하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구조조정 안은
국제 채권단의 거센 반발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채무구조조정 협상은 없을 것이라
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압력이 주효, 당초 예상과는 달리 채무스
왑에 대한 채권단의 참여율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기대치 50%를
크게 상회하는 76%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IMF를 포함한 국제금
융사회는 채무스왑에 대한 채권단의 참여율(acceptance rate)이
70%를 상회하면 채무스왑이 적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같은 성공적인 채무구조조정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궤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신호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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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스왑 제안 주요 내용

Par Bonds
탕감 규모

準 Par Bonds

Discount Bonds

- 0%

- 30.1%

- 66.3%

금리

- 가변: 1.33~
5.25%, GDP 3%
이상 성장 시
추가금리 지불

- 고정: 3.31%,
GDP 3% 이상
성장 시 추가금리
지불

- 고정: 8.28, GDP
3% 이상 성장 시
추가금리 지불

만기

- 2038년

- 2045년

- 2033년

발행 화폐

- 달러, 페소, 유로,
엔화

- 페소화

- 달러, 페소, 유로,
엔화

발행규모

- 참여율 70% 이하:
100억 달러
- 참여율 70% 이상:
150억 달러

- 최고 83억 달러

- 참여율 70% 이하:
199억 달러
- 참여율 70% 이상:
202억 달러

거래 개시

- 2005년 4월 1일

- 2006년 4월 1일

- 2005년 4월 1일

채무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디폴트 단계에 있던 아
르헨티나의 신용등급도 크게 상향조정되었다. 2005년 6월 S&P
는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선택적 디폴트(SD) 단계에
서 여섯 단계 상향한 B-로 조정했다. 채무스왑의 성공적 추진과
세계 유수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힘입어 그
간 차단되었던 아르헨티나의 국제금융시장 복귀도 재개되었다.
2005년 7월에는 디폴트 선언 이후 처음으로 4억 4,2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채권(Boden 2012)이 성공적으로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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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아르헨티나 국가위험도 추이

자료: Bloomberg.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아르헨티나 국가위험도
(EMBI+)도 크게 하락했다. 2001년 말 디폴트 선언 직후 6,000포
인트를 상회했던 국가위험도는 2007년에는 신흥시장 평균 및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인 200포인트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주요 대응책

200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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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아르헨티나 경
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비교적 무난히 극복했다. 과거와
달리 은행부문의 위기도 없었고, 2008년 내내 아르헨티나 경제
를 괴롭힌 채무 디폴트도 없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
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미약하나마 플러
스 성장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수출 및 내
수 부진으로 2008년 4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 2009년 2분기부
터 마이너스 성장세(-0.8%, 전년 동기 대비)에 진입했다. 환율상
승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요 급락에 힘입어
정부발표 공식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장 둔화
로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되며 2008년 4분기부터 실업률도 증가
세로 돌아섰다. 주가는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에 힘입어 2009년 들어 크게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을 회복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008년 11월 초 공
공사업 확충, 제조업 금융지원, 소비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포함
한 13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데 이어, 11월 25일
에는 △710억 페소(약 212억 달러) 규모의 공공사업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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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창출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해외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 시 각종 혜택 부
여 등 추가적인 경기대책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세, 금융거래세 등 임시세 시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재정책임법 준수를 2년간 면제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 2분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며 금리인하로 정책 기
조를 변경했다. 2009년 7월과 8월의 금리인하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10% → 9.50%)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10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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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중남미 주요국의 2009년 경기부양 규모

자료: ECLAC.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위기대응책 실시 결
과,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페루, 콜롬비아 등과 더불어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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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2009년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Global Insight.

3) 경제전망 및 과제

2010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대두 등 농산물 생산 증가, 재정지
출 확대, 주요 수출 대상국인 브라질 경제 회복에 힘입어 중남
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7~8%대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2011년에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성장
세가 주춤할 전망이지만, 중남미지역의 평균 성장률 이상인 5%
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표 Ⅱ-3 중남미 국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아르헨티나

0.9

8.2

5.2

볼 리 비 아

3.4

4.0

4.2

질

-0.2

7.4

5.0

레

-1.4

4.6

5.6

콜 롬 비 아

0.8

4.9

4.6

에 콰 도 르

0.4

1.9

2.1

코

-6.5

5.4

4.1

루

0.9

7.7

6.1

베네수엘라

-3.1

-2.7

2.8

중

미

-1.8

5.5

4.6

세 계

-1.8

3.8

3.3

브

라

칠

멕

시

페

전

남

자료: Global Insight.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제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위험요인의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먼저 채무구조의 취약성이다.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채무구
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고 채무상환 능력도 충분해 단기에 아르
헨티나 경제가 채무 디폴트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채무 및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일부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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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후 아르헨티나 경제의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채무구조의 취약성은 물가연동 부채 비중이 크게 증
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물가
통제·수치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물
가가 폭등할 경우 국가채무 역시 대폭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위험요인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1차산품에 대한 수출 의
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제 자본시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
에서 1차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총 수출의 66% 비중, 2009년
기준)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큰 외화가득원이다. 또한 농산
물 수출세는 주요 세수원의 하나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 가시화에 따른 1차산
품 수출의 급락은 ‘수출 감소 → 세수 하락 및 무역흑자 축소 →
외환보유고 감소’로 이어져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및 재정운
영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위험요인 못지않게 정치․사회적 위험도 아르헨
티나 경제향방의 주요 변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년 아르
헨티나 채무 디폴트 발생은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정
부의 통치능력 상실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당분간 채무
2) 총 세수(稅收) 대비 수출세 비중: 9.3%(2007.1~6) → 12.9%(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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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에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2001년 발생한 것과 같은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채무 디폴트 발생의 촉발제로 작용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장기간의 농민시위로
분열된 국론을 수습, 실추된 정부의 통치력을 회복하는 게 시급
한 과제다.
넷째, 국민과 시장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인플레 수치와 산
정방식을 제시하여 인플레 수치 조작 의혹으로 실추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체되고 있는 파리클럽과의 채무 재협상을
속개, 국제자본시장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외신인도를 신속
히 제고시키는 것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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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의 특징

1) 산업구조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에서 농목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7%(2009년 기준)에 달하나 노동력 고용 비중은 1%에 불과하
다. 최근에는 중국 등에서 대두 수요가 급증하며 많은 목초지와
경작지가 대두 농장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농산물과 농산
물을 가공한 제조품의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각각 18.5%, 39.6%
를 차지한다. 2001년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수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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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및 낙농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
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2.5%에 불과하던 건설업의 비중은 2009년 5.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표 Ⅱ-4 아르헨티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목축

4.5

4.3

9.8

9.9

9.4

8.4

7.5

8.4

8.8

6.7

어업

0.2

0.3

0.5

0.4

0.3

0.3

0.3

0.2

0.2

0.2

광업

2.5

2.5

6.0

5.5

5.3

5.4

5.5

4.4

3.5

3.4

제조업

16.5

16.1

20.3

22.5

22.3

21.4

20.6

19.5

19.5

19.6

전가·가스·수도

2.3

2.4

1.7

1.6

1.6

1.6

1.5

1.4

1.2

1.2

건설

4.7

4.3

2.5

3.1

3.9

4.5

5.3

5.7

5.5

5.3

서비스업

63.5

65.1

54.8

51.0

50.0

50.9

51.7

52.2

53.1

5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아르헨티나통계청, 아르헨티나중앙은행.

서비스업은 2001~02년 경제위기 여파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
다. 그 결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경제위기 전 63%에서 경제위기
직후 51%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은행 및 도소매 부
문의 타격이 컸다. 그러나 2003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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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안정을 되찾고 신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서비스 부문의 위상
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한 신
용대출 확대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큰 폭의 하락
세를 보였던 소매부문도 빠른 소비확대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천혜의 관광자원에다
경제위기 이후 큰 폭의 페소화 평가절하 효과에 힘입어 급성장
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005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2009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56%로 증
가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제조업은 1990년대 급격한 개방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뒤늦게 개방정책을 실시했
지만, 그 속도나 범위 면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크게 앞섰
다. 이 같은 아르헨티나의 1990년대 공격적인 개방정책을 높이
평가, 1999년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세
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의 하나로 아르헨티나를 꼽았으며,
IMF 등은 아르헨티나를 가장 모범적인 개혁정책의 사례국으로
칭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급진적 개방정책은 1940년대 이후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에 익숙해 있던 아르헨티나 토착기업의 기
반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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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진출로 대부분의 토착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매각되었
다. 아르헨티나 국내 토착기업의 몰락은 2000년 기준으로 중남
미 100대 기업 중 아르헨티나 기업의 현황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중남미 100대 기업 중 아르헨티나 기업 수는 12개 기
업으로 이 중에서 국내 토착기업 수는 2개에 불과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가 1990년대 초부터 고물가를 잡기 위해
실시한 태환제(1페소=1달러)는 아르헨티나 기업의 수출경쟁력
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들어 미국 경
제의 호황 지속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에 연동된 페
소화가 고평가된 데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인접 중남미 국가
들의 연이은 평가절하로 페소화는 더욱 고평가되었다. 이와 같
은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고평가는 수출경쟁력 약화로 나타났다.
그 결과 1990년대 수입이 연평균 15% 증가한 데 반해, 수출은
8% 증가에 그쳤다. 특히 페소화의 상대적인 고평가는 아르헨티
나에 기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비가 저렴한 브라질 등 인
근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경쟁
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
를 찾게 되었다. 1차산품 붐에 힘입어 1차산품 관련 제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의 급팽창도 국내 제조업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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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했다. 특히 급격한 페소화 평가절하로 수입품의 가격
이 비싸지면서 수입산 제품보다는 국내산을 선호하는 수입대체
효과도 국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 비중은
2000년 16.5%에서 2009년 19.6%로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의 대
표적인 제조업종으로는 식품, 제지, 비금속광물, 자동차 등을 들
수 있다.

2) 수출입 구조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낮은
편(총 수출의 6%, 2009년 기준)이다. EU(18.5%), 일본(0.8%) 및
미국(6%)을 합한 아르헨티나의 대(對)선진국 수출 비중은 25.3%
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MERCOSUR 회원국(총 수
출의 24.9%)이다. MERCOSUR 회원국 중에서도 브라질의 비중
이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세안,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15%에 달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
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1%로 가장 높다. 중국은 브라
질에 이은 아르헨티나의 2대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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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지역별․국별 아르헨티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2009년

금액

금액

16,145

13,865

24.9

-14.1

13,259

11,295

20.3

-14.8

칠레

4,717

4,418

7.9

-6.3

기타 중남미통합연합(ALADI)

4,687

3,847

6.9

-17.9

NAFTA

7,331

4,994

9

-31.9

미국

5,210

3,354

6

-35.6

13,114

10,315

18.5

-21.3

ASEAN

2,296

2,666

4.8

16.1

중국(홍콩포함)

6,598

3,985

7.1

-39.6

한국

547

562

1

2.7

일본

505

471

0.8

-6.7

인도

830

660

1.2

-20.5

중동

2,613

2,559

4.6

-2.1

기타

7,724

5,730

10.3

-25.8

70,021

55,750

100

-20.4

MERCOSUR
브라질

EU27

합계(FOB)

구성비

증감률

자료: 아르헨티나통계청, 아르헨티나중앙은행.

품목별로 아르헨티나 수출은 1차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가공하지 않은 1차산품의 비중은 16.4%(2009년 기준)에 불과하
나, 1차산품을 원료로 한 가공품(38.7%)과 연료 및 에너지
(10.9%)를 합할 경우 1차산품 관련 수출은 총 수출의 66%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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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차산품 중에서는 대두 등 곡물의 수출 비중이 5.9%로 가
장 높다. 그에 반해 공업제품의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공업제
품 중에서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의 비중이 9.8%로 가장 높다.

표 Ⅱ-6 품목별 아르헨티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구성비중

증감률

수출 총액(FOB)

70,021

55,750

100

-20.4

1차산품

16,083

9,151

16.4

-43.1

곡물

6,772

3,268

5.9

-51.7

유지종자

4,887

2,020

3.6

-58.7

농목축산물 가공품

23,883

21,550

38.7

-9.8

식품산업 잔류물

7,794

8,778

15.7

12.6

식물유지

7,059

4,559

8.2

-35.4

22,059

18,958

34

-14.1

수송기계

6,506

5,486

9.8

-15.7

화학제품

4,293

3,898

7

-9.2

금속제품

3,470

2,546

4.6

-26.6

기계・전기

2,427

2,018

3.6

-16.9

연료・에너지

7,996

6,092

10.9

-23.8

1,691

2,410

4.3

42.5

공업제품

원유

자료: 아르헨티나통계청, 아르헨티나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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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최대 수입 대상국은 MERCOSUR
(총 수입의 33.9%)로 그 중에서도 브라질로부터 수입 비중
(30.5%)이 가장 높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3.2%로 수
출 비중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그에 반해 EU에 대한 수입 비중
(16.5%)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급증에 힘입어 아시아의 수입 비중은 20%에 달하며, 그 중에서
도 중국의 비중이 12.5%로 가장 높다. 중국은 브라질, 미국에 이
어 세 번째 수입 상대국이다.

표 Ⅱ-7 지역별․국별 아르헨티나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2009년

금액

금액

20,300

13,159

33.9

-35.2

17,687

11,822

30.5

-33.2

칠레

952

665

1.7

-30.1

기타 중남미통합연합(ALADI)

590

546

1.4

-7.5

NAFTA

8,936

6,595

17

-26.2

미국

6,894

5,106

13.2

-25.9

EU27

9,012

6,402

16.5

-29.0

ASEAN

1,445

1,132

2.9

-21.7

MERCOSUR
브라질

구성비중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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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계속

2008년
금액
중국(홍콩포함)

2009년
금액

구성비중

증감률

7,143

4,844

12.5

-32.2

한국

732

616

1.6

-15.8

일본

1,378

909

2.3

-34.0

인도

492

368

0.9

-25.2

중동

198

103

0.3

-48.0

기타

5,981

3,312

8.5

-44.6

57,423

38,771

100

-32.5

합계(CIF)

자료: 아르헨티나통계청, 아르헨티나중앙은행.

품목별로 아르헨티나는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중간재 및 부
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완성재인 소비재의
관세가 높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수입관
세는 아르헨티나의 평균 관세율보다 3배가 높은 35%에 달한다.
품목별로 중간재(전체 수입의 32.4%, 2009년 기준) 수입이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자본재(22.8%), 중간재 부품
(18.1%) 등이 잇고 있다. 소비재 수입은 전체 수입의 13.1%에 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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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품목별 아르헨티나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2009년

금액

금액

수입 총액(CIF)

57,423

38,771

100

-32.5

자본재

12,635

8,852

22.8

-29.9

수송기기를 제외한 자본재

9,810

7,038

18.2

-28.3

공업수송기기

2,826

1,814

4.7

-35.8

20,226

12,579

32.4

-37.8

18,563

11,944

30.8

-35.7

공업용식료・음료

1,663

635

1.6

-61.8

연료・윤활유 관련품

4,334

2,597

6.7

-40.1

중간재 부품

9,959

7,032

18.1

-29.4

소비재

6,292

5,069

13.1

-19.4

내구 소비재

1,147

735

1.9

-35.9

반내구 소비재

1,835

1,456

3.8

-20.7

비내구소비재

1,998

1,856

4.8

-7.1

가정용 기초음식료품

190

201

0.5

5.8

가정용 가공음식료품

611

539

1.4

-11.8

수송기계․비산업용 주변품

512

282

0.7

-44.9

3,874

2,514

6.5

-35.1

103

127

0.3

23.3

중간재
산업용 자재

승용차
기타

구성비중

증감률

자료: 아르헨티나통계청, 아르헨티나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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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 현황

가) 경제위기 이전까지 FDI 유입 현황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메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시된 개혁
개방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외국인투자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탈바꿈했다. 메넴 정부는 1989년 8월 국가개혁법(La Ley
de Reforma del Estado, 일명 민영화법)을 제정해 전화, 전력, 유통,
천연가스 및 석유의 생산․유통, 철도 및 고속도로, 항만 서비
스,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
진하였다. 1989년 9월에는 긴급경제조치법(La Ley de Emergencia
Económica)을 공표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
는 등 외국인투자, 자본시장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한 1993년 9월에는 외국인투자 제한을 네거티브제로 하고 외
국인투자 등록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했
다. 1994년 외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도 완전 자유화했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아
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많은 FDI를 유치했으며, 1990년
대 중반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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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업종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누계
석 유

1,222

제조업

634

전력․ 가스․ 수자원

277

502

436 1,046

105 1,313 17,830 2,487 1,403 18,703

858 1,798 2,186 2,776 3,308 1,147 1,950 2,404

2,119 1,116

2)

비중

24.6

-74 20,940

27.6

124 1,111

681 1,527

932

951

361

127

8,794

11.6

수송․ 통신

36

-19

245

634

145

260

714 3,739

699

9,634

12.7

은 행

191

418

160

512

747 2,366 1,757

746 1,445

-7

7,012

9.2

기 타

143

104

452

272

350

981 1,066

515

6,122

8.1

총 계

845

784 1,172

4,432 2,791 3,637 5,610 6,951 9,157 7,291 23,929 11,657 3,214 75,998 100.0

주: 1) 2001년까지 누계. 2) 누계액 기준 각 업종의 비중.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국제수지국(DNCI).

그러나 FDI 유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2001년
까지 누계 기준)은 전체 FDI의 28%에 불과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1990년대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의 결과 아
르헨티나 국부는 대부분 외국기업에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주
권국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이 크게 제
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더 이상 전화비
와 전기요금, 도로통행료 등에 대해 규제권을 갖지 못하고 외국
기업들의 경제논리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의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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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화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교육, 보건, 의료 등 사회복
지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 해도 외국계 기
업들의 저항과 압력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나) 경제위기 이후 FDI 유입 현황
아르헨티나는 2001~02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브라질과 더불
어 남미 국가 중 대표적인 FDI 유치국이었다. 1990년대 아르헨
티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 및 국영기업 민영화에 힘입어 다국적
기업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01년 말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 디폴트 선언은 아르헨티나가 그간 FDI
대상국으로 갖고 있던 위상을 빼앗아 버렸다. 2002년 사상 최악
의 경제침체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
를 구가하며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FDI 유입
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누렸던 FDI 유치국으로 위상을 회복하
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아르헨티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
인투자자들의 강한 불신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집권한 키르
츠네르 정부는 과거와 달리 국가주도의 경제 및 산업정책을 추
진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민영화되었던 기업들이 재유국화되
었다. 또한 외국기업들과 잦은 투자분쟁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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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실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위기 직후인 2003년 16억 달러로 감소했던 FDI는 차츰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9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2009년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대비 49.7% 감소한 48억 달
러에 그쳤다.

그림 Ⅱ-12 아르헨티나 FDI 유입 추이

자료: ECLAC.

아르헨티나 생산연구센터(CEP)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아르
헨티나 대내 직접투자3)는 전년대비 4.6% 감소한 183억 달러에

3) 외국인직접투자에 아르헨티나 기업의 투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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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렀다. 전체 직접투자 중 아르헨티나 기업의 투자는 전년대
비 15.8% 감소한 68억 달러에 그쳤다. 국별로는 스페인의 투자
가 전년대비 1.4% 증가한 35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석유가스 분야였다. 그 다음 투자국은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했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아
르헨티나 시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GM은 2010년 2월 로사리오 자동차 공
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는 8,000만 달러를 투자해 부
에노스아이레스 주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브라질의 세계적
인 철강기업인 Vale도 2009년 11월 멘도사 주에서 비료원료인
칼륨 채취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Vale는 2010년에만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350km의 수송용 철도 및 항만, 화
력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 총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국영석유기업인 CNOOC도 아르헨티나 제2의 석유회사
인 Bridas의 지분 50%를 31억 달러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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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지역별․국별 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구성비중

증감률

유럽
스페인

3,463

3,513

19.1

1.4

영국

448

1,117

6.1

149.3

프랑스

372

468

2.5

25.8

스위스

174

365

2

109.8

독일

302

334

1.8

10.6

이탈리아

399

302

1.6

-24.3

그리스

261

73

0.4

-72.0

네덜란드

350

48

0.3

-86.3

1,507

1,590

8.6

5.5

멕시코

694

640

3.5

-7.8

캐나다

616

619

3.4

0.5

1,227

1,290

7

5.1

칠레

402

266

1.4

-33.8

일본

102

67

0.4

-34.3

중국

240

469

2.5

95.4

기타

8,676

7,235

39.3

-16.6

합계

19,233

18,396

100

- 4.4

북미
미국

남미
브라질

주: 아르헨티나 기업 포함(2008년은 80억 8,300만 달러, 2009년은 68억 600만 달러).
자료: 생산연구센터(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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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FDI는 자원개발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자
원개발 분야에서도 석유가스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RepsolYPF, Pan American,
Petrobras, Chevron Texaco, Total Austral, Pluspetrol 등을 들 수 있
다. 업종별로 중소형 투자보다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한 대
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식량자원을 이용
한 식음료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종을 이룬다.

그림 Ⅱ-13 업종별 FDI 유입 추이

자료: EC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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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센터(CEP)의 집계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석유․가스 부
문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42억 9,300만 달러에
달했다. 그 밖에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9.2% 증가
한 24억 2,900만 달러,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가 15.7%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투자도 전년 대
비 72.1% 증가한 11억 달러에 달했다.

표 Ⅱ-11 업종별 직접투자 유입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2009년

금액

금액

구성비중

증감률

석유․가스

3,501

4,293

23.4

22.6

발전(풍력포함)․가스저장․상하수도

2,584

2,001

10.9

-22.6

광업

796

993

5.4

24.7

바이오연료

391

286

1.6

-27.0

671

1,155

6.3

72.1

1,132

589

3.2

-48.0

화학

272

230

1.3

-15.5

비철금속 기초공업

225

207

1.1

-8.0

섬유 ․ 의류

10

75

0.4

686.3

셀룰로오스 ․ 제지

96

50

0.3

-48.1

제조업
자동차․동부품
식품․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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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계속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구성비중

증감률

전기전자

89

45

0.2

-49.4

석유화학

79

17

0.1

-78.1

기계․기기

23

11

0.1

-52.2

건설

2,225

2,429

13.2

9.2

통신

1,260

1,458

7.9

15.7

상업

1,556

1,235

6.7

-20.6

운수

641

684

3.7

6.7

52

105

0.6

101.7

기타

3,654

2,514

13.7

-31.2

합계

19,256

18,376

100

-4.6

은행․금융업

주: 아르헨티나 기업 포함(2008년은 80억 8,300만 달러, 2009년은 68억 600만 달러).
자료: 생산연구센터(CEP).

아르헨티나 경제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겨냥해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통신
및 유통 부문에 대한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
히 자동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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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외국계 기업의 주요 투자 계획

업체명

금액
(억 달러)

주요 내용

Fiat

1.4

Cordoba 공장에 타타그룹과 합작으로
승용차 및 화물차 생산라인 확장

Renault

2

중형 승용차 생산라인 신설

Honda

1

Zarate 지역에 신규 생산라인 건설

Ford

1.5

2008년 Focus 생산 및 Pick up 생산

GM

1.5

중형 승용차 생산라인 신설

멕시코 CIT

2.5

3G 이동통신망 거설

스페인
Telefonica

19

통신망 확대

Carrefour

3

영업망 확대 및 현대화

칠레
Cencosud

5

영업망 신설

Walmart

1

영업망 확대

업종

자동차

통신

유통

자료: KOTRA.

