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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맞추어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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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나 개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베트남, 인
도네시아, 이집트의 산업 분석 자료를 다시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
흥시장의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
한 것으로, 국가별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되 현지 시
장의 성장 가능성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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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통상·세계지역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
구원)와 오랫동안 현장 중심의 해외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가 연구
노하우를 모아「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를 발간하였습
니다.
양 기관은 이미 2006년부터 업계의 높아지는 정보 수요에 맞추어 유망 신
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
화국,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이집트, 인도, 태국, 필리핀,
UAE, 카자흐스탄, 헝가리, 칠레, 나이지리아, 터키, 미얀마, 사우디아라비
아, 우크라이나, 페루, 체코, 벨라루스, 이란, 아르헨티나, 호주 등의 산업 분
석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콜롬비아, 불가리아, 에
티오피아의 산업 분석 자료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미 발간된 바 있으
나 개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산업 분석
자료를 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시장의 산업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모색을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국가별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되 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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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
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IT, 석유화학, 건설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KIEP와
KOTRA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 조사하였으며, KIEP가 전체 내용을 조율하
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유망국가별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흔치 않
은 현실에서「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을 위한 시장 탐색 및 산업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아무쪼록 KIEP-KOTRA의 공동연구인「유망국가 산업연구」
가 국내 최
고의 산업분석 자료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 기관은 해외 산업동
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대상 국가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나오기까지 정보 작성에 수고하신 KOTRA 해외무역
관(KBC)과 정보컨설팅본부 담당자, 그리고 KIEP 담당 연구진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채 욱
KOTRA 사장 오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머리말

ⅲ

국문요약

콜

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
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

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자
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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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
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면서
도, 양국 간에는 이들 상품이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콜롬비아
FTA가 협상 중인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
째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콜롬비아로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
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
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콜롬비아 경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4,693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
과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적 안
정성이 높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주변 중남미 국가
들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위기 극복
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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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로 높고,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등이 다음
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광업, 금융
업, 건설업이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
인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광업 부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8월 취임한 신정부는 향후 4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
획을 담은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
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신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2014년까지 1인당 국민 소
득을 7,200달러로 높이고, 실업률을 9%로 낮추며, 250만 명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를 선정했다. KOTRA와 협의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광업
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
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물탐사가

vi

국문요약

이루어진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발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
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스로 추정된다.
2010년의 광물 생산 증가율은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
률은 8.1%로 광업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
장하는 부문이다. 광물 중에서는 석탄이 전체의 43.4%로 가장
생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
물(32.2%)과 비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사이 연평균 7%
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
인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광물 부문의 외
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이 깔려 있다.
제4장은 최근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 노력을 기울이
는 교통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교통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
는 요소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
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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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무역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자 계획
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
정해 놓았다. 2011~21년 동안 약 993억 페소(약 5,116만 달러)
를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1~14년 기간
에는 318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될 계획이다. 여러 부
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건설에 211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약 726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의 북동
부와 중앙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장
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운송비를 높여 자
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운송비를 낮추고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
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5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산업을 다루었다. 콜롬
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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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능
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장 규모
는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스는 35.7%를, 소프트웨어
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
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
은 편인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다른 중
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콜롬비아 시장의 특징이다.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년
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으로,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부인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은 PC 시
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해택(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2011~15)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
망이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장 규모는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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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진출 환경과 부문별 진출 방안을 살펴
보았다. 콜롬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정책으로 중남미에
서 가장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 환경이 투명
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
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광업 진출 시 해당 지역의 원주
민 또는 흑인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별․
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 점 등 한국기업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광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업을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와 광업개
발을 연계하여 진출하고 현지의 한국 공관이나 무역관을 적극 활
용하며, 광물 탐사 분야에 진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
통 부문 진출 전략으로는 민자사업 진출, 규모가 큰 현지기업과의
합작 진출,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 조사,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진출 등이
있다. IT 부문의 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교육 부문 투자, 광통신 분
야 진출, 지능형 도시 구축,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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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콜롬비아는 중남미 내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
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고, 양국 간의 경제관
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의 산토
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
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 문화, 사회 등 포괄적 분
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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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의 무역 대상은 미국과 유럽으로 편중되어 있으
나, 콜롬비아 정부는 신시장을 개척하여 무역상대를 다각화하고
자 한다. 이에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
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
양한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나,
이 상품 중 많은 수가 양국 간에는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 간에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잠재
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콜롬비
아와 한국은 현재 FTA를 협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이다.
이렇듯 콜롬비아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
에 그쳤다. KOTRA,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콜
롬비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부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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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콜
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KOTR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생생한 산
업 현황과 현실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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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나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
는 콜롬비아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콜롬비아
경제의 특성과 동향, 산업구조의 변화, 주요 산업정책을 집중 분
석하였다.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 분야를 선정했다. 3개 산업분야는 KOTRA와 협의
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
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
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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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부상
한 광업을 살펴보았다. 특히 콜롬비아 광업 진출 환경과 투자
절차 등을 포함하여 콜롬비아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콜롬비아 정
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지출을 늘리고 있는 교통인프라 산업
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 주요 정책을 심층 분석했다. 제5장에서
는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IT 산업의 발전 현황과
잠재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투자 환경, 광업, 교통인
프라, IT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세부 분야별 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의 특성을 반영해 1차적으로 현지 문헌을
중심으로 산업 현황과 특성 분석에 주력했다. 콜롬비아 현지의
생생한 산업 관련 동향이나 정보는 공동 연구진인 KOTRA로부
터 입수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더욱 구체적인 진출
방안 도출을 위해 현지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인터뷰
하여 그 내용을 연구결과에 반영했다.

Ⅰ. 서 론｜7

Ⅱ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산업정책
1/
2/

경제 개관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콜롬비아의 인구는 2011년 10월 기준 약 4,693만 명으로 중남
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
도시화율이 높아 전체 인구 중 약 2,330만 명이 대도시에 거주
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안데스 공동체의 회원국이고, 멕시코와 G-2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하여 중남미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를 포함할 경우 인구
2억의 거대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국가이다.
2010년 콜롬비아의 명목 GDP는 약 2,880억 달러로 중남미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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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중남미 각국의 GDP 규모(2010년)

자료: EIU, 콜롬비아투자진흥청(Proexport).

의 규모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9,277달러이다.
특히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 중 하나이
다. 1980년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채위기로 모라토리엄
위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는 중에도 콜롬비아 경제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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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중
남미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경제의 부
침이 심했던 반면, 콜롬비아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탄
력적인 위기 극복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6%로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인 3.0%
를 상회한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중남미 국가 중 콜롬비아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와 더불
어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Ⅱ-2 콜롬비아와 중남미, 전 세계의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EIU, 콜롬비아투자진흥청(Pro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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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BRICs) 국가 이후 Post-BRICs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국
가 그룹 중에 CIVETS가 있다. CIVETS은 대규모의 젊은 소비시
장, 금융시스템 발달,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향후 20년간 연평
균 4.5% 성장 기대 등의 특징을 가진 국가이다. 콜롬비아는 인도
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과 함께 CIVETS 국가에 포
함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CIVETS 국가의 금융
시장은 BRICS 국가에 비해 양호한 회복력과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Ⅱ-3 BRICS와 CIVETS 국가의 주가지수

주: 2007년 6월 지수 = 100.
자료: Standard & P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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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중남미 5위의 원유 매장국으로 최근 정부의 적극
적인 석유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유망 산유국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그간 게릴라의 준동에 따른 치안 불안으로 전 국토의 약
20%만이 탐사되었기에 콜롬비아는 향후 유전개발의 잠재력이
높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석유개발 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는 석유개발 로열티를 대폭 인하하였고, 민간기업의 유전 소유
를 인정하고 있다.
Fraser Institute에 의하면 콜롬비아는 광물개발 잠재력에서 세
계 10위로 평가받고 있다. 콜롬비아에 매장된 주요 광물로는 석
탄, 철광석, 구리, 페로니켈, 에메랄드, 금, 은, 백금 등이 있다.
특히 광업은 콜롬비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광업 부문
이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조세를 비롯한
각종 법률 개선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지역별․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각하여
상품 시장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고가 시장에
서는 상류층을 상대로 한 선진국 브랜드 제품이, 중저가 시장에
서는 서민을 상대로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이 활발히 거래된다.
또한 지하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체 수입품의 30% 내외
는 밀수품으로 추정될 정도이다. 주요 밀수품은 오디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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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의류, 주류, 담배 등이다.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콜롬비아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2009년 전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최근의 성장
은 주로 국내 수요 증가와 광산 및 에너지 부분의 생산 증가에
기인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콜롬비아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 2009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3.2%로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반면 페소화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는 석유, 석탄, 광물 등의 수출 증
가와 외국인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업률은 11~12% 사이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재정
적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
을 확대하면서 GDP 대비 -2.6%로 다소 증가하였다. 경상수지는
2006년 이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시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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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콜롬비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지표

GDP
GDP 성장률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십억 달러

162.8

207.5

244.8

235.7

288.0

%

6.7

6.9

3.5

1.5

4.3

백만 명

44.4

45

45.7

46.3

46.9

1인당 GDP(PPP)

달러

7,819

8,480

8,845

8,913

9,277

소비자물가상승률

%

4.5

5.7

7.7

2.0

3.2

실업률

%

12.0

11.2

11.3

12.0

11.8

재정적자

GDP 대비 %

-0.4

-0.4

0.5

-2.2

-2.6

무역수지

10억 달러

0.3

-0.6

1.0

2.5

2.1

상품 수출

10억 달러

25.2

30.6

38.5

34.0

40.8

상품 수입

10억 달러

24.9

31.2

37.6

31.5

38.6

-2.9

-2.8

-2.2

-3.1

9,048 10,596

7,140

6,760

인구

경상수지

GDP 대비 %

-1.8

FDI 유입

백만 달러

6,656

자료: EIU, 콜롬비아투자진흥청(proexport).

2011년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률은 5.1%로 예상되나, 2012년
에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어 4.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성장률 둔화가 콜롬비아의 수
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이자율과 개선되는 고용에 힘입어 콜롬비아의 민간 지출은
여전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
국인투자 유입액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Ⅱ.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산업정책｜17

그림 Ⅱ-4 콜롬비아의 GDP 전망

자료: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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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콜롬비아의 GDP는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서비스업(70%) 등으로 구성되고,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광업, 금융업, 건설업 등이 콜롬비아 경
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석유를 포함한 광업은 2005~07년
사이에 성장률이 3% 이하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7.3%,
2009년 15%, 2010년 12.7%로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최
근의 성장에는 외국인투자의 증가와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이 주
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메데진 시와 안티오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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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콜롬비아의 GDP 구성(2008~09년 평균)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주 등 주요 광업 지역의 2010년 외국인투자 유입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투자 급증세는 2011년에도 이어졌다.
콜롬비아는 주변의 안데스 국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산업기반
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화
훼류, 커피 등은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중남미에서 섬유 및 의류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10년 상공관광부는 섬유 및
의류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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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자본재와 내구성 소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수입 비중이 90% 정도로 높은 편이다.
농림축산어업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은 콜롬비아 경제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커피, 바나나, 플라타노1), 설탕, 야자기
름, 화훼 등이 주요 농산물이고, 이들은 대외 무역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커피는 세계 최고 품질
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의 축산국으로
쇠고기와 가죽 제품 등은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
이다. 5,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로 구성된 거대한 내수시장이 축
산업 발달의 기반이 되고, 육류제품이 주식으로 소비되므로 축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광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무역에서는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광업은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산업이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과 관
련 법률 개선에 힘입어 광업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석유, 석탄, 금 등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콜롬비아 광
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바나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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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콜롬비아의 지역 구분

자료: 콜롬비아투자진흥청(proexport).

콜롬비아의 IT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GDP 대비 IT 산업 비중은 중남미에서 콜롬비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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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성장률도 중남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IT 관련 인프라
와 전문인력 확대를 목표로 대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를 실시하
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역별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북부의 카리브해
지역에는 관광, 물류, 석유화학, 건설 자재, 대서양 수출 플랫폼
등이 집중되어 있다. 중부의 안데스 지역에는 서비스 아웃소싱,
고부가가치 제조업, 내수시장 목표의 생산 단지, 전문화된 농가
공업 등이 발달했다. 서부의 태평양 지역에는 제조업, 농가공업,
물류, 바이오테크 산업, 태평양 수출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다.
동부의 오리노코 지역은 농업, 임업, 바이오연료, 탄화수소 등의
주요 생산지이다. 마지막으로 남부의 아마존 지역은 개발보다는
자연 자원이 보존된 지역으로 생태 관광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2010년 8월 신정부가 취임한 후 향후 4년간의 대규모 투자계
획을 담은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이 발
표되었다. PND는 약 485조 페소(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산토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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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 6.2%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을 7,200달러로 끌어올리며, 실업률을 9%대로 낮추고 250만 명
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PND는 민주적 번영(Prosperidad Democratica)을 기치로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 기회 균등, 평화 공고화, 환경, 투명한 정부
등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Ⅱ-7 분야별 투자계획

자료: 국가기획처(D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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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PND 달성 목표
목표/전략적 지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일인당 국내 총 생산(달러)
경제성장(4년간 평균 GDP 성장률)
A. 번영을 위한 혁신
혁신(GDP대비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부가가치 수출(총 상품수출 대비 비율)
B.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GDP 대비 교역 비중(수출+수입/GDP)
비공식 부문 고용. 국가총계

기준

2014

2019

$5,139
4.1%

$6,250
6.2%

0.4%
29.0%

0.7%
40.0%

33.0%

40.0%

61.1%
(총고용대비 비공식부문 고용비율)
해외직접투자(100만 달러)
$7,169
수출(100만 달러-FOB)
$32,853
외국인 방문객(명)
2,494,000
인터넷접속현황(Connectivity)
a)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현황(100만)
2.2
b) 중소기업 인터넷 보급현황
7.0%
c) 가정 인터넷 보급현황
27.0%
성인인구 은행서비스 이용률
57.3%
C. 성장 동력 및 고용창출
실업률
a) 국가 전체 평균
12.0%
b) 고실업도시/저실업 도시의 실업률 비율
2.19
(24개 도시)
4년간 운송 인프라,통신,광업,에너지에 대한
$112.7
민간투자(2010년 기준 1조 페소)
1.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분야
2. 농업과 지방발전
농업 생산(톤)
30,588,362
상업적 삼림농장(헥타르)
364,080
3. 인프라와 운송
인프라(2차선 km: total two-lane
1,050
kilometers built-ConcessionNetwork)
철도(km: Concession)
906
보수공사 중인 도로망(km)
0
막달레나 강 운하(km)
200
4. 광업개발 및 에너지생산 확대
광업-석탄생산(100만 톤/연간)
73
전력 생산능력(MW)
13,542
석유 및 가스 생산(BPED)
990,600

2032
$20,000

6.0%
2.0%

54.4%

33.0%

$13,200
$52,600
4,000,000

$109,172

$47,765

8.8
50.0%
50.0%
68.0%

8.9%

5.0%

1.7
$126.7

36,283,568 48,581,239
596,330 1,382,064

2,000
2,000
50,000
800
124
16,234
1,420,000

자료: 국가기획처(D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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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투자정책

콜롬비아의 투자 환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육성책에 힘입어
2004년을 기점으로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고 있어, 2004년 17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2008년에는 106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투자금액이 일시
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투자가 회복되는 추세이다.

그림 Ⅱ-8 콜롬비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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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년간 콜롬비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28.8%)의 투자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
국(12.8%), 스페인(7.3%), 멕시코(4.2%)가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
하였다. 분야별로는 석유(26%), 광업(24.5%), 제조업(20.2%), 금
융업(11.6%) 등에 주로 투자되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재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
탄과 석유 부문에 외국인투자가 몰리고 있다. 콜롬비아도 이러
한 세계의 경제 흐름에 맞추어 석탄과 석유에 외국인투자가 급

표 Ⅱ-3 2000~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부문

금액(백만 달러)

비중(%)

석유

16,507

26.4

광업

15,300

24.5

제조업

12,609

20.2

금융 및 사업 서비스

7,229

11.6

교통, 창고, 통신

5,242

8.4

호텔, 외식, 상업

4,298

6.9

건설

1,577

2.5

480

0.8

기타 서비스
농림축산어업
전기, 가스, 수도
전체

162

0.3

-951

-1.5

62,453

100.0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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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광업 분야 외에도
최근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개시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 공항,
도로, 항만 등에도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기업 소득세 감면과 송
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라. 통상정책

과거 콜롬비아는 대외협상 체결에 미온적이었으나 우리베(Uribe,
2002~10년) 정권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상에 나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현재 15개국과 FTA 협상을 발효했고, 미국과
는 협상을 완료하였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 의존적인 무역
관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 중인데, 특
히 아시아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과 FTA 협상을 지원 중이다. 한국 외
에도 파나마, 터키, EU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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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콜롬비아의 FTA 추진 현황

발효

체결

협상 중

미래 협상 대상

- CAN(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 MERCOSUR(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 칠레
- G2(멕시코)
- North Triangle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캐나다

- 미국
- E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

한국
파나마
터키
EU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걸프연합

자료: 콜롬비아투자진흥청(proexport).