나. 주요 산업정책

1) 석유산업 정책4)

1990년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개방정책을 추
진했던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초반 자원부문을 모두 민간에
4) 박영호․이철원․권기수․정재완․황지영(2009), pp. 9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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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했다. 특히 국영석유회사(YPF)의 지분을 100% 매각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개방정책은 매우 급진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자원개방 정책은 크
게 후퇴하고 있다. 먼저 2004년 10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난 타개와 에너지 주권 회복을 위해 국영에너지회사(ENARSA)를
다시 설립했다. ENARSA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모
든 형태의 에너지 탐사, 개발, 생산, 판매를 담당하며, 지분구조
는 연방정부 53%, 주정부 12%, 기타 민간부문 35%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시장에 값싼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수출에 20~45%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활한 내수공급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스와 석유 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크게 낮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 가격
통제와 전력요금 동결 조치는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기피 →
생산 축소 → 에너지 의존 화력발전량 감소 → 전력난의 악순환’
을 초래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에서 자원정책의 커다란 변화 중 하
나는 2003년 천연자원의 소유권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전
한 것이다. 이 결과 천연자원의 개발 및 소유권이 대부분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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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에서는 연방정부
와 주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맡고 있다. 주정부가 육상과 12해리
까지의 탐사 및 개발 관련 국제입찰을 주관하고 있는 데 반해,
12~200해리 등 원거리 해양탐사는 국영에너지기업(ENARSA)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석유 매
장량․생산량의 지속적 감소 및 연료 수입(輸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산업 육성정책(Petroleo Plus y Refinación
Plus, 2008.11)5)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인센
티브 지원 및 감세정책 등을 통해 탐사, 생산, 정제 분야에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85억
7,000만 달러의 직접투자 유치, 8,000명의 고용창출, 향후 5년 내
13%의 석유생산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FTA 정책

가) MERCOSUR 정책
아르헨티나의 FTA 정책은 곧 MERCOSUR의 FTA 정책이다.
MERCOSUR는 현재 경제통합 발전단계상 관세동맹 단계이기 때
5) La Prensa de Santa Cruz(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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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외경제정책, 특히 제3국과 FTA 정책에서 회원국 모두가
공동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MERCOSUR를 탈퇴하지
않는 한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FTA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6)
는 1991년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MERCOSUR 발전을 시기별 특징을 반영해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시기는 MERCOSUR의 태동기(1985~90년)로 1985년 브
라질에서 오랜 군정 종식 이후 첫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1986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MERCOSUR
경제통합의 출범을 준비하던 시기다.
둘째 시기는 MERCOSUR의 발전기(1991~98년)로 MERCOSUR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공식 출범하고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며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1998년까지다. 특히 이
시기에는 1995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여파로 아르헨티나 경제
가 일시적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경제안정화 정책과 개방정책
의 성공적 추진으로 각 회원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며
역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해
MERCOSUR 경제통합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나 기대가 가장
6) 베네수엘라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현재 파라과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정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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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던 시기다.
셋째 시기는 MERCOSUR의 위기 시기(1999~현재)로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이 1999년 경제위기와 헤알화 평가절하 여파
로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의 여파가 아르헨티나, 우
루과이 경제위기로 이어지던 시기다. 이 시기는 또한 경제위기
로 그간 MERCOSUR 발전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회원국들
의 불만이 고조되며 회원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었으며, 특히
회원국간 경제규모의 비대칭성에 따라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
는 역내 소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불만이 고조되던 시기
다. 2003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좌파 성향의 신정부가 들
어서 MERCOSUR 공고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회원국들
의 MERCOSUR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큼 못한 상황이다.
1995년 관세동맹 발전을 계기로 MERCOSUR는 칠레, 볼리비
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FTA 체결을 통
해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외연적 확장을 도모했다. 그에 반해 미
국과의 실질적인 FTA를 의미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나
EU와의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는 소극적인 입장
을 견지해왔다. 특히 2003년 남남협력을 중시하는 브라질의 룰
라 정부와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정부 출범 이후 그나마 명
맥을 유지해오던 FTAA나 EU와의 FTA 협상은 중단되거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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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대신에 MERCOSUR의 FTA 정책은 인도, SACU7),
GCC8) 등 개도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개도국과의 FTA
조차도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우려, 매우 제한적
인 수준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인도 및 SACU와의 특혜무역협정
(Fixed Preference Agreement)9)은 관세양허 품목이 전체의 10%(품
목수 기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그 대신에 MERCOSUR는 인도, SACU, GCC, 이스라엘, 이집트
등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 집중했다. 현재 MERCOSUR는 이스
라엘(발효 2010.4), 이집트(체결 2010.8)와는 FTA를, 인도, SACU
와는 부분적 FTA인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했다. 그러나 개
도국과의 FTA조차도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우려,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는 이스라
엘의 농산물 양허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민감품목인 섬유․의
류, 자동차 및 부품, 기타 농화학 제품의 예외를 관철시켰다. 인
7) SACU(South Africa Custom Union)는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으로 남아프리카공화
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로 구성된다.
8)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협의회)는 페르시아 만 연안 6개국으로 결
성된 지역협력체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로 구
성된다.
9) MERCOSUR는 역외국과의 특혜무역협정 시 ‘Fixed Preference Agreement’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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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SACU와의 특혜무역협정에서는 관세양허 품목이 전체의
10%(품목수 기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양허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표 Ⅱ-13 MERCOSUR FTA 추진 현황(2010년 7월 현재)

서명 완료 및 발효
칠레
(발효 1996년 10월)
볼리비아
(발효 1997년 2월)
안데스공동체 3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발효 2005년 2월)
멕시코
(발효 2006년 1월)
페루
(발효 2006년 2월)
이스라엘
(발효 2010년 4월)
이집트
(체결 2010년 8월)
SACU(PTA)
(체결 2008년 12월)

협상 진행

공동연구 및 추진
고려 대상국

FTAA
(중단)
EU
(2010.5 협상 재개)
캐나다
(2005.2)
한국

GCC
(2006.1)

ASEAN
인도․SACU
(2007.10)

중미통합체제(SICA)

모로코
(2008.5)
터키
(2008.7)
요르단
(2008.10)

인도(PTA)
(발효 2009년 6월)
주: PTA는 특혜무역협정.
자료: www.sice.oas.org, www.fta.go.kr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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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정책10)

가)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광업, 에너지 등 성
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해오고 있다. 저리의 자금 지원
은 물론 약페소화 정책을 통해 수출 확대도 유도하고 있다.

표 Ⅱ-14 아르헨티나의 투자 장려 및 제한 업종

장려 업종
광업, 소프트웨어, 바이오연료, 자동차,
생명공학, 석유 및 가스 탐사 등

제한 업종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 등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

나) 과학기술, 치안, 기간산업, 교육 및 보건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술개발과 외국과의 기술협력 및 교류확
대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치안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권을 내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여 경찰권
을 강화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경제성장의 커다
10) KOTRA(2008), pp.85~99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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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력난 해소 및 물류 개선에도
적극적이며, 교육 및 보건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열심이다.

다) 투자유치 기관 확대 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6년 기존의 투자유치 기관인 ADI를 확
대 개편하여 투자진흥청(ProsperAr)을 신설했다. 투자진흥청은 경
제생산부 산하 기구로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
도 담당한다. 투자진흥청은 총리와 경제생산부 및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원을 받아 투자진흥활동을 전개하며, 각국 대사관으로
부터도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투자진흥활동은 핵심 분야와
중점 분야로 구분되는데, 핵심 분야는 투자 서비스 제공, 투자
창출이며, 중점 분야는 투자환경 개선, 투자환경 해외홍보 등이다.
한편 지방정부간의 이해조정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연방
투자위원회(CFI)가 관할한다. 이 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지방정
부 주지자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는 각 주정부의 경제장관으로
구성된다. 주요 활동은 주정부별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지
원,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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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산업 정책

아르헨티나의 최대 자동차 수출 대상국은 MERCOSUR 회원국,
그 중에서도 브라질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자동차 산
업 정책은 MERCOSUR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의 자동차협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가) MERCOSUR 자동차협정
1991년 아순시온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한
MERCOSUR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켰다. 회원국
들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 부문을 제외시킨 이유는 각 회원
국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동차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은 각 회원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역내에
서 생산된 자동차 및 부품의 교역은 관리무역 프로그램의 대상
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1986년 체결한 양국간 협력
및 통합 프로그램(PICAB)에 의거해 자동차 및 부품 교역을 특별
관리해왔다.
MERCOSUR가 자유무역지대에서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회
원국들은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 부문에 대한 회원국
공동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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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시장위원회(CMC)는 늦
어도 2001년 1월 1일까지 회원국간 공동자동차제도 도입을 골
자로 한 결정안 29/95호를 채택했다.
결정안 도입 이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새로운 자동차협정
체결을 통해 1986년 양국간 협력 및 통합 프로그램(PICAB)에서
합의했던 자동차 무관세 무역 쿼터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역내부품 조달비율 60%를 골자로
하는 1999년 말까지 유효한 한시적 성격의 새로운 자동차협정을
체결했다.

나) 자동차협정의 주요 내용
현재 MERCOSUR가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협정은 2000년 아르
헨티나와 브라질 간에 체결한 자동차협정을 골간으로 하고 있
다. 2006년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당초 2005년 말까지 완성
하기로 한 역내 자동차 자유무역을 2008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새로운 자동차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초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
을 2014년 6월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MERCOSUR 내의 자동차무역 완전 자유화는 2014년 7월 1일부
터나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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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도 새롭게 합의했다. 기존과 달리 아르헨티나에 대한 Flex
계수는 2.5, 브라질에 대한 계수는 1.95로 결정되었다. 새롭게 합
의된 Flex 계수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브라질로부터 10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25만 달러의 자국산 자동차를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브라질의 경우 아르헨티나로부
터 10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19만 5,000달러의 자동차
를 아르헨티나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비대칭적 Flex
계수의 설정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Ⅱ-15 2008년 개정된 자동차협정의 주요 내용

이 슈

주요 내용

적용기간

- 2008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외무역

- 자동차(35%) 및 자동차 부품(14%)의
대외공동관세(CET)는 본래 수준 유지

생산용 자동차 부품 수입

- MERCOSUR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역내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될 경우 2%의 특혜관세 적용 유지

Flex 계수

- 아르헨티나(2.5)와 브라질(1.95)에 대해 차등 Flex
계수 적용

자유무역

- 2014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완전 자유무역 실시

원산지규정

- 본래대로 60% 원산지규정 적용

기술규정

- 환경 및 안전 관련 기술규정 조화 작업 재개

자료: MERCOSU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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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산업
1/
2/
3/

개황

주요 정책

세부 산업 동향

4 /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1
개

아

황

르헨티나의 건설업은 전체 GDP의 약 6%를 차지한다.
건설업은 GDP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고용창출의 효과

가 크고 자재의 국내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건설부문의
고용 비중은 약 10%이며, 건설산업 투자는 국내 고정자본 형성
의 약 58%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도로망은 총 길이 20만 km에 이른다. 주요 도시
의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과 버스, 통근 철도를 중심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대도시를 벗어난 중소도시나 비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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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다. 전력부문에서는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으로 인해 에너지 자급률을 달성하고 있
으나, 자원탐사 분야의 투자 부족과 발전 분야의 투자 정체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부족의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2002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고용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아르헨티나의 건설부문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했으며, 환율상승과 정부투자 증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3년 취임한 키르츠네르 정부는 같은 해 10월부터 새
로운 공공서비스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정부는 신규투자 발굴과
전략적 결정을 담당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의 유지와 보수는 민
간에게 위탁하였다. 또한 이전 정부와 달리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공공투자를 강화하였다. 2004년에는 국영에너지
기업인 ENARSA를 설립하였으며, 기존의 민영화된 기업을 재국
유화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5개년 에너지 플랜을 마련하였으
며, 이 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111.9억
페소를 가스파이프 및 고압 송전탑 등 에너지 인프라 보수 및
확충 공사에 투입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대처 방
안으로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32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
양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약 40억 달러의 자금이 가스파이프라
인 공사와 재가스화 공장 설립에 투입될 계획이며, 발전소 건설

64｜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과 에너지원 다각화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건설산업은 2010년 경제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나, 2003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건
설산업 투자를 늘리면서 2009년 건설활동 종합지표(ISAC)는 전
년과 비교해 1.6% 정도의 감소에 그쳤다.
한편 2009년 동안 건설부문에서 약 4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건설활동 감소의 주 원인은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의 건설 위축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의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 주택,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도로와 인
프라 부문의 건설은 증가하였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가스파이프
라인, 고압송배전망, 원자력발전소인 Atucha Ⅱ, 화력발전소, 상
하수도망 등이 건설되었다.
아르헨티나 건설협회는 2010년 건설부문의 성장률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만 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어
2009년 실직자의 50% 정도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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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아르헨티나 건설활동 종합지표(ISAC)

자료: IERIC(2010. 8), 건설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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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교

통 인프라, 전력 등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의 열악한 인프라는 경제성장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의 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중점 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3월 국토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발전전략(PET: Plan Estratégico Territorial)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인프라 건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국
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자연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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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의 가치 존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발전전략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교통, 위생, 전력 등의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다.

표 Ⅲ-1 아르헨티나 국토발전전략(PET)의 목표

목 표

1. 인프라 건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
가.
나.
다.
라.

략

지역 단위의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간 연결성 강화
저발전 지역의 통합된 발전 지원
전력 및 교통 인프라의 공급 확대와 질 향상

가. 상하수도를 비롯한 인프라 망과 주택단지의 확대
2.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보급 및 질 향상
나. 중소도시의 위생, 의료, 교육, 문화시설 투자 확대
다. 서비스의 접근성, 연결성, 분권화 강화

3. 자연 및 문화유산
가치 존중

가. 자원 및 문화재 보호
나. 자연재해 방지

자료: 국토 공공투자 계획부(Subsecretarí́a de planificació́n territorial de la inversió́n
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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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아르헨티나 국토발전전략 실행의 예상 결과

2008년

2016년

연결망
거점도시
중소도시
인구 1만 명 이상 도시
자료: 국토 공공투자 계획부(Subsecretaría de planificació́n territorial de la inversió́n
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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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전략의 실행방안으로 △각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인프라 개선책 실시 △지방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대도
시 집중화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설정 △아르헨티
나 지방간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남미 국가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계획하였다. 지역별 차별화된 인프라 투자계
획을 적용하기 위해 PET는 각 지역을 발전 정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대도시에서는 거주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환경오
염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중소도시에서는 생산활동 다양화, 인
프라 투자, 자원개발 정책을, 인구 밀집도가 희박한 비도시에서는
상하수도, 전기, 지방도로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였다.
북부지역은 가장 저개발된 지역으로 기초 인프라의 보급과 생
산성 증대가 시급하다. 전력부문에서는 고압 송전망을 설치하고,
중앙으로부터 전력망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낮
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르
헨티나 전국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의 개
보수 및 신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 확
충은 이 지역의 주요 생산물인 농산물과 육류제품의 유통망 확
보와 유통비 절감에 기여하여 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시설과 신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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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설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의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
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중부지역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인프라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다. 이 지역은 신규 인프라 건설 보
다는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
였다.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의 고속도로 전환, 철도 시스템 개
선, Mendoza(멘도사, 아르헨티나)와 Los Andes(로스 안데스, 칠레)
간 철도 건설, 국가간 연결도로 개보수, 전력 송전망 용량 증가
등의 사업이 실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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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아르헨티나 인프라 투자 계획

거점도시
중소도시
주요 항구
항구(예정)
발전소(예정)
수로/댐(예정)
강
국경검문소

도로
도로(예정)
철도(개보수)
철도(예정)
가스관
가스관(예정)
송전망
송전망(예정)
수로(예정)

자료: 국토 공공투자 계획부(Subsecretaría de planificació́n territorial de la inversió́n
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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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는 인구가 희박하고,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
족하며, 혹독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북부와 연결하는 인
프라 건설이다. 철도 및 도로의 건설과 개보수 사업이 실행될
계획이며, 고압 송전망 건설 및 연장도 실시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발생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해 12월 320억 달러에 이르는 ‘공
공투자 계획(El plan de obras públicas)’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은
전체 금액의 60%를 도로 및 공공주택 건설에, 40%를 천연가스,
전력, 대중교통 시설에 투자하여 고용 및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는 것이다. 이 경기부양책은 PET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계획
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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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산업 동향

가. 교통 인프라

1) 도로

아르헨티나에서는 1932년 도로청(Dirección Nacional de Vialidad)
이 신설되면서 주요 도로의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도로건설, 유
지, 보수 등을 위한 도로기금(Fondo Nacional de Vialidad)이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다. 미주개발은행(IDB)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전
체 화물의 약 80%가 도로로 운송된다. 이에 따라 도로망의 정비
와 질 향상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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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도로는 관리 기관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
도, 주정부가 관리하는 지방도, 그리고 기타도로로 나뉜다. 국도
는 도로청이 관리하며, 약 3만 8,300km가 건설되어 있고 이 중
약 87%가 포장도로다. 지방도로는 지방도로청의 관할 아래 있
으며, 약 19만 2,000km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이 포장도
로다. 지방도는 각 지방을 국도와 연결시켜 준다. 아르헨티나의
국도와 지방도를 합하면 약 23만km에 달하며, 약 31%가 포장도
로다. 국도와 지방도로 중 포장된 도로의 이용률이 높아 전체
도시간 교통량의 70%를 수용한다. 기타도로는 비도시지역의 도
로이며 40만 km에 달한다. 이 도로는 지방에서 생산된 1차 산품
을 산지로부터 운송하는 기초 도로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표 Ⅲ-2 아르헨티나 도로망 현황

포장상태

국 도

지방도

포장도로

33,300km

(87%)

38,400km

(20%)

보수가 필요한 포장도로

1,700km

(5%)

8,400km

(22%)

전 체

38,313km

(100%)

191,812km

(100%)

자료: 공공투자 및 서비스 계획부(Ministerio de Planificación Federal, Inversión
Pú́blica y Servicios).

Ⅲ. 건설산업｜75

아르헨티나 교통량은 포장된 고속도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도로의 95%는 하루 평균 통행 교통량이 500대 미만이다. 전체
도로의 1%(약 5,000km)에서 하루 평균 통행량이 4,500대 이상이
며, 이 도로의 25%만이 분리된 차선을 가지고 있다. 즉 일부 포
장된 도로로 통행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는 차선
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 Ⅲ-3 아르헨티나 도로망 밀도

표면

인구수

국가
도로

지방
도로

총
도로

면적당
도로당
도로 밀도 인구 밀도

명

km

km

km

도로km/ 인구/
2
km (%) 도로km

주
2

km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2,768,772

0

0

0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307,571 13,818,677

4,736

36,582

41,318

13.43

334.44

카타마르카

102,602

333,661

1,143

4,789

5,392

5.78

56.22

코르도바

165,321

3,061,611

2,483

19,247

21,730

13.14

140.9

코리엔테스

88,100

929,236

1,754

5,210

6,964

7.90

133.44

차코

99,633

983,087

988

5,985

6,973

7.00

140.99

224,686

413,240

2,163

8,493

10,656

4.74

38.78

78,781

1,156,799

1,603

11,451

13,054

16.57

88.61

7,266

485,700

1,310

2,797

4,107

13.14

140.9

후후이

53,219

611,484

1,081

3,518

4,599

8.64

132.97

라팜파

143,440

298,460

1,583

7,929

9,512

6.63

31.38

추부트
엔트레리오스
포르모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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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표 Ⅲ-3 계속

표면

인구수

국가
도로

지방
도로

총
도로

면적당
도로당
도로 밀도 인구 밀도

명

km

km

km

도로km/ 인구/
2
km (%) 도로km

주
2

km
라리오하

89,680

289,820

1,728

1,526

3,254

3.63

89.06

148,827

1,576,585

1,942

11,415

13,357

8.97

118.04

미시오네스

29,801

963,869

828

3,045

3,873

13.00

248.87

네우켄

94,078

473,315

1,442

4,409

5,821

6.22

80.89

리오네그로

203,013

552,677

2,360

6,356

8,716

4.29

63.41

살타

144,488

1,079,422

1,803

6,637

8,440

5.43

127.89

산후안

89,651

622,094

1,116

5,226

6,342

7.07

98.08

산루이스

76,748

366,900

971

5,735

6,706

8.74

54.72

산타크루스

243,943

197,191

2,292

6,714

9,006

3.69

21.9

산타페

133,007

2,997,376

2,498

13,932

15,890

11.95

188.63

산티아고델에스테로

136,351

806,347

1,487

18,416

19,903

14.60

40.51

티에라델푸에고

21,263

100,960

643

664

1,307

6.15

77.26

투쿠만

22,524

1,336,664

511

2,136

2,647

11.75

504.92

2,780,092 36,223,947 38,465 191,672 230,137

8.28

157.4

멘도사

전 체

자료: 아르헨티나도로협회

1980년대 말부터 도로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
하여, 약 9,000km에 이르는 도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었다. 민
간 사업자가 도로의 재건, 유지, 보수를 담당하였으며, 사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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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정산소를 설치하여 회수되었다. 특히 수도인 부에노스아이
레스로 진입하는 신규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으며,
공사비는 요금 정산소를 설치하여 회수되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건설된 도로는 정부가 맡아서 운영하게 된다.
신규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 총 투자액은 약 60억 페소에 달했다. 미
주개발은행(IDB)은 지체되고 있는 도로 연장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15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표 Ⅲ-4 아르헨티나 도로 인프라 투자
(단위: 백만 페소)

연도

전체

건설

유지

2004

1,054.4

933.0

121.4

2005

1,919.4

1,776.3

143.1

2006

3,470.9

3,224.6

246.3

2007

4,288.4

3,928.8

359.6

2008

6,009.0

5,514.2

494.8

자료: 공공투자 및 서비스 계획부(Ministerio de Planificación Federal, Inversión
Pú́blica y Servic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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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아르헨티나 주요 도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금액(백만 달러)

기업

진행상황

국가간 해양 고속도로
건설

-

AA2000,
LUKSIC

계획단계

Ruta Provincial 20 도로
업그레이드

38

IDB

계획단계

Ruta de los Lagos 도로
프로젝트

51

-

계획단계

La serena-La Rioja 간
도로 프로젝트

26

-

계획단계

Formosa 주 Ruta
Provincial 9 도로

-

-

계획단계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 철도

아르헨티나의 철도는 1857년에 최초로 건설되었으며, 1930년
에는 3만 8,000km에 달하게 된다. 이 당시에는 도로보다는 철도
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농업은 아르
헨티나의 성장 동력이었으며, 철도는 내륙에서 생산된 곡물을
수출용 항구로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 그러나
1929년에 찾아온 대공황과 이후의 수입대체화 산업정책으로 인
한 외국인투자의 감소, 1948년의 철도 국유화, 고속도로 건설 붐
으로 인한 철도 이용비율 감소, 1980년대의 경제위기로 인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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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투자 축소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는 정체하게 된다. 1948년
철도망은 4만 3,923km로 역사상 최고 길이에 이르게 되며, 당시
연간 운송량은 45백만 톤이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아르헨티
나의 철도망은 전성기 시절을 훨씬 밑도는 3만 4,509km에 미칠
뿐이다. 아르헨티나의 철도는 주로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화물철도 노선은 [표 Ⅲ-6]과 같다.

그림 Ⅲ-4 아르헨티나 철도 노선

자료: 운송규제위원회(CNRT: Comisión Nacional de Regulación del Transp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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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아르헨티나 화물철도 노선

노 선
Belgrano Cargas S.A.

운행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 산타페, 코르도바,
레시스텐시아, 살타, 후후이, 투구만, 카타마르카,
산후안, 멘도사, 포르모사

América Latina
Logistica Central S.A.

부에노스아이레스, 후닌, 루피노, 산루이스, 멘도사,
산후안, 산라파엘, 로사리오

América Latina
Logistica
Mesopotá́mica S.A.

부에노스아아레스, 엔트레리오스, 코리엔테스,
미시오네스

FerroExpreso
Pampeano S.A.

산마르틴, 로사리오, 바이아블랑카

Ferrosur S.A.

부에노스아이레스, 네코체아, 케켄, 탄딜, 올라바리아,
바이아블랑카, 네우켄, 자팔라

Nuevo Central
Argentino S.A.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 산타페, 코르도바,
투쿠만, 리오Ⅳ,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자료: 운송규제위원회(CNRT: Comisión Nacional de Regulación del Transporte).

국영 철도공사(FA: Ferrocarriles Argentinos)는 1990년대 들어와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1991년부터 운영사업이 민간에 위탁
되었다. 즉 철도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 정비,
복구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민영화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민
간사업자들이 신규투자를 꺼리면서 시설과 서비스가 낙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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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와 민간사업
자 모두 신규투자의 여력을 상실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철
도부문에는 12개의 민간사업자와 11개의 국영사업자가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은 중남미 최초로 1913년에 건설
되었다. 전체 6개 노선이 있으며, 길이 44.7km에 승객 수는 286만
명에 이른다. 가장 최근에 완성된 노선은 H라인으로 2007년 운
행이 시작되었다. 소유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 공사이지만,
1994년에 민영화가 시행되어 현재는 민간사업자인 Metrovias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Ⅲ-7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 노선 현황

노 선

거 리

역수

미트레(MITRE)

185.5

55

사르미엔토(SARMIENTO)

184.1

40

29.9

23

237.2

70

산 마르틴(SAN MARTIN)

56.3

19

벨그라노 노르테(BELGRANO NORTE)

54.3

22

벨그라노 수르(BELGRANO SUR)

66.3

30

813.6

259

우르키사(URQUIZA)
로카(ROCA)

총

자료: 운송규제위원회(CNRT: Comisión Nacional de Regulación del Transp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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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 노선표

자료: 운송규제위원회(CNRT: Comisión Nacional de Regulación del Transporte).

2010년 7월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철도 인프라 재건사업에 1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중북부 화
물노선인 Belgrano 화물노선 재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코르도바
시 지하철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차관 도
입에 힘입어 2010년 6월 자금부족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던 29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건설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2010년 3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을 연결하는 52km의 철
도터널 건설 프로젝트 감독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였다.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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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양국간의 무역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서는 연간 1,000만 톤의
화물운송이 가능한 터널이 건설될 예정이며, 둘째와 셋째 단계
에서는 각각 2,000만 톤과 7,000만 톤이 운송 가능하도록 확장
될 예정이다. 현재 이 철도노선을 통해 연간 50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나,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5,000만 톤으로 운송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신규 지하철 노선인 F, G, I라인
건설과 H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29.4km
를, 둘째 단계에서는 16.3km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25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자금부족의 문제로 2009년에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다.
2010년 1월에는 아르헨티나와 3개의 중국 은행 사이에 1억
9,8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조달 협약이 이루어졌다. 첫 프로젝트
의 경우 1억 1,300만 달러의 전차(railway car) 생산 프로젝트로
비용의 85%는 중국 수출입 은행이, 15%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조달할 계획이다. 둘째 프로젝트는 8,500만 달러의 부에노스아
이레스 지하철 차량(subway car) 생산 프로젝트로 중국 Citic 은행
과 중국 건설은행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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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아르헨티나의 주요 철도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금액(백만 달러)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
확장 공사

2,500

Los Liberatores 터널 공사
(발파라이소-부에노스
아이레스 구간)

3,000

San Martin Commuter Line
현대화 공사

기업

진행상황

-

자금 부족으로
중단(2009년)

Corporacion
타당성 조사
America

650

Alston

입찰 진행

코르도바 지하철 건설

1,250

Roggio

계획안 제출
(2009 8월)

Transandino Central Rail
터널공사

4,800

-

프로젝트 발표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3) 항만

아르헨티나 교역 상품의 약 90%는 해상으로 운송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43개 항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파라나(Parana) 강 및 라 플라타(Rio de la Plata) 강, 그리고 대서
양 연안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로사리오 지역의 파라나 강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위치한 파라나 강, 라플라타 강, 대서양
연안의 항구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2008년 기준 전체의 약 86%
를 차지한다. ROSAFE라 불리는 로사리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가 아르헨티나 해상운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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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들은 주로 곡물과 유지류 수출에 이용되며, 캄파나(Campana)
와 산페드로(San Pedro) 항은 과일 수출에, 사라테(Zárate) 항은
자동차와 컨테이너 전용항구로 이용된다. 전체 항구 중 컨테이
너 항은 사라테(Zárate),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독수르
(Dock Sur) 3개 항이다.

그림 Ⅲ-6 아르헨티나의 주요 항구

파라나 강

플라타 강
로사리오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항구

Buenos Aires

Dock Sur
La Plata

주: ○ 표시한 부분이 주요 항만임.
자료: 아르헨티나 항만위원회(Consejo Potuario Argent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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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아르헨티나 주요 항구 및 물동량(2008년)

지 역

로사리오

항

43.1

로사리오(Rosario)

23.3

라마요(Ramallo)

1.2

산니콜라스(San Nicolas)

6.5

산페드로(San Pedro)

1.2

사라테(Zá́rate)

3.7

50.7

캄파나(Campana)

5.0

(30.0%)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12.7

독수르(Dock Sur)

15.3

라플라타(La Plata)

5.1

플라타 해안(Mar del Plata)

0.6

케켄(Quequen)

4.3

28.9

바이아블랑카(Bahia Blanca)

12.6

(17.1%)

로살레스(Rosales)

11.3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서양 항구)

백만 톤

산로렌조/산마르틴
(San Lorenzo/ San Martín)

부에노스
아이레스
(파라나 및
라플라타 강
항구)

만

66.3
(39.3%)

기

타

22.9 (13.6%)

합

계

168.8 (100.0%)

자료: 해운항만청(Subsecretaría de puertos y vías navegables).

아르헨티나의 항구들은 1990년대 민영화되었다. 이전까지 연
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항구들은 각 항구가 위치한 주정부가
관할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되었으며, 민자 항만의 설립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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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1992년에 시행된 항만법(La Ley de Puertos)은 기존 항
구들이 해당 주의 관할하게 놓이게 된다는 것과 함께 민자 항만
을 이용하는 선박은 중앙정부에 세금 및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
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Ⅲ-10 아르헨티나의 주요 항만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금액(백만 달러)

기 업

진행상황

바이아블랑카(Bahia
Blanca) 항 업그레이드

450

-

계획단계

바란케라스(Barranqueras)
다목적 항 건설

21

Trade Baires
International(TBI)

계획단계

라플라타(La Plata) 항
신규 터미널 건설

250

Tecplata

건설 중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나. 전력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셋째로 큰 전력시장이다. 천연가스
와 석유, 그리고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현재 2개의 원자력발전소
가 운영되고 있으나 추가 건설계획이 논의 중이어서 원자력 발
전의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2009년 기준 29GW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생산된 전력은 125TWh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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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스 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52%를 차지하며,
수력발전이 약 30%, 석유 화력발전이 7%, 원자력 발전이 6%를
차지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수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 2009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
에 달한다. 아르헨티나가 주변국에 비해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
은 것은 국내에서 충분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천연가스
를 칠레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수요가 증가하자 칠레
로의 수출을 중단하였으며, 볼리비아로부터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2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
며, 모두 국영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Nucleoelectrica Argentina)의
소유다. 용량은 Atucha Ⅰ이 360MW,

Embalse가 650MW이다.

세 번째 원전인 Atucha Ⅱ의 건설은 정치적·재정적 문제로 1990년
대에 중단되었다.

표 Ⅲ-11 아르헨티나의 전력 생산 현황
(단위: TWh)

화 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수력

재생

합

2.2

64.5

8.5

7.0

37.6

4.0

123.8

1.8%

52.1%

6.9%

5.7%

30.3%

3.2%

100%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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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전력산업은 1990년대 대대적인 민영화를 겪었
으며 정부규제가 완화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전력부문은 중남미
전체 중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민영화 과
정에서 전력산업을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로 분할하였으며, 기
업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 기업이 발전ㆍ송전ㆍ배전 분야에
중복으로 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 부문 중 민영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발전부문이다. 현재 발전사업자의 대부
분은 민간기업이며, 국영은 원자력 발전과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걸쳐 있는 수력발전으로 한정된다. 2008년 말 기준
으로 53개의 발전사업자(화력 32개, 수력 20개, 국영 원자력 기
업 1개)가 전력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송배전 부문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고 경쟁기업의 수도 적
다. 송전은 전국적 규모의 기간 송전망을 운영하는 광역송전회
사와 132/220kV의 지역송전망을 운영하는 지역송전회사로 구분
된다. 광역송전은 민영화된 Transener가 독점하고 있으며, 지역
송전은 6개의 기업(Lista, Transnoa, Transnea, Transpa, Transba,
Distrocuyo)이 담당한다. 전체 배전사업은 연방정부의 규제기구
인 ENRE가 감독하며, 각 지방의 배전사업은 지방정부의 규제기
구가 관할한다. 광역 배전망 사업자로는 Edenor, Edesur, Edelap
의 3개 기업이 있다. 송배전 사업의 운영권은 정기적인 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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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위탁되며, 각 사업자는 ENRE의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및
기술 조건에 따라 송배전망의 유지와 보수를 책임진다. 정전 및
가동중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그림 Ⅲ-7 아르헨티나 발전소 현황

원자력
화력
수력

자료: 아르헨티나 전력발전협회(AGE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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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도매전력시장 제도가 도입되어 각 발전사업자
가 생산한 전력은 CAMMESA가 운영하는 전력도매시장에 판매
된다. 현재 도매시장은 2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부에노스아이레
스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중부 및 북부를 포괄하는 MEM과 남부
지역의 파타고니아 도매전력시장인 MEMSP가 있다.
전력가격은 현물시장 또는 장기공급계약시장에서 형성된다.
현물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의 전력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시간
별로 전력가격이 책정되며, 장기공급계약시장에서는 대규모 사
용자 및 배전회사가 발전사업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임
의의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한다.
도매시장은 전력 사용자를 규모에 따라 대용량 도매 사용자
(GUMAs: Grandes Usuarios Mayores), 소용량 도매 사용자(GUMEs:
Grandes Usuarios Menores), 특별 도매 사용자(GUPAs: Grandes
Usuarios Particulares)의 3개로 구분한다. GUMAs는 전력수요의
50%를 발전사업자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나머지는 현물시장에
서 조달해야 하며, GUMEs와 GUPAs는 모든 전력을 공급계약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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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아르헨티나 전력도매시장 구조

안정화 기금
시장가격 > 계절가격

발전사업자

시장가격 <계절가격

시장가격

계절가격
CAMMESA

배전사업자

자료: 아르헨티나 전력발전협회(AGEERA) 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아르헨티나 전력산업은 설비투자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낮은 전력요금에 기인한다. 정부는 전력가격의 급등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전사업자가 전력도매시장에서 전
기를 구입할 때 현물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아닌 계절별
로 고정된 가격인 계절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한다. 계절가격
에는 여름가격과 겨울가격의 두 종류가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
자는 시장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며, 정부는 시장가격과 계절가격의
차이를 CAMMESA가 운영하는 안정화 기금(Fonde de estabilización)
에서 보상해준다. 즉 시장가격이 계절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배전사업자가 구입한 금액(계절가격)이 발전사업자가 판매한 금
액(시장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그 차액은 안정화 기금에 저축된

Ⅲ. 건설산업｜93

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계절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족한 차
액을 안정화 기금에서 빼내어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2001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계절가격을 시장가
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조정하였으며, 시장가격의 책정 기준
또한 발전연료에 상관없이 천연가스 화력발전 비용으로 정하였
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제위기 이후 천연가스 가격을 동
결시키면서 전기요금은 최근 8년간 동결된 상태다. 또한 최근
천연가스 화력발전에 비해 비용이 높은 석유 화력발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현물시장 전력가격은 여전히 천연가스 화력발전
을 기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낮은 전력요금은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민간기업의 투자 동기를 상실
시켰다. 또한 계절가격의 하향조정은 안정화 기금의 적자로 이
어지고,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9년
을 예로 들면 계절가격이 1MWh당 54페소로 시장가격인 100페
소보다 적어 CAMMESA는 차액인 46페소를 발전사업자에게 보
상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받는 1MWh당 100페소
는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인 204페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
이다. 추후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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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아르헨티나 전력 가격 및 비용 비교(2009년 기준)
(단위: 페소/MWh)

237

250
204
200
150
100

100
54
50
0
계절가격
계절가격

시장가격
시장가격

현재발전
현재 발전 비용
비용

신규발전
신규발전
예상비용
예상비용

자료: 아르헨티나 전력발전협회(AGEERA).

1MWh당 전력요금이 237페소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는 대부분의 신규 프로젝트는 정부
발주 사업이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2개의 원자력발전기가 있
으나, 정부는 1990년대에 중단됐던 3호기인 750MW 용량의
Atucha Ⅱ 완공과 네 번째 원전 건설, 그리고 노후화된 Embalse의

Ⅲ. 건설산업｜95

수명 연장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과 공동으로
원자력발전 협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산타크루스 강 및
우루과이 강의 수력발전 건설과 1,220km 길이의 송전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도 추진되고 있다.

표 Ⅲ-12 아르헨티나 발전 및 송배전 프로젝트

금액
(백만 달러)

기 업

진행상황

-

-

미주개발은행
차관 승인

1,100

-

입찰

Los Blancos
수력발전소

700

-

계획단계

Atucha Ⅱ 원자력
발전기

700

아르헨티나원자력공사,
외국기업(미정)

프로젝트 재계

송전망 업그레이드

87.7

Edelap

첫 번째 터빈
설치

-

-

계획단계

62MW Negra
수력발전

350

Techint Argentina,
Panedile

계약 사인

Pico TruncadoGallegos 강-Trubio
강 송전선 건설

800

-

입찰

1,030

-

계획단계

4,000

-

입찰

프로젝트명
1,220km Norte
Grande 송전관
640MW Chihuido
수력발전소

Garabi 댐 건설

648MW Embalse
수명 연장 및 확장
1,740MW Condor
Cliff-La Barrancosa
수력발전소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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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아르헨티나 전력발전협회 관계자11) 면담

아르헨티나 전력발전협회(AGEERA: Asociació́n de Generadores de
Energí́a Eléctrica de la República Argentina)
아르헨티나 전력발전협회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발전사업자
협회다. 현재 44개의 업체가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 기업들의 발전설
비 용량은 2만 6,526MW로 아르헨티나 전체 발전 용량의 96%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 전력산업은 15년 전 발전․송전․배전 부문으로 분리되었으며,
발전 부분에서는 현재 약 53개의 업체가 있다. 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모두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의 소유다. 그러나 나머지 수력 및 화력 부문에
서는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수력발전소의 일부는 이웃 국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우루과이와의 국경에 살토그란데(Salto Grande), 파
라과이와의 국경에 야시레타(Yacyreta)가 있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판매된다. 첫째, 대형
전력 소비자의 경우는 발전 기업과 직접 계약을 통해 전력을 구매한다. 그
밖의 경우는 CAMMESA가 관리하는 국가 전력 도매시장을 통해 발전사업자
와 소비자 간의 전력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르헨티나의 전력가격은 발전사업자의 전력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상
태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1992년에 1MW당 50달러에 거래되던 전력이 최근
에는 1MW당 25달러로 떨어졌다. 특히 2001년 외환위기로 발전산업과 국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동결된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
전력 도매시장에서 전력가격 동결은 소매가격 동결로 이어지며, 결국 발전
업체의 수익 감소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현재 발전사업자는 가격동결로 인해
설비 유지와 생산비만 충당할 뿐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아드리아나 코왈레스키(Adriana Kowalewski) 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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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기업의 신규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이루
어지는 신규투자는 대부분 정부 발주 사업이다.
아르헨티나의 전기요금은 주변국인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미 낮은 가격에 익숙해져 있고,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분간 요금 인상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전력발전은 50% 이상이 천연가스 화력발전이다. 그러나 2003년
까지는 천연가스가 풍부했으나, 그 이후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정부가 천
연가스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자 천연가스 개발의 신규투자 또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천연가스 화력발전에서 원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과 수력 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티나에는 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Atucha Ⅱ의 건설이 1990년대
으나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재개되었으며, 2011년 또는 2012년에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개의 추가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자금은
서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건설할 계획이다.

아르헨
중단됐
가동할
정부에

발전부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현지
자재 조달(local content) 요구도 없다. 풍력발전의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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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하수도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2008년 기준
전체 인구의 각각 97%와 90%로 높은 수준이다. 주변 중남미 국
가들의 도시와 비도시간의 보급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아
르헨티나의 도시․비도시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적용할 경우 수치는 크게
줄어든다. 상수도의 경우 각 가정에 상수관이 연결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보급률을 따졌을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79%이며,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수도 보급
률을 적용할 경우 보급률은 44%에 그친다. 특히 농촌지역의 하
수처리시설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79에서 90%로,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44%에서 75%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
웠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재
원은 연방정부와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의 다자간금융기구
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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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아르헨티나 상하수도 보급률
(단위: %)

구

분

도시

비도시

전국

식수보급 여부

98

80

97

상수도관 연결 여부

83

45

79

정화조 및 화장실 구비 여부

91

77

90

하수처리시설 구비 여부

48

5

44

상수도

하수도
자료: 세계보건기구(2010).

1980년까지 상하수도공사(OSN: Obras Sanitarias de la Nación)
가 주요 도시의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를 담당하였고, 비도시지
역 및 소도시의 서비스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에서
제공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수도사업의 분권화가 실시되면서
OSN의 역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서비스 공급에 한정되고, 각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정부가 관할하게 되었
다. 각 주정부는 재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협동조합 등
을 상하수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가 시행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28%가 민간기업에 상하수도 사업을 위
탁하였으며, 민간기업으로부터 상하수도를 공급받는 인구는 전
체의 60%에 달했다. 프랑스 기업인 Suez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수

100｜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도권의 수도사업을 위탁받은 게 가장 큰 민영화 사업이었다. 그
러나 2001년 경제위기 시 페소화가 평가절하되면서 미국 달러
로 채무를 가지고 있던 민간 수도사업자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
었고, 정부가 수도요금을 동결시키면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
었다. 이후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수도사업 계약이 재협상에 들
어가고, 일부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었다. 2006년에는
아르헨티나 수도공사(AySA: Agua y Saneamientos Argentinos)가
설립되어 민간기업을 대신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및 17개 수도권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 부에노
스아이레스 지역 인구의 80% 이상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 및 보수는 19개의 주정부 공기업,
100개의 지방자치단체, 950여 개의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아르헨티나 수도공사(AySA), 보나렌세 수도공사
(ABSA: Aguas Bonarenses S.A.), 산타페 수도공사(Aguas Provinciales
de Santa Fe), 코르도바 수도공사(Aguas Cordobesas SA) 등이 있다.
민간기업에 수도사업이 위탁되는 사례가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작으며, 대부분 아르헨티나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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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아르헨티나 주요 상하수도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금액(백만 달러)

기업

진행상황

상수도 플랜트 건설

691

-

입찰 중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319

세계 은행

프로젝트
발표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720

미주개발은행(IADB),
아르헨티나 수도공사

프로젝트
발표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라. 주택

1980~90년 사이 매년 약 9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신규
주택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초과하면서 주택 공급이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 주택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기간 35만
6,675호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1980년의 주택 부족분(약 200만
호)의 17.4%만이 해결됐을 뿐이다.
2009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지방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택 부족분은
약 300만 호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택의 기
능을 가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임시건물(판잣
집 등)이 51만 호이며 대부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위치

102｜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해 있다. 또한 하수시설의 미비 등 주택의 기능을 완비하지 못
한 건물이 160만 호로 집계된다. 45만 호의 주택은 한 방에 2명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공간부족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상자 2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관계자12) 면담

아르헨티나 건설협회(Cámara Argentina de la Construcció́n)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건설협회는 현재 공기업 및 민간기
업을 포함, 약 1,200개의 대ᆞ중ᆞ소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업
영역은 주택, 산업 설비, 인프라 등 건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과의 인프
라 분야 기술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연간 인프라 투자는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 프로젝트로는 정부 주도의 Solidaria, Plan Federal Uno, Federal
Dos, Techo Digro, Fonavi 등이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지하철 노선
증설 공사는 자금조달의 문제 및 낮은 요금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La Plata 항의 확장 공사가 아르헨티나 기업
에 의해 진행 중이며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프
로젝트는 아르헨티나 기업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은 스페인과 브
라질이 주를 이룬다. 분야별 외국기업 투자 현황은 가스관 건설에 브라질 기
업이, 송전사업에 스페인 기업, 수력발전 사업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합작
기업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합작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
건설에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 페르난도 라고(Fernando A. Lago, 정책팀장), 다니엘 갈릴레아(Daniel Galilea, 기술
팀장).

Ⅲ. 건설산업｜103

글상자 2 계속

1990년까지는 모든 교통 인프라가 공기업 투자로 건설되었으나, 1990년부
터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으로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1년
경제위기 이후로는 페소화 평가절하 문제 등으로 인해 양허계약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주처인 사업의 경우는 현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
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산규모에 따라 참여공사 규모가 달라진다. 그러
나 외국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나 국제기구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사
업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금융부문에
서 외국기업과 협력을 가장 크게 희망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이 자금을 제공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협력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기업은 다양한 경제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또한 가족
기업의 전통이 강하며, 노무관리 능력도 탁월하다. 주변 칠레, 우루과이, 파
라과이에서 다년간의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 진출에도 경쟁력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시장은 규제의 벽이 높아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아르헨티나 건설산업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다. 아르
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20년 전까지는 엔지
니어 인력이 풍부했으나, 경제위기 이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시장이 성장하면서 인력공급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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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Roggio S.A.

1) 기업 개요

Roggio S.A.는 건축․토목, 교통, 플랜트, 환경, 보건 및 IT 분
야 등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주요 계열사로는
Benito Roggio e Hijos S.A(건축․토목), Metrovía (철도․지하철
건설), Cliba(환경․폐기물 처리), Aguas Cordobesas(보건 서비스),
Grupo Prominente(IT) 등이 있다.
특히 Benito Roggio e Hijos S.A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SOC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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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우루과이 아순시온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브
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멕시
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 중남미 지역에 걸쳐 주요 SOC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Metrov¡́a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 운영사업을 맡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민간기업이
지하철 운영자가 된 사례다.

2) 전략

Roggio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 각국에 사업체를 가
진 다국적 건설 기업으로, 이윤 다각화의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
의 인프라 사업에 진출해 있다. 특히 도로, 지하철, 수처리 플랜
트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정부 입찰에
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Roggio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인프라 민영화 당시 사업영역을 확대한 덕분이
다. 이 과정에서 유료 도로 건설 및 운영, 부에노스아이레스 지
하철 운영 등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일관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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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부족, 부족한 투자여력 등은 Roggio의 경쟁력을 약화시
킬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Techint

1) 기업 개요

Techint는 이탈리아의 글로벌 건설 및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주로 철강, 건설, 석유탐사 및 생산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철강분야에서는 자회사인 Sidera와 Tenaris Sidera
를 통해 강판과 튜브 등을 생산하며, 건설에서는 엔지니어링, 조
달, 건설 전 과정을 포괄하는 EPC 공사를 수행한다. 석유부문에
서는 자회사인 Tecpetrol이 있으며, 아르헨티나 석유업계 7위의
기업이다.