콜롬비아는 1991년부터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실
시해왔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 인하, 통관 및 대외지불절차 간소
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안데스 공동
체의 회원국으로 역외 공동관세 및 역내 관세 철폐를 위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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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관세 구조와 관세율을 안데스 공동체
에 맞추어 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자유롭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입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건실한 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기울이
고 있다.
콜롬비아는 안데스 공동체의 대외공동관세에 준하는 4단계 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 산정은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며,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표 Ⅱ-4 콜롬비아의 관세율

구분

기본 체계

관세율

대상 품목

0%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5%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식물

10%

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식물 일부

15%

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35%

승용차

15%

화물차

예외
변동 관세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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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Ⅲ
광업
1/
2/
3/

개황

주요 정책

세부 산업 동향

4/

주요 기업의 현황 및 전략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1
개황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니켈 등의 광
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현재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콜
롬비아 전체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발
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금속 및 비금속 광물과 석탄 생
산은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0년의 광물 생
산 증가율은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광업
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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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광물별 GDP
(단위: 백만 페소, %)
연도

석탄

금속 광물

2000

1,000,050

(41.4)

757,294

2001

1,133,026

(41.4)

2002

1,057,633

(38.8)

2003

1,353,625

2004

비금속광물

전체 광물

(31.4)

655,823 (27.2)

2,413,167 (100.0)

903,781

(33.)

699,606 (25.6)

2,736,413 (100.0)

912,712

(33.5)

755,402 (27.7)

2,725,747 (100.0)

(39.9)

1,268,361

(37.3)

774,752 (22.8)

3,396,738 (100.0)

1,487,238

(43.)

1,207,352

(34.9)

764,649 (22.1)

3,459,239 (100.0)

2005

1,622,856

(43.6)

1,245,916

(33.5)

851,422 (22.9)

3,720,194 (100.0)

2006

1,773,540

(44.9)

1,230,556

(31.2)

942,709 (23.9)

3,946,805 (100.0)

2007

1,885,906

(45.2)

1,231,121

(29.5)

1,051,558 (25.2)

4,168,585 (100.0)

2008

1,976,495

(46.8)

1,236,120

(29.3)

1,012,171 (24.)

4,224,786 (100.0)

2009

1,954,703

(43.4)

1,453,065

(32.2)

1,100,776 (24.4)

4,508,544 (100.0)

주: ( ) 안은 전체 광물에서 각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광물 중에서 석탄이 전체 광물 생산의 43.4%로 가장 비중이 높
고, 그 다음으로는 주로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물(32.2%)과 비
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사이에 연 평균 7%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를 차지하며 지
난 10년간 광물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선호되
는 산업이다. 전체 콜롬비아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1990년대 경제 구조조정과 개방화가 실시되면서 높아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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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02년 집권한 우리베 정부는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의
광업투자를 적극 장려하면서 생산광물 품목의 다양화와 확인매
장량 증가에 기여하였다.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
으로 전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가 커지면서 광물 가격이 상승하
고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콜롬비아의 광업은
호황을 맞이하였다.
정부의 광업 투자 활성화 정책과 광업 붐으로 인해 석탄을 중
심으로 한 광업 생산과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는 콜롬비아 경제의 1차 산품에 대한 수출 편중도 심화를 야기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광물 탐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
능한 광물 채굴이 가능한지에 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광업부문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아 실업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는 우려도 대두되었다. 광업은 자본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고
용창출 효과가 낮은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력 가운데
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5%에 불과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광업투자 증대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광업 고용인력은 1만 5,000여 명 증가하여 전체 약 250만 명의
실업인구와 대비할 때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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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가. 광업정책 개요

2000년대 들어 콜롬비아 정부는 광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① 광업국가로의 도약, ② 광업자
원의 효율적 관리, ③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광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광업 메이저
기업뿐 아니라 신규 기업의 광업 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법률 안
정법(Ley de Estabilidad Juridica para el Inversionista)｣을 공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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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투
자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광업 기업이 정부가 요구
하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 광업 자원이 효
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의 지역 광산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쏟
고 있다. 셋째, 광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광업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효과를 늘리며, 작업자의 안전과 건
강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광업 분야에서 ① 광산 활동의
용이성, ② 지속 가능한 광물자원의 개발, ③ 광부에 대한 노동력
착취 방지를 정부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나. 광업 관련 정부기관

광업법(Codigo de Minas)은 광업 관련 업무를 광물에너지부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가 관장하도록 규정한다. 광물에너
지부는 산하에 광물청(INGEOMINAS: Instituto Colombiano de Geología
y Minería),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tica) 광물정보청(SIMCO: Sistema de Informacion
Minero Colombiano)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광물청은 지질 조사
와 광업권 허가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광물개발 허가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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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물청이 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안티오키아(Antioquia), 볼
리바르(Bolivar), 보야카(Boyaca), 칼다스(Caldas), 세사르(Cesar), 노
르테데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의 6개 주에는 광물개발 허가
권 발급을 위임하였다. 에너지광물기획청은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광물정보청은 광물 정책․현황․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법률

콜롬비아 광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2001년에 개정된 법률
제685호 광업법(Codigo de Minas)이다. 광업법은 총 362조로 이
루어져 있고 광업 관련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콜롬비아 광업에
투자하는 내국 및 외국 기업은 광업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광업권
광상을 탐사 및 채광할 권리는 국가광업등록청(Registro Minero
Nacional)에 등록된 계약을 통해 주어진다.
(제18조) 외국인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체는 콜롬비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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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갖는다. 광업 및 환경 당국은 외국인에게 추가적 또는
다른 필수사항․조건․형식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외국 기업
광업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외국 기업은 콜롬비아에 지점 또는
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70조) 계약 기간
광업권 계약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기간을 설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국가광업등록청에 명시된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71조) 탐사 기간
광업소유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지역에 대한 기술탐
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72조) 건설 및 설립 기간
탐사 완료 후 3년 내에 탐사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고 장치
를 설치한다.
(제198조) 환경 수단과 장치
광업활동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감독하고 실행하기 위한 장치
가 환경규정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러한 장치로는 환경운영계
획(Planes de Manejo Ambiental), 환경영향조사(Estudio de Impacto
Ambiental), 환경허가(Licencia Ambiental), 환경지침(Guias Ambient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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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제227조) 로열티
국가 소유의 모든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고정 또는 누진 비율로 적
용하고, 현금이나 현물로 지불이 가능하다.

라. 로열티 및 임차료

광산개발 기업은 탐사 및 채광시설 건립 단계에는 토지 사용
에 대한 임차료(canon superficiario)를 지불해야 하고, 채광 단계에
서는 광물생산량에 비례하는 로열티(regalía)를 지불해야 한다.
광물 생산자는 소진되는 자연자원을 채굴하는 대가로 정부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총 생산된 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광
물별로 특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부과율은 1~12%
로 책정된다. 로열티에 관계된 국가기구로는 징수된 로열티를
각 지방에 분배하는 로열티국가기금(FNR: Fondo Nacional de
Regalía), 로열티국가기금을 감독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로열티국
가위원회(CNR: Comision Nacional de Regalí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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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광물 로열티

광물 종류
석탄

로열티
연간 생산량 300만 톤 이상

10%

연간 생산량 300만 톤 미만

5%

니켈

12%

철

5%

구리

5%

에메랄드

1.5%

금

4%
계약 상 충적토(aluvion)에서 생산된 금은 6%

은

4%

백금

5%

소금

12%

석회암, 석고, 점토, 자갈

1%

금속 광물

5%

비금속 광물

3%

방사성 광물

10%

자료: 국가기획처(DNP).

광업 기업은 탐사․조립․건설 기간 동안 광업권 허가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임차료는 계약서상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고,
금액은 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1년 단위 선불로 지급한다.
임차료의 결산, 징수, 분배는 광업 당국이 담당한다(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200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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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콜롬비아 광업 임차료

토지 면적
20km2(2,000ha) 미만
2

20~50km (2,000~5,000ha)
2

50~100km (5,000~10,000ha)

임차료
1일 최저임금×면적(ha)
2일 최저임금×면적(ha)
3일 최저임금×면적(ha)

주: 1일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535,600페소)÷30일=17,853페소(약 9.4달러)(2011. 1).
자료: 국가기획처(DNP).

마. 투자 절차

콜롬비아의 광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ón: 독점형태)을 체결하여 개발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관심 지역을 선정하고, 광산의 위치 지도와 기술정
보 등을 포함한 양허계약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계약과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 제안서를 작성하여 광물청이나 인
허가를 위임받은 해당 주(Antioquia, Bolivar, Boyaca, Caldas, Cesar,
Norte de Santander)에 제출한다. 광물청이나 해당 주로부터 제안
서가 수락되면 광업권에 대한 양허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광업
권 계약 체결 시 개발 기업은 광업 및 환경의무, 벌금 지불 및
권리상실 등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광물환경보험(poliza minero
ambiental)을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 및 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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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간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 생산량(추
정치)의 10%로 책정된다. 또한 탐사, 설치, 건설 기간에는 광업
권 허가 지역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한다. 이후 작업계획(PTO:
programa de trabajo y obras)과 환경허가요청서(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를 제출한 후, 작업계획을 집행하고 채굴을 시작한다.

그림 Ⅲ-1 콜롬비아의 광업 투자 절차

관심지역 선정

양허계약서식 작성 및 제출

계약 체결

광물환경보험료 지불

임차료 지불

작업계획(PTO)및 환경허가요청서 제출

작업계획(PTO)집행 및 채굴
자료: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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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1 안티오키아(Antioquia)주의 광업개발 절차

콜롬비아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에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광산개발 관련 법령
이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안티오키아 주는 결의 18-1532와
18-0741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광업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에 따라 안티오키아주는 광산개발 절차 및 양허에 관해 완전한 자치권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광물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광업개발권을 위임 받은 주는 안티오키아
주 외에 볼리바르(Bolivar), 보야카(Boyaca), 칼다스(Caldas), 세사르(Cesar),
노르테데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주가 있다.
안티오키아주는 콜롬비아 최대의 금 생산지이자 석탄, 석회석, 구리, 기타 광
물의 매장지이다. 안티오키아 주가 소유한 광산개발권은 콜롬비아 전체 광산개
발권의 약 26%에 달한다.
안티오키아 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티오키아 주정부와 광산개발 계약
을 체결해야 하고, 이 계약을 광물청에 등록해야 한다.
안티오키아주는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적절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물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광물탐사 및 채광 프로젝트 은행(Banco
de Proyectos de Exploracion y Explotacion)’을 운영하고 있다. 안티오키아
주의 광업 부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은행에 등재된 프로젝트를 검토
한 후 관심 프로젝트에 대해 안티오키아 주정부와 접촉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안티오키아 개발청(IDEA: Instituto para el
Desarrollo de Antioquia)에서도 이 지역의 광업 개발 프로젝트 및 투자에 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바. 환경규정 및 원주민 보호

광업 개발은 탐사-건설-생산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때 탐사
단계를 끝내고 생산시설의 건설 단계 또는 생산 단계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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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반드시 환경허가(Licencia Ambiental)를
취득해야 한다. 광업개발권은 광물청 또는 광업개발권 발급을
이양 받은 해당 주에서 얻지만, 환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
부의 환경․주택․국토개발부(MAVDT: Ministerio de Ambiente,
Vivienda y Desarrollo Territorial)에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규
모가 작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자율환경청(CAR: Corporacion
Autonoma Regional)으로부터 환경허가를 얻는다. CAR은 중앙정
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지역환경기구로, 해당 지역의 환경 및 자원개발을 관리한
다. 콜롬비아에는 현재 33개의 CAR이 있다. 따라서 광업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은 MAVDT나 각 지역의 CAR로부터 환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흑인과 원주민의 인권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
다. 따라서 광업개발 대상지역에 이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광
업개발보다 이들의 권리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정부는 광업개
발이 실시되기 이전에 지역 주민에게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
는 사전설명제도(Consulta Previa)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또는 흑인이 광업개발에 대해 반대할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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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산업 동향

가. 석탄

콜롬비아의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약 67억 톤으로 콜롬비아는
중남미 1위의 석탄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다. 아직 탐사되지 않은
영토가 많아 콜롬비아의 잠재매장량은 약 170억 톤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북부의 엘세레혼(El Cerrejon) 탄광은 세계에
서 가장 큰 노천탄광으로 이곳에는 약 39억 톤의 석탄이 매장되
어 있다. 콜롬비아의 석탄은 유황성분이 적고 연소 시 연기가
적게 나며 휘발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콜롬비아가 생
산하는 대부분의 석탄은 연료나 제련용으로 사용되는 무연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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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탄으로 이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과 수출의 약 97%를 차지
한다. 콜롬비아의 무연탄과 역청탄 매장량은 약 63억 톤으로 생
산량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한다.
콜롬비아의 2009년 석탄 생산량은 약 7,300만 톤으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13위를 차지하였다.

표 Ⅲ-4 대륙별 주요 석탄 매장국(2009년 기준)
(단위: 백만 톤)
대륙

국가

무연탄과 역청탄
(Antracitas y

아역청탄과 갈탄
순위 (Sub-Bituminosos

Bituminosos)
미국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순위

108,950

1

129,358

1

238,308

1

3,471

11

3,107

10

6,578

13

멕시코

860

14

351

15

1,211

16

7,059

6

7,059

10

6,288

9

380

14

6,668

12

베네수엘라

479

15

479

17

체코공화국

1,673

13

2,828

4,501

14

콜롬비아

독일
유럽 및
유라시아

전체

캐나다

브라질
중남미

순위

y Lignitos)

11

152

16

6,556

7

6,708

11

28,170

7

3,130

9

31,300

7

폴란드

6,012

10

1,490

13

7,502

9

러시아

49,088

4

107,922

2

157,010

2

우크라이나

15,351

8

18,522

5

33,873

6

남아공

30,408

6

30,408

8

호주

36,800

5

39,400

4

76,200

4

중국

62,200

2

52,300

3

114,500

3

인도

54,000

3

4,600

8

58,600

5

1,721

12

2,607

12

4,328

15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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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주요 매장지는 카리브 해에 인접하고 베네수엘라 국경
과 마주한 구아히라(Guajira)주의 바란카스(Barrancas)와 세사르
(Cesar)주의 이비리코(Ibirico)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생산량은 전
체 석탄 생산의 약 92%를 차지한다. 대규모의 석탄광산은 주로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 위치하며 대부분 연료탄을 생산한다. 반
면 소규모 광산은 안데스 지역에 위치하고 주로 제련용 석탄을
생산한다.

그림 Ⅲ-2 주요국의 석탄 생산량(2009년 기준)
(단위: 백만 톤)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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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의 속도로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다. 2001년 생산량은 약 4,400만 톤이었으나,
2009년에는 약 7,300만 톤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현재의
속도로 생산을 지속할 경우 가채년수는 약 92년으로 추산된다.
2009년 석탄 생산은 약 1조 9,000억 페소로 전체 광물 생산의
약 43%를 차지하였다. 광물 GDP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4%였으나, 2009년도에는 43.4%로 증가하였다.