2) 전략

Techint는 투자 지역을 전 세계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인프라
전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중남미, 유럽, 미국, 중동, 아프리
카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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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멕시코, 에콰도르,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등에서 활동한다.
사업영역은 석유화학, 정유, 통신, 송전, IT, 자동화, 철강, 환경
설비, 도로, 교량, 항만, 댐, 석유 등 다양하다. 전 세계에서 약 7만
km에 이르는 석유 및 천연가스관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6건은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는 공사였다. 이러한 사업영역
및 투자지역 다각화에 힘입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영역이 경기 동향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후퇴기에는 취약한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 재정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
의 공공건설 서비스 부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Techint의 경쟁
력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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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아

르헨티나의 건설산업은 2009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
으로 전년보다 4% 성장세가 하락했다. 석유 및 석유화

학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었으며, 건설부문에서만
약 4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프라 발전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금융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 32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계
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는 인프라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
어 도로, 상업용 건물, 주택 등에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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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인 BMI는 2010년 아르헨티나 건설시장의 전년 대비 성
장률을 약 0.84%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건설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류유통
이 비용이 높은 도로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운송수단인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
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간 그리고 국가간 연결성 개선을
위해 철도,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투자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헨티나의 전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민영화 정도
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가 큰 부문이다. 그러나 낮
은 전력요금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신규 민간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의 증대를 위해서는 전력
요금 상향조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성장 및 균형적인 국토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부족한 인프라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
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국토발전전략’을 통해 구
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향후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투
자수요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금의 조
달이다. 정부의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계획된 인프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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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아르헨티
나 고속철도 건설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자금
부족의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15 아르헨티나 건설시장의 SWOT

☞ 2001년 위기 극복 이후 고성장세
지속(2003~08년 성장률 8%)
☞ 발달된 도시 교통 인프라
☞ 다양한 경제환경(경제위기 등)에
대한 기업들의 강한 대응 응력

☞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 복잡한 조세제도 및 노무관리의
어려움
☞ 정부 발표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신뢰 부족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 국토발전 전략, 2008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증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 인프라 투자
정책
☞ 중국의 금융지원 약속

☞ 낮은 전력요금으로 민간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 부족한 정부 재원

자료: 필자 작성.

2009년 아르헨티나 건설산업의 규모는 약 180억 달러였다. 그
러나 향후 건설업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인해 BMI는 2014년까지
건설업이 약 3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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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아르헨티나 건설산업의 성장 전망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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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수준은 전 세계 기준으로 중하
위권에 속한다. EIU가 매년 발표하는 IT산업 발전 순위

(EIU E-readiness rankings)에서 2009년 아르헨티나는 70개국 중
44위(중남미 국가 중 5위)를 차지했다. 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World e-government rankings 2010) 순위에서는 95개국 중 48위
(중남미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WEF가 발표하는 IT산업 발전
(The Networked Readiness Index 2009-2010) 순위에서는 133개국
중 91위(중남미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아르헨티나의 IT 발전 수준은 최
상위권에 속한다. 인터넷 보급률은 자메이카에 이어 2위, 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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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보급률은 칠레에 이어 2위, 무선전화와 케이블 TV 보급률
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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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가. IT산업 육성 정책

아르헨티나 정보통신청(ONTI: Oficina Nacional de Tecnología
de Información)은 아르헨티나 행정부 산하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
하는 기관으로, 국가 정보통신 정책 개발 및 실행, 통신사업 현
대화 및 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보통신청의
주요 업무는 국가 전자정부 계획, 공공행정 기술표준화 사업(ETAPS),
디지털 기업 사업과 국가 포털 사이트의 운영이다.
IT산업 육성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제도,
기술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100달러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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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계획, 공립학교 넷북 지원,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 전자
신분증 사업, 개인정보 D/B 구축 사업(BDUIPI), 연금관리 시스템
(Jubilación On Line) 등으로 대별된다.

1)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제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법령 제
25.922호를 제정했다. 주요 지원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
인, 생산 및 적용, 시스템 등이다. 그에 반해 유지․보수, 언어의
번역 및 변환,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시장조사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로는 △2014년
까지 10년간 투자시점의 세제 안정적 부여 △고용주세의 70%까
지를 감면하여 비환급 및 비양도 성격으로 신용 제공 후 국세
납부 시 사용 가능토록 허용 △조사․개발, 품질인증, 소프트웨
어 수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하드웨어 및 IT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지원기금(Fonsoft)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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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보조금 지원

아르헨티나 과학기술진흥공사(Agencia Nacional de Promoción
Científica y Tecnológica)는 IT 분야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 프로젝트에 대해 아르헨티나 기술기금(Fondar)에서 최대 60만
페소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 지
원액은 5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9년 4,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기금을 조성하여 IT 등 첨단산
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3) PC 보급 확대 정책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PC 보급 확대에
매우 적극적이다. 먼저 컴퓨터 보급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
로 100달러 컴퓨터 보급 계획을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어린이 1명당 컴퓨터 1대 보급계획(OLPC: One Laptop Per
Child)’으로 MIT와 제휴하여 100달러 컴퓨터를 100만 대 구입
하는 UND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이미 중국,
태국, 브라질,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계은
행이나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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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컴퓨터는 리눅스 운영체계, AMD 프로세스, USB 포트 4개,
하드디스크 대신 플래시 메모리를 사양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립학교에 넷북 지원 프로젝트도 추
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사회보장관리기구(ANSES)의 자금을 활
용, 전국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에 300만 대의 넷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7,500만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
다. 넷북은 무상대여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집에
가져가거나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에도 넷북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부를 중심으로 Mi
PC(My First PC)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연금생
활자를 대상으로 한 PC Abuela(Grandmother PC) 프로젝트(40개
월 금융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노트북
에 대한 사치세를 면제해 노트북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2009년
10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품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종전 10.5%에서 21%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서 노트북과 넷북은 사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페인 기업인 Telefonica 사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 PC 사용 확대 프로그램(Puesto de Trabajo)
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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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정부(e-Government) 프로젝트

가) 주요 프로젝트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378/2005호에 의거 국가정부 포털 사
이트(www.argentina.gov.ar)를 구축하였으며, 전자서명과 같은 보
안관리, 행정 및 민원 업무 또한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부 입찰 및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크리스털 사이트(www.cristal.gov.ar), 정부부처간 IT 정보
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전자상거래 시 구매 또는 대금결제 솔
루션 등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이트(www.nacion.ar), 세금 납부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양식을 통해 결재하는 디지털 창(Ventanilla
Digital) 등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나）전자신분증 사업
아르헨티나 내무부 주관 사업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신
용카드 형태로 전자신분증(Documento de Identidad Electronico)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신분증에 내장된 전자
칩에는 지문, 서명 등의 정보가 수록된다. 스페인 기업인 Indra
사가 이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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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인정보 D/B 구축 사업(BDUIPI)
아르헨티나 정부는 2억 달러를 투자, 디지털 지문과 홍채를
기초로 한 개인정보 D/B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
은 내무부가 주관하며, 2008년에 시작해 8년 기간이 소요될 예
정이다.

라）연금관리 시스템(Jubilación On line)
현재 사회보장공단(Anses)은 인터넷에 기반한 퇴직 및 연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5) 일본식 디지털 TV 방식 채택

아르헨티나 정부는 TV 방송 부문에서 브라질에서 채택한 일
본식 디지털 ISDB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10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이 전면 폐지되
고 디지털 방식의 TV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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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T 관련 수출입 및 통관제도

1) 수출입 관리제도

IT 관련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MERCOSUR 회원국이 아닌 경
우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IT 관련 제품의 현지 수입 시 발
생하는 주요 세금은 수입관세 16%(브라질, 멕시코의 경우 0세율
적용)，통계세 0.5%, 부가세 21% 등이다.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통신기기는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 Committee) 법령 CNC
1371/2000에 의거 사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특히 신형기기의 경우) 형식승인(codification)을 거쳐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상표, 인증번호, 제조번호, 제조
자를 명시하고, 국내 생산제품은 생산자에게，수입제품은 수입
자에게 사전인증 획득 및 제품 표기 의무가 있다．
한편 휴대폰 단말기 형식 승인기관으로는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INTI), LABORATORIOS UNIDOS S.A.,
LABORATORIO DE ENSAYOS BAJO NORMA S.R.L.(LENOR
S.R.L.), DMC Wireless Systems S.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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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관제도

한국 등 제3국산에 대하여 일부 IT 제품을 제외하고는 고율
(18～20%)의 관세가 부과되나,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산
은 무관세이다．
1999년 1월부터 수입품에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 방지를 목적
으로 서류 및 물품 검사13)가 강화되었다. 또한 가전, 섬유, 타이
어 등은 기준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을 통관 전에 전액 현금
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라질 및 중
국산 전자제품과 섬유류․신발류․완구․철강 제품에 대한 수
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관세 체계는 원칙적으로 종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품목 분류는 HS 코드를 기초로 8단위 또는 9단위로 되
어 있는데, 6단위까지는 공통적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
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원자재나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
부가가치 제품일수록 관세가 높다.
13) Canal Morado(적갈색: 좀더 세밀한 서류 및 물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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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아르헨티나 관세 구조

관세율

품

목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 제품 일부(레이더 0%)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4.5~12.5%

1차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12.5~20.0%

정보통신 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 품목, 자동차(35%),
TV(21%) 등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2%를 간격으로 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
용하는 관세가 아니고 일반관세를 대외공동관세 수준으로 맞추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 관세다. 관세품목은 HS 코드 8
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이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관세
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 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
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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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아르헨티나 주요 IT 제품의 수입관세율
(단위: %)

구 분

관세율

PC 모니터

12 ~ 20

PC Desk

16

노트북/넷북

16

TV

20

GPS

0

보안카메라

0

MP3 등

20

모뎀, 라우터

16

3) 전자 내국세법

2009년 10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특별관세 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노트북, GPS
등 전자제품에 대해 내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에 따라 2009년 12월 1일부터 TV, 모니터, 휴대폰, GPS, 전자레
인지, 에어컨 등 수입산 가전제품에 대한 내국세(26%) 및 부가
가치세(10.5%→21%)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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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산업 동향

가. 인터넷

아르헨티나 인터넷 시장은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
어 세 번째로 크다. 인터넷 보급률 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선두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평균 보급률보다도 2배 이
상 높다.
2001~02년 경제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인터넷 시장은 두드러
진 회복세를 보였다. 인터넷 시장 성장의 1등 공신은 PC 가격의
하락과 정부의 PC 보급 정책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5년
4월부터 Mi PC 계획을 추진, 연간 1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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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
2002년 이후에는 유료 다이얼업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대신에
무료 인터넷 이용자 수나 브로드밴드(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수
가 증가했다. 무료 인터넷 접속은 아르헨티나 인들 사이에서 인
기가 높다. 2005년 9월 무료 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만 명에 달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확대되
며 무료 인터넷 가입자 수는 감소세에 있다.

그림 Ⅳ-1 아르헨티나 인터넷 가입자 수 증가 추이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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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아르헨티나 인터넷 가입자 수 증가 추이
(단위: 백만 명, %)

사용자 수

증가율

보급률

2000년

2.6

117

7.1

2001년

3.7

42

10

2002년

4.1

11

10.9

2003년

5.7

39

15.1

2004년

7.6

33

19.9

2005년

9.9

30

25.7

2006년

13

31

33.4

2007년

16

23

40.7

2008년

20

25

50.3

2009년

23

15

57.3

2010년

25

9

61.7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10).

2004년에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해 브로드
밴드 가입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
되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개인당 보
급률은 12.6%, 가구당 보급률은 45.6%로 증가했다.
2009년 중순 IDC와 Cisco의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가입
자의 38%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거주자였다. 부에노스아이레
스 시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46%로 산루이스(San Luis)와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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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스(Santa Cruz)의 보급률 13%, 후후이(Jujuy)의 보급률 0.2%
를 크게 상회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별로 브로드밴드 성장 여건이 크게 다
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Rosario), 코르도바(Cordoba),
멘도사(Mendoza) 같은 도시에는 광섬유망이 깔려 있어 이들 도
시에서 공급업체들은 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에 반해 다른 지역은 유선 브로드밴드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무선 브
로드밴드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림 Ⅳ-2 아르헨티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추이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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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아르헨티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사용자

2001

170

2002

171

2003

증가율

개인당 보급률

가구당 보급률

0.5

1.7

1

0.5

1.7

252

47

0.7

2.4

2004

533

111

1.4

5.1

2005

953

79

2.5

9

2006

1,584

66

4.1

14.8

2007

2,557

61

6.5

23.6

2008

3,465

35

8.7

31.6

2009

4,300

24

10.7

38.8

2010

5,100

19

12.6

45.6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1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ADSL과
케이블 모뎀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케이블 모뎀을
제치고 ADSL이 브로드밴드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부상
하고 있다. 각 기술별 시장점유율은 ADSL 64%, 케이블 모뎀
33%, 무선 13%, 위성 0.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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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아르헨티나의 유형별 회선 수요 현황

ADSL

자료: Covergencia.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기업 사용자가 많다. 특히 인프라가 부
족한 지방에서는 거리나 시설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무선 인터
넷을 선호한다.
아르헨티나 주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Telefonica 사의 스피
디(Speedy), Telecom 사의 아르넷(Arnet), Cablevision 사의 파이버
텔(Fibertel)이다. 2008년 하반기에는 텔레센트로(Telecentro)가 새
로운 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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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아르헨티나의 업체별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연도

Speedy

Arnet

Flash/Fibertel

기타

2003

28

28

44

1

2004

35

24

39

1

2005

32

24

40

4

2006

33

29

34

5

2007

32

31

28

9

2008

31

30

27

12

2009

29

28

23

20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10).

스페인계 Telefonica 그룹 계열사인 Speedy 사는 ADSL 방식으로
128kbps～3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Mbps
서비스를 시판했다．2009년 현재 Speedy 사는 가장 높은 시장점
유율(29%)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2위(28%) 업체인 Arnet
사는 아르헨티나 통신사인 Telecom 그룹의 계열사로 기존의 전
화선을 사용한 ADSL 접속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128kbps～
2Mbps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아르헨티나 최대 유선방송
Cablevision 사의 계열사인 Fibertel 사는 케이블 모뎀 접속방식으
로 256kbps～3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bertel 사는
2003년에 시장점유율(30.4%) 1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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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로 하락했다. 2008년 4월 설립된 Telecentro 사는 아르헨티나
최초로 트리플 플레이(triple pl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인터넷 시장에서 커다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

나. IT

아르헨티나의 IT시장 규모는 2009년 현재 35억 달러로 아직
까지 경제위기 이전인 2000년의 규모(4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2001~02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IT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였다. 특히 2005년에는 컴퓨터 판매가
전년 대비 50%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위기 이전 수준
으로 복귀 징후를 강하게 보이기도 했다.

표 Ⅳ-6 아르헨티나 IT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7년
IT시장 규모
GDP 대비 비중
하드웨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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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3,112

3,455

3,489

1.2

1.1

1.1

1,746

1,905

1,891

853

971

1,005

표 Ⅳ-6 계속

2007년
소프트웨어
PC(노트북 포함)
서버

2008년

2009년

514

579

593

1,379

1,524

1,532

157

171

170

자료: BMI.

1) 하드웨어

가）PC
아르헨티나의 컴퓨터 판매량은 최근 5년간(2005~09년) 연평
균 1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PC 판매 확대
의 일등공신은 정부의 PC 보급 정책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Mi PC, PC Abuela 등 각종 PC 보급
확대정책에 힘입어 PC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에만 판매
된 PC 중 10%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고 한다.
정부는 2010년까지 총 1,000만 대의 PC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IDC(IT Consulting)에 따르면, 가정 내 초고속 인터넷 사용
증가도 PC 수요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C 중에서도 노트북의 판매가 가장 두드러진다. 2009년에만
노트북 판매는 100만 대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280만 대에 이
를 전망이다. BMI에 따르면, 2010~14년 기간 아르헨티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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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연평균 판매 증가율은 11%에 달할 전망
이다. 2014년까지 연평균 401만 대의 PC가 판매될 예정이다. 그
결과 현재 24%에 불과한 PC 보급률이 2014년까지는 적어도
28%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Ⅳ-7 아르헨티나의 PC 판매 수량
(단위: 천 대)

연도

PC 판매 수량

2001

0.661

2002

0.110

2003

0.420

2004

0.675

2005

1,200

2006

1,400

2007

1,750

2008

1,850

2009

2,300

자료：Prince&Cooke.

아르헨티나 PC 시장은 대부분 수입된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PC 시장의 판매 구
조는 수입제품(HP, IBM/Lenovo, Dell)이 전체의 25~30%를 차지
하며, 현지 제조품(Air, Bangho, Commodore, Admiral, Daih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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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tti)이 35~50%, 기타가 20~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Air Computer(20%), HP(15%), Bangho
(10%), IBM/Lenovo(10%), Commodore(8%), Admiral(7%), Dell(5%),
Olivetti(5%), EXO(5%) 순이다. 노트북의 경우 HP, Packard, Bell,
Dell, Toshiba, Sony 및 Lenovo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나）PC 부품
프로세서의 경우 인텔 펜티엄 IV가 3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
고 있다. 최근에는 인텔 Core 2 Duo(Pentium)와 AMD Athlon 64가
주로 사용된다. 마더보드의 경우는 ASUS가 선두업체이고, 비디
오카드의 경우 GForce, ASUS, MSI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CD/DVD의 경우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
고, 그 밖의 브랜드로 ASUS, Sony, Benq 등이 있다.
하드디스크의 경우 40기가, 80기가 용량이 시장의 85%를 차
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용량이 대형화되는 추세로 160기가의 시
장 비중이 2005년 0.4%에서 2006년 3.6%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Western Digital, SATA, Hitachi, 삼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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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프트웨어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09년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판매는 연평균
17%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36%의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업체는 1,600개에 달하는데, 이
중 60%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인원은 6만 명 이상이다. 중소기업
의 약 40%가 2002년부터 활동을 개시한 신생 기업이다. 전체
소프트웨어 업체 중 60%가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며, 전체 매출
의 25%가 수출이다. 현재 100개의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업체
가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IT 관련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 국내에
243개의 IT 관련 학위과정이 있으며, 여기에 등록된 학생수만 7만
8,000명에 달하고 매년 3,500명의 IT 인력이 배출된다. IT 기업
들은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및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숙련 노동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Economist 지의 기술
경쟁력(2009년) 평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브
라질,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판매액은 77억 페소(2008년)로 전년 대비
33.4%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운영 시스템 5,1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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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3,800만 달러, DB 2,900만 달러, 사무용 애플리케이션
2,600만 달러 순이다. 정보보안 시장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급
신장하고 있는 분야인데, Trends Consulting 사에 따르면 2009년
시장규모는 소프트웨어, 장비, 서비스를 포함하여 8,840만 달러
에 달했다.

표 Ⅳ-8 아르헨티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판매 동향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장규모(백만 페소)

4,850

5,800

7,738

8,961

증 감(%)

-

19.6%

33.4%

15.8%

자료: CESSI.

아르헨티나 운영체계 시장은 윈도우즈(70%)와 리눅스(30%)로
양분된다. 정부부처 등 공공분야는 보안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리눅스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민간에서는 현재 윈도
우즈 사용이 압도적이며 리눅스 사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고객관리 시스템(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Ⅳ. IT산업｜139

- 산업용 자재량 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oftware)
- SAP, 오라클(Oracle) 등과 연계된 SI
- 정보보안 소프트웨어(Windows Vista 호환, 안티 바이러스, 방
화벽, 안티 스파이웨어 포함)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액 2억 1, 500만 달러), SAP, 오라클, IBM, Microstrategy, CA
등이다．2009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와 1,6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창업기술 기업에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한편 아르헨티나 기업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50%를
점하고 있는 SAP Argentina는 2009년 정부와 금융부문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 SAP은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만 450개의 기업
고객을 갖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8,200개의 기업 고객과 2만
2,000명의 훈련된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에 SAP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25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센터를 설립
했다. 2008년 4월 오라클은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
공급업체인 Dana Corporation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 밖에 아르
헨티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Tango, Telesoft 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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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전체의 20%에 달한다.
2004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시발로 수출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수출증가 요인은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 중남
미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같은 언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
문에 시장진입이 유리하다는 점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스페인, 멕시코, 칠레, 브라질,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이며,
지역별로는 중남미 60%, 북미 20%, 유럽 15%, 기타 5% 순이다.

표 Ⅳ-9 연도별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페소)

연도

매출액

수출액

2009

8,961

605

2008

7,738

504

2007

5,800

387

2006

4,850

300

자료: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CESSI).

3) IT 서비스

최근 3년간(2007~09년) IT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8.5%의 증
가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IT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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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IT 서비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
업으로는 먼저 인도의 IT업체인 TCS를 들 수 있다. 2009년 9월
TCS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새로운 글로벌 딜리버리센터를 개소
했다. 초기에 직원은 250명이었다. TCS는 2002년부터 아르헨티
나에 진출해 활동해오고 있다. 2009년 초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에 위치한 IBM의 IT 아웃소싱센터가 글로벌 딜리버리센터로 승
격, IBM의 전 세계 최고 서비스센터 중 하나로 발전했다. 이 센
터는 2005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직원은 3,700명
으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업 및 정부부문에서 강한 경쟁
력을 갖고 있는 Atos Origin도 사업영역을 통신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직원을 현재 370명에서 450~500명
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0년 5월 주요 IT 솔루션 업체인 ProKarma는 부에노스아이
레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ABC Consulting 사와 합병을 발표했다.
ABC는 중남미에서 SAP 기반 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번 합병에 따라 SAP 시장에서 ProKarma의 위상이 강화될 전
망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분야에서 민관(民官) 부문의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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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면서 이 분야에서 사업기회도 커지고 있다. 세계 유수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는 IBM, Red Hat, 아르헨티나 통신기업
Metrotel과 제휴, 호스티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0년 6월
일본의 NEC는 아르헨티나 산후안 주 교육부에 클라우드 컴퓨팅
에 기반한 일반교육 시스템을 제공했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많은 IT 서비스 공급업체의 지역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P는 미주대륙에서의 스페인어 사용 소
비자를 겨냥한 새로운 콜센터 기지를 아르헨티나에 설립할 계획
이다. IBM도 Telefonica와 계약을 맺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데이터
센터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인도 기업인 TCS도 최근 우루
과이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니어쇼어(nearshore)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
으로 독일의 IT 서비스업체인 T-Systems가 새로운 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다. 통 신

1) 이동통신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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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큰 이동통신 시장이다. 2010년 3월 현재 아르헨티나의 휴
대폰 보급률은 중남미 평균보다 36%가 높다. 사실 아르헨티나
는 우루과이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 중 휴대폰 보급률 면에서 선
도국의 위치에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4년 초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앞섰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전화 가입자 수 중
유선전화의 비중은 16%, 무선전화의 비중은 84%에 달한다. 휴
대폰 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130%에
달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성장으로 인해 이동통신업자들은 사용자
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의 주요 이유는 서비스
영역 미비, 거짓 광고, 부정직한 거래 등이다. 대부분의 불만은
서비스 취소의 어려움, 휴대폰 기기 수리 보증기간 준수와 관련
된 문제 등이다.
휴대폰 도난은 아르헨티나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2009년에는 매달 25만 개의 휴대폰 도난이 보고되었다.
훔친 휴대폰은 빠르게 재활용 과정을 거쳐 암시장에서 유통된
다. 대부분의 도난은 철도역과 관광지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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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아르헨티나 휴대폰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가입자 수

증가율

보급률

2000

6,488

69

17.6

2001

6,742

4

18.1

2002

6,529

-3

17.4

2003

7,600

16

20.1

2004

13,330

75

34.9

2005

21,432

61

55.5

2006

30,205

41

77.5

2007

38,559

28

98

2008

43,701

13

110

2009

48,397

11

120.6

2010

53,000

10

130.8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10).