그림 Ⅲ-3 주요 석탄 생산지역

노르테산탄데르, 산탄데르,
보야카, 쿤디나마르카 지역
에는 연료용과 제련용 석탄
모두가 매장되어 있다.
연료용 석탄
제련용 석탄

자료: 광업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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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석탄 생산지대

(매장량(억톤)/면적(㎢)/종류)
- 발전용석탄(연료탄)
: Carbon Termico
- 제련용석탄(원료탄)
: Carbon Metalurgico
- 무연탄: Antracitas

7.22/5,983.4
연료탄

4.75/278.3
연료탄

45.35/140.5/
연료탄

65.58/30.8
연료탄

7.95/976.1
연료탄, 원료탄,
무연탄

4.84/1,297.7
연료탄, 원료탄,
무연탄

17.20/941.3
연료탄, 원료탄
2.42/273.0
연료탄, 원료탄
14.28/1,382.0
연료탄, 원료탄,
무연탄

자료: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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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연도별 석탄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표 Ⅲ-5 지역별 석탄 생산 및 수출

2009년
2010년
1,000 톤 비중 1,000 톤 비중
구아히라(Guajira)
31,431 43.2 31,098 41.8
세사르(Cesar)
34,050 46.8 36,016 48.4
코르도바(Cordoba)
392
0.5
100
0.1
대서양 전체
65,873 90.5 67,214 90.4
안티오키아(Antioquia)
656
0.9
149
0.2
보야카(Boyaca)
2,276
3.1
2,676
3.6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1,942
2.7
2,056
2.8
바예 델 카우카(Valle del Cauca)
0.0
노르테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1,938
2.7
2,117
2.8
기타
122
0.2
137
0.2
내륙지역 전체
6,934
9.5
7,136
9.6
전체 생산
72,807 100.0 74,350 100.0
전체 수출
66,756 91.7 68,148 91.7
지역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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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대서양 연안 구아히라와 세사르 주의 생산이
전체 생산의 90.4%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0%는 내륙지방에서 생
산 되었다. 또한 생산된 석탄 가운데 약 92%는 해외로 수출되었다.
주요 석탄 생산기업은 Cerrejon, Drummond, Glencore 등으로,
이들은 생산한 석탄을 기업 소유의 철도와 항구를 통해 수출한
다. Cerrejon은 BHP Billinton, Anglo American, Xstrata가 각각
33.3%씩 지분을 투자한 기업으로 연간 생산량이 약 3,100만 톤
에 달한다. Drummond의 연간생산량은 2,100만 톤, Glencore의
생산량은 1,100만 톤으로 조사되었다.
콜롬비아의 석탄 수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
에 있다. 1990년 약 1,480톤에 불과했던 수출물량이 2010년에는
6,815톤으로 지난 20년간 약 4.6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2000
년대 들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원
자재 수요 증가로 국제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석탄 개발과 수
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석탄의 약
95%가 수출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중국이다. 특히 미
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52｜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그림 Ⅲ-6 석탄 수출 추이
(단위: 1,000톤)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그림 Ⅲ-7 석탄 수출가격(FOB)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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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과 2010년 사이 석탄 수출 가격(FOB)은 평균 약 160%
상승하였는데, 특히 철강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탄(Carbon
Metalurgico)의 가격은 277%, 코크스의 가격은 162%나 높아졌다.
광업은 콜롬비아가 외국인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분야이
다. 특히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증가
했다. 2001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광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23.4%였으나, 2010년에는 약 73%로 급증하였다. 광업 분
야 외국인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개발
이고, 석탄은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산업이다. 석탄개발에 유입
된 2010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17억 5,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26%를 차지하였다.

표 Ⅲ-6 광업 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2001
금액

2006
비중

금액

2010
비중

금액

비중

석유

521

20.6

1995

30.0

2862

42.3

석탄

405

16.0

1623.5

24.4

1751.5

25.9

금속 광물

0.7

0.0

30.5

0.5

303.1

4.5

시설 재투자

118

4.7

128.5

1.9

622

9.2

590.5

23.4

3777.5

56.8

4916.6

72.7

2524.9

100.0

6656

100.0

전체 광업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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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9 100.0

콜롬비아의 석탄 개발에는 유럽, 중남미,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다. 콜롬비아 기업 중에서는 Carbones Del
Caribe s.a.과 Carbón s.a.가 가장 규모가 크다. 다국적 기업으로는
스위스의 Glencore AG, 호주의 BHP Billiton Inc, 영국의 Anglo
American plc와 Rio Tinto plc, 미국의 Drummond, 캐나다의 Galway
Resources ltd. 브라질의 Votorantim과 Vale Do Rio Doce 등이 있다.
콜롬비아에서 석탄 수출이 가능한 주요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부에나벤투라(Buena Ventura) 항과 카리브해 연안의 카르
타헤나(Cartagena), 산타마르타(Santa Marta), 바란킬야(Baranquilla)
항구 등이다. 그러나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내륙에서 생산된
석탄을 항구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많이 든다. 특히
표 Ⅲ-7 주요 석탄 생산 기업

기업
Glencore AG
BHP Billiton inc
Votorantim
Drummond
Anglo american plc
Rio tinto plc
Galway resources ltd.
CI Carbones Del Caribe s.a.
CI Carbón s.a.
Vale Do Rio Doce

출신 국가
스위스
호주
브라질
미국
영국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자료: 콜롬비아투자진흥청(Proexport),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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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부족하여 소규모의 석탄 생산기업은 수
출항구로 석탄을 수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롬비아 정
부는 2010~20년 동안 석탄생산량을 2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
를 세웠다. 그러나 석탄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서는 효율적인 운송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콜
롬비아 정부는 태평양 연안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고, 기존 항
구를 확장하며, 내륙과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운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림 Ⅲ-8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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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콜롬비아에는 에메랄드,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광물과 구
리, 철, 니켈 등의 금속광물, 소금, 황, 석회석 등의 비금속 광물
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매장된 광물에 차이가 있다. 태평양과 인접한 콜롬
비아 북서부의 안티오키아(Antioquia), 초코 (Choco), 칼다스(Caldas)
주는 금과 은의 주요 매장 지역이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백

표 Ⅲ-8 주요 광물 생산량

종류

비금속
광물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금(육지)

톤

248,245

204,090

245,170

255,332

288,676

소금(바다)

톤

389,630

309,557

386,461

356,797

139,810

황

톤

47,438

48,999

56,892

54,367

59,556

1,000톤

11,993

13,229

12,699

11,449

11,767

구리

톤

2,902

4,196

5,248

5,688

3,917

철광석

톤

644,151

623,930

473,273

280,773

77,048

페로니켈

톤

51,137

49,314

41,636

51,802

49,443

금

kg

15,683

15,482

34,321

47,838

53,606

은

kg

8,399

9,765

9,162

10,827

15,300

백금

kg

1,438

1,526

1,370

929

997

에메랄드

1,000캐럿

5,734

3,389

2,122

2,945

5,230

석회석
(시멘트용)
금속
광물

희귀
광물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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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약 99%는 초코주에서 생산된다. 에콰도르와의 국경에 있
는 나리뇨(Nariño)와 푸투마요(Putumayo) 주, 그리고 카우카 강
(Rio Cauca)에 인접한 우일라(Huila), 톨리마(Tolima), 카우카(Cauca),
발예 데 카우카(Valle de Cauca) 등의 주에는 금과 은 외에도 니
켈, 구리, 망간, 납, 아연, 티타늄 등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2010년을 기준 초코주의 금 생산량은 24.5톤으로 전체 주 가
운데서 가장 높은 물량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금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18.9톤을 생산한 안티오키아주와 5.8톤을 생산한
볼리바르(Bolívar) 주 등이다. 위 세 주에서 생산된 금은 약 49톤
으로 2010년 콜롬비아 전체 금 생산의 약 92%를 차지하였다.

표 Ⅲ-9 주별 금 생산
(단위: kg)

주

2008

2009

2010

아마소나스

Amazonas

1.0

0.0

0.0

안티오키아

Antioquia

25,995.6

28,027.9

18,898.5

볼리바르

Bolívar

2,389.8

3431.1

5,763.7

칼다스

Caldas

1,080.3

1217.5

1,200.5

카케타

Caquetá

0.5

0.2

3.1

카우카

Cauca

621.5

2316.8

1,036.7

초코

Chocó

3,340.4

10,847.2

24,529.7

코르도바

Córdoba

82.0

454.8

638.2

쿤디나마르카

Cundinamarca

0.0

0.7

0.0

구아니

Guaní

14.5

5.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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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계속

주

2008

우일라

Huila

막달레나

Magdalena

나리뇨

Nariño

푸투마요
킨디오

2009
4.8

2010

22.3

43.6

8.2

4.6

0.4

238.7

442.7

328.8

Putumayo

7.3

15.9

13.4

Quindio

8.0

14.7

20.7

리사랄다

Risaralda

30.1

43.8

35.2

산탄데르

Santander

62.0

140.1

53.8

톨리마

Tolima

217.3

275.8

483.1

발예 데 카우카

Valle de Cauca

203.1

570.0

522.0

바우페스

Vaupés

0.4

4.0

8.0

기타

15.6

2.4

3.8

전체

34,321.0

47837.8

53,605.7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은의 주요 생산지도 금의 생산지역과 유사하다. 안티오키아
주의 2010년 은 생산량은 약 8.8톤으로 가장 높은 물량을 기록
했고, 초코주가 3.6톤을, 칼다스 주가 1.9톤을 각각 생산했다. 이
세 개 주에서 생산된 은은 콜롬비아 전체 은 생산량의 약 94%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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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주별 은 생산
(단위: kg)

주

2008

2009

2010

아마소나스

Amazonas

0

0

0

안티오키아

Antioquia

6,392.72

6,559.61

8,792.68

볼리바르

Bolívar

130.15

396.05

703.99

칼다스

Caldas

1934.8

1,919.85

1,892.53

카우카

Cauca

101.98

6.83

4.32

카케타

Caqueta

0

0

0

초코

Chocó

395.17

1,718.57

3,623.37

코르도바

Córdoba

2.02

63.06

107.15

구아니

Guainí

0.68

0.56

0.13

우일라

Huila

0.39

0.86

4.19

막달레나

Magedalena

0

0

0

나리뇨

Nariño

18

12.93

30.25

푸투마요

Putumayo

0.13

0.32

0.65

킨디오

Quindio

0

0.4

0.39

리사랄다

Risaralda

9.36

14.34

11.18

산탄데르

Santander

26.58

17.37

14.61

96.05

79.04

102.32

5.4

37.14

12.36

톨리마

Tolima

발예 데 카우카

Valle de Cauca

바우페스

Vaupes

0

0.06

0.26

기타

48.12

0

0

전체

9,161.55

10,826.98

15,300.37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금이나 은과 달리 백금의 생산은 초코주에 집중되어 있다.
2010년 콜롬비아의 전체 백금 생산은 997.5kg이었고, 이 중 약
99%인 991kg이 초코주에서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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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주별 백금 생산
(단위: kg)

주

2008

2009

1.65

2010

안티오키아

Antioquia

1.57

4.31

볼리바르

Bolívar

카우카

Cauca

0

0

1.5

0.69

1.7

0

초코

Chocó

코르도바

Córdoba

1367.3

925.76

991.29

0

0

0

나리뇨

Nariño

0

0

0

발예 데 카우카

Valle de Cauca

0

0.13

0.4

기타

0

0.02

0

전체

1,369.64

929.18

997.5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전 세계에서 에메랄드를 생산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브라질,
잠비아, 짐바브웨,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 등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이 중 콜롬비아의 생산량이 가장 많아 콜롬비아는 전 세
계 에메랄드의 약 55%를 생산하고 있다. 콜롬비아 외에는 브라
질(15%), 잠비아(12%), 짐바브웨(5%), 파키스탄(5%)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
콜롬비아에서 에메랄드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은 중부 내륙에
위치한 보야카(boyacá) 주다. 콜롬비아의 에메랄드는 강도가 높
고 광택이 좋으며 투명도가 높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산은 전 세계 에메랄드 중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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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기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브라질의 에메랄
드는 2~3캐럿이 일반적인 데 반해, 콜롬비아산은 40~50캐럿까
지도 생산되고. 때로는 200캐럿이 발견되기도 한다.
콜롬비아의 에메랄드 생산은 2010년 약 523만 캐럿에 달했다.
2004년에는 최고 983만 캐럿까지 생산했으나, 이후 생산량이 잠
시 감소하다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생
산된 대부분의 에메랄드는 일본(50%), 미국(25%), 프랑스를 비
롯한 유럽(12%), 이스라엘(6%) 등으로 수출된다.
광물청(Ingeominas)은 콜롬비아의 광물자원 잠재 매장지역 지도
를 작성하였다. 광물청에 따르면 안데스 산맥이 지나는 서부 지
역과 동부의 아마존 지역이 광물의 잠재 매장지역이다.

그림 Ⅲ-9 에메랄드 생산 추이
(단위: 1,000캐럿)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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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주요 광물 잠재 매장 지역

1

안티오키아주 북동지역

구리, 금, 몰리브덴

2

카우카(Cauca) 강

금, 기본 금속(은, 니켈, 구리, 망간,
납, 아연, 티타늄)

3

나리뇨(Nariño) 및 푸투마요(Putumayo) 주

금, 기본 금속(은, 니켈, 구리, 망간,
납, 아연, 티타늄)

4
5
6

콜롬비아 동부
산루카스(San Lucas) 산악지역
산탄데르(Santander) 산악지역

7

톨리마(Tolima) 및 우일라(Huila) 주

금
금
금
금, 기본 금속(은, 니켈, 구리, 망간,
납, 아연, 티타늄)

자료: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페로니켈과 금을 비롯한 콜롬비아의 광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급등한 국제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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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콜롬비아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콜롬비아 기업 외에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이 광물 탐사와 생
산에 진출하였다. 캐나다, 남아공, 미국, 영국 등의 기업은 금 생
산에 주로 투자 진출하였고, 콜롬비아 기업은 금을 비롯하여 석
회암, 소금 등의 비금속 광물 생산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외국인투자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였으나
2010년에는 72.7%로 증가하였다. 특히 금속 광물에 대한 투자는
2001년 7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약 6억 달러로 급
증하였다.
그림 Ⅲ-11 주요 광물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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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국제 광물가격 추이
(단위: US$/Oz)

(단위: US$/ton)

(단위: US$/Oz)

(단위: US$/ton)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표 Ⅲ-12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석유
석탄
금속 광물
시설 재투자
전체 광업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2001
2006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521
20.6
1995
30.0
2862
42.3
405
16.0 1623.5
24.4 1751.5
25.9
0.7
0.0
30.5
0.5 303.1
4.5
118
4.7 128.5
1.9
622
9.2
590.5
23.4 3777.5
56.8 4916.6
72.7
2524.9 100.0
6656 100.0 6759.9 100.0

자료: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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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광물 부문 주요 생산업체

업체

출신 국가

분야

ANGLOGOLD ASHATI LTD.

남아공

금 탐사

B2G OLD CORP.

캐나다

금 탐사

GREYSTAR RESOURCES LTD.

캐나다

금 탐사

MEDORO GOLDFIELD LTD.

캐나다

금 탐사

BARRICK GOLD LTD.

캐나다

금 생산

CONTINENTAL GOLD LTD.

미국

금 탐사

VENTANA GOLD CORP

캐나다

금 탐사

CARFIBEAN COPPER AND GOLD INC.

캐나다

금 탐사

GRUPO DE BULLET S.A.
FRONTIER PACIFIC MINING CORPORATION
MINEROS S.A.
CAMBRIDGE MINERAL RESOURCES PLC

미국
캐나다

금 생산 및 탐사
금 생산

콜롬비아 금 생산
영국

금, 5대 광물 생산

CEMENTOS ARGOS S.A.

콜롬비아 석회암(Calizas) 생산

CEMEX DE Colombia S.A.

콜롬비아 석회암(Calizas) 생산

MEGA URANIUM LTD.

캐나다

우라늄 생산

BRINSA S.A.

콜롬비아 소금 생산

FOSFATOS DEL HUILA

콜롬비아

Fosfora, Calcio Sílice 생산

자료: 콜롬비아투자진흥청(Proexport),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글상자 Ⅲ-2 Anglo Gold Ashanti사 콜롬비아 La Colosa 광산 채굴

□ 기업소개
세계 3대 금 생산 다국적 기업인 Anglo Gold Ashanti(AGA)사는 6만 3,364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4개 대륙에 걸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
보유량은 7억 1,400만 온스에 달하고, 아르헨티나의 Cerro Vanguardia, 브라
질 Mineração, Sierra Grande 등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기업은 요하네
스버그, 런던, 파리, 가나 등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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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명: La Colosa
AGA사는 2007년부터 카하마르카(Cajamarca)와 톨리마(Tolima) 지역에서
4,000헥타르 규모의 시추탐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La Colosa에서 발견한 광
맥은 최근 10년간 발견된 전 세계 광맥 중 최대 규모로 연간 생산량이 800만
온스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 광맥의 예상 수명을 15~25년 사이로 보
고 있다. 2008년까지 시추탐사와 지형 파악이 진행되었지만, 2009년도 환경보
호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프로젝트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AGA사는 작업 진행을 허
가하도록 콜롬비아 정부에 요청하였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수질 오염, 환경파괴, 잔해 폐기물, 지역 사회의 불
안정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실이 득보다 크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 반대하
고 있다. 현재까지 양측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글상자 Ⅲ-3 전문가 인터뷰: 지속가능한 광산개발과 불법채광

IGNACIO GOMEZ1)
1.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가?
▶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광업은 자원의 고갈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 대
기업에 의해 개발되는 대규모 금광의 경우 20년 혹은 그 이상 채굴이 가능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원의 고갈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 있는 광산 개발이다. 광산기업은 개발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손해
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광업기업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
부와 시민단체의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광업기업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지고, 채굴 후 자연환경을 복구시키는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특히 광산 노동자들의 토사붕괴 사고를 예방

Ⅲ. 광 업｜67

글상자 Ⅲ-3 계속

하고,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세금과 로열티
는 투명해야 하고, 환경복구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도 안 된다.
2. 불법채광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행정적인 문제와 정부의 약한 통제 능력이 불법채굴을 성행하게 만드는 가
장 큰 요인이다. 정부는 검사단을 만들어 불법채굴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재판관과 검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
다. 또한 산토스 정부는 불법 채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벌금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채광을 막기 위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안
은 정부의 규제이다. 그러나 법적 장치보다도 지역 주민 스스로가 불법채광
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 GUILLERMO RUDAS2)
1. 불법광산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높은 광물 가격이 불법채광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정부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권력을 지닌 정부기관의 부
패 문제가 심각하다.
2. 불법채광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활동에는 환경과 법 등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광업 기업은 수익 창출에만 집중할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
다. 불법채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책임을 감독할 정부기
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 1) Gaia Amazonas의 이사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며, La Facultad De Minas에서 공
학 연구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하자원 및 콜롬비아의 대규모 광산의 환경
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 경제학자이자 현재 콜롬비아 국가기획위원회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경제사회학
교수로서 콜롬비아 내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동시에 경제사회 연구원으로
지하자원 관련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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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의 현황 및 전략

가. Carbones del Cerrojon Ltd.

1) 사업내용

세로혼(Cerrojon)은 구아히라(Guajira) 주에 위치한 콜롬비아 제
일의 석탄광산 운영회사이다. 2002년 세계적인 광업기업인 BHP
Billiton, Anglo American plc, Glencore International AG 세 기업이
각각 33.3%의 지분투자를 통해 세로혼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
는 Glenocore의 지분을 Xstrata plc.가 인수하였다. 세로혼은 콜롬
비아 최대의 노천 광산인 세로혼 석탄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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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혼은 연간 약 3,200만 톤의 연료용 석탄을 생산하고 있고,
이 기업의 석탄 수출은 콜롬비아 전체 석탄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고용 인력은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세로혼은 광산과
수출항을 연결하는 150km의 전용 철도를 소유하고 있고, 수출
항은 18만 톤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2) 미래 전략

세로혼은 연료용 석탄의 증산과 수출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40이라 불리는 생산량 확대 및 수출
증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P-40 프로젝트에 따라 약 13억 달
러가 투자될 계획이고, 석탄 생산량을 25% 증대시켜 2015년까
지 연간 석탄 생산과 수출량을 4,000만 톤으로 높일 계획이다.
P-40프로젝트는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여 약 5,000개의 신규 일자
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로혼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오고 있다. 초
기의 생산량 목표는 1,500만 톤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늘려오면서 2010년에는 3,100만 톤 생산을 달성하였다. P-40프로
젝트에서는 연간 4,000만 톤 생산을 목표하고 있고, 향후 생산량
을 6,000만~8,000만 톤으로 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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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점과 약점

세로혼이 생산하는 석탄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의 연료로 사용
되며 일부는 산업용과 가정의 난방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생산
하는 석탄은 ASH와 황 함량이 낮아 품질이 좋고, 작업자와 환경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채탄 과정에서 작업의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로
혼 석탄은 높은 품질로 인해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꾸준히 수출
량을 늘려오고 있다. 세로혼은 생산된 석탄을 수송하는 전용 철
도와 항만을 가지고 있어 생산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효율
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광업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이
불가피하다. 광업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 하는 것은 세로혼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업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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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콜롬비아의 2009년 석탄 생산량은 약 7,281만 톤이었고, 2010년
생산량은 약 8,0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10년
간 석탄 생산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2020년에는 1억 6,000만
톤 생산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약 68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콜롬비아의
석탄 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연 평균 약 8%의 성장세를 유지하
였다. 현재 추정되는 석탄매장량은 약 70억 톤이며, 현재의 속도
로 생산할 경우 가채년수는 약 92년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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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연도별 석탄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20*

생산량

59.89

65.40

69.90

73.50

72.81

80.00

160.00

주: *는 추정치.
자료: 광물청(Ingeominas).

현재 콜롬비아 국내 항구에서는 약 8,000만 톤의 석탄이 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탄 생산 증가에 부응하고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탄 수송 인프라의 확대
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19년까지 수출항구의 석탄 처리 용량
을 1억 5,000만 톤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의 신
설과 보수, 확장 그리고 주요 항구의 확장과 새로운 항구 건설
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광업 수송 인프라 투자에 민간 기
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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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1
개황

경제가 발전하는 데는 노동력, 자본, 기술 축적 등의 여러 요
소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교통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무
역을 저해한다.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에서는 각국의 교통인프라 수준을 지수로 나타
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발전된 교통인프라를 가진 곳은
홍콩으로 지수는 6.69였다. 한국의 교통인프라는 18위로 5.7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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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교통인프라 발전 수준

자료: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기록하였다. 반면 중남미 평균은 3.48로 한국과 격차가 크게 벌
어졌다. 특히 콜롬비아는 중남미 평균보다도 낮은 2.94를 기록하
여 전체 순위로는 101위를 차지하였다.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수출입 비용을 높여 상품의 교역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Doing Business 2011
에 의하면 컨테이너 1개당 운송비용으로 측정한 콜롬비아의 수
출 비용은 2,270달러로 OECD 평균인 1,032달러보다 2배 이상
높고, 중남미 평균인 1,257달러보다도 1.8배나 높다. 같은 방법
으로 측정한 수입비용은 2,830달러로 이는 OECD 평균인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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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수출입 가격(컨테이너 1개당 운송비)
(단위: 달러)

자료: Doing Business 2011.

달러의 약 2.6배이고, 중남미 평균인 1,546달러의 약 1.8배에 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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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가. 인프라 개선 계획

2010년 8월 취임한 산토스 신정부는 2010년 11월 향후 4년
(2010년 8월~2014년 8월)간 추진할 투자계획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개발계획 2010-2014(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0-2014)’
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각 부문별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민자도로 건설, 민자 철도망 운영,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운영 등 교통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도 포함
되어 있다. 낙후되고 노화된 교통시스템은 콜롬비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왔으며, 국가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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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교통인프라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다양한 교통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교통인프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차선 이상의 민자도로를 현재 884km에서
2014년에는 1,834km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자 철도망은 현재
906km에서 1,1154km로 확대하고, 교통, 통신, 광업에너지 인프
라에 1,154페소를 투자할 계획이다. 인구 6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는 대중교통통합시스템(SITM: Sistema Integrado de Transporte
Masivo)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통합시스템이 운영 중
인 도시는 5개이나 2014년에는 15개, 2019년에는 20개로 확대할
것이다.

표 Ⅳ-1 국가개발계획(PND)의 교통인프라 개선 목표

사업 내용
교통인프라 경쟁력
(2차선 이상 민자도로/Km)
민자 철도망 운영(Km)
교통, 통신, 광업에너지 인프라 민간투자
(조 페소)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운영도시(개)

현재 기준치 2014년 목표 2019년 목표
884

1,834

906

1,154

112.7

126.7

5

15

20

자료: PND 2010-2014.

Ⅳ. 교통인프라｜81

나.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기관

콜롬비아의 교통인프라는 도로, 철도, 해양, 하천, 항공 등으로
구성된다. 교통부(Ministerio de Transporte)가 교통 운송과 관련
인프라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고 규제의 수립을 담당한다. 한편
국가기획처(DNP: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는 교통인
프라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검토하고 인프라 개발을 기획
한다. 경제사회정책이사회(CONPES: Consejo Nacional de Política
Económica y Social)는 주요 프로젝트의 사업시행에 관한 최종 승
인을 담당하고, 항구․운송 감독청(Superintendencia de Puertos y
Transporte)은 사업 시행에 대해 감독과 규제 기능을 맡는다. 또
한 통행료, 유료, 통과료 등의 운송관련 가격에 대한 규제는 운
송규제위원회(Comision de Regulacion de Transporte)가 담당한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는 도로
청(INVIAS: Instituto Nacional de Vias)이, 민자 유치 프로젝트는
민자사업허가청(INCO: Instituto Nacional de Concesiones)1)이 담
당한다.

1) 2011월 11월 4일부터 민자사업허가청(INCO: Instituto Nacional de Concesiones)이
인프라청(Agencia Nacional de Infraestructura)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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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기관/부처

기능

교통부(Ministerio de Transporte)

정책 계획, 규제 수립

국가기획처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DNP)

개발계획 검토 기획

경제사회정책이사회
(Consejo Nacional de Política Económica y 사업시행에 관한 최종 승인
Social, Conpes)
항구 운송 감독청
(Superintendencia de Puertos y Transporte)

감독과 규제

운송규제위원회
(Comision de Regulacion de Transporte)

가격 규제

도로청
(Instituto Nacional de Vias, INVIAS)

정부 예산 공공 프로젝트 시행
도로, 항만, 강, 철도

민자사업허가청
(Instituto Nacional de Concesiones, INCO)
(Agenci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ANH)

민자사업 허가
도로, 항만, 강, 철도, 공항 등

항공청
(Aeronáutica Civil de Colombia, Aerocivil)

정부 예산의 항공 인프라 프로
젝트 시행

막달레나강 자치법인
막달레나 강의 운항성과 운송 인
(La Corporación Autónoma Regional del Río 프라 개선 및 지속가능한 개발.
Grande de la Magdalena, Cormagdalena)
교통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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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교통 관련 기관 조직

(Ministerio de Transporte)

교
통
부

도로청
(Invias)
민자사업허가청
(INCO/ANI)
항공국
(Aerocivil)
항구 운송 감독청
(Supertransporte)
막달레나강 자치법인
(Cormagdalena)

자료: 도로청(Invias).

다. 양허 계약
교통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와 콜롬비아 정부
간의 계약 종류는 1993년에 제정된 법률 제80호에 정의되어 있
다. 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은 공사계약(contrato
de obra), 컨설팅계약(contrato de consultoría), 서비스제공계약(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ón), 신탁위
임 및 공공신탁(encargos fiduciarios y fiducia pública)의 다섯 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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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계약 종류

공사계약(contrato de obra)
-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유지보수, 시설설치 등의 공사계약
- 입찰(licitación) 또는 공개경쟁입찰(concurso público)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제3의 외부감리기관(interventoria)을 선임하여야 함.

컨설팅계약(contrato de consultoría)
- 투자계획 집행을 위한 연구, 진단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타당
성조사, 조정 통제 감독에 관한 기술자문, 공사의 감독 자문 경영에 관한
컨설팅, 디자인 계획 등의 집행에 관한 컨설팅 등의 계약
서비스제공계약(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
- 기관의 행정 또는 기능과 관련한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계약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ón)
- 상기 공사계약, 서비스제공계약, 컨설팅계약과 내용상 중복될 수 있으나, 계
약범위 면에서 건설뿐 아니라 유지보수, 개발, 운영, 관리 등을 다양하게 포
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신탁위임 및 공공신탁(encargos fiduciarios y fiducia pública)
- 공공기관이 예산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위임을 부탁하여 정부계약
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공기관이 신탁기관에게 보상금
(valorización)으로 보상하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임.
- 양허계약과의 차이점은 양허계약은 시설물이 정부 소유이나 신탁위임의 경우
는 그 소유주가 민간이 되며, 수도, 전기, 의료, 교육 등의 부문에서 활용됨.
자료: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2010), 콜롬비아 인프라 개황 .

특히 인프라 공사를 위한 양허계약(Contratación para Obras de
Infraestructura mediante concesiones)은 1993년에 제정된 법률 제
105호(교통 부문)과 법률 제143호(에너지 부문)에 규정되어 있다.

Ⅳ. 교통인프라｜85

이 법률에 따르면 양허계약 시 개발권자는 인프라 공사로 피해
를 입는 제3자에 대해 피해(daños y perjuicios) 보상의 책임이 있
다. 또한 부과금(tarifa), 요금(tasa), 보상금(valorización)과 각각의
지급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부과금은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부동산 또는 동
산 소유주에게 부과하는데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한
다. 부과금의 예로는 배수구 건설 및 유지비용, 도시미화공사비
용, 시내도로 개선비용 등이 있다. 요금은 통행요금과 출입요금
등 서비스 이용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보상금은 신규로 건설된
도로, 항구, 공항 등의 소유권자인 정부나 지차체가 공사 시행이
나 서비스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주콜롬
비아 대한민국대사관 2010, p. 16).
법 제80호의 제32조와 제19조는 공공사업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ón de Obra Pública)을 ① 공공사업(obra pública) ② 공공
서비스(servicios públicas) 및 ③ 국가재산(bienes del estado)의 3가
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사업계약(contrato de obra pública)
은 공사 이행과 보상 지불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공공사업양허
계약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인프라 운영에 관한 계약이 지속
된다는 점에서 공공사업계약과 구별된다. 운송인프라에 관한 양
허계약은 1993년도에 제정된 법률 제10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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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조에 따르면 민간 컨소시엄은 통행료나 보상금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투자 회수방식은 계약서에 반
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2010, p. 17).

라. 자금 조달 및 회수 형태

공공 인프라 건설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는 민간자금 조달
양허 프로젝트, 사업시행자의 선 자금 조달과 정부의 대금 지불
방식 프로젝트, 혼합형 양허 프로젝트가 있다. 민간 자금 조달
양허 프로젝트에서 사업시행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전체
를 자체 조달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 및 보수와 운영을 담
당한다. 투자금액은 운영권을 위임받아 일정기간 통행료를 받는
방식을 통해 회수한다. 콜롬비아 전체 인프라 건설의 약 80%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고 요금을 징수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
로 건설되었다. 민간자금 조달 양허 방식보다 큰 공사의 경우에
는 요금 징수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
우 정부가 공사 단계별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공사는 최근 보고된 사례가 없
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혼합형 양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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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가 있다. 이때 투자자금의 일부는 인프라 운영 시 부과되는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일부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태
양의 길 고속도로(Autopista Ruta del Sol), 아메리카고속도로
(Autopista de las Américas) 건설 프로젝트에 혼합형 방식이 사용
되었다. 현재 콜롬비아 전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약 19%가
혼합형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201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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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콜롬비아 도로청(Invias)에 따르면, 콜롬비아 전체 도로의 길이
는 약 13만km에 이르고, 이 중 콜롬비아 전국을 횡단하는 장거
리 고속도로인 1급도로는 약 16,786km이다. 1급도로 중 13,386km
는 도로청이 운영하고, 나머지 약 3,400km는 민자사업허가청
(Inco)을 통해 운영권을 얻은 컨소시엄 회사가 운영한다. 2급과 3급
도로의 총 길이는 약 112,699km로, 각 주정부(Departamentos), 시
(Municipios), 도로청, 민간회사 등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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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도로의 종류와 운영기관

도로

운영 기관
도로청

13,386

79.7

1급

민간회사

3,400

20.3

2급 및 3급

길이(km)

비중(%)

전체

16,786

100.0

주정부

37,953

33.7

시

34,918

31.0

도로청

27,577

24.5

민간회사

12,251

10.9

전체

112,699

100.0

전체

129,485

자료: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콜롬비아 정부는 1994년부터 2급과 3급 지방도로의 관리권한
을 해당 지역의 주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실시로 지
방도로의 관할권이 점진적으로 지방에 이전되었고, 현재 2급과
3급 도로 가운데 24.5%인 약 27,577km만이 도로청의 관할 하에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나머지 도로의 관할권 이전
작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신
규 지방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도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
족한 예산 하에서 신규 도로 건설보다는 기존 도로의 유지와 보
수, 개량에 우선순위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도로청이 운영하는 13,579km의 1급도로 가운데 포장된 도로
는 10,370km로 약 76.4%를 차지하고, 비포장도로는 3,189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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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도로 상태

그림 Ⅳ-5 포장 여부
(단위: km)

(단위: km)

자료: 도로청(Invias).