그림 Ⅳ-4 아르헨티나 휴대폰 가입자 수 추이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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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휴대폰 시장에는 1991년에 CDMA 기술이 처음 도
입되었고, 이어 TDMA 기술을 채택한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입
하였다. 당시 4개의 이동통신사 중 Movicom, CTi 사는 CDMA
기술을, Unifon, Personal 사는 TDMA 기술을 채택했다. 이후
Personal 사가 2001년에 GSM 기술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2년
하반기부터 경쟁업체들도 GSM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Unifon 사는 2005년 1월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GSM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CDMA 방식을 유지한 Movicom 사를 합
병했다. Unifon 사는 자사의 기존 TDMA 사용자, 인수․합병한
Movicom 사의 CDMA 사용자, 그리고 새로 도입한 GSM 기술 사
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3개 기술을 모두 사용하였으
나, 현재는 GSM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는 GSM 기술이 일반화되었다．아르헨티나 이동통신사의 사용
밴드는 GSM 850/900/1800/1900 MHz 등이다．
블랙베리 기술은 2005년 말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급증세
에 있다. 2009년 블랙베리 판매는 전년 대비 55%의 높은 증가
세를 보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Personal, Movistar, Claro 등 3
개사가 블랙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Personal 사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3개 블랙베리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Movi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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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판매하는 각 모델의 가격(부가세 21% 미포함)은 8700 모델
1,169페소, 7290 모델 819페소, 7100 모델 499페소 등이다.
아르헨티나 휴대폰 시장은 Movistar, Claro, Personal, Nextel 4개
사가 장악하고 있다. Unifon과 Movicom의 합병으로 설립된 스페
인계 Movistar는 시장점유율(36%)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Claro는 멕시코계 CTi가 2008년 초 회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은 34%로 현재 Movistar에 이어 2위이다. 이탈리아
TIM과 제휴관계에 있는 Personal 사는 시장점유율 29%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Nextel은 iDen 기술로 라디오(무전) 기능을 제공하면서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표 Ⅳ-11 아르헨티나 업체별 휴대폰 시장 현황(2009년 기준)
(단위: 천 명, %)

업체명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전년 대비 증감

Movistar

12,400

36

31

Claro

11,700

34

4８

Personal

9,900

29

44

730

2

28

Nextel
자료: Converge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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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Panel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휴대폰 사용자의 사용료 지
급 방식은 선불카드 비중이 64.2%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다. 선
불카드 사용 비중은 중남미 평균이 82.5%로 베네수엘라(93.5%),
멕시코(91.1%), 브라질( 87.7%), 페루(86.5%), 칠레(83.5%) 순이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신규수요 확대,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
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으로 휴대폰의 교체수요가 빨라지고 있
다. MP3/4/5 플레이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휴대폰도 최근 높
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 Triple Play

아르헨티나 주요 통신과 방송사는 TV․인터넷․통신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리플 플레이(triple play) 서비스를 제공한
다．2009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271% 증가한 5만
2,000명에 달하고 있다. Telefonica 사와 Telecom 사는 2007년 말
부터 유선방송사 Direct TV와 합작하여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체 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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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Triple Play 가입자 수 추이

자료: Convergencia.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디어 법에 따르면, 새로운
방송통신 사업자들도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Cablevision과 Multicanal을 소유한 클라린 그룹도 케이
블 모뎀을 이용한 광역 인터넷 서비스 이외에 직․간접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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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Triple Play 시장 점유율
(단위 : %)

자료: Convergencia.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럽식인 DVB 방식을 선호했으나, 미국식
ATSC 방식을 고집하는 클라린 그룹과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다가 2009년 10월 브라질에서 선택한 일본식
ISDB 방식을 채택하였다.
Microsoft 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는 1만 7,000개의 사이버
카페 및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쿠토리오(locutorio)
가 있다. 지역별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인근 도시에 9,000개
의 사이버 카페가 있다. 사이버 카페에는 평균 13.8대, 로쿠토리
오에는 평균 7.3대의 컴퓨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CDMA 450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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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가 비야 헤셀(Villa Gesell)과 엘 칼라파테(El Calafate) 지역에
서 시험 서비스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
해 국내기술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급업체는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 등 지역 기관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INVAP Ar-Sat 위성의 국내생산 여부,
WiMax 서비스를 위한 2.5 GHz 주파수 재할당 문제, IT 범죄 관
련 법안 제정, 디지털 사인 적용문제, 전자정부 계획 개발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3) 케이블 TV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케이블 TV 서비스의 보급
률이 가장 높다. 현재 아르헨티나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전체
TV 가입자의 54%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 케이블 TV 업계는
2007년부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변환하면서 셋업박
스를 교체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 TV 회사들은 방송 이외에 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ablevision의 경우 통신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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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Multicanal, Cablevision, Prima, Teledigital 4개 회사가
합병하여 가입자 270만 명의 중남미 최대 케이블 TV 회사가 탄
생하여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 면에서도 시장점유율 27%의 아르
헨티나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 합병회사는 Clarin 그룹의 Telmex 등과 제휴하여 통신사업
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Telefonica 사 및 Telecom 사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7 케이블 TV 가입자 수 추이

자료: Converge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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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케이블 TV 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 %)

자료: Direct TV.

Ⅳ. IT산업｜153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통신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스페인 기업인 Telefonica 사는 종합통신 관련 최대 업체다. 최
근 아르헨티나 정보화 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기여하
는 업체로, 주요 활동 분야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정보 및 서비
스 전송, 인터넷, 보험, 보안 관련 서비스 등이다.
2009년 12월 현재 Telefonica 사는 21.9만 명의 유선전화 가입
자, 5.9만 명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16만 명의 휴대전화 가입
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Telefonica 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
스 스피디(Speedy) 사용자 수는 전체 인터넷 시장의 32%를 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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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 모비스타(Movistar)는 전체 휴대폰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Telefonica 사의 계열사로 오락․정보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Terra Network가 있는데, 연간 4.6만 명 이상의 방문자 및 1만개
이상의 블로그 온라인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최대
오락 연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국인 Telefe 사, 도메인 서
비스 업체인 Tiws 사 등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Telecom 사도 Telefonica 사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유선전
화, 텔렉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기업 중 하나다.
Telecom 사의 2009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2010년
휴대전화 판매는 2009년 대비 16% 증가할 전망이다. Telecom 사
의 현재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16.3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수는 1.2만 명에 달한다.
Telecom 사의 계열사인 Telecom Personal 사는 인터넷 국내 유
선전화, SMS 서비스, 화상전화, Wi-fi을 포함한 ADSL 기술 및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elecom Personal 사는 부에노스아
이레스, 코르도바, 로사리오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에릭슨과
지멘스․노키아 단말기를 활용해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elecom 사는 3G 분야에만 총 15억 페소를 투자, 유럽식 WCDMA
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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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Telmex와 Nextel 사는 무선 인터넷 시스템인 WiMax
도입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정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
스템이 도입될 경우 시장점유율이 현재보다 4배 이상 커질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나. PC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아르헨티나 PC 시장은 HP, Dell, Acer 등 다국적 브랜드가 장
악하고 있으나, AirComputers, Ceven, PC Arts, Exo, Sisca, Megatone
등 국내 업체들도 데스크톱 판매의 절반을 차지한다.
데스크톱 시장과 마찬가지로 랩톱 시장도 HP, Toshiba, Dell
등 외국계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Bangho,
Commodore 등 국내 업체들도 전체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TBI Consultores에 따르면, 2009년 판매된 PC의
30%는 국내산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Asus와 Olivetti 등 다국적
판매업체가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조립한 PC도 포함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국내의 대표적인 PC 제조업체로는 Sisca를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Axus란 PC 브랜드로 유명하다. 현재 직원
수는 85명이며, 2007년에만 15만 대의 PC를 판매했다. 2008년에
는 이탈리아 업체인 Olivetti와 제휴해 300만 페소를 투자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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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공장을 설립했다. Sisca 사는 PC 생산시설 현대화 및 확장에
적어도 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 PC 공장 설립으로
직원 수는 50%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생산 공장은 Barracas에
위치해 있는데, 월 생산대수는 7,000~8,000대 정도다. Sisca 사는
아르헨티나 전역 600개의 소매점에 PC를 납품하고 있는데, 전체
판매의 80%가 PC, 나머지 20%가 노트북 및 서버다.
2009년 11월 중국의 PC 메이저 업체인 Lenovo는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점유율을 1.4%에서 4%로 늘렸다. 이 같은 Lenovo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개인 소비자를 겨냥한 판매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Lenovo는 아르헨티나 PC 판매시장에서 신용판매의 중
요성을 인식, 현지 은행인 Comafi와 손을 잡고 고정금리에 6개
월에서 24개월 할부 조건으로 PC를 판매하고 있다.
Dell 사는 2009년 아르헨티나 경제의 침체로 개인 및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자 공공부문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등 유연한 전
략을 구사하고 있다. Dell 사는 2009년 1분기 정부의 PC 보급 입
찰에 참가, 2만 대 PC 공급권을 따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델
의 주력시장은 소매시장이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Dell은 종전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에서 개인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2008년 초에는 과거 직접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월마트와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Dell은 또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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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인 Garbarino, Compunundo 등과 손을 잡고 소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Dell은 더 나아가 통신회사인 Telefonica de Argentina와 파트너
십을 구축했다. Telefonica 사는 가입 고객에게 Dell 데스크톱과
랩톱을 제공한다. 중남미지역에서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보급률
이 확대되면서 통신회사들이 중요한 PC 배급자로서 부상하고
있다. 음성전화(voice call) 및 인터넷 등 Telefonica가 제공하는 모
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8개월 이후 Dell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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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아

르헨티나의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

인 IT산업 육성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Mi
PC 및 PC Abuela 프로그램 등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
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
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
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급인
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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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고 있다.

표 Ⅳ-12 아르헨티나 IT시장의 SWOT

☞ 중남미 국가 중 제2대 IT시장으로

☞ 소득수준이 낮고 지역간 소득격차 큼

향후 두자릿수대 성장세 전망
☞ PC 보급률(25%)이 낮아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 문맹률(3%)이 낮고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
성장 잠재력 충분

(가정용 전자제품의 63%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인근지역에서 소비)
☞ IT시장이 아직까지 2000년 위기 이전
수준(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
☞ IT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 IT 서비스
및 offshoring 분야의 빠른 발전에 장애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 Mi PC 및 PC Abuela 프로그램 등
정부의 적극적인 ICT산업 육성책
☞ 초고속 통신망 등 무선인터넷 시장
급성장에 따른 IT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높은 불법 복제율과
불법 복제 퇴치를 위한 효율적 정부정책 부재
☞ offshoring 분야에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
☞ 물가상승 및 전력요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및 기업계의 신뢰도 하락

자료: BMI(Q3 2010) 토대로 필자 작성.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IT 서비스센터로서 아르헨티나의 장점은 기술
및 인력 활용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
달 등 금융시장의 매력도에서도 아르헨티나는 멕시코, 파나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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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IT 서비스센터로서 아르헨티나의 매력도

국가

순위

금융매력도

기술 및
인력 활용

비즈니스
환경

총점

칠레

8위

2.41

1.20

1.89

5.50

멕시코

11위

2.48

1.50

1.45

5.43

브라질

12위

2.18

1.83

1.37

5.39

코스타리카

23위

2.67

0.89

1.50

5.07

아르헨티나

27위

2.47

1.34

1.21

5.02

우루과이

36위

2.46

1.00

1.43

4.89

파나마

43위

2.48

0.70

1.40

4.58

자료: A.T. Kearney(2010), The 2009 A.T. Kearney Global Services Location Index.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
시장은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지
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분야별로 IT서
비스와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세가 IT시장의 고성장세를 견인
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IT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5.2%, 소프
트웨어 시장은 14.3%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드웨어 시장
도 PC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10.6% 성장
세를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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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IT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BMI(2010).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IT시장 규모는 2007년 31억 달
러에서 2014년에는 2배 증가한 6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
히 같은 기간 IT 서비스 시장은 8억 5,300만 달러에서 20억 달
러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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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IT시장 성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BM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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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1
개

아

황

르헨티나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75년
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19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및 환경 협회(ASADES: Asociación Argentina de Energ¡́a Renovable y
Medio Ambiente)가 결성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시장
은 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둘째로 큰 규모다. 전체 전력 생산
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대부분은 수력발전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
달성 및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르헨티
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대규모의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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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이 정부 재원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적극
적으로 유입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인 전력시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전
국적 전력 공급률은 95%에 이른다. 그러나 도시와 비도시의 격
차가 심하여 비도시 지역에서의 보급률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력부문은 1990년대에 민영화되어 대부분의 발전소가 민간기
업의 소유이며 민간투자가 자유롭다. 생산된 전력은 주변국인
파라과이나 브라질로 수출되기도 한다. 발전 중 가장 큰 비중은
화력발전(전체의 65%)이 차지하며, 전체 화력발전 중 50% 이상
이 천연가스 화력발전이다. 그 밖에 수력발전이 전체의 30.7%를
차지하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
직까지 매우 미미(약 1.1% 비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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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아르헨티나의 에너지원별 설치 용량(2009년 기준)
(단위: %)

자료: GBI Research.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단계에 있다. 2009년 재
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살펴보면, 바이오매스와 소수력이 각각
전체 재생에너지의 약 47.2%와 4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바
이오매스와 소수력 발전 부문에서는 CDM14) 프로젝트를 통한
선진국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또는 태
14) 유엔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
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
국에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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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열은 비중이 각각 약 5.1%와 2.1%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아르
헨티나는 풍력 및 태양력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어 발
전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Ⅴ-2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2009년 기준)
(단위: %)

자료: GB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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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가. 주요 육성정책

1) 지원 정책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에너지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RPS 제도를 채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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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반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FIT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또한 이 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풍력 발전에 대해 1MWh당 10페소를 지원하였으나,
2006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지원 정책이 확
대되었다. 발전차액지원의 적용기간은 15년이다. 지원금은 에너
지원별로 상이하여 태양광이 1MWh당 90페소며, 나머지는 15페
소다. 2009년 정부는 시행령 562/09를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
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감면, 소득세 면제 등의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신탁기금을 통한 보상제
도도 실시하고 있다.

표 Ⅴ-1 아르헨티나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에너지원

지원금

풍력

15페소/MWh

태양광

90페소/MWh

지열

15페소/MWh

소수력(30MW 이하)

15페소/MWh

조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15페소/MWh

자료: 법률 2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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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프로젝트

가) GENREN
GENREN은 재생에너지 발전(Generación de Energía Renovable)
의 약자로 1,015MW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한 국가 프로
젝트이며, 국영 에너지기업인 ENARSA가 주관한다. 발전 분야는
풍력, 바이오화력, 도시 고형 폐기물,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전체 1,015MW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 입찰이 진행되었다. 총 51개 프로젝트에 22개 업체가 참
여하였고, 전체 용량은 1,436.5MW였다. 정부는 프로젝트에 대
한 기술 및 금융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풍력(754MW), 바이오
화력(110.4MW), 소수력(10.6MW), 태양광(20MW) 총 895MW에
해당하는 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지열, 태양열, 바이오가스, 도시
고형 폐기물은 재입찰에 부쳐지게 된다. 선정된 사업의 낙찰 가
격 및 평균은 각 발전원별로 [표 Ⅴ-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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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아르헨티나의 발전설비 설치 계획 및 입찰 결과

구분

입찰 계획

입찰 결과

낙찰 가격 (평균)
US$/MWh

설 명

풍력

500MW

754MW

121~134
(126.9)

용량계수 35% 이상
프로젝트

바이오
화력

150MR

110.4MW

258~297
(287.6)

바이오연료 최소
50% 이상 사용

바이오
매스

100MW

-

도시 고형
폐기물

120MW

재입찰

소수력

60MW

10.6MW

바이오
가스

20MW

재입찰

태양열

25MW

재입찰

태양광

10MW

20MW

지열

30 MW

재입찰

계

해당 지역의 여분
바이오매스 사용

150~180
(162.4)

태양광 5kWh/㎡
이상 프로젝트
547~598
(571.6)

1,015 MW

자료: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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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비별 15MW
이하

태양광 5kWh/㎡
이상 프로젝트
고엔탈피(150℃ 이상
저수지 대상)

그림 Ⅴ-3 아르헨티나의 발전설비 입찰 결과

자료: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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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de energí́a).
표 Ⅴ-3 아르헨티나의 발전설비 입찰 결과

기 업
1 IMPSA

용량
종류
MW

기 업

용량
MW

종류
풍력

50

17 Sogesic S.A.

49.5

20

18 Nor Aldyl S.A.

8.4

3 IMPSA

30

19

4

50

20

5

50

21

50

22

30

23 SIRJ S.R.L.

1.7

Centrales
24 Termicas
Mendoza S.A.

1.0

2

Energías
Sustentables S.A.

Emagasud
6 Renovables S.A.
7
8

Patagonia Wind
Energy S.A.

50

9

International New
Energies S.A.

50

Emgasud
Renovables S.A.
Nor Aldyl S.A.
IECSA S.A.
Hidrocuyo S.A.

34
34
34
4.2

2.3

50
25

27 Nor Aldyl S.A.

5.0

12

50

International
28 New Energies
S.A.

5.0

13 Isolux S.A.

50

29

14

50

15

50

30 Energías
Sustentables
31 S.A.

11

IMPSA

16 Sogesic S.A.

49.5

자료: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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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풍력
25 IECSA S.A.
Hidrocuyo S.A.
26

10

바이오
화력

32

Generació́n
Ecó́lica S.A.

Generació́n
Ecó́lica S.A.

1.4

3.0
3.0
2.0
2.0

태양광

아르헨티나는 GENREN 프로젝트를 통해 7,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25억 달러의 신규투자 유치, 200만 톤 이상의 CO2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 특히 낙
후지역의 산업 발전과 함께 에너지원의 다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비도시지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PERMER)
비도시지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PERMER: Proyecto de Energía
Renovable en Mercados Rurales Dispersos)는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가 지원하고 연방정부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비도시지역 전력보
급 프로젝트다. 아르헨티나는 전국적으로 95%의 전력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비도시지역의 보급률은 30%에 그친다. PERMER는
비도시 주민과 6,000여 개의 공공기관(학교, 병원, 경찰서 등)에
대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소수력발전소, 풍력, 디젤과 풍력 또는 태양광 겸용, 태양광과
풍력 겸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이다. 이 프로
젝트는 비도시지역의 학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1,800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프로젝트는 1999년 12월 10일에 시작하여 2011년 7월 30일
완료될 계획이며, 현재 총 사업의 35%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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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총 예산은 약 5,800만 달러이며, 3,000만 달러는 국제부흥
개발기구(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로부터, 1,000만 달러는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으로부터 조달하며, 지방정부기금인 국내전
력발전특별기금(Fondo Especial para el Desarollo Elétrico del
Interior)과 교육부 기금이 750만 달러, 서비스 이용자와 민간 사
업자 부담금이 약 990만 달러이다.
현재 PERMER가 실시되는 지역은 후후이, 살타, 투쿠만, 산티
아고델에스테로, 차코, 추부트, 카타마르카, 미시오네스, 리오네
그로, 네우켄, 산후안 지역이며, 추후 프로젝트가 실시될 지역은
코르도바, 라팜파, 멘도사, 산루이스, 산타페, 티에라델푸에고 등
이다.

다) 주요 프로젝트 요약
GENREN, PERMER 등을 통해 실시된 주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 관련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은
[표 Ⅴ-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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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아르헨티나의 진행 단계별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종 류

계획 중 프로젝트

태양광

- 콜로라도 강 북쪽
지역 발전 (연평균
일일 5kWh/㎡)

- 산후안 지역
1.2MW
- PERMER 1MWp

- 2015년까지 매년
100MW 생산

- 0.5MW

태양열

진행 중 프로젝트

완료된 프로젝트
- PERMER 및 기타
프로젝트 10MWp

(전체 1,000MW)
- 5,000MW

- PERMER 0.9MW
- 2,850MW

- 29.76MW
- 저전압 0.6MW
- 0.2MW

- 422MW

- 156MW

- 720MW

지 열

- 4개 저수지 이용
지열 발전

- Copahue 지역
30MW

- 0.67MW

소수력

- 430MW

- 30MW

- 380MW

풍 력

바이오매스

자료: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나. 관련 법률

1) 법률 25019

1998년 선포되었으며, 태양과 풍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법이다. 이 법이 선포된 후로부터 15년 동안 태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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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 감면된다.

2) 법률 26190

법률 25019를 보완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이 태양과 풍력에너
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법률 26190는 지열, 조력, 수력, 바이
오매스, 폐가스,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원 전반을 포괄한다.
이 법률은 2016년까지 아르헨티나 전체 전력 소비의 8%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시한다. 상․하원 모두 통과되었으나 아직 행정부 허
가 전이라 법적 효력은 없으며,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생산업체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세 감
면의 특혜를 제공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1MWh당 15페소(약 3.8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공공 서
비스를 목적으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은 1MWh당 90페소를 지급
하며, 수력발전의 경우 설치 용량 30MW 이하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조금은 15년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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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산업동향

가. 태양에너지

1) 자연조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태양
빛을 전기 생산에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을 집열장치로
모아 난방용이나 온수용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장치로 나뉜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photovoltaic cell)를 이용해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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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로, 태양빛이 태양전지 속으
로 흡수되면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반도체 내에 (+)와
(-) 전기 입자를 발생시켜 전류를 흐르게 한다.
태양열 기술은 태양열을 흡수ㆍ저장ㆍ열변환하여 건물의 냉
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집열 또는 활용온도에
따라 고온용(300°C 이상), 중온용(100~300°C), 저온용(100°C 이하)
설비로 구별된다.
태양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일사량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평균 일사량이
5kWh/㎡일 이상이면 고전압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5kWh/㎡일 이하일 경우는 저전압 발전이나 온수기 설치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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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계절별 아르헨티나의 일사량

1월-여름

6월-겨울

자료: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그림 Ⅴ-4]는 한여름에 측정한 태양에너지 생산량을 나타낸
그래프(왼쪽, 1월)와 한겨울에 측정한 태양에너지 생산량을 나타
낸 그래프(오른쪽, 6월)다. 한여름에는 아르헨티나 90% 이상의
지역이 에너지부가 정한 태양에너지 발전 적합 기준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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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북서쪽
지방은 태양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일
사량이 5kWh/㎡를 초과하는 지역은 아르헨티나 북동부에 집중
되어 있으며, 살타, 후후이, 카타마르카, 리리오하, 산후안이 해
당 지역이다.
[그림 Ⅴ-5]와 [그림 Ⅴ-6]은 세계 태양광 및 태양열 지도로,
아르헨티나의 북서부 지역은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 모두에 적합
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5 세계 태양광 지도

자료: 재생에너지협회(Cámara Argentina de Energía Renovab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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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세계 태양열 지도

자료: Solar Millennium AG.