약 23.5%에 이른다. 도로 상태를 최상․상․중․하․최하의 5단
계로 구분했을 때, 대부분의 도로가 상․중․하 범위에 포함되
었다. 이 중 상으로 평가받은 도로는 6,076km로 전체의 44.7%를
차지하였고, 중은 4,543km(33.5%), 하는 2,960km(21,8%)로, 보수
공사가 필요한 도로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콜롬비아는 전
반적으로 도로의 유지와 보수 상태가 열악하고, 특히 지방도시
를 연결하는 2급과 3급 도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로 건설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공공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4년간(2006~10년) 약 5,100km의 도로가 포
장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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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연도별 도로 공공투자 추이
(단위: 백만 페소)

자료: 교통부.

정부는 ‘PLAN 2500’이라는 지방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
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2․3급 도로 가운
데 비포장 도로 3,125km를 포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 대상 도로는 교통부, 국가기획처,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여
선정하였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300km가 포장되어 목표치
의 약 73%가 달성된 상태이다.
도로는 주요 화물운송수단으로, 전체 화물의 약 80%가 도로
를 통해 수송된다. 2009년도에 도로를 통해 운송된 화물은 약
1억 7,700만 톤이었다. 그러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도로
가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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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연도별 화물운송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교통부.

도로를 이용하는 여객 수는 2000년대 중반 눈에 띄게 증가하
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이다. 여객운송
이 정체된 데는 항공료 인하로 인한 항공 이용의 상대적인 증가
가 일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Ⅳ-8 연도별 여객운송 추이
(단위: 백만 명)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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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방 간 연계성
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로 건설 및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도로청 발주 사업은
비중이 적고,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은 민자사업청이 발주하는
양허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개발계획 2010-2014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도로 인
프라 개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민자사업청(Inco)은 5,000km
이상의 도로를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해 건설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청은 도로의 건설뿐 아니라 타
당성 조사, 자문, 금융 조달 등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
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
행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은 총 25개로, 전체 5,800km 구간에
달한다. 이 중 건설이 완료된 구간은 875km이며, 670km가 사용
중이다. 이 사업에는 브라질과 스페인 등의 외국 기업도 참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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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도로(2011년 9월 기준)

자료: 민자사업청(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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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민자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도로

자료: 민자사업청(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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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1 공공시설도급계약전자시스템(SECOP)

콜롬비아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공지는 정부의 입찰정보 포탈인 공공시설도
급계약전자시스템(SECOP: Sistema Electronico para Contratacion Pubilic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시설도급계약전자시스템

http://contratos.gov.co

2012~13년 사이에는 6,000km 이상의 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건
설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는 2012년 상반기
에 완료되어, 같은 해 중순에 입찰이 실시될 계획이다. 사업은 신
규도로 건설, 기존 도로의 2차선화, 보수공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노선의 고속도로
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태양의 길 고속도로(Ruta del Sol), 아메리카 고속도로(Autopista
de las Américas), 산악 고속도로(Autopista de la Montaña), 야노
고속도로(Autopista al Llano)가 있다. 고속도로의 건설로 생산지
와 시장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콜롬비아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들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
태양의 길 고속도로는 카리브해와 중부 내륙의 도시를 연결하
는 약 1,071km 구간으로 6개 주와 34개 시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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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고속도로 프로젝트

태양의 길 고속도로

(Ruta del Sol)
아메리카 고속도로

(Autopista de las Americas)
산악 고속도로

(Autopista de la Montaña)
야노 고속도로

(Autopista al Llano)

자료: 민자사업청(Inco).

특히 이 도로는 바예두파르(Valledupar), 부카라망가(Bucaramanga),
보고타(Bogota), 메데진(Medellin) 등 콜롬비아 경제의 중심이 되
는 도시를 통과하므로 지역경제 발전과 운송시간 단축, 고용 창
출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고속도로의 북부 구간은 세사르(Cesar) 주에서 생산되는 석탄
을 수출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될 것이다.
아메리카 고속도로는 콜롬비아 북부의 연안 도시와 파나마,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연결하고, 중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기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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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930.5km의 도로
보수, 703.5km의 2차선 건설, 161km의 신규도로 건설, 팔로데레
트라스-카카리카(Palo de Letras-Cacarica) 구간을 연결하는 2개의
교량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악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의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약 900km
구간에 걸쳐 건설된다. 이 고속도로는 서부터널-엘티그레(Tunel
de Occidente-El Tigre) 구간, 아티요-카우카시아(Hatillo-Caucasia)
구간, 베요-푸에르토베리오(Bello-Puerto Berrío) 구간, 안콘-트레스
푸에르타스(Ancón-Tres Puertas) 구간의 4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그림 Ⅳ-12 2차선 도로 건설
부에나벤투라-보고타-쿠쿠타
동부야노-태평양
서부횡단도로
막달레나강 도로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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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2차선 도로 건설

구간

부에나벤투라-보고타-쿠쿠타
(Buenaventura-Bogota-Cucuta)
동부 야노-태평양
(Llanos Orientales-Pacifico)

서부횡단도로
(Troncal Occidental)

막달레나강 도로
(Troncal Magdalena)

세부 사업
- 2차선 건설
- 교량 건설
-

터널 공사
신규 도로 건설
2차선 건설
기존 도로 보수
신규 도로 건설
2차선 건설
기존 도로 보수
산악 고속도로 건설
2차선 건설
교량 건설
기존 도로 보수

길이
(km)

2014년까지
투자액
(억 달러)

670

22.5

1,910

25

1,600

42

660

8

자료: 교통부.

전체 도로 건설에는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험악한
지형 특성상 131개의 터널과 606개의 교량이 건설될 계획이다.
야노 고속도로는 동부 평원(llano) 지역과 수도 보고타를 연결
한다. 이 도로는 보고타에서 시작하여 메타(Meta) 주의 주도인
비야비센시오(Villavicencio)까지 연결되고, 동부 평원 지역을 연
결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콜롬비아 주력 수출품을 원활하게 수출항으로 이동시키기 위
해 정부는 2차선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신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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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설, 교량 건설, 터널 공사, 기존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이 포
함된다. 사업은 크게 부에나벤투라 항구-보고타-쿠쿠타, 동부 야
노 지역-태평양, 서부횡단도로, 막달레나 강 도로의 4개 구간으
로 나뉜다. 전체 구간은 약 5,200km에 이르고, 2014년까지 약
98억 달러가 이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나. 철도

철도는 콜롬비아에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
의 철도는 선로 사이의 간격이 국제 기준에 비해 짧은데, 이는
철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콜롬비아의
중부지역은 산악지대로 지형이 험악하여 고속철을 개발하는 데
도 지형적인 한계가 있다.
콜롬비아의 철로 전체 길이는 3,468km로 이 가운데 1,991km
는 양허계약으로 건설되어 컨소시엄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그
리고 1,327km는 도로청이 운영하고, 나머지 150km는 민간 소유
철도이다.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150km 구간은 세레혼 석탄 광
산과 카리브해의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이다. 세레혼 석탄 광산
은 콜롬비아 최대의 석탄 광산이자 세계 최대의 노천 광산이다.
광업 다국적 기업인 BHP Billton, Anglo American PLC, Xstrat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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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로 세레혼 석탄(Carbones del Cerrejon)을 설립하였다. 광
산과 카리브해의 볼리바르(Bolivar) 항구를 연결하는 민간철도는
세레혼 석탄의 소유이다.
콜롬비아의 주요 철도 노선으로는 대서양 철도(Red Atlantico),
태평양 철도(Red Pacifico), 세레혼 철도(Cerrejon) 등이 있다.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철도는 2000년도에 민간에 양허되어 FENOCO
와 Ferrocarril del Oeste 등의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콜롬비
아 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랜 기간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
고, 운행을 하지 않아 시설이 매우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철도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도로청이 운영하
는 철도의 대부분인 1,322km는 비사용 구간이다.
표 Ⅳ-6 콜롬비아 철도 현황

운영 기관

길이(km)

철도

길이(km)

민간운영(양허)

1,991

대서양 철도
(Red Atlantico)

1,493

도로청(INVIAS)

1,327
(비사용: 1,322)

태평양 철도
(Red Pacifico)

498

민간철도(Cerrejón)

150

세레혼 철도
(Cerrejon)

150

전체 길이

3,468

비사용구간

1,322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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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콜롬비아 철도 현황

자료: 도로청.

그림 Ⅳ-14 연간 철도 화물 운송량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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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 중인 철도는 대부분 광업 생산물, 특히 석탄을 수출
항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2009년 철도로 운송한
화물은 59,398톤이었고, 이 중 99.6%인 59,144톤이 석탄이었다.
대서양 철도는 전체 길이 1,493km로 카리브해의 항구도시인
산타마르타(Santa Marta)부터 중부 내륙의 보고타(Bogota), 벨렌
시토(Belencito) 등의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철도의 북부에 위치
한 치리구아나(Chiriguana)-산타마르타(Santa Marta) 사이의 245km
구간은 석탄운송에 사용되는 노선이다. 이 중 192km 구간은 복
선 철로를 건설 중으로 2010년 12월 기준 112km의 복선 구간이
완공되었다. 2002년 운송량은 1,260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2009
년에는 2,85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구간의 평균 운
행 속도는 100km/h 이고, 하루 평균 운송 화물량은 11,000톤으
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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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대서양 철도

- 운행중
- 복구중
- 여객 운송 구간

자료: 교통부.

태평양 철도는 부에나벤투라(Buena Ventura) 항구에서 내륙의
라펠리사(La Felisa)를 연결하는 458km의 구간과 내륙의 사르살
(Zarzal)과 라테바이다(La Tebaida)를 연결하는 40km 구간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전체 구간 중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378.579km
구간이 현재 운행 중이고, 나머지 112.182km 구간은 재건축 및
복구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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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태평양 철도

- 운행중
- 복구중

자료: 교통부.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까지 1,65km의 구간을 새로이 운행할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 약 14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치리구아나에서 카리브해의 항구인 산타마르타까
지 복선 철도를 건설하고, 중앙철도를 완공하여 운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카라레(Carare) 철도와 태평양 항구와 중앙 내륙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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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2014년 완성 목표 프로젝트
치리구아나-산타마르타 복선 철도
중앙 철도(Sistema Ferrovial Central)
카라레 철도(Tren del Carare)
태평양-중앙내륙 연결 철도

자료: 교통부.

중앙철도(Sistema Ferrovial Central)는 내륙지방과 북부의 치리
구아나를 연결하여 내륙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을 카리브해의 수
출항으로 운송한다. 이중 일부는 대서양 철도의 일부 구간인데
양허계약으로 철도가 복구되었다. 정부는 중앙철도가 내륙의 톨
리마(Tolima)와 우일라(Huila) 주까지 연결되도록 양허계약으로
신규 구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카라레 철도(Tren del Carare)는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보야카(Boyaca), 산탄데르(Santander)에서 생산된 석탄을 막달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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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까지 운송하는 노선이다. 카라레 철도를 통해 막달레나 강까
지 운송된 석탄은 카리브해의 항구에서 수출된다. 브라질은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콜롬비아와 공동으로 사전타
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콜롬비아 전체 철도 중 양허된 구간은 태평양 철도와, 대서
양 철도의 일부 구간인 치리구아나- 산타마르타 구간이다. 그리고
양허되어 운영 중인 철도의 전체 길이는 625km이고, 민자사업청의
관할하에 복구작업이 진행되거나 운영되는 구간은 980km이다. 민
자사업청은 중기 사업으로 치리구아나와 구아히라 주의 항구들을
연결하는 철도와 카라레 철도를 양허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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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철도와 향후 양허될 구간

현재 양허된 구간
향후 양허될 구간

자료: 민자사업청.

다. 하천

하천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고립된 지
역과 주요 도시 및 항구를 연결하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이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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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비아 정부는 하천의 범람을 관리하고 항구 시설을 확장하여
운항 가능성을 높이며, 전체적인 수상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콜롬비아의 유역(cuenca)은 막달레나(Magdalena, 91%), 아트라토
(Atrato, 7%), 오리노코(Orinoco, 2%), 아마소나스(Amazonas, 1%)의
4개로 구성된다. 4개의 유역에 위치한 강의 총 길이는 24,725km
이다. 이 중 약 11,275km(45.6%)의 구간에서는 대형 선박의 항
해가 가능하고, 18,222km(73.7%) 구간에서는 소형 선박까지만
항해할 수 있다.
그림 Ⅳ-19 콜롬비아의 하천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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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콜롬비아 주요 강의 수상 교통망 현황

주요 강

운행가능 길이(km)

막달레나(Magdalena) 유역

2,770

아트라토(Atrato) 유역

3,077

오리노코(Orinoco) 유역

6,736

아마소나스(Amazonas) 유역

5,642

전국 길이

18,225

자료: 도로청;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막달레나 유역은 최대 물량을 운송하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중
요한 수상운송 경로이다. 막달레나 강 주변에는 약 2,8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한다. 막달레나 강은 보고타, 메데진, 칼리,
부카라망가 등의 주요도시를 포함하여 726개의 도시와 18개의
주를 통과하는데, 이 지역의 경제력은 콜롬비아 전체 국내 총생
산의 85%를 차지한다. 특히 콜롬비아는 안데스 산맥이 국토를
관통하므로 각 도시 간 육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막달레나 강
은 도시 간을 연결하는 대안적인 운송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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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막달레나 강

자료: 막달레나 강 자치법인.
표 Ⅳ-8 콜롬비아의 수상 교통망 현황

강
막달레나
과비아레
메타
카케타
카우카
푸투마요
아트라토
바우페스
산후안
비차다
미라
아마소나스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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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Km)
1,543
1,350
1,000
1,200
1,350
1,350
612
660
376
700
550
6,800

수량(m³/s)
6,987
8,200
6,496
13,180
6,644
6,250
4,155
2,650
2,550
2,000
570
225,000

2009년 약 745만 명의 인원이 하천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였
다. 여객 운송이 가장 많은 강은 시누(Sinu) 강으로 2009년 여객
수는 321만 명이었고, 막달레나 강으로는 254만 명이 이동하였다.
2009년 하천을 통한 화물운송량은 약 449만 톤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 막달레나 강이 전체 화물의 37.6%인 169만 톤을 운송하였
고, 레온(Leon) 강이 38%인 172만 톤을 운송하였다. 막달레나 강
은 ACP, 납사, 석유,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광물, 농산물 등을 주로
운송한다. 반면 레온 강은 바나나의 주요 운송 경로로 이용되고, 이
외에 수산물, 목재 등도 운반한다.

표 Ⅳ-9 주요 하천의 화물 운송(2009년 기준)

강

운송량(톤)

주요 운송 품목

레온(Leon)

1,692,535 (37.7%) 바나나, 수산물, 목재

막달레나(Magdalena)

ACP, 납사, 석유,
1,727,138 (38.4%)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광물,
농산물 등

기타(Atrato, Cauca, Meta,
Putumayo, Sinu, Guaviare,
Inirida, Arauca 등)

1,075,327 (23.9%)

전체

4,495,000 (100%)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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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까지 막달레나 강의 운항성을 증가시
키고, 메타(Meta) 강, 아트라토(Atrato) 강, 푸투마요(Putumayo) 강
의 운항성 계획을 세우며, 디케 운하(Canal del Dique)의 운항성
문제와 라모하나(La Mojana) 지역의 하천 범람을 해결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1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투자
를 통해 강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연간 600만 톤 이상으로 증대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디케 운하는 카르타헤나(Cartagena) 항구와 막달레나 강을 연
결하고, 총 길이는 118km에 이른다. 막달레나 강의 끝에는 칼라
마르(Calamar) 하천항(river port)이 위치해 있다. 카르타헤나 항구
는 산타 마르타 항구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항구이나
과거에는 내륙의 막달레나 강과 연결되는 경로가 없었다. 디케
운하(Canal del Dique)는 스페인 점령기인 1582년에 막달레나 강
과 카르타헤나 항구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퇴적
층이 증가하면서 디케 운하의 운항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이에 정부는 퇴적층 관리, 수량 조절, 범람 관리, 운항성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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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디케 운하(Canal del Dique)

정부는 우선순위를 두고 메타강의 운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타강은 메타(Meta), 아라우카(Arauca), 카사나레
(Casanare), 비차다(Vichada) 주 등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을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 강의 운항성을 높이는 것은 이
지역과 콜롬비아 경제 중심지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수송 비용
을 줄이며, 운송 시간을 단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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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모하나(La Mojana)는 마강게(Magangue), 티키시오(Tiquisio),
산루카스(San Lucas), 바르게(Barge), 코르도바(Cordoba), 수크레
(Sucre)등 콜롬비아의 북쪽지역 일대를 지칭한다. 라모하나 지역
은 카우카(Cauca) 강과 산호르헤(San Jorge) 강이 빈번하게 범람
하여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낳고 있어 하천 범람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지역이다.

라. 항구

해상운송은 콜롬비아 수출입의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2009년 전체 대외무역의 96%인 1억 1,600만 톤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었다. 해상운송 물량은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으며, 콜
롬비아가 각국과 진행 중인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연간 물동
량은 1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97개의 항구가 있고, 이 중 외국 선박의 운항
이 가능한 항구는 9개이다. 국제 무역에 이용되는 주요 항구는 산타
마르타(Santa Marta), 바란키야(Barranquilla), 카르타헤나(Cartagena),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와 투마코(Tumac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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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콜롬비아의 주요 항구와 취급 품목
Providencia
San Andres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일반 화물 및 승객
산안드레스(San André s)
일반 화물 및 승객
Tolu
Turbo

푸에르토볼리바르(Puerto Bolí var)
석탄
산타마르타(Santa Marta)
석유, 석탄, 일반화물 및 승객
바란키야(Barranquilla)
석유, 석탄, 일반화물 및 승객
카르타헤나(Cartagena)
석유, 석탄, 일반화물 및 승객
톨루(Tolú )
석유, 일반화물
투르보(Turbo)
석유, 과일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
석유, 일반화물 및 어류
투마코(Tumaco)
석유, 일반화물 및 어류

자료: 항만교통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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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2010년 주요 항구의 물동량
(단위: 톤)
바랑키야

부에나벤투라

카르타헤나

산타마르타

투마코

수입

2,775,820.00 6,936,212.80 1,589,512.03 1,824,292.00

-

수출

1,292,787.00 1,928,282.86 1,355,255.65 4,781,866.00

3,011.40

대외무역

4,068,607.00 8,864,495.66 2,944,767.68 6,606,158.00

3,011.40

연안무역

15,187.00

-

-

682.00

18,660.00

-

-

-

-

-

1,255.00

240,029.04

-

5,653.00

-

- 9,372,258.25

6,701.00

-

-

-

강, 하천 무역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 이전
외국화물 통과
화물의 일시적인 하역

5,600.00
27,000.00

499,501.38

-

자료: 항만교통감독청.

표 Ⅳ-11 2010년 주요 항구의 대외무역
(단위: 톤)
지역
바랑키야

석탄용 오픈 탑
컨테이너

드라이
컨테이너

화물상자

액체
컨테이너

석탄용 외
오픈 탑 컨테이너

합계

1,161,018.45

1,261,331.00

1,508,646.70

418,652.05

2,039,667.00

6,389,315.29

부에나
벤투라

619,870.13

5,011,323.

1,545,449.93

319,712.77

2,908,809.69

10,405,166.08

카르타헤나

696,642.00

15,406,644.70

1,714,756.43

6,164,194.34

470,272.29

24,452,509.76

시에나가

21,740,886.08

21,740,86.08

코페나스
푸에르토
볼리바르

35,196,327.00

산안드레스

349,189.00
43,981.97

산타마르타 13,494,872.48

553,742.00

톨루

24,882,754.45

22,529.00

35,568,045.00

44,357.43
438,853.00 2,442,35,760.00
173,266.88

투마코
합계

24,882,754.45

72,909,616.14

22,277,023.23

자료: 항만교통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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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6.68

126,386.08

1,336,216.00

18,266,443.48

53,293,26

226,560.14

18,660.00

1,705,292,76

1,723,952.76

5,793,179.37

35,955,895.37

6,846,305.01 143,782,019.12

콜롬비아 해상운송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항구
정체이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주요 항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
제사회정책이사회(Conpes)는 2009년 9월 항구 정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에는 항구로 연결되
는 운하의 확장과 보수, 항구 확장, 항만 설비 증대, 항만 이용료
최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주요 항구로 연
결되는 운하의 깊이를 깊게 하는 공사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할
그림 Ⅳ-23 항구 확장 및 신규 항 건설

신규 항구 건설
기존 항구 확장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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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또한 2014년까지 산타마르타, 바란키야, 카르타헤나,
부에나벤투라, 콘테카르(Contecar) 항구를 확장하고, 구아히라
(Guajira), 시에나가(Cienaga), 바이아데부에나벤투라(Bhia de
Buenaventura) 등의 지역에 신규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마. 공항

2009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에는 총 590개의 공항과 착륙장이
있다. 이 중 70개는 국영 기관인 항공청(Aeronautica Civil) 소유이
다. 항공청의 70개 공항 중에서 58개는 항공청이 직접 운영하고,
12개는 양허계약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며, 5개는 대여(comodato)
하고 있다. 590개 공항 중 167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이
중 5개는 항공청이 운영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나 시에서 운영한
다. 지방 소유의 공항 중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공항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92% 공항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이용된다.
2009년 콜롬비아 공항의 이용 승객 수는 약 1,000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13.05%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항공
이용 승객 수 증가율이 1.8%, 중남미가 1.9%인 것과 비교하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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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콜롬비아의 공항 및 착륙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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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 공항

공항

도시

엘도라도 (El Dorado)

보고타

에르네스토 코르디소스(Ernesto Cortissoz)

바랑키야

라파엘누녜스(Rafael Núñez)

카르타헤나

호세 마리아 코르도바(José María Córdova)

리오네그로

알폰소 보니야 아라곤(Alfonso Bonilla Aragón)

칼리

알프레도 바스케스 코보(Alfredo Vásquez Cobo)

레티시아

구스타보 로하스 피니야(Gustavo Rojas Pinilla)

산안드레스

카밀로 다사(Camilo Daza)

쿠쿠타

자료: 교통부.

롬비아의 항공이용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항공 승객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화물 운송 증가와 함께 콜롬
비아의 높은 공항 개발 수요를 반영한다. 콜롬비아는 물리적인
공항 인프라뿐 아니라 공항 서비스의 개선도 시급하다. 주요 도
시에 위치한 공항 대부분이 국제 공항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
기 때문이다. 국가기획처(DNP)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도시의
공항 가운데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은 15%에
불과하다.
현재 콜롬비아 제일의 공항인 보고타의 엘도라도 공항은 늘어
나는 국내 및 국외 승객으로 인해 증설공사가 불가피하여 공항
터미널 현대화와 증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7월 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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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공사의 60%가 완성되었고, 201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엘도라도 공항 증축 외에도 정부는 2014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로 공항 신축과 증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바. 도시 대중교통

콜롬비아 정부는 정책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6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중앙
차선 굴절버스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교통통합시스템
(SITM: Sistema Integrado de Transporte Masivo)을 도입할 계획이
다. SITM은 중앙차선 굴절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에 버스
전용차선, 정류장, 차고지와 같은 특정 인프라 건설을 필요로 한
다. 또한 중앙차선 굴절버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환승역을 연결하고, 통합된 요금징수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 2011년 11월 현재 5개 도시에서 SITM
이 운영 중이고, 2개 도시에서 건설 중이다. SITM을 도입하면서
394km에 이르는 중앙차선 굴절버스 전용차로 및 굴절버스와 일
반버스 공용 차로를 건설하였고, 이로써 2010년도에는 5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SITM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는
하루 평균 200만 명을 넘는다.

Ⅳ. 교통인프라｜123

표 Ⅳ-13 SITM(대중교통통합시스템) 도입 도시
중앙차선
도시

굴절버스
시스템 명칭

Transmilenio

운행 길이

이용객 수

(km)

(일 평균)

보고타(Bogota)

보고타: 98.87

소아차(Soacha)

소아차: 2.31

운행 여부

1,650,000

운행중

19.15

106,815

운행중

181.77

249,010

운행중

Megabus

페레이라(Pereira)

Mio-Metrocali

칼리(Cali)

Metrolinea

부카라망가(Bucaramanga)

18.38

58,455

운행중

Transmetro

바란키야(Barranquilla)

52.61

54,065

운행중

Transcaribe

카르타헤나(Cartagena)

8.41

-

건설중

Metroplus

메데진(Medellin)

12.93

-

2011년
12월부터 운행

자료: 교통부.

반면 인구 25만~50만 명의 중소도시에서는 전략적대중교통
시스템(SETP: Sistema Estratégicos de Transporte Publico)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ETP는 일반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SITM처럼 굴절버스 전용 도
로와 같은 특정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SETP 사업에서는
일반버스에 자동 요금징수 장비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버스노선
재조정, 환승역 구축, 도로 정비, 친환경과 고성능 차량 도입, 중앙
교통정보 및 통제 센터 구축, 도로 및 정류장 인프라 구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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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 SITM(대중교통통합시스템) 도입 도시

1

2

3

4

5

6

7

보고타(Bogota),
소아차(Soacha)

페레이라
(Pereira)

칼리
(Cali)

부카라망가
(Bucaramanga)

바란키야
(Barranquilla)

카르타헤나
(Cartagena)

메데진
(Medellin)

자료: 교통부.

실시된다.
정부는 아르메니아(Armenia), 파스토(Pasto), 마니살레스(Manizales)
등을 포함한 12개 중소도시에서 SETP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다른 도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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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전략적 대중교통시스템 우선 시행 도시

자료: 교통부.

콜롬비아의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은 주요 도시인 보고타와 메
데진에서 시작되었다. 수도인 보고타는 지하철이 건설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각하였으나, 2000년부터 중앙차선 굴절버스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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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인 Transmilenio를 운영하여 체증을 다소 완화하였다. 보고타
시의 Transmilenio는 2000년도에 첫 번째 노선이 완공되었다.
Trensmilenio 사업은 2015년까지 총 350km의 버스전용차로를 설
치할 계획이고, 버스전용차로의 기종점에는 지선버스를 설치하
여 효율적인 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현재는 프로젝트
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고, 노선 확장과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고타시의 대중교통은 버스와 미니버스가 주를 이루고,
이들은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그림 Ⅳ-27 보고타 시 Transmilenio 노선

자료: 교통부.

Ⅳ. 교통인프라｜127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메데진은 1995년부터 메데진 지하철
(Metro de Medellin)을 운행하고 있다. 이 지하철은 인근 도시인
이타귀(Itagui), 엔비가도(Envigado), 베요(Bello) 등을 연결한다.
2004년도에는 케이블카인 Metrocable를 도입하여 메데진 시 주
변 고지대에 위치한 빈민촌을 메데진 지하철과 연결하고 있다.
중앙차선 굴절버스 시스템인 Metroplus는 현재 완공되어 2011년
12월 개통될 계획이다. 메데진 시는 경전철(Transvia) 건설을 계
획 중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2개의 케이블카
를 추가로 건설하여 도시 외곽 고지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 편의를 꾀할 계획이다. 메데진 시는 중앙차선 굴절버
스 시스템인 Metroplus, 경전철 Transvia, 케이블카 Metrocable, 지
하철 Metro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들 교통시스템을 주변 도
시와 연결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 7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가운데 지하철
이 도입되지 않은 도시는 보고타를 포함해 5개 도시에 불과하
다. 보고타 시는 심각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도
Transmilenio를 도입하고, 차량 2.5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해결책
을 강구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타
시의 지하철 건설은 1942년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
로 보고타 시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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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고타 시의 1호선 지하철 건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
을 약속하면서 보고타 시의 지하철 건설 실행이 탄력을 받고 있
다. 보고타 시는 지하철 1호선 건설에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
입할 계획으로 기초 엔지니어링 조사에 1년~1년 반, 본 공사에
5년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타 지하철은 빠르면 2018년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상자 Ⅳ-2 전문가 인터뷰: 메데진 시 교통 프로젝트

Juan Carlos Restrepo*
1. 메데진 시의 교통 부문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 기업 현황은?
▶ 지하철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기업이, 케이블카에서는 브라질과 프랑스 기업
이 참여하였다. Metroplus의 차량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페루에서 조립된
것을 수입하였다. 경전철 사업은 현재 차량 구매 입찰이 완료된 상황이고,
프랑스, 스페인, 독일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2. 메데진 시 공공 사업의 자금 조달 현황은?
▶ 메데진 시의 교통 부문에서 실시되는 모든 공공사업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금을 제공한다. 경전철 사업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제공하고 일부
는 프랑스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주: * 메데진 시 공공사업부(Secretaria de Obras Publicas de Medellin) 기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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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메데진 시 지하철 및 케이블카 노선

지하철

케이블카

자료: 메데진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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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보고타 시 지하철 1호선 노선

자료: Movilidad de bogotá.

보고타 시는 보고타 시와 주변 위성 도시를 연결하는 친환경
근교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보고타시 근교 철도는 Anifibio라
고 불리는 열차로 차체를 교체하고, 전기 열차를 운영하는 계획
을 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교통 효율성
제고와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프로젝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보고타, 메데진, 칼리, 페레이라, 바란키야 등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는 도시는 새로 도입되는 버스에 배기가스 배출
량을 억제하는 엔진을 장착하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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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설계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
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란키야 시는 2010년 4월 중남미 최초
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유로-4 기준에 부합하는 엔진
을 장착한 버스를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에 도입하였다. 또한 정
부는 2010년 1월부터 수입하는 전 버스차량이 유로-4 이상의 기
준에 부합하는 엔진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콜롬비아의 친
환경 대중교통 통합 프로젝트는 중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
지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
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글상자 Ⅳ-3 전문가 인터뷰: 도로 건설 프로젝트

◇ Francisco Orduz Baron1)
1. VISION 2019의 목표 중 하나인 도로 프로젝트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이번 콜롬비아 도로 건설 교통 프로젝트에서 도로설계 기업의 고도화를 위
해서 콜롬비아의 도로포장 부분은 COLOMBIA INCOTEC이, 지리적, 기하
학 부분은 도로청(INVIAS)이, 환경 부분은 콜롬비아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
다. 인간과 환경 중심의 도로를 설계하기 위해 해당 설계에 대한 공동연구
가 진행 중이고, INCO와 INVIAS가 환경부의 자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
를 하고 있다. 또한 기반 조성에 있어서 설계 최적화를 위해 기존의 오래된
길이나 도시 간 복잡한 연결망을 보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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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3 계속

2. Integrating Mapping 시스템과 GIS를 이용한 도로시공기술을 도입할 예정
이 있는가?
▶ Integrating Mapping 시스템과 GIS를 이용한 도로설계/시공/유지/관리 기
술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콜롬비아 내에서는 이를 시공할 수 있는 인
력이나 기술이 충분치 못하고, 게다가 유지비용이 비교적 높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3. 자전거도로나 이륜차 도로와 같은 특수도로의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타 국가는 특수도로 설계를 다룬지 약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러나 콜롬비아는 아직 특수도로 설계가 보편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보고
타 시내에 보행자 도로는 잘 확보되어 있는 편이나 오토바이 전용도로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전거 도로의 경우 시민의 80% 이상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4. 환경보호를 위해서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 환경부의 자연 순환형 도로 건설 지침에 따라 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한다.
콜롬비아에서는 도로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 오염 저감기술, 환경오염 관
련 법률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있는 도로는
많지만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적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에코시스템을 도입하여 해당 기술을 보완하고 개발하는 데도 힘쓰는 중이
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시멘트 및 콘크리트 생산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동절기에는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동절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량 운행량이 적기 때문에 동절기 도로운
영의 필요성이나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편이다. 겨울에
는 비가 많이 오지만 특별한 관리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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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3 계속

□ Edgardo Federico Rodriguez Leal2)
1. 교량 건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현재는 조립식 금속-긴급 교량 건설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차세대
PCS(Pre-Stressed Concrete) 교량 건설 기술 개발에 착수 중이다.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교량 건설 기술은 현재 전문 법규 및 개발 매뉴얼을 갖추
고 있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2. 고성능 강교량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가?
▶ 콜롬비아 및 안데스 지역 국가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교량 건설 관련 신소
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량 건설은 저렴한 소
재를 사용하여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최근에 국제적으로 건설 시공법에 있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콜롬비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친환경 터널 공간 구축기술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최근 Buenaventura-Bogota 간을 잇는 터널 건설에 동 기술이 적
용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개념 터널관리 기술 및 취약지반 대응 첨단화
기술은 필요할 경우 외국기업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4. 건설 관련 기술의 확보 외에도 향후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 현재 혁신적인 건설관리 기법을 고안 중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관리 기술
과 고속도로 지능화 기술 개발, 물류사업 지원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
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망 통합자산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포장
관리 시스템, 점검 및 진단 시스템, 시설물 안전 감시 시스템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통합 시스템 등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
획안을 구상 중이다.
주 : 1) INCO 도로 특허국장.
2) INVIAS 컨설턴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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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메데진 도시 지하철 공사(LTDA)

1) 사업 내용

LTDA는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메데진 시의 지하철을 운영
하고 있다. LTDA의 기술력과 빠른 성장은 콜롬비아 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LTDA는 메데진 시민들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일 뿐 아니라, 시민정신 및 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고, 쾌적한
운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이다. LTDA는 단순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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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 메데진 시 지하철

송수단이 아닌 메데진의 상
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LTDA는 국내 유일의 철
도기술을 가지고 있고, 환
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지
하철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자료: LTDA.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
일 3,500명의 시민들과 관

광객들이 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LTDA는 메데진의 사
회적 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미래 전략

LTDA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해 이익
을 창출하고, 기술개발과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의 시민의
발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통 운송 시스템에서 선두
주자가 되고자 한다. 이 분야의 민간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
여 철도망 사업의 현대화를 앞당길 계획으로 이 사업에 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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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3) 강점과 약점

LTDA는 환경을 고려한 운행시스템을 구비하였고, 국제적인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하철 운송의 질을 높였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메데진 시 외곽의 고지대를 시내 중심부와
연결하기 위해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서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
다. 이는 저소득층의 교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균형발
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게 편의를 제공하는 메데진 지하철의 공공성을 드러낸다.