2) 현황

아르헨티나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은 초기단계로, 제품 개발 및
생산은 전무하며 외국에서 태양에너지 셀을 수입(예: SOLARTEC
사는 Kyocera의 셀을 수입하여 모듈을 생산함)하여 태양열 온수
기를 생산하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을 현
지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없다. 단, 중국에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공장을 보유한 ET SOLAR 사가 자사 제품을 미국, 독
일, 이탈리아 등 선진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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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생산되는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

SOLARTEC 사 모듈

ALP 사 모듈

ET SOLAR 사 모듈

ALP 사 온수기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3) 부문별 동향

가) 태양열 주택
태양열 주택은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여 냉난방 및 급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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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주택이다. 태양열 시스템은 열저장 탱크인 집열
부와 저장된 태양열을 공급하는 이용부, 그리고 태양열의 집열ㆍ
공급 등을 조절하는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태양열 시스템은 자
연형(passive)과 설비형(active)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온실과 같이
창문이나 벽면 등 건물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집열해서
이용하는 장치며, 후자는 펌프와 같은 열매체 구동장치를 별도
로 설치하여 태양열을 집열하는 시스템이다.
태양열 주택 연구기관들은 관련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도는 높지 않다. 그러나 자
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택 건설비의
7%를 초과하지 않아 태양열 주택 보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8]은 재생에너지연구소(INENCO)에서 후후이 주 아
브라팜파(Abra Pampa)에 건설한 태양열 주택이다. 북쪽을 바라보
고 있는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 햇빛은 집열기에 저장되었다
가 밤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해 내부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
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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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아르헨티나 태양열 주택

자료: 재생에너지연구소(INENCO).

나)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온수기는 태양열 집열판을 통해 흡수된 에너지로 물을
가열하는 장치다. 2006년 기준으로 세계 태양열 온수기 생산은
약 40%가 증가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반대다. 즉 저렴
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선호가 낮은
실정이다. 태양열 온수기는 초기 설치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
으나, 유지비가 들지 않아 설치 3~4년 후에는 천연가스 사용 설
비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인구
의 50% 이상은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태양열 온수
기의 보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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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아르헨티나의 태양열 온수기 설치 학교

자료: 재생에너지연구소(INENCO).

다）태양열 건조기
태양열 건조기의 원리는 간단하여 집열기를 통해 흡수한 태양
에너지로 건조기 내부의 온도를 50°C까지 올려 물건을 건조시
킨다. 관련 연구기관이 농산물 건조에 태양열 건조기를 사용하
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나, 경제성과 품질의 문제로 1980년대까지
상용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태양열
건조기는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연구소(INE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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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추 열매의 건조와 1,000kg 용량의 수프 원료 건조기를 제
작하였다.

그림 Ⅴ-10 아르헨티나 태양열 건조기

자료: 재생에너지연구소(INENCO).

라)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설비는 1970년대 이래 가격이 7배 가까이 하락하
였으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생산과정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전력생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전기 1kWh 생산하
는 데 기존의 전력생산 방식으로는 6~12센트가 드는 반면, 태
양광 발전은 40~70센트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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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생산을 선도하는 국가는 일본, 중국, 독일 등이며, 2006년
세계의 생산량은 40%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는 태
양광 발전 설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된 셀을 조립하는 일부 업체가 있을 뿐이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로 고온의 공기나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
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개발단
계에 있다. 아르헨티나는 농촌지역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현재
재생에너지연구소(INENCO)가 살타 주에 소규모의 모델을 건설
하고 있다.
2010년 3월 아르헨티나는 산후안 지역에 첫 번째 태양광 발전
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체 설치 용량은 1.2MW로 4,898개
의 태양전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된 전기는 국가 송전망을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의 보급률은 높은 초기투자
비용, 낮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높지 않아 보
급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에는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중앙 송배전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태양광 발전의 이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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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태양열 설비
아르헨티나의 비도시지역 학교나 소규모의 공장들은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고 인구 밀집도가 낮아 중앙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화석연료의 공급 또한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태양에너지가 비도시지역 에너지 공급
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구소(INENCO)
는 비도시지역 학교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살타
주의 한 학교에 하루 100kg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태양열 조
리기를 설치하였다. 2005년 이후 이 같은 태양열 조리기는 살타,
후후이, 카타마르카, 코르도바 지역의 학교로 확대 보급되었다.
또한 분유와 치즈 제조 및 올리브 묘목 생산에 태양열 설비가
이용되고 있다.

그림 Ⅴ-11 아르헨티나의 태양열 조리기 설치 학교 급식소

자료: 재생에너지연구소(INE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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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에너지

아르헨티나의 풍력에너지센터(CREE: Centro Regional de Energ¡́a
Eólica)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토의 70% 이상에서 연평균 풍속
이 6m/s을 상회한다고 한다. 특히 남부 파타고니아 지방에서의
풍속은 연평균 9~12m/s에 달한다. 에너지부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국토의 50% 이상이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으
로 보고되었다.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아르헨티나의 풍력발전
용량은 약 5,000MW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Ⅴ-12 아르헨티나 연평균 풍속 현황

자료: 풍력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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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헨티나의 풍력발전 설치 용량은 2007년 기준 약
30MW며, 전국에 약 14개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아
르헨티나의 풍력발전기는 크게 최근 설치되고 있는 고(高)전력
(Alta Potencia) 발전기와 현재까지 설치되었던 저(低)전력(Baja
Potencia) 발전기로 나뉜다. 2002년 국가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
나 전역에 설치된 저전력 풍력발전기는 총 1,162개이며, 각 기기
당 평균 500W, 총 0.6MW를 생산한다. 현재까지 설치된 고전력
풍력발전기는 [그림 Ⅴ-13]과 같이 총 45개로, 추부트, 네우켄,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팜파, 산후안 주 등 각 지역에 고르게 설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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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아르헨티나의 풍력발전단지 현황

주: 빨간색 원은 현재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곳이며, 초록색은 설치 예정 지역임.
자료: CADER2009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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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트 주에 27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현재 17.5MW를
생산하고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10개의 풍력발전기가 설
치되어 5.7MW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전체 설치 용량은
2,800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풍력발전계획(PENEE:
Plan Estratégico Nacional de Energ¡́a Eólica)은 2010년까지 300MW
의 풍력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첫 단계로 풍력에너지센
터가(GREE)가 풍력지도를 완성하였으며, ‘Patagonia I’이라고 명
명된 풍력발전기 설치 프로젝트에서 2개의 고전력 풍력발전기
를 설치한 상태다. 다음 단계인 Patagonia II에서는 60MW의 전
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 프로
젝트에는 현지 업체(IMPSA WIND 사와 NRG Patagonia 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Arauco 풍력발전 계획에서는 IMPSA 사가 2.1MW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최대 25.2MW의 전력생산을 목
표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약
400MW 용량의 발전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전력 프
로젝트인 GENREN은 500MW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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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아르헨티나 고전력 풍력발전기 현황

지역(주)

개수

설치

전력

풍속

효율

관리

Claromeco

1

98/12

0.8MW

7.3m/s

27~30%

Claromeco

Darragueira

1

97/09

0.8MW

7.3m/s

18~25%

Darragueira

M. Buratovich

2

97/10

1.2MW

7.4m/s

20~30%

M. Buratovich

Punta Alta

1

95/02

0.4MW

7.3m/s

20~27%

Punta Alta

Punta Alta

3

98/12

1.8MW

7.8m/s

23~33%

Punta Alta

Tandil

2

95/05

0.8MW

7.2m/s

23~26%

Tandil

Pcia. de Bs. As.

10

C. Rivadavia

2

94/01

0.5MW

11.2m/s

41~45%

Pecorsa

C. Rivadavia

8

97/09

6.0MW

11.2m/s

36~45%

C. Rivadavia

C. Rivadavia

16

01/10

10.6MW

11.2m/s

36~45%

C. Rivadavia

R. Tilly

1

96/03

0.4MW

10.8m/s

41~45%

Coagua

Pcia. de Chubut

27

Gral. Acha

2

7.2m/s

28%

Coagua

Pcia de la Pampa

2

Cutral Co

1

7.3m/s

22~26%

Copelco

Pcia. de Neuquen

1

Pico Truncado

4

10.3m/s

46~49%

Pico Truncado

Pcia. de Sta. Cruz

4

Veladero

1

Pcia. de San Juan

1

2.0MW

총

45

29.8MW

5.7MW

17.5MW
02/11

1.8MW
1.8MW

94/10

0.4MW
0.4MW

01/03

2.4MW
2.4MW

08/08

2.0MW

Barrick

자료: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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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주요 풍력발전 기업은 IMPSA, NRG, INVAP이
며, 이들 기업은 설계, 설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중
IMPSA와 NRG는 국가풍력발전계획 프로젝트에 장비를 공급하
고 있다. IMPSA는 브라질에 생산공장을 건설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300MW의 발전기를 공급하였다.

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란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의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
함하는 생물 유기체로 자연 바이오매스, 잔여 바이오매스, 생산
된 바이오매스로 구분된다.

표 Ⅴ-6 바이오매스 구분

구 분

설

명

자연 바이오매스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에서 생산된 것

잔여 바이오매스

인간 활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주로 가축, 농업 쓰레기
와 하수 잔여

생산된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연료에서 변화되는 바이오매스를 얻기 위한 생산 재배와
사탕수수를 통해 에탄올을 추출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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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기구(FAO)의 연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이용 가
능한 바이오매스는 1억 4,800만 톤으로, 상업화가 가능한 양은
1억 2,00만 톤이다. 에너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를 이
용해 422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실행 가능한 주요 프로
젝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엔트레리오스 지역: 산살바도르이 지역에서 쌀 껍질 폐기물을
사용한 7.5MW 발전, 비야과이 지역에서 쌀 껍질 폐기물을
사용한 2MW 발전, 콩코르디아 지역에서 산림업 폐기물을
이용한 25MW 발전, 페데라시온 지역에서 산림업 폐기물
을 이용한 25MW 발전
• 코리엔테스 지역: 산안토니오 지역에서 10KW 용량 가스화
발전(수동으로 작동하며 일일 300kg의 폐기물 필요)
• 미시오네스 지역: 피카다 우니온 지역에서 20KW 용량 가
스화 발전(수동으로 작동하며 일일 300kg의 폐기물 필요)
• 멘도사 지역: 산마르틴 지역에서 연간 14만 2,563톤의 바이
오매스를 이용한 26MW 가스화력 발전, 비야헤네랄 지역
에서 연간 11만 2,523톤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20MW 발
전, 코르돈 델 플라타 지역에서 연간 4만 8,757톤의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6MW 발전, 산라파엘 지역에서 연간 5만
3,391톤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6MW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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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기술은 사탕수수의 찌꺼
기를 이용하여 설탕공장의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다. 또한 해
바라기와 땅콩 껍질, 농산업 폐기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Ⅴ-14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매스 분포 현황

부족
균형

초과

자료: Secretaría de Energ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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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배설물도 자연 바이오매스의 중요한 종류로, 건조된
배설물 1kg은 3,500kcal의 열량을 갖는다. 배설물을 가스로 변환
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380만 가정이 사용하는 LPG 양에 맞먹는
에너지 발생이 가능하다. 넓은 영토로 인해 동물의 배설물을 수
집하는 것이 어려우나, 가축 사육장이나 가금류 농장에서 모은
배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배설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
스를 생산하고 남은 폐기물은 다른 유기물과 배합하여 토양에
비료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매탄가스의 95%는 도시 고형 폐기물에서 생성
된다. 또한 가정 및 공업 폐수를 이용하면 50~75%의 매탄가스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난방과 전력생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GENREN 프로젝트는 도시 고형 폐기물로부터 120MW, 바이
오가스를 이용해 20MW, 바이오연료를 이용해 150MW, 기타 바
이오매스를 활용해 100MW의 전력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라. 지열

에너지부 소속 아르헨티나 지질조사소(SEGEMAR)의 아르헨티
나 지열발전 가능성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90%
가량이 고온성(150°C 이상), 75% 정도가 저온성 지열발전이 가
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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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아르헨티나의 지열에너지 이용 현황

온천
온실
양식
난방
제설
온수

자료: SEGEMAR.

아르헨티나에서 지열발전은 제설작업, 온실, 난방, 수경재배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SEGEMAR의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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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현재 지열발전 설치용량은 25.7MWt이며, 모두 지열원
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다.
1992년 JICA의 조사에 따르면, 코파우 지역에서 30MW의 전
력 생산이 가능하다. 주 정부는 투자진흥청(ADI-NQN SEP)을 통
해 30MW 용량의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하였
다. ‘Las Mellizas de Copahue’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는 7,000
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GENREN의 일환으로 30MW 용량의 지열발전설비 건설 입찰
이 실시되었다. 발전소는 고온성 지열발전이 가능한 화산지대
저수지인 Tuzgle, Domuyo, Copahue-Caviahue, Valle del Cura 등에
건설될 예정이다.

마. 소수력

아르헨티나에서 수력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아, 수력발전만으
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소수력 발전의
잠재력도 높으나, 현재 설치된 용량은 296.3MW로 수력발전 전
체 용량(1만 40MW)의 약 3%에 불과하다. 현재 약 50개의 소수
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에너지부는 116개의 발전 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있는데, 각 발전용량은 15MW 미만이며 전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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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약 430MW다. 그러나 116개 프로젝트 가운데 4개만 실
행 단계에 있으며, 20개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총 용량은 약 30MW다.

그림 Ⅴ-16 아르헨티나의 소수력발전소 현황

자료: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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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 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15) 면담

재생에너지협회(Cámara Argentina de Energía Renovables)
재생에너지를 재생발전과 바이오에너지 분야로 구분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재생발전은 시작단계로 풍력발전 30MW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연간 12억 5,500만 톤으로 세계 5위를 점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
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현재 7%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 2010년에는 900MW 재생에너지 발전(실제 생산량)을 목표로 설정하였
으며, 그중 750MW는 풍력에너지가 차지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소는 민간업체가 건설하며 정부가 15년 동안 1MW당
135달러에 전력을 구입한다. 이는 브라질의 1MW당 90달러, 우루과이의
100달러에 비교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조건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소규
모의 풍력단지가 7~8개 조성되어 있으며, 전체 생산량은 30MW이다. 민간기
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입찰에서는 아르헨티나 기업이 낙찰되었으며, 풍력 터빈은 외국(덴마크의
Vestas)으로부터 수입해 설치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는 지형 조건상 풍력
발전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특히 남부 파타고니아 지방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23개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으며, 각 공장의
평균 생산량은 10만 8,130톤으로 단일공장 규모 순위로는 세계 1위다. 규모
의 경제에 힘입어 생산비가 저렴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높다. 생산량의 대부분은 수출용이었으나, 최근 들어 내수용 비중이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 사용의무화를 통해
현재 내수용 비중 7%를 1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15) Carlos St. James(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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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 계속

바이오디젤 생산의 60%는 현지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으
로는 미국의 Cargill이 대표적이다.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투자 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 의무 조건은 없지만,
현지 기업과의 합작이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헨티나․
유럽기업, 아르헨티나․미국기업 간 합작 사례가 있다. 아르헨티나가 외국기
업과 가장 협력은 선호하는 분야는 금융조달이며, 그 다음이 기술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7년간의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고 있는바,
기술력에서는 떨어지지만 자금력을 이유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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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MPSA

IMPSA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재생에너지 기업이다. 재생에너
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1907년 설립되어 지금까
지 많은 재생 전력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온 기업이다. 현재
6,000MW 용량, 2,000만 달러의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다.
IMPSA는 아르헨티나 이외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
아, 베네수엘라, 미국 등 미주 지역과,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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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SA에서는 수력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에너지 개발도 사
업의 주요 분야로, 풍력 터빈의 설계, 생산, 설치, R&D 및 EPC
계약으로 풍력단지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
티나, 필리핀 등에서 200~810MW 용량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한 경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다.
IMPSA는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의 개발, 관련시설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남미지역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디자인, 제조, 설치 및 실행 업
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최근 IMPSA가 아르헨티나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Arauco 풍력단지 설립이다. Arauco 풍력단지는 아르헨티나 라리
오하(La Rioja) 지방에 설립 중이며, 설치용량은 220MW다. 이 프
로젝트는 2.2MW 용량급 100개의 풍력 터빈을 포함하고 있으며,
펌핑 시스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나. Vestas

Vestas는 1979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풍력 터빈을 만든 풍력발
전기 제조 분야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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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사업 분야는 풍력 터빈의 생산, 판매, 설치, 서비스 제
공이다. 덴마크, 독일, 인도,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스웨덴, 노
르웨이, 호주, 중국, 미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약 2만 명
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2007년 전 세계 풍력시장에서 28%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최근 빠른 속도로 경쟁기업들이 성장하
며 2009년 시장점유율은 12.5%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에는 1990년에 자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중남미 전
체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한다. 아르헨
티나에서는 파타고니아 지방의 Antonio Moran 풍력단지에 14MW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최근 추부트 주에서 풍력단지 조
성을 맡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업체인 Emgasud는 이 프로젝트
에 Vestas 사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설치될
총 용량은 77MW에 달하며 이는 1.8MW 터빈 43개에 해당된다.
이 풍력단지는 연간 320G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1년간 1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Emgasud는
풍력단지 조성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발전기 및 솔루션을 사
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Vestas 제품을 사용하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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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풍

부한 부존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석유
와 천연가스를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천연가

스 화력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52.1%를 차지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 생산의 8%까
지 높일 계획이다.
2000~09년 사이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정체상태
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리서치 컨설팅 기관인 GBI Research는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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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까지 전체 설치 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은 약 627.7MW였으
나, 2009년에는 648.7MW, 2012년에는 1,021.2MW로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0~09년 사이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 증
가율은 약 3.5%였으나, 향후 약 10년간 14.0%의 고도성장을 시
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Ⅴ-17 연도별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단위: MW)

주: E는 추정치, F는 예상치.
자료: GB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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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프로젝트인 GENREN을 추진하
면서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력 지도를 작성하였
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며, 부족한 정
부재원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투자진출의
기회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저해하는 몇 가
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1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풍력발전 비
용은 비재생에너지 발전과 같은 수준의 비용경쟁력을 갖추고 있
지만, 태양,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은 아직 초기투자 비용이 높
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
전은 정부의 인센티브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의존하고 있
다. 셋째, 선진국에서는 송배전망을 업그레이드하여 재생에너지
로 생산된 전력의 전국적 공급망을 갖추었으나, 아르헨티나에서
는 부족한 송배전망 인프라로 인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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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8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

바이오매스
태양

바이오매스
태양
풍력

소수력
지열
풍력

소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폐기물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풍력

자료: 에너지부(Secretarí́a de ene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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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시장의 SWOT

☞ 풍부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
☞ 낮은 바이오에너지 생산비용 및
높은 수익성
☞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요(특히
국가 송배전망이 미치기 어려운
비도시 지역)

☞ 재생에너지 발전분야 현지기업의
부족한 경쟁력
☞ 송배전망 확장 및 개보수 필요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 GENREN, PERMER 등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다수
☞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제공 및 세제혜택
☞ 다양한 CDM 사업 기회
☞ 차량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 사용
의무화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내수 증가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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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정부 재원
☞ 높은 초기투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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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 및 진출 여건

아

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우호협력관계 유지
에 노력하고 있으며, UN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경
제위기 극복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
술이전 등 실질 협력관계 심화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와 협력 여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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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한․아르헨티나 관계 발전사

□ 전통 우호협력 구축 단계
- 1962년 2월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관계는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측 입장 지지 등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유지
□ 실질협력 기반조성 단계
- 1990년대 들어 최초의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 실현 등 주요 인사 교류확대,
각종 협정 체결 및 양자 협의체 회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실질협력 심화 단계
- 21세기는 양국간 기존의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미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자료: 외교통상부.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가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
속하며 자원협력 대상국으로서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협력대
상국으로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르
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성장속도가 빠르며 소득수준도
가장 높은 국가다. 즉 중남미 국가 중 성장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대표적인 국가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및 광물․에
너지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가속화되는 자원난에
대비해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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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와의 협력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와의 협력 및 진출 여건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협력 및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 먼저 빈
번한 법규 개정이다. 아르헨티나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관
련 법규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규가 빈번히 개정된다는 데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투자 기피
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현 정부는 정치․경제 전반에 걸
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때로는 법률을 무시한 권한
을 행사하기도 한다. 일례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외채 상환기
금을 설치하려는 안을 두고 중앙은행 장과 마찰이 빚어지자, 상
원의 승인 없이 중앙은행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 포고령으로 해임을 발표했다. 따라서 투자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물론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법규 변경에 관한 자문을 받아 관련
법규 및 제정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법인 설립 기간이 길다. 아르헨티나의 투자 진출 절차는
16) 아르헨티나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OTRA(2008),
pp. 345~3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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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제한도 없으며 요구사항도 없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예상치 못한
서류 요구, 담당 창구 직원의 휴가, 전산망의 미작동 등으로 1개
월 예상했던 시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사업계획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작성해야 한다. 또한 관
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글자 하나가 잘못 표기되면 1개월을 기
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셋째, 조세제도의 복잡성이다. 아르헨티나에는 수출세, 금융세,
통계세, 추가 부가세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금이 많다.
당초 세금 부과 목적은 2001년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것이었으나, 조세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긴 세목이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타당성 조
사 및 투자자금 회수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세금 항목에 대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이
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넷째, 부정부패의 만연이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도 부정부패가 심해 정부 입찰의 투명도가 매우 낮다. 또한 정
부 정책이 투명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려는 브로커의 활
동이 많다. 특정 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조세 특혜를 주겠다고
하며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인맥을 사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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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노무관리의 어려움이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노
조의 영향력이 강하다. 노조에서 시위를 할 경우 국립대학 학생
들도 가담한다. 노무관리의 문제로 인해 최근 미국의 CRAFT는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철수하였으며, 또한 제조업 분야 신규투자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과 노조의 분쟁이 발생
했을 때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
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같이 아르헨티나와 경제협력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면
하는 어려움은 국제기구의 자료나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기업환경 평가 보고
서인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환경은 전 세계의 184개국 중 118위를 기록,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계약이행(46위), 대출(61위) 환경이 양호한
데 반해, 인허가(169위), 납세(142위) 등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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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아르헨티나 비즈니스 환경 평가

자료: World Bank(Doing Business 2010).

일본무역투자진흥기구(JETRO)가 아르헨티나 진출 일본 기업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아르헨티
나에서 사업하는 데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환율변동과 노
동비용 상승으로 지적되었다. 그 밖에 세제문제, 통관물류, 노무
문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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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아르헨티나 진출 일본 기업들의 현지 경영상 애로사항

지적재산권
통관물류
치안불안
관료의 부정부패
원산지규정
환율변동
환경규제
세제문제
에너지공급
원료비용상승
노동비용상승
노동문제
자금조달
외자정책

자료: JETR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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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 아르헨티나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 및 산업협력 현황

1) 수출입 현황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중남
미 수출시장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직후인 2002년에는 수
출량이 전년대비 83% 하락하였으나 200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를 시현하였다. 2009년에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수출이 14.5%로
감소하였으나, 즉각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6.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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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교역은 산업간 무역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대(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류와 전기전자 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약 70%(2010년 10월)
를 점유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출되는 상품은 석유화학 제품
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원자재 공급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전체 수입에서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은 약 94%(2010년 10월)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Ⅵ-2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교역관계
(단위: 천 달러, %)

수
품목명

출

수

2010년(1~10월)
2008년

2009년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제품

2010년(1~10월)
2008년

금액

입

2009년

비중

금액

비중

2,053

2,092

2,398

0.3

542,863 379,869 356,694

57.0

433

559

902

0.1

330,246 264,769 231,745

37.0

102,958 120,831

101,169

13.5

8,613

9,068

5,737

0.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21,358

16,746

19,887

2.7

25,192

10,884

22,700

3.6

섬유류

47,411

44,971

39,722

5.3

1,540

595

64

0.0

3,031

2,184

2,195

0.3

224

220

237

0.0

28,557

43,359

53,411

7.1

2,279

3,246

6,454

1.0

261,891 120,702

237,993

31.8

2,444

2,800

2,185

0.3

생활용품
철강금속 제품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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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계속

수
품목명

전자전기 제품
잡제품
총계

2008년

2009년

109,240 141,816

출

수

2010년(1~10월)
금액

비중

2008년

입

2009년

2010년(1~10월)
금액

비중

290,342

38.8

1,344

793

378

0.1

1,010

1,247

0.2

26

12

2

0.0

578,207 494,269

749,266

100.0

914,772 672,257 626,196

100.0

1,275

자료: KOTIS(MTI 1단위).

한국은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에서 2001년 이후 줄곧 적자를 기
록했다. 그러나 2010년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
며,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흑자규모는 약 1억 2,3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림 Ⅵ-3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교역관계
(단위: 백만 달러)

주: 2010년은 1~10월까지 통계.
자료: KOTIS(MTI 1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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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1985년부터 개시된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투자는 1990년대 들
어 꾸준히 증가,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대상
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여파
로 2003~05년 동안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직접투자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후 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투자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한 해(1~10월 말) 동안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투자는
약 200만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약 0.02%의 비
중에 그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버뮤다,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에 이어 아홉번째 투자
대상국이다.

표 Ⅵ-3 연도별 대아르헨티나 직접투자 추이(총 투자기준)
(단위: 천 달러, 개)

연

도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금액

1968~90

19

19,671

8,894

1991~99

91

294,275

122,170

2000

3

8,640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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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계속

연

도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금액

2001

2

4,310

5,255

2002

0

0

6,655

2003

2

13,700

0

2004

1

231

231

2005

1

1

1

2006

5

45,875

5,092

2007

6

21,772

4,129

2008

5

21,130

7,238

2009

3

674

2,734

2010 (1~9월)

5

3,811

2,031

143

434,088

165,711

총 (1968~2010년 10월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투자 진출은 업종별로는 농업ㆍ임업ㆍ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투자의 약 72%가 광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
고 있으며, 농업ㆍ임업ㆍ어업(17.8%), 제조업(8.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 업종
투자는 전체의 약 1.4%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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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업종별 대아르헨티나 해외직접투자(2010년 10월 기준 누적)
(단위: 천 달러, 개,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Total

37

2

7

2

6

143

201,317

95,175

3,900

77,500

1,010

232

434,088

56,183
(33.9)

14,177
(8.6)

1,805
(1.1)

63,625
(38.2)

255
(0.2)

232
(0.1)

165,711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신고
건수

56

33

신고
금액

54,955

투자
금액

29,434
(17.8)

주: ( ) 안은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주요 통상 현안

1) 한․MERCOSUR FTA 협상

2004년 11월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 시 양국은 무역협정(TA)
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했다. TA(Trade Agreement)는
FTA 등 무역관련 협정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MERCOSUR 측이
현 단계에서 FTA 명칭 사용을 주저하여 TA를 잠정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이후 한국과 MERCOSUR 측은 2007년 10월 31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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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MERCOSUR 측은 공동연구 보고서 검토 및 국내 여론
수렴 후 FTA 협상 개시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MERCOSUR 회
원국간 견해차이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MERCOSUR 주축국
인 브라질의 경우 자국 제조업계의 반발로 한국과의 FTA에 소
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 양측은 2009년 7월 ‘한․MERCOSUR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그간 지체되었던 FTA 논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TA 공동연구
후속조치 차원의 추가 연구대상 발굴, 무역협상(trade negotiations)
개시 가능성 협의 및 정책 권고 마련을 위한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설립 등이다.

2) 수입규제 현황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입규제 정책을 지속
적으로 강화해왔다. 1999년부터 운영해오던 사전수입허가제도
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2010년 6월 현재 이 제도의 적
용을 받는 품목은 약 400여 개에 달하며, 허가 취득에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최저수입가격제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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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 품목은 약 240개에 달한다. 이러한 공식 조치 외에도 식
품위생검역 강화 등 다양한 우회 조치를 활용하여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특히 비관세 수입규제 확대는 중국, 브라질,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이 심화된 주요 원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규제를 발동한 주요 목적은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자금의 해외도피 차단 등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대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선진국의
투자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밀려들면서 중앙은행의 환율방어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가격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2011년 인플레이션이 27~30%에 달할 것으로 전
망된다. 국내 물가급등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국내상
품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제
품의 경우는 수입제품에 대한 내국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산 제품이 국내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안정과 환율하락 방어의 일환으로 최
근 식품 등 일부 상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취하
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조치는 여전히 높은 상
황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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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아르헨티나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2010년 현재)

아르헨티나

반덤핑

반덤핑/
상계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총계

3(1)

-

-

-

3(1)

주: ( ) 안은 현재 조사 중인 건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Ⅵ-6 아르헨티나의 상품별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2010년 현재)

규제내용
HS분류

수출실적(천 달러)

형태

근거

조사/규제
개시

2007

2008

2009

8415

AD

반덤핑법

10.02.16
(조사)

12,584

2,960

2,228

7210, 7212
7225, 7226
일부

〃

〃

09.11.20
(규제)

-

-

36

냉연강판
7209,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7225, 7226
평판압연제품 12개
일부
품목)

〃

〃

02.01.10
(규제)

-

-

90

에어컨 용량
(6,500 BTU 이하)

아연도강판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8개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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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 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우리나라는 일찍이 아르헨티나의 천연자원, 특히 수산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중남미지역과의 경제관계가 일천
하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아르헨티나와 수산부
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어업이민의 대상지로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수산업 전
진기지로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경제발전 잠재력에
도 불구하고 잦은 경제위기 발생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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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보다는 1차산품 개발기지로 명맥을 유지했다. 특히 1990년
대 중반부터 MERCOSUR 경제통합 활성화에다 개혁․개방정책
의 성과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우리 기업의 관
심이 브라질에 집중되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
로 저조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온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적 혼
란과 2002년 사상 초유의 아르헨티나 경기침체는 한국의 협력
대상국으로서 아르헨티나가 누려왔던 지위마저 약화시켰다. 우
리나라의 아르헨티나 수출은 아직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
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투자도 정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경제협력 대상으로서 아르헨티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
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자재 수요는
세계적인 천연자원 보유국인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
시킴은 물론, 경제위기 이후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라 크게 낮아
진 임금 역시 제조업 투자 대상지로서 아르헨티나의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
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확대 대상국으
로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다각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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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협력 토대 구축 방안

1) 아르헨티나를 중남미 진출의 3대 거점으로 활용

그간 우리 기업들은 고임금 등 아르헨티나의 제조업 투자진출
여건이 다른 중남미지역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 현지 생산공
장 건설 대신에 판매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 전략을 구
사해왔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MERCOSUR 경제통합의 일원인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가 보다 저렴한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 여
기서 생산된 제품을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페소화 평가절하에 힘입어 인건비가 크
게 낮아지는 등 아르헨티나의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는바,
그간 기피해왔던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사례에서 입증하듯,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은 수출유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
기 이후 이미 일본과 프랑스의 자동차업체들은 아르헨티나의 투
자기회 선점을 위해 공격적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MERCOSUR의 외연적 확장에 힘입어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요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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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 아르헨티나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고 있는바,
그간 멕시코, 브라질로 양분되었던 중남미 진출 거점을 아르헨
티나로 확장하는 새로운 전략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MERCOSUR와 신속한 FTA 체결17)

우리 정부는 우리와 FTA 협상에 소극적인 MERCOSUR와 FTA
협상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 사업의 하나로 현재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MERCOSUR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국화폐 사용 무역결
제 시스템을 한․MERCOSUR 간의 무역거래에도 도입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MERCOSUR는 무역거래 비용
의 축소를 통한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MERCOSUR 회원국간은
물론 콜롬비아, 칠레 등 인근 중남미 국가, 더 나아가 중국, 인도
등과 자국통화 사용 무역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단기적으로 MERCOSUR와 FTA 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FTA
체결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MERCOSUR 무역
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다. KIEP 조사(2009년)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 등
17) 권기수․김진오․고희채(2009), pp. 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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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MERCOSUR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만큼이나 비관세장벽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기
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아
르헨티나 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한․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여 아르헨티나 내에 한국과의 FTA 추진에 우호적인 지지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

산업구조 면에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양국간 협력을 구체화
하고, 통상현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향후 전개될 FTA 협상
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1996년 대통령 순방 시 합의되었으나 양
국간의 관심 부재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한․아르헨티나 산업
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적극 재고할 필요가 있다.18)
이 위원회는 기존의 경제협력위원회 및 고위정책협의회와는
달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됨으로써 기업 차원의 관심 확인, 영
업상 장애요인 개선, 주요 정보 상호교류 등 협력의 차원을 향

18) 김원호․권기수․김진오(2004),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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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브라질 및 콜롬
비아와 양자간 산업협력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4) 이중과세방지협정 신속 체결19)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진출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각종 투자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아르헨티나와 현지 투자진출의 제도적 기본요
건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파나마 5개국과만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자원개발 투자는 물론 일반 투자를 위해서도 가
장 필요한 법적․제도적 여건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신속히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 현지교포 대상으로 무역인력 육성사업 추진20)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수출이나 투자진출) 시 아르헨티나를

19) 중남미 국가들과의 통상 인프라 구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기수․김진오․
고희채(2009), pp. 239-241. 참고.
20) 김원호․권기수․김진오(2004), p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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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론하고 직면하는 문제는 현지정보와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우
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초기와는 달리 진출이 확대․
심화되면서 보다 현지시장에 정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
문 무역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의 경우 현지 사정에도 밝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고 있는 의욕 넘치는 젊은 교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 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시 직면하는 현지 시장정보
및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청년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민간차원에서는 현재 전문 무
역인력을 전담하여 양성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정부차원에서
는 KOICA, 재외동포재단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특별관세지역(Tierra del Fuego) 적극 활용

2009년 12월 전자제품 내국세법 발효로 아르헨티나 남단의
티에라델푸에고를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수입 가전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2배 인상(10.5%→21%)되었으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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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26%)가 부과되었다.
티에라델푸에고는 전자제품 전문 생산공단이 형성된 특별 관
세지역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를 포함해 전자제품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고,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입주 기업은 지방세인 영업세만 부
담한다. LG, 삼성의 경우에도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으로 생산단
지를 이전하여 전자제품 내국세법에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아
르헨티나에 생산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경우 우선진출 대상으로
티에라델푸에고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한․아르헨티나 지적대화 채널
(IDC: Intellectual Dialogue Channel) 상시 운영21)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국 인사들간의 솔직담백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
고 필요할 때 활용 가능한 채널 구축을 위해서 한․아르헨티나
지적대화 채널(IDC)을 설립,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협력에서 IDC가 필요한 이유는 한
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인적교류의 역사가 짧고 상호간 이해부족
21) 김원호․권기수․김진오(2004),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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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백을
인위적으로 메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DC는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양국의 주요 정책현안을 토론하
고, 공동 정책 관심사에 대한 진솔한 의견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과제들을 발굴함으로써 공식적인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본 목적
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시 IDC와 유사
한 성격의 한·아르헨티나현인회 설립에 합의했으나, 이후 양국
의 무관심으로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 방안

1) 건설 인프라

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 확대
진출 환경이 생소하고 불확실한 아르헨티나 건설 인프라 시장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확실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는 건설협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75년 역사의 아르
헨티나 건설협회(Camara Argentina de la Construccion)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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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지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
과, 아르헨티나 건설협회는 한국 등 외국 기업과의 기술협력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
선적으로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의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형성
외국 건설업체들이 아르헨티나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시 직
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입찰 시 자국 기업에 대한 높은 선호
라고 할 수 있다. 자국 내 기업에 대한 특혜가 많고 입찰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조기 입수도 어렵다.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는 현지 기업을 선호한다. 외국 기
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참여 공사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시
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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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형 프로젝트에 투자 집중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현 시점에서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시에는 대형 프로젝트보
다는 1,000만 달러 이하의 중소형 프로젝트에 투자 진출하는 것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2) IT 협력 방안

가) Korea ․ 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운영
⇒ 인근 남미지역 공동 지원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최대 경제통합체인 MERCOSUR의 중심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더불어 남미
국가연합(UNASUR), 남미인프라통합(IIRSA) 등 각종 경제통합
프로젝트를 적극 주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 차지하
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상을 활용해 인근 남미 국가들을 아르
헨티나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을 설립해 양국간 협력은 물론 인근 중남미 IT 후진국
을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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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 아르헨티나 IT협력센터 ⇒ 한 ․ MERCOSUR IT 협력
센터로 확대 운영
우리나라가 선진 개도국과의 IT 협력 모델로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IT국제협력센터 사업을 중남미 IT 선도국인 아르헨티나와
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멕시코와 이미 IT국제협력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바 있
다. 아르헨티나가 MERCOSUR 중심국가 중의 하나인 점을 고려
하여 협력센터의 사업 범위를 아르헨티나 일국 차원이 아닌
MERCOSUR 통합체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Ⅵ-7 IT국제협력센터(ITCC)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운영방식

주요 활동 및
사업

- IT산업 성장 잠재력 및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경
험과 기술을 전수․공유하고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
- 양국간 IT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진출 지원
- 매칭펀드
- 2년간 한시적 운영
- 상대국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컨설팅 제공
- 양국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수행
- IT분야 기술 및 인력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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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산업 협력 프로그램 추진22)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점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산업
을 선정, 각종 육성책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
하고 있어 산업기술협력의 대표적인 시범 사업으로 ‘한․아르헨
티나 간 소프트웨어산업 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법’ 제정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2004년 8월에 아르
헨티나 정부는 법인소득세 60% 감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기금
(Fonsoft)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소프트
웨어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1,600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바,
전체 기업의 70%가 15명 이하를 고용한 소기업이다.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2004년 6월 27일~7월 1일 중국을 방문,
주요 협력사업의 하나로 중국과 소프트웨어산업 협력을 강화하
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은 교육․농가공․보건 관련 스페인어판
컴퓨터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농산
물 품질검증 프로그램 공동개발에도 합의했다. 특히 아르헨티
22) 김원호․권기수․김진오(2004),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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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기업협의회는 중국 컴퓨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라）아르헨티나 유력 IT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과 제휴
아르헨티나는 경제규모 및 인구 측면에서 브라질, 멕시코 다
음으로 중남미에서 큰 IT 시장이며, 전체 인구의 37%가 부에노
스아이레스 인근에 밀집해 있어 IT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다．
또한 남미 국가 중 스페인어권 중심국가로 다국적 기업들이
중남미 다른 국가들의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아르헨티나를 ‘테
스트 시장’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Accentre 사의 경우 마이
크로소프트 사에 e-비즈니스 개발용 특정 소프트웨어를 제공, 시
스템의 호환성을 보장하며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서 성공한 소프트웨어를 중남미
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 버전으로 전환하여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제휴가 반드
시 필요하다.

마）아르헨티나 지사 설치 필요
e-Government 등 입찰정보 수집 및 입찰 참여를 위해 지사 설
치가 필수적이며,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디자인 및 개
발 외에도 사용법 교육 및 훈련, 폴로업(follow up) 서비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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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S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바) 현지 유관기관과 교류확대
아르헨티나 IT 유관기관은 한국의 IT 기술발전에 대한 인지
도가 높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간의 협력이 유망
하다．

사）IT 전문 전시회 참가
중남미에서 개최되는 IT 전문 전시회는 중남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따라서 매년
10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Expocomm 등의 전시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 유망 수출품목
(1) 상용 소프트웨어
현지 IT업체와 제휴하여 스페인어로 번역된 소프트웨어 또는
솔루션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nti-Virus 등 한국
에서 성공한 소프트웨어도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디지털 TV 방송기기 및 셋톱박스
케이블 TV 부문에서는 2007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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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린(Clarin) 그룹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아르헨티
나 정부가 디지털 TV 방식을 일본식 ISDB 방식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트북
2009년 노트북 판매 증가율이 146%에 달하는 등 최근 아르헨
티나에서 노트북 판매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 비동기식 이동통신 및 차세대 통신장비 및 설비
이동통신 기술 중 WCDMA, HSDPA, WiMAX의 도입이 본격
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장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Pyramid Research 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Wi-Fi
접속은 2007년 2만 9,000개에서 2010년 4만 5,000개로, WiMax
(802.16d)는 2007년 1만 3,000개에서 4만 1,000개로, 3G/3.5G 기
술은 2010년 113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CDMA 450MHz, DSLAM IP, ADSL2+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한다.
(5) 컴퓨터 부품
아르헨티나에 PC 완제품 수출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완제품 수출보다는 모니터, 하드디스크, 마더보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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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별 부분품 단위의 수출을 통해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시도하거나, 이들 부분품들을 반입하여 직접 현지에서 조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및 A/S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부분품 단위의 수출을 추진할 경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현재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산과의
가격경쟁력을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는 현재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무
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6) 소프트웨어
아르헨티나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의 수출은 2002년의
페소화 평가절하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2000년 수출은 3,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3억 5,000만 달러로 껑충 뛰었
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4년 10억 달러의 소프트웨어 수출 목
표를 세워놓고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소프
트웨어 주요 수출대상국은 멕시코, 칠레, 브라질, 미국 등이다.

자) 진출 시 유의사항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
고 있으나, 복잡한 투자절차 및 관료주의로 현지법인 설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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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일단 현지 회사 설립 후에는
폐쇄(철수) 작업이 매우 까다로워 철수가 어려우므로 특히 주
의가 요구된다.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 기업들은 본국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
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영업소득에 대한 35%의 소득세를
물고 있어 이중과세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거래 징수 면에서 아르헨티나는 구좌 입출금 시 입금액
및 출금액의 각 0.6%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세를 징수하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아르헨티나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
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세금을 폐지하
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IT 인력의 조달은 가능하나, 경직된 노
동법 및 높은 고용주세(23%)로 인하여 노동여건이 한국보다 취
약하다. 아르헨티나에도 정리해고법이 있기는 하지만,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리해고가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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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에너지

가) 한 ․ 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 설립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녹
색산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를 설립,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에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에서 포괄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협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R&D 협력센터 설립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정부간 협력은 현재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산업이 R&D
투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R&D 협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차원의
R&D 협력은 발전 잠재력이 큰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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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DM 프로젝트 적극 참여
아르헨티나의 CDM 사업은 2005년부터 주로 쓰레기 매립지
가스 포집을 중심으로 실행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삼림 폐기물
및 축산분뇨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으로 프로젝트가 다양
화되는 추세다. 향후 정부의 지원 아래 더욱 다양한 CDM 프로
젝트가 개발 및 양산될 전망인바, CDM 사업을 활용한 투자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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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 www.minplan.gov.ar
Roggio S.A. www.roggio.com.ar
Secretaría de Energía(에너지부). energia3.mecon.gov.ar/home
Secretaría de Transporte(교통부). www.transporte.gov.ar
Secretaría de Recursos Hídricos(수자원부). www.hidricosargentina.gov.ar
SEGEMAR(아르헨티나 지열 및 광업 연구소). www.segemar.gov.ar/db
Techint www.techint.com
Vestas www.vest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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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건설 관련 업체 및 전시회

1. 건설 관련 기업
□ Benito Roggio E Hijos S.A.

- 주소: Av. Leandro N Alem 1050 (1001)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6091 7385
- 담당자: Ing. Horacio Scuticchio
- 홈페이지: www.broggio.com.ar
- 이메일: scuticchio@broggio.com.ar
- 사업분야: 건물 건설, 수로․항구 건설, 도로 건설, 공장 건설 등
□ Momak Construcciones

- 전화: (54 911) 4494 7420
- 담당자: Julio San Felipe
- 홈페이지: momakconstrucciones.com.ar
- 이메일: momakconstrucciones@gmail.com
- 사업분야: 상하수 건설, 주택 건설 등
□ Contreras Construcciones S.R.L.

- 주소: Diagonal Estrada 240 (1617) Gral. Pacheco,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726 1122 / (54 11) 4726 1754
- 홈페이지: www.contrerasconstrucciones.com
- 이메일: info@contrerasconstrucciones.com
- 사업분야: 시멘트 공급, 주택 건축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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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lair Argentina

- 주소: Goncalves Dias 1145 (1276)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5941 4444
- 홈페이지: www.sullairargentina.com.ar
- 이메일: consultas@sullair.com.ar
- 사업분야: 건설과 건축 장비
□ Alberici Construcciones

- 주소: Ruta Panamericana Km. 42.5, Rama Pilar,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911) 4973 4344 / (54 911) 4088 3430
- 홈페이지: albericiarquitectos.com.ar
- 이메일: alberici.construcciones@gmail.com
- 사업분야: 별장 건설
□ DIN S.A.

- 주소: Av. Alicia Moreau de Justo 1729 Piso 2 (1107)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314 2266
- 홈페이지: www.dinsa.com
- 이메일: mail@dinsa.com
- 사업분야: 금속 제조 업체
□ AFM Construcciones S.R.L.