나. Transmilenio S.A.

1) 사업내용

Transmilenio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서 중앙차선 굴절버
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고타는 지하철이 건설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시이나, 2000년부터 Transmilenio가 운행되
면서 교통 체증이 다소 완화되었다. Transmilenio는 2000년도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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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Transmilenio

번째 노선이 완공되었고,
현재 약 84km 구간에서 9
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2) 미래 전략

자료: Transmilenio.

현재의 노선을 확장하여
2015년까지 총 350km의 버

스 전용차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버스전용차로의 기종점에는 지
선버스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노선 확장 및 정비 공사가 시행 중이다. 한국의 LG CNS가
2011년 7월 Transmilenio의 요금 자동징수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Transmilenio는 노선 확장과 통합교통시스템 적용 외에도, 서
비스의 향상을 위해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고객 만족도 향상
- 승객들의 안전 의식 고취
- 시스템 사고 최소화
- 승차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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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방출 감소
-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소음 최소화
- 운행의 원활화

3) 강점과 약점

Transmilenio는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도입된 중앙차선 굴절버
스 시스템으로 중남미 최고의 수송능력을 자랑한다. 현재 보고
타 노선은 세 번째 공사 단계에 있고, 전체 대중교통 이용 승객
의 40%를 수용할 수 있다. 편리한 정거장 시스템과 전용차선을
이용한 빠른 운행은 교통 체증이 심한 보고타 시에서 효율적이
고 편리한 운행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버스라는 특성에 의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보고타 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현
재까지는 용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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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콜롬비아 정부는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콜롬비아의 경제 발전
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인프라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자 계
획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놓았다. 2011~21년 동안 약 993억 페소(약 5,116만 달
러)를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고, 2011~14년에는 318
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될 계획이다. 여러 부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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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건설에 211
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
(약 726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표 Ⅳ-14 교통인프라 투자계획
(단위: 억 페소)

부문

2011~21년

2011~14년

도로

559

192

철도

211

14

강, 바다

31

17

항구

31

20

공항

20

10

도시교통

141

65

전체

993

318

자료: 교통부.

그림 Ⅳ-32 교통인프라 투자계획
도로
철도
강, 바다
항구
공항
도시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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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북동부와 중앙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운송비를 높여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 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운송비를 낮춤으로써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림 Ⅳ-33 석탄 매장지역

자료: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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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석유 매장지역

자료: 교통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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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

주요 정책

세부 산업 동향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5/

향후 성장 잠재력

1
개황

콜롬비아 정부는 2010년에 총 12개의 산업 부문을 선정해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Productive Transformation
Program을 실시하였다.2) 이 중 소프트웨어 및 IT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 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법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산업 개발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같
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IT 사업 환경, 관련 인프라, 인적 자원,

2) 콜롬비아 정부는 2009년에 8개의 산업 부문을 선정하고 2010년에 4개의 신규 분
야를 추가하였다. 12개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강 서비스, 화장품 및 개인
관리 물품, BPO 및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및 IT, 그래픽 통신, 전기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섬유, 의류, 및 디자인, 자동차 부품, 초콜렛, 새우, 쇠고기, 식물성 오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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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환경, R&D 환경 등이 개선되고 콜롬비아의 IT 산업 국가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서 발표
하는 IT 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기간 동
안 콜롬비아는 인도, 칠레, 멕시코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이 상승
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UN에서 발표한 2010년 전자정부
준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에서도 콜롬비아는 2008년
에 비해 21순위 상승하여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콜롬비아 정부 포털 사이트에는 국민들이 부처별,
지역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3)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
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는 다른 중남미 국
가를 능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3) EIU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순위(Digital Economy Ranking)’에서 콜
롬비아는 10점 만점에 4.81점을 획득하여 세계 50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정보
통신 기술을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중남미 역내 국가 중에
서는 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이 발행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ed Readiness Index)’에서는
138개국 중 58위를 차지하였고, 중남미국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하였다. 이 네트
워크 준비지수란 곧 콜롬비아의 개인과 기업,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도와
경쟁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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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콜롬비아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평가

평가 기구

전체
평가대상국

50(6)위

EIU, 2010

70개국

Networked Readiness Index

58(7)위

World Economic
Forum, 2011

138개국

E-government development

31(1)위

UN e-government
survey 2010

192개국

평가 지수

세계 순위

Digital Economy Ranking

주: ( ) 안은 중남미 국가 중 순위.

등 네 가지 분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크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지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
스는 35.7%, 소프트웨어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
우 높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
한 투자가 많다는 점이 콜롬비아 IT 시장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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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콜롬비아의 IT 및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SW/HW 및 서비스시장 규모

2006

2007

2008

2009

1,682

1,813

1,976

2,035

269

290

316

322

30,000

32,000

34,000

34,100

기업 수

600

645

700

700

전체 GDP에서
SW/HW 및 서비스산업 비중

1.0

0.9

0.8

0.9

SW시장 규모
종사자 수

자료: Business Monitor, 2010 콜롬비아 정보통신 리포트 ; DANE(콜롬비아 통계청),
Fedesoft 2009 Colombia IT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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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계획

콜롬비아 정부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대중들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국가 계획(PNTIC:
Plan Nacional de Tecnología de la Información y Communicación)’
을 추진했다. PNTIC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가정의 브로드밴드
접근율을 각각 70%와 40%로 끌어올리고, 초중등학교 학생의 브
로드밴드 접근성을 2008년 19.8%에서 2010년 54.8%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받은 교
사 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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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콜롬비아는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디
지털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0억
페소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지역은
20개 시(municipio)와 6개의 주(departamento)다. 특히 2011년에는
몬테라(Montera)와 바리차라(Barichara), 온카나(Oncana), 바예두파
르(Valledupar) 시와 세사르메타(Cesar Meta), 산탄데르(Santander)
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 Vive Digital Plan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이다. 본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안을 포함한다. 콜롬비아 정부
는 계획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부
문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먼저 현재 27%에 그치고 있
는 인터넷 이용 가구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의 비중
을 현재의 7%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둘째, 인터넷
접속 인구를 현재의 220만 명에서 880만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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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셋째, ‘정보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현재보다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인프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라는
네 개의 큰 카테고리 내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 이행 중에 있다.
특히 IT 업체들은 노트북을 포함한 접속 기기에 대한 관세를 폐
지하거나 신용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서비스 부문
계획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부문에서 정부는 ‘정
부 내부 전산망(Intranet Gubernamental)’이나 온라인 ‘정부 접근
프로그램(la Urna de Cristal)’과 같은 계획을 포함한 세부 목표를
통해 온라인 사용 육성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
이다. 정부가 IT 서비스의 주 사용자이면서 장려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다. 기타 정책

2011년 2월 콜롬비아 정부는 인도 IT 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
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남미 지역 내 BPO 허브로 성장하는 목표를 세운 콜
롬비아 정부는 인도 IT 기업을 중요한 잠재적 파트너로 고려하
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1년 인도 IT 기업으로부터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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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
세 해택(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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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산업 동향

가. 하드웨어

콜롬비아의 하드웨어시장은 최근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
다. 2009년 PC 판매 규모는 2008년 대비 20% 증가했다. 금융위
기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콜롬비아의 PC 판매량은 11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고, 그 규모는 2015년까지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매상의 PC 판매는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
서 2010년 크게 증가하였다.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민간 부문 PC 수요가 2010년 하반기에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가정용 컴퓨터 판매량은 높은 소비 수요와 민간 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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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콜롬비아의 하드웨어 판매량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DC 2010.

에 힘입어 2010년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0%, 2010년 10월에는
50%가 증가하였다.
콜롬비아의 PC 보급률은 2009년 중반 이미 12.8%에 도달하였
는데, 이는 정부의 2010년 목표치 10.8%를 상회한 수치다. 현재
의 추세대로라면 PC 보급률은 2015년에 20%를 상회할 전망이
다. 콜롬비아에서 PC 부문은 낮은 가격과 ICT 인프라 개선에 힘
입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콜롬비
아 정부가 2010년부터 국내 전역에 광대역 접근성 향상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는 ‘Vive Digital ICT 개발 계획’에 힘입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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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컴퓨터 판매 규모는 2010년의 160만 대를 크게 상회
하는 19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PC 소매판매와 PC 수입
은 2009년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기
악화와 더불어 페소화 평가절하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또한 2011년에는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넷북 등의 판매량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3월 출시된 iPad2나, 삼성
갤럭시탭 등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일부 분
석에 따르면 이러한 태블릿 PC 판매량이 넷북 판매량을 향후
2~3년 내에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PC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의 IT
분야 수출입 실적은 [표 V-3]과 같다.

표 Ⅴ-3 콜롬비아 IT 분야 하드웨어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품목

수출

수입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115,386

85,422

56,320

404

192

146

정보통신기기

79,923

56,336

24,363

317

166

36

전자부품

860

775

1,202

287

2

2

반도체

9

24

19

28

0

0

평판 디스플레이

62

103

44

220

1

0

센서

87

15

59

0

0

0

Ⅴ. IT 산업｜155

표 Ⅴ-3 계속
품목

수출

수입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자관

0

0

0

0

0

0

수동부품

22

27

65

0

0

1

접속부품(기구부품)

680

606

1,006

40

1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8,432

10,297

13,464

4

69

7

24

3,153

10,251

0

1

1

8,161

7,056

3,128

0

1

6

231

78

20

0

66

0

16

9

65

3

1

0

67,219

41,730

7,634

25

4

20

67,217

41,715

7,440

25

4

20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통신 및 방송기기
통신기기
방송국용 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광자기 매체
정보통신응용,
기반 기기(Broad IT)
의료정밀광학기기
가정용 기기

2

15

194

0

0

0

3,329

3,534

1,965

1

91

7

83

0

97

0

0

0

35,463

29,086

31,957

87

26

110

11,319

12,718

12,559

69

24

68

19,720

9,013

11,609

18

2

0

59

46

47

0

0

0

4,365

7,310

7,743

0

0

42

사무용 기기 및 장비
전기장비
자료: KOTRA

나. 소프트웨어
2011년 콜롬비아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4억 4,000만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2011~15년) 소프트웨어 시
장은 연평균 12% 성장할 전망이다. 높은 불법복제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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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행업, 소매업, 공공 부문, 소비재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시장 중 라이선스 판매의 경우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판매를 포함할 경우 그 상승
세는 더욱 가파르다.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는 2010년 현재 3,200
만 달러로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2011년부터는 4,000만 달러를 넘
어서 201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5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 현재 콜롬비아의 소프트웨어 주요 수출 대상국은 에콰도
르(48%), 미국(28%), 코스타리카(24%) 베네수엘라(16%) 등이다.
표 Ⅴ-4 콜롬비아 소프트웨어 시장 관련 지표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프트웨어 판매 규모
라이선스 라이선스+서비스
170
300
191
357
215
411
244
452
239
486
257
538
285
603
308
680
331
760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

고용인 수

26
24
30
33
35
32
40
54
75

17,400
16,880
17,900
17,420
18,160
17,860
18,210
18,770
19,290

주: *는 예측치를 의미함.
자료: Fede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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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전체 시
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형 기업은 44%, 대기업은
2%에 불과하다. 여기서 대기업은 연간 평균 매출액이 50만 달
러를 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09년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는
2005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700개에 달했다. 국제 소프트웨
어 및 정보기술 품질인증 기준인 CMMI 인증을 받은 기업은
2003년에 1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6개 기업으로 늘어났
고, 2010년에는 40여개로 증가했다.

그림 Ⅴ-2 콜롬비아의 소프트웨어 기업 현황

소프트웨어 기업 수

자료: Federación Colombiana d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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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기업의 구성

표 Ⅴ-5 콜롬비아의 CMMI 인증기업 현황
기업명
Open systems ltda
IIimitada s.a
Heinsohn software house s.a
Red colombia s.a
Avansoft
Asesoftware
Mvm
Gestiontek
Trebol
Soft bolivar s.a
Intergrupo s.a
Cidlis
Fundación cardiovascular
Servinte
Coomeva

도시
Cali
Medellin
Bogota
Bogota
Medellin
Bogota
Medellin
Bogota
Medellin
Bogota
Medellin
BMGA
BMGA
Medellin
Cali

등급
IV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
II
II
II
II
II

자료: Federación Colombiana de Software.

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소프트웨어 불
법복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퇴치 노력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4) 이는 안
정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실
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범국가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홍보하
는 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보고타에 처음으로 중남미 반(反)불법복제
4)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2009년도 콜롬비아의 불법복제율은 55%
수준으로, 역내 국가들인 브라질(56%), 멕시코(60%), 칠레(64%), 에콰도르(67%),
아르헨티나(71%), 베네수엘라(87%)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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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설립하고, 경찰과 개인에게 훈련 및 서비스 등을 제공
한 바 있다.
향후 콜롬비아에서는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이나 공
급망관리시스템 같은 기본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운영
효율성 증가와 지역 공급망 조직화, 물류와 창고기능의 현대화
등에 힘입어 전사적자원관리(ERP)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분 확인, 사생활 보호 등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통신, 금융
서비스, 공공 부문, 소비재 부문, 제조업과 중소기업 부문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ICT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CMMI 인증 획득을 위해 약 60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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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2010년 콜롬비아의 소프트웨어 시장 구성
(단위: 백만 달러)
소프트웨어

각 분야별 세부 유형

시장 분야

인프라 소프트웨어
(30%)

개발 및 배치
(28%)

애플리케이션
(43%)

지출

시스템 소프트웨어

48.6(49%)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21.4(22%)

보안 소프트웨어

16.8(17%)

저장 소프트웨어

11.1 (11%)

소계

97.9

RDBMS 및 ORDBMS

69.6(58%)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7.8(6%)

애플리케이션 서버 미들웨어

17.7(15%)

인테그레이션 및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미들웨어

12.3(10%)

Quality & Life-Cycle Tools

2.2(2%)

데이터 접근, 분석, 전달

10.7(9%)

소계

120.3

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applications

81.0(30%)

operations and manufacturing applications

56.7(21%)

content applications

54.0(20%)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pplications

43.2(16%)

collaborative applications

21.6(8%)

supply chain management applications

8.1(3%)

consumer applications

2.7(1%)

engineering applications

2.6(1%)

소계

270.2

시장가치 총액

488.4

자료: IDC 2010.