- 주소: Las Heras 195 Piso 1 (1714) Ituzaingo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611 6831 / (54 11) 4661 3512
- 홈페이지: www.mercomu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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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afm@escape.com.ar
- 사업분야: 다양한 시멘트 공급
□ AIEN Construcciones

- 전화: (54 911) 5420 5214
- 담당자: Pablo F. Pena
- 홈페이지: www.aienconstrucciones.com
- 이메일: info@aienconstrucciones.com
- 사업분야: 주택과 상업 건물 건설, 기존 건물 유지
□ MP: Arquitectura

- 주소: Alicia Moreau de Justo 1120 Piso 3 Of. 306A (1107)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5278 5996
- 팩스: (54 11) 4032 0171
- 홈페이지: www.mp-arquitectura.com.ar
- 이메일: estudio@mp-arquitectura.com.ar
- 사업분야: 주택 건설 및 프로젝트
□ Abaco Construcciones

- 주소: Republica de Israel 3361,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713 3264 / 4713 5631
- 홈페이지: www.abacoconstrucciones.com.ar
- 이메일: abaco@abacoconstrucciones.com.ar
- 사업분야: 건축자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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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전시회 명
개최 국가/도시

아르헨티나 국제건축주택 박람회(Exposicion Internacional de
la Construccion y la Vivienda-BATIMAT 2011)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연도

1986년

개최기간

2011.06.01~
2011.06.05

개최규모(㎡)

40,000

전시장

La Rural

참가국 수

9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364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16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102,061명

주요 참가국

독일, 브라질,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한국업체 참가 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개사

전체 참관객 수

106,789명

외국 참관객 수

4,728명

전시회 지명도

-

부스 배정 난이도

전시분야

전시분야

건축․건설․빌딩, 냉난방, 실내․외장식, 인테리어

부스당 임차료
(㎡당)
임차료 수준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조립식 부스(＄560페소／㎡ + TAX 21%)
독립식 부스(0)
EFCA(아르헨티나 건설 전시회 및 박람회 업체)
Mr. Rodolfo Echeverrieta

주최기관 주소

Av. Rivadavia 877 Piso 4 Capital Fedral Buenos Aires,
Argentina

주최기관 전화

(54 11) 4330 0335

주최기관 팩스

(54 11) 4330 0335

주최기관 URL

www.batev.com

주최기관 이메일
전시품목

info@batev.com.ar
건축 및 건설, 알루미늄, 냉난방, 실내 인테리어, 철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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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명
개최 국가/도시

아르헨티나 국제건축가재전시회（Feria Internacional de
Materiales y Tecnologias para la Construccion-FEMATEC2010)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연도

1991년

개최기간

2010.10.06~2010.10.09

개최규모(㎡)

22,100

전시장

Centro Costa Salguero

참가국 수

18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197개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13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57,051명

주요 참가국

브라질，칠레，이탈리아，스페인，중국，미국 등

한국업체 참가 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개사

전체 참관객 수

62,012명

외국 참관객 수

4,961명

전시회 지명도

-

부스 배정 난이도

전시분야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
(㎡당)

건축․건설․빌딩
198,695원
조립식 부스

임차료 수준
독립식 부스(＄600페소 / ㎡ + TAX 21%)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Roberto Santi y Asociados S.A.
Mr. Roberto Santi

주최기관 주소

Av. Cordoba 1856 Piso 9 Capital Fedral Buenos Aires,
Argentina

주최기관 전화

(54 11) 5236 5291

주최기관 팩스

(54 11) 4236 5291

주최기관 URL

www.fematec.com

주최기관 이메일

info@rsanti.com.ar

전시품목

욕실, 부엌, 공중화장실, 조명, 엘리베이터, 경보장치, 시멘트,
문, 유리, 수공구 및 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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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명
개최 국가/도시

아르헨티나 국제건축가재전시회(Feria Internacional de
Materiales y Tecnologias para la Construccion-FEMATEC2011)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연도

1999년

개최기간

2011.10.18
~2011.10.22

개최규모(㎡)

28,000

전시장

Centro Costa Salguero

참가국 수

2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90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2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177,400명

주요 참가국

이탈리아, 터키

한국업체 참가 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개사

전체 참관객 수

195,209명

외국 참관객 수

17,890명

전시회 지명도

-

부스 배정 난이도

전시분야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
(㎡당)

건축․건설․빌딩, 실내․외장식, 인테리어
70,000원
조립식 부스

임차료 수준
독립식 부스(＄180페소 / ㎡ + VAT 21%)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Roberto Santi y Asociados S.A.
Mr. Roberto Santi

주최기관 주소

Av. Cordoba 1856 Piso 9 Capital Fedral Buenos Aires,
Argentina

주최기관 전화

(54 11) 5236 5291

주최기관 팩스

(54 11) 4236 5291

주최기관 URL

www.fematec.com

주최기관 이메일

info@rsanti.com.ar

전시품목

건설장비, 건축자제, 건축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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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명

디자인 건설 및 건축 전시회

개최 국가/도시

아르헨티나 / 코르도바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연도

1991년

개최기간

2010.10.28~
2010.10.31

개최규모(㎡)

9,000㎡

전시장

La Vieja Usina

참가국 수

18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197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13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57,051

주요 참가국

브라질, 칠레,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미국 등

한국업체 참가 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개사

전체 참관객 수

62,012명

외국 참관객 수

4,961명

전시회 지명도

-

부스 배정 난이도

전시분야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
(㎡ 당)

건축․건설․빌딩
198,695원
조립식 부스

임차료 수준
독립식 부스(＄600페소 / ㎡+TAX 21%)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Roberto Santi y Asociados S.A.
Mr. Roberto Santi

주최기관 주소

Av. Cordoba 1856 Piso 9 Capital Fedral Buenos Aires,
Argentina

주최기관 전화

(54 11) 5236 5291

주최기관 팩스

(54 11) 4236 5291

주최기관 URL

www.fematec.com

주최기관 이메일

info@rsanti.com.ar

전시품목

욕실, 부엌, 공중화장실, 조명, 엘리베이터, 경보장치, 시멘트,
문, 유리, 수공구 및 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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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헨티나 지역별 국토발전계획
아르헨티나 북부지역 국토발전계획

거점도시
중소도시
주요 항구
건설 예정 교량
건설 예정 발전소
수자원 개발 예정
강
국경검문소
국도
지방도

현재 도로
건설 예정 도로
개보수 예정 철도
건설 예정 철도
현재 가스관
건설 예정 가스관
현재 송전망
건설 예정 송전망
건설 예정 수로

자료: 국토공공투자계획부(Subsecretaría de planificació́n territorial de la inversió́n
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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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중부지역 국토발전계획

거점도시

현재 도로

중소도시

건설 예정 도로
개보수 예정 철도

주요 항구
건설 예정 교량

건설 예정 철도

건설 예정 발전소

현재 가스관

강

건설 예정 가스관

국경검문소

현재 송전망

국도

건설 예정 송전망

지방도

건설 예정 수로

자료: 국토공공투자계획부(Subsecretaría de planificació́n territorial de la inversió́n
pú́blica).

264｜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아르헨티나 남부지역 국토발전계획

거점도시
중소도시
주요 항구
건설 예정 발전소
수자원 개발 예정
국경검문소
국도
지방도
현재 도로
건설 예정 도로
개보수 예정 철도
건설 예정 철도
현재 가스관
건설 예정 가스관
현재 송전망
건설 예정 송전망
건설 예정 수로

자료: 국토공공투자계획부(Subsecretaría de planificació́n territorial de la inversió́n
pú́blica).

부록 1｜265

부록 2 : IT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
1. 정부기관
□ Secretaría de Comunicaciones, Miniserio de Planificación Federal, Inversión

Pública y Servicios (연방기획 및 공공투자부, 통신차관)
- 홈페이지: www.secom.gov.ar
□ ONTI - Oficina Nacinal de Tecnologia de Informacion

(아르헨티나 정보기술청)
- 주소: Av. Roque Saenz Peña 511 (1035) Cap. Fed., Argentina
- 전화: (54 11) 4345 0383
- 팩스: (54 11) 4343 7458
- 비고: 수석장관실(Jefatura de Gabinete) 공공관리 차관 산하기관으로 국
가 현대화 계획에 따른 정보통신 정책에 입안하여 기술개발 및
기술 혁신, 전자정부 계획을 관리하면서 표준기술 등을 담당함.
전자서명(digital sign), 아르헨티나 정부 포털 사이트 등의 프로젝
트를 추진할 예정임．

2. 단체, 협회
□ CESSI - Cámara de Empresas de Software y Servicios Informticos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협회)
- 주소: Paraguay 541 Piso 6 y 7,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5217 7802
- 팩스: (54 11) 5258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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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directora@cessi.org.ar
- 홈페이지: www.cessi.org.ar
□ CADIEEL - Cámara Argentina de Industrias Electrónicas,

Electromecánicas y Luminotécnicas
(아르헨티나 전기전자조명협회)
- 주소: Bernardo de Irigoyen 330-5 Piso - of. 121 - 1072 -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334 4159 / 5752 / 7763
- 팩스: (54 11) 4334 6672
- 이메일: mriemersma@cadieel.org.ar
- 홈페이지: www.cadieel.org.ar
□ CICOMRA - Cámara de Informatica y Comunicaciones de la Republica

Argentina (아르헨티나 정보통신협회)
- 주소: Av. Cordoba 744 Piso 2 Dep. D,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4325 8839
- 팩스: (54 11) 4325 9604
- 이메일: cicomra@cicomra.org.ar
- 홈페이지: www.cicomra.org.ar
□ CABASE - Cámara Argentina de Bases de datos y Servicios en Linea

(아르헨티나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서비스협회)
- 주소: Suipacha 128, 3 F

CPA (C1008AAD)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326 0777
- 팩스: (54 11) 4326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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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info@cabase.org.ar
- 홈페이지: www.cadie.org.ar
□ CASEL - Cámara Argentina de Seguridad Electrónica

(아르헨티나 전자보안협회)
- 주소: Av. Paseo Colon 588 5' piso , Of. 14, (1063)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855 6600
- 이메일: greenberg@casel.org.ar
- 홈페이지: www.casel.org.ar

3. 휴대폰 단말기 형식 승인 인증기관
□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INTI)

- 주소: Av. Gral. Paz 5445 (C1650KNA) - San Martín,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724 6200 / 6300 / 6400
- 이메일: telecomu@inti.gov.ar
- 홈페이지: www.inti.gov.ar
□ LABORATORIOS UNIDOS S.A.

- 주소: Av. Libertador 222 - 6º y 7º “B” (C1001ABP)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393 5075
- 이메일: info-lu@lu.net.ar / ventas-lu@lu.net.ar / soporte-lu@lu.net.ar
- 홈페이지: www.lu.ne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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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IO DE ENSAYOS BAJO NORMA S.R.L. (LENOR S.R.L.)

- 주소: Fraga 979/81 (C142BTS)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555 4001 / 4363
- 이메일: info@lenorsrl.com.ar
- 홈페이지: www.lenorsrl.com.ar
□ DMC Wireless Systems S.A.

- 주소: Dardo Rocha 3404, Martínez (B1640GAB),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717 2663 / 2613
- 이메일: info@dmcwireless.com
- 홈페이지: www.dmcwireless.com

4. IT 관련 주요 기업 : 인터넷
□ Arnet

- 주소: Alicia M. de Justo 50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968 4000
- 이메일: 0800555pais@ta.telecom.com.ar
- 홈페이지: www.arnet.com.ar/homepage.do
□ Flash

- 주소: Suipacha 436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4320 4320
- 이메일: comercial@ciudad.com.ar.
- 홈페이지: www.flash.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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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lan

- 주소: Reconquista 865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0800 345 0112
- 담당자: Julieta Dalasso
- 이메일: jdalasso@iplan.com.ar
- 홈페이지: www.iplan.com.ar
□ Speedy

- 주소: Av. Corrientes 701,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344 0996 / 0999
- 담당자: Graciela Weil
- 이메일: graciela.weil@wholesale.telefonica.com
- 홈페이지: www.telefonica.com.ar
□ Telmex

- 주소: Av. Juan de Garay 34,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878 6400 / (54 11) 4000 3000
- 담당자: Víctor Cortés Algara
- 이메일: info@telmexcorp.com.ar
- 홈페이지: www.telmex.com/ar
□ UOL

- 주소: Av. San Martín 941, Piso 6 Oficina 1 Mendoza,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261) 425 9151
- 이메일: info@uolempresa.com.ar
- 홈페이지: www.uolempresa.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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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T 관련 주요 기업 : 이동통신
□ Movistar

- 주소: Av Corrientes 655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5130 4000
- 담당자: Veronica Baggini
- 홈페이지: www.movistar.com.ar
□ Personal

- 주소: Alicia M. de Justo 50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968 4000
- 담당자: Vanina de Prado
- 이메일: prensa.personal@personal.com.ar
- 홈페이지: www.personal.com.ar
□ Claro

- 주소: Av. de Mayo 878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952 5850 / (54 11) 4109 8888
- 담당자: Gabriel Szwarcberg
- 홈페이지: www.claro.com.ar
□

Nextel

- 주소: Cerrito 1182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5359 8600 / 8620
- 담당자: Valeria Arze Barreta
- 이메일: centro@nextel.com.ar / valeria.abarreta@nextel.com.ar
- 홈페이지: www.nextel.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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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 관련 주요 기업 : 유선통신
□ Telefonica

- 주소: Av. Corrientes 330 1piso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344 0996 / 0999
- 담당자: Graciela Weil
- 이메일: graciela.weil@wholesale.telefonica.com
- 홈페이지: www.telefonica.com.ar
□ Telecom

- 주소: Alicia M. de Justo 50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968 4000
- 이메일: institucionales@ta.telecom.com.ar
- 홈페이지: www.telecom.com.ar
□ Telecentro

- 주소: Scalabrini Ortíz 445,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6380 9500
- 담당자: Mariana
- 홈페이지: www.telecentro.com.ar
□ Ipan

- 주소: Reconquista 865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0800 345 0112
- 담당자: Julieta Dalasso
- 이메일: jdalasso@iplan.com.ar
- 홈페이지: www.iplan.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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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T 관련 주요 기업 : 소프트웨어 & PC
□ Air Computers (Distributer AMD products)

- 주소: Av. Montes de Oca 2044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4016 0200
- 팩스: (54 11) 4016 0200
- 이메일: ventasbaires@air-computers.com
- 홈페이지: www.air-computers.com
□ Bell Microproducts (Distributer AMD products)

- 주소: Thames 108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4836 0555
- 이메일 : info@bellmicro.com.ar
- 홈페이지: www.bellmicro.com.ar
□ Bangho

- 주소: Herrera 2145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0810 666 2264
- 담당자: Nancy Carrizo
- 이메일: ncarrizo@pcartsargentina.com
- 홈페이지: www.bangho.com.ar
□ Druidics

- 주소: Dr. Emilio Ravignani 2010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777 4436 / 4438
- 담당자: Hernan Labas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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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hlabastie@druidics.com.ar
- 홈페이지: www.druidics.com.ar
□ IBM Argentina

- 주소: Hipolito Yrigoyen 2149 Martínez Provin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898 4898
- 담당자: Nelly Guerrero
- 이메일: nellygue@ar.ibm.com
- 홈페이지: www.ibm.com.ar
□ Ideasoft Argentina

- 주소: Corrientes 1250 5 A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6632 2029
- 담당자: Alfredo Amaya
- 이메일: aamaya@ideasoft.biz
- 홈페이지: www.ideasoftargentina.com.ar
□ Intel Tecnología de Argentina S.A.

- 주소: Olga Cossettini 240, Dock 4 Building 3, piso 3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515 4200 / 4299
- 홈페이지: www.intel.com
□ Intcomex (Distributer AMD products)

- 주소: California 1456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016 6100 /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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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Pablo Antunez
- 이메일: pdibiase@intcomex.com
- 홈페이지: www.intcomex.com
□ Intersoft

- 주소: Av. Córdoba 883 piso 9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4131 8900
- 담당자: Juan Carlos Martínez
- 이메일: jcm@intersoft.com.ar
- 홈페이지: www.intersoft.com.ar
□ Memory Buenos Aires

- 주소: Montevideo 456, Piso 1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5277 0027 y rotativas
- 담당자: Patrcia Velazquez
- 이메일: info@memoryargentina.com
- 홈페이지: www.memorycomputacion.com
□ Microsoft de Argentina S.A

- 주소: Bouchard 710, Piso 4 Capital Federal
- 전화: (54 11) 4316 1900
- 팩스: (54 11) 4316 1921
- 홈페이지: www.microsoft.com/es/ar
□ Nisa

- 주소: Viamonte 1328 Piso 10 Of. 30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5238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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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1: Jorge Hebrero (jhebrero@nisa.com.ar)
담당자2: Hugo Castro (hugocastro@nisa.com.ar)
- 홈페이지: www.nisa.com.ar
□ Nomadesoft

- 주소: Mitre 574 Piso 1 Oficina 6, Mendoza - Capital, Argentina
- 전화: (54) 0261 423 7728 / (54) 0261 11 5500 5465
- 담당자: Mariano Martínez
- 이메일: mmartinez@nomadesoftsrl.com.ar
- 홈페이지: www.nomadesoftsrl.com.ar
□ S & E

- 주소: Av. Ingeniero Huergo 1437 3 piso oficine E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5235 0391, (54 11) 5291 5719 / 5722
- 휴대폰: (54 911) 4444 6213
- 담당자: Gustavo Echeguren
- 이메일: gecheguren@sye.com.ar
- 홈페이지: www.sye.com.ar
□ Quanam

- 주소: Alicia Moreau de Justo 1080, Piso 4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345 5800 / 5333
- 담당자: Leonardo Cucci
- 이메일: leonardo.cucci@quanam.com / quanam@quanam.com
- 홈페이지: www.qua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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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udata

- 주소: Av. Belgrano 748 Oficina 11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5237 0724 / (54 11) 5237 0725
- 팩스: (54 11) 5237 0726
- 담당자: Ignacio Hareche
- 홈페이지: www.urdata.com

8. IT 관련 주요 기업 : 유선통신 하드웨어
□ Alcatel Lucent

- 주소: Av. Vieytes 1710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349 1111 / 1129
- 담당자: Javier Rodriguez Falcon
- 홈페이지: alcatel-lucent.com
□ AMD

- 주소: Av. Libertador 602, piso 16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4877 6400
- 담당자: Pablo Porto
- 홈페이지: www.amd.com
□ CISCO

- 주소: Ing Butty 240 piso 17,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341 0100 / 0149
- 담당자: Horacio Werner
- 홈페이지: www.cisco.com/web/A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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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ston Technology

- 주소: Humboldt 2232, piso 1E,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4772 3317
- 담당자: Isabel Vermarl
- 홈페이지: www.kingston.com
□ NEC Argentina

- 주소: Pedro de Mendoza 443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팩스: (54 11) 4010 6000 / 6020
- 담당자: Carlos Martinangeli
- 홈페이지: www.nec.com.ar
□ Nortel

- 주소: Bouchard 550, piso 17,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54 11) 5550 7200
- 담당자: Ricardo Casal
- 홈페이지: www.nortel.com.ar

9. 현지 IT 분야 기업
□ Telefonica

- 홈페이지: www.telefonica.com.ar
- 이메일: graciela.weil@wholesale.telefonica.com
- 주소: Av. Corrientes 330 1piso Capital Federal
- 전 화: 0800 333 0800
- 기타사항: 스페인 기업으로 국내에선 유선전화, 이동통신회사(Movistar),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Speedy)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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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com

- 홈페이지: www.telecom.com.ar
- 이메일: relinver@ta.telecom.com.ar
- 주소: Alicia Moreau de Justo 50, 10mo piso. Capital Federal (1107)
República Argentina
- 전화: (54 11) 4968 3628
- 기타사항: 이탈리아 기업으로 국내에선 유선전화, 이동통신회사(Personal),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Arnet) 등을 제공하고 있다．
□ Grupo Clarin

- 홈페이지: www.grupoclarin.com
- 이메일: minigo@grupoclarin.com
- 주소: Piedras 1743(C1140ABK)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309 7500
- 기타사항: 유럽자본이 많이 유입된 국내 기업으로 국내 최대 일간지
Clarin을 비롯, 유선방송사(Cablevision, Multicanal) 초고속 인
터넷 서비스(Fibertel)를 제공하고 있다．
□ Iplan

- 홈페이지: www.iplan.com.ar
- 이메일: jdalasso@iplan.com.ar
- 주소: Reconquista 865 capital federal
- 전화: 0800 345 0112
- 기타사항: 국내에서 주 고객 타깃을 기업으로 잡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중남미에서 처음 VDSL2 를 도입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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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o

- 홈페이지: www.claro.com.ar
- 주소: Av. de Mayo 878 Capital Federal
- 전화: 0800 123 3677
- 기타사항: 아르헨티나 이외에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의 12국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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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T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소개

전시회 명
개최 국가/도시

아르헨티나 전자통신박람회（EXPO-COMM ARGENTINA）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연도

1996년

개최기간

2010.09.21~
2010.09.24

개최규모(㎡)

10,000

12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105개 업체

44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22,735명

전시장

La Rural

참가국 수
외국 참가업체 수
주요 참가국

브라질, 영국,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

한국업체 참가 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

전체 참관객 수

24,983명

외국 참관객 수

2,248명

전시회 지명도

-

부스 배정 난이도

전시분야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
(㎡당)
임차료 수준

방송․통신․컴퓨터․PC 주변기기, 하드웨어, 공구, 인터넷․
IT․텔레커뮤니케이션
０원
조립식 부스(０)
독립식 부스(０)

주최기관

Reed Exhibitions

주최기관 담당자

Mr. Pablo Wabnik

주최기관 주소

Av. de Mayo 605 Piso 4(1085) Capital Fedral Buenos
Aires, Argentina

주최기관 TEL

(54 11) 4343 7020

주최기관 팩스

(54 11) 4343 7020

주최기관 URL

www.expocomm.com

주최기관 이메일
전시품목

pablo.wabkik@reedlatam.com
IT 품목, 인터넷, 네트워킹, PC, 휴대폰, CATV, 케이블넷,
소프트위어, 전자통신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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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명
개최 국가/도시

실명인증 소프트웨어 및 자동정보수집 전시회
(Expo Scan-Tech 2010)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주기

격년

최초 개최연도

-

개최기간

2011.08.10~
2011.08.13

개최규모(㎡)

14,000

개최국 참가업체 수

202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

전시장

La Rural

참가국 수
외국 참가업체 수

-

주요 참가국

-

한국업체 참가 여부

-

한국 참가업체 수

-

전체 참관객 수

-

외국 참관객 수

-

전시회 지명도

-

부스배정 난이도

전시분야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
(㎡당)
임차료 수준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정보저장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리용 소프트웨어, 플랜트 관리용
소프트웨어 등
０원
조립식 부스(-)
독립 부스(-)
EXPOTRADE
-

주최기관 주소

Guatemala 5885 (1425) Capital Fedral Buenos Aires,
Argentina

주최기관 TEL

(54 11) 4779 5300

주최기관 팩스

(54 11) 4779 5353

주최기관 URL

www.expotrade.com.ar

주최기관 이메일
전시품목

정보저장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리용 소프트웨어, 플랜트 관리용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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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전시회

1. 주요 기업
□ IMPSA

- 주소: Av. E. Madero 942, Piso 18.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50) 77 0838 (투자 관련 부서)
- 팩스: (541150) 77 0868 (투자 관련 부서)
- 홈페이지: www.impsa.com
- 이메일: juan.mihanovich@impsa.com (투자 관련 부서)
- 사업분야: 풍력․수력발전 기기 생산 및 발전소 건설
□ INVAP

- 주소: F.P. Moreno 1089 (8400) San Carlos de Bariloche, Rio Negro,
Argentina
- 전화: (542944) 44 5400
- 팩스: (542944) 42 3051
- 홈페이지: www.invap.com.ar
- 이메일: info@invap.com.ar
- 사업분야: 풍력발전 기기 및 정유 설비 공급
□ Solartec

- 주소: Mejico 2145 (1640) Martinez,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836 1040
- 팩스: (54 11) 4836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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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solartec.com.ar
- 이메일: info@solartec.com.ar
- 사업분야: 태양광 모듈 생산
□ Ecosolar

- 주소: Ciudad de la Paz 2371 Piso 5 Of. C (1428)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783 5563
- 홈페이지: www.ecosoloar.netizen.com.ar
- 이메일: ecosolar@netizen.com.ar
- 사업분야: 태양광 발전기, 풍력발전기 생산
□ Arquisolar

- 전화: (54 11) 4632 4583 / (54 911) 3561 7106
- 담당자: Arq. Jose Reyes
- 홈페이지: www.arquisolar.com.ar
- 이메일: info@arquisolar.com.ar
- 사업분야: 태양열 패널 판매 및 설치 (주거용)
□ Alumbrar S.A.

- 주소: Virrey Arredondo 2950 (1426)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551 4201
- 펙스: (54 11) 4551 4582
- 홈페이지: www.alumbrarsa.com.ar
- 사업분야: 태양광 조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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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as Argentina S.A.

- 주소: Maipúu 255, Piso 16, (1084)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 11) 4326 1022
- 펙스: (54 11) 4326 1022
- 홈페이지: www.vestas.com
- 사업분야: 풍력발전기 생산, 판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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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전시회 명
개최 국가/도시

BIEL light+building Buenos Aires 2011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주기

격년

최초 개최연도

1986년

개최기간

2011.11.08~
2011.11.12

개최규모(㎡)

35,000

전시장

La Rural

참가국 수

15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300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14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10개

주요 참가국

호주, 캐나다, 한국, 스페인,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등

한국업체 참가 여부

YES

전체 참관객 수

32,800명

외국 참관객 수

3,608명

전시회 지명도

-

부스 배정 난이도

전시분야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
(㎡ 당)
임차료 수준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한국 참가업체 수

-

전기 케이블, 전선, 저압선, 계량기, 풍력 발전기 등
０원
조립식 부스(-)
독립부스(-)
Messe Frankfurt
Mr. Fernando Gorbaran

주최기관 주소

Luis M. Campos 1016 Piso 5 (1426) Capital Fedral Buenos
Aires, Argentina

주최기관 전화

(54 11) 4514 1400

주최기관 팩스

(54 11) 4514 1404

주최기관 URL

www.automechanika.com.ar/english/index.htm

주최기관 이메일
전시품목

info@indexport.com.ar
풍력발전기, 발전소, 발전기용 속도조절장치, 발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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