다. 서비스

2011년 콜롬비아의 IT 서비스 부문 지출은 2010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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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한 9억 2,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IT 시장의 매출
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9% 정도로, 신흥 개도국
이나 중남미 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장 수요의 대부
분인 75%는 대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새로운 전략인 ‘Vive
Digital ICT’ 개발 계획안 역시 공공 부문의 IT 관련 지출에 새로
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콜롬비아의 IT 서비스 시장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서비스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콜롬비
아의 Isagen이나 Empresa de Energía de Cundinamarca 같은 회사
들이 큰 입찰을 수주하면서 공공재 부문에서의 잠재적 성장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아웃소싱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금융 관련 IT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역내 IT 서비스 시장의 업무처리 아웃소싱
(BPO)과 외주의 중심지로서 콜롬비아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각
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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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콜롬비아의 IT 서비스 산업 분야 기업
기 업
27%의 기업이 콜센터에 해당함.
기업의 73%가 IT 서비스나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고 용
IT 서비스 부문에서 약 8만 4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부문은 1만 6천여명을 고용 중임.
IT 서비스 부문은 1만여명, 콜센터는 5만 3천여명
을 고용하고 있음.
소 득
당 산업의 2009년 총 판매액은 2250만 달러에 달함.
총 판매의 57%를 IT 기업과 아웃소싱 서비스에서
차지하고 있음.
43%는 콜센터가 차지할.

주: 콜롬비아 IT 서비스 분야 164개 선두그룹 대상 관련.
자료: Las 5000 empresas-Revista Dinero; Ministerio de Technologias de la
Información y Comunicaciones(MINTIC), BPR Asociados -ISI Emerging Markets;
Cálculos Proexport.

입어 IT 서비스 시장은 핵심적인 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으로 평
가된다. 콜롬비아에서의 IT 서비스 시장은 50%가 이러한 업무
처리 아웃소싱 시장이 차지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숙련된 인력을 갖추
고 있으며, 글로브넷(Globenet) 해저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어
BPO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
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페루 등 중남미 역내 다른 국가와
의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1년 IT 아웃소싱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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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1억 2,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IT 서비스의
주요 분야는 은행업, 금융 서비스, 공공 서비스, BPO 등이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몇몇 금융 서비스 기관에서 IT 분야 예산
을 삭감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아웃소싱에 대한 국제
적인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콜롬비아 국내에서도 소
매금융에서 투자은행까지 금융 분야의 IT 서비스 수요가 점차적
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SaaS나 infrastructure-as-a-service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도와주는 기관이 IT 서비스 시장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과 소매업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분야의 기관은 하드웨어 부문 투자에서 지출을 줄이고자 할 것
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나 공공 부문에서도 수요 증
가가 예상되고, 교육이나 건강 부문도 IT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 정보 통신
1) 통신시장 추세
콜롬비아의 통신 인프라는 다른 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잘 발달된 편이다. 그러나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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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여전히 통신시설이 열악하다. 국영 및 민간 업체들이 전국
단위나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부와 통
신규제위원회(CRC: 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는 상
이한 통신 운영자 간의 상호 호환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의 통신시장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둔화
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09년 통신시장의 매출은 전년대비 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브로드밴드 부문은
유일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2004년에는 처음으로 콜롬비
아의 이동통신 사용자 수가 유선전화 사용자 수를 넘어섰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콜롬비아에서 전체 전화 사용자 중 15%가
유선전화, 85%가 이동전화 사용자다.
그림 Ⅴ-4 2000~09년까지의 콜롬비아 통신 부문 수익 및 변화율

자료: CRC에 근거한 Budde 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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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2006~11년 부문별 통신 수익 비중

자료: CRC에 근거한 Budde Comm.

2011년 콜롬비아의 통신시장은 브로드밴드 부문이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그에 반해 유선부문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2011년에도
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콜롬비아의
이동통신 시장이 조기 포화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일부 부유계층에서는 이미 휴대폰을 두 개씩 보유하고 있
는 상황이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콜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브로드밴드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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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전화 시장

콜롬비아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중남미 평균을 1%포인트 상회
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다. 콜롬비아에서 이동통신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
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2004년 중반부터 이미 이동통신 이
용자가 유선전화 이용자를 앞질렀다. 현재 이동전화 보급률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동전화 시장이 침
체를 겪기도 했으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10년부터 소폭 반등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내에서의 주
통신 기술은 GSM(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s) 방
식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는
2006년 완전히 사라졌고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은 각각 2008
년과 2010년 중반에 사용이 중단되었다.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Comcel사가 2008년 2월부터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UMTS) 네트워크를
개시하였다. 2011년 1월 현재 Comcel사는 33개 주도(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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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2000~11년 상반기 콜롬비아의 이동전화 보급률
(단위: 백만 명)

자료: Cifras-panorama del Mercado del Sector TIC-Colombia 2011, InteracTIC.

capital)와 더불어 932개 시(municipio), 31개 관광지역에서 3G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mcel사의 서비스에는 화상 전화, 모바
일 TV,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포함된다. Tigo사도 2008년 10월부터
3G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2011년 1월 현재 24개 주, 338개 시
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통신회사인 Movistar
역시 2008년 12월부터 3G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화상채팅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27개 주도와 다수의 시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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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최초로 3G의 다음 단계라 볼 수
있는 LTE(Long Term Evolution, 4G) 네트워크의 상업적 활용 국
가가 될 전망이다. UNE은 2011년 하반기부터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에서 LTE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3) 인터넷 시장

콜롬비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6년에 15%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연평균 43.3%로 매
우 가파른 편이다.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도 2009년 3분기
45.23%를 기록하며 모뎀 사용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
한 840달러 미만 저가 PC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2007년부터 PC 판매가 급증하여 인터넷 시장 발전을 위한 환경
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기술 형태별 인터넷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케이
블 이용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6년을 기점으
로 xDSL의 이용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와이맥스나 무선 인터넷 접속 비율은 최근 다소 주춤하는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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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긴 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0년 이용자 수는 3만
명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속도별 유선 인터넷 가입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 1분기
에는 2048~4096Kbps 유선 인터넷 가입자가 7배 이상 증가 한
반면, 2011년 1분기에는 4096Kbps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가
400% 이상 증가했다.

그림 Ⅴ-7 2002~11년 상반기 콜롬비아의 기술별 인터넷 가입자 비율

자료: Cifras-Panorama del Mercado del Sector TIC-Colombia 2011, Inter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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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2006~11년 속도별 유선 인터넷 가입자 변동률

자료: Cifras-Panorama del Mercado del Sector TIC-Colombia 2011, InteracTIC.

무선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의미하는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2009년 10%대를 밑돌았으나, 2010년부
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서 2011년 2분기에는 30%대에 육박했
다. 전반적인 모바일 사용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모
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클릭존(Zona Clic)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및 컴퓨터 보급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장 낙
후된 지역의 경우 컴퓨터 보급률이 10%에 불과해 향후 성장 잠
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까

Ⅴ. IT 산업｜171

지 880만 인터넷망 설치 및 720개 지방도시 연결을 목표로 4년
간 5조 5,000억 페소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디지털 신도시
및 타운 건설을 위해 2008~11년 15조 페소를 투자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추가로 현재 16%에 달하는 인터넷 서비스 부
가세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림 Ⅴ-9 2008~11년 콜롬비아의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자료: Cifras-Panorama del Mercado del Sector TIC-Colombia 2011, Inter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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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Ⅴ-1 전문가 인터뷰: IT 프로젝트

□ Natalia Rozo Parra*
1. 콜롬비아의 전자정부 이용 현황은?
▶ 콜롬비아는 전자정부 실현에서 전 세계 10위, 중남미 1위를 차지한다. 또
한 향후 점진적으로 전자정부 실행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 현재 IT 분야 프로젝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SENA(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를 구축하고 있다. SENA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5개 분야에
서 약 1,500만 달러 규모로 2011년 11월 말에 실시될 계획이다. 현재 콜
롬비아의 온라인 강의 수강자는 연간 10만 명에 이르고, SENA를 통한 강
의는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는 기술(Tecnica, technologia) 분야에서
만 온라인 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향후 교육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Computadores para Educar’라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정책이
있다. 정부가 컴퓨터를 구매하여 저소득층에게 보급하고 있다. 또한 200만
페소 이하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컴퓨터 보
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 정책으로는 ‘Comportel’이
실시되고 있다.
3. 콜롬비아의 온라인 교육 현황은?
▶ UNAD라는 국립통신대학이 있으며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학교는 도시로의 접근성이 낮은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
육을 제공하고 있고,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 학생에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 무료로 컴퓨터를 지급하고 있다.
4. 콜롬비아 IT 분야 중 투자 유망 분야는?
▶ 지능형 도시(Intelligient City), 클라우딩 컴퓨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한다. 특히 콜롬비아는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나, 현재 IT 수요자는 대
부분 대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MIPIME DIGITAL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IT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장
려하고 있다.
주: * 콜롬비아 정보통신연구원(CINTEL)의 프로젝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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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ETB

1) 사업 내용

1884년에 창립된 ETB는 콜롬비아 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회
사 중 하나로 200만 개의 전화선을 보유하고, 국토의 34%를 연
결하는 광대역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ETB는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서뿐 아니라 무선 기술과
와이맥스 기술에서도 가장 앞선 회사다. ETB는 효율적인 경영
과 사회 공헌을 통해 인적자원과 적합한 기술을 제공하고,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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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솔루션과 혁신적인 통신을 제공하며, 항상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미래 전략

ETB는 현재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보급하는 작업을 수행 중
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ETB는 ‘Internet entre todo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타, 카르타헤나 및 툰하 지역의 45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화형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TB는 콜롬비아 내 모든 지역으로 망을 확장하는 데 약 1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투자액은 주로 광대역 포트의 구매,
고객용 모뎀, 광섬유와 통신장비 구입에 쓰였다.
ETB는 SAM1, Globe Net과 같은 해저 케이블과 베네수엘라의
CanTV 회사와 협약을 통해 인터넷망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 밖
에 ETB는 TIGO 브랜드의 운영사인 Colombia Móvil을 통해 모바
일 서비스에 투자하였다. 또한 ETB는 Call Center 사업에 참여하
고 있고, 라틴아메리카 7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콜롬
비아 내에서 가장 큰 회사인 Contact Center Américas 회사의 지
분을 40% 획득하였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 ETB는 인터넷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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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청소년, 지역사회 기업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ETB는 효율성과 수익성 있는 정보통신기
술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TELEFONICA TELECOM

1) 사업 내용

통신부문 다국적기업인 Telefonica는 콜롬비아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Telefonica 그룹은 현재 Telefonica Telecom,
Movistar, Terra 및 Atento 등 4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Telefonica의 사업은 주로 유무선 전화와 광대역 서비스 인터넷
연결, 위성 TV에 집중되어 있다. Telefonica는 950개의 시·촌에 유
무선 전화 서비스를, 934개의 시·촌에 GSM 무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1,23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2) 미래 전략

Telefónica와 Grupo Etisalat는 기술 표준화, 신기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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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신제품, 디지털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M2M
시스템, 금융 서비스, Cloud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서비스 분야
에 대한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Telefónica와 Grupo Etisalat는
또한 다국적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 제공, 구매지역과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에도 합의하였다. Telefónica는 유럽 및
중남미의 25개 국가에 진출하였고, Grupo Etisalat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의 18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최근 Telefónica는 유선 전화기 전파 범위 확대, 휴대용 전화기,
광대역 서비스, 인터넷 연결성 및 위성 TV 사업 투자에 주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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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성장 잠재력

향후 콜롬비아 IT 시장의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아직까지 콜롬비아의 전반적인 IT 인프라 수준이 열악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에서 지방의 PC 보급률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콜롬비아의 PC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프로그램, 특
히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 또한 PC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
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사회의 불만족 계층을 통합하는 수
단으로 ICT 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정
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육성책인 ‘Vive Digital
Programme’도 콜롬비아 IT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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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기업 부문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와 정보관리, 보
안 솔루션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수요도 콜롬비아 IT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향후 5년간(2011~15년) 콜롬비아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
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장 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12.6%
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리라고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시장도
연평균 11.7%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
해 하드웨어 시장은 IT 시장 평균 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9.7%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표 Ⅴ-7 콜롬비아 IT 시장 발전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IT 시장

2,758

3,062

3,429

3,806

4,187

하드웨어

1,390

1,528

1,690

1,852

2,011

서비스

927

1,044

1,186

1,336

1,491

소프트웨어

441

490

553

619

686

자료: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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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롬비아 진출 환경 분석

콜롬비아의 투자 환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육성정책에 힘
입어 2004년을 기점으로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콜롬비
아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2대 원칙으로 △ 내국민과 동등한 절차
보장 △ 투자부문 및 범위의 무제한을 내세웠다. 방위산업, 유해
물질 제조,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 일부 산업에서
투자유치가 제한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제
외하면 콜롬비아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전면 개방되어 있
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제3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건실하고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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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 19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에도 모라토리엄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을 겪지 않았으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였다. 사업 환경의 투명성도 주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하다. 특히 입찰 과정의 투명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우리베 대통령은 2002년
취임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사업 환경의 투명성 개선
에 역점을 두었다. 전 정부 8년 동안 콜롬비아의 투명성은 괄목
한 만한 개선을 이루어 현재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가장 사업
환경이 투명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콜롬비아
에서 한국 상품의 이미지가 좋아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우호
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광업, 교통인프라, IT 부문은 정부
가 콜롬비아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하여 관심을 갖는 부문이기에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콜롬비아 투자 진출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먼저
콜롬비아는 현지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기업의 대출 금리
가 높고 대출 조건도 까다로우며 현지 자본시장도 발달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기업들은 외국계 은행, 미주개발은
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자국의 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금
융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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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는 하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에 사업 수행 이전에 수익성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광업 진
출 시에는 해당 지역의 원주민 또는 흑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에게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해당 주민이 개발에 반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콜롬비아는 지역별, 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데, 이는 콜롬비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이다. 진출 기업이 이러한 콜롬비아 경제의 특성을 이해하여 기
업 이익의 일부를 빈곤퇴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한다면 기업
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콜롬비아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1에서 중남
미 국가 중 세 번째로 사업 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콜
롬비아의 기업환경 평가는 전 세계 183개 국 중 42위를 기록했
고, 중남미 1위와 2위를 차지한 칠레(39위)와 페루(41)에 비교해
순위차가 크지 않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 투자자 보호 수준
이 가장 높고, 퇴출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가장 적다. 재산
권 등록(4위)과 건축 관련 인허가(9위)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력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고,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비용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Ⅵ. 한 콜롬비아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185

표 Ⅵ-1 콜롬비아 및 주변국의 기업환경 순위(2011)

구분

칠레

페루

콜롬
아르헨
볼리 베네수
멕시코
브라질
비아
티나
비아 엘라

종합 순위
(중남미 순위)

39
(1)

41
(2)

42
(3)

53
(6)

113
(22)

126
(26)

153
(29)

177
(32)

창업

3

8

12

15

24

19

30

25

건축 관련 인허가

16

20

9

10

32

24

22

23

전력 조달

13

20

28

30

17

15

25

32

재산권 등록

5

1

4

25

24

14

23

9

자금 조달의 용이성

7

3

10

5

10

18

26

32

투자자 보호

5

2

1

12

20

15

24

31

세금 납부

2

9

13

14

24

26

31

32

국제교역

10

8

16

9

20

26

29

32

채권 회수 절차

4

17

25

8

1

19

24

7

퇴출 절차

18

16

1

2

13

23

9

29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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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롬비아 진출 현황

가. 수출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은 약 13억
9,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
는데, 2010년 무역 흑자는 약 9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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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입
(단위: 1,000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Ⅵ-2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입
(단위: 1,000달러, %)

연도

수출
금액

수입
증가율

금액

수지
증가율

금액

2005

623,601

35.7

136,795

28.6

486,806

2006

912,900

46.4

205,533

50.2

707,368

2007

1,120,657

22.8

116,309

-43.4

1,004,349

2008

1,090,759

-2.7

143,429

23.3

947,330

2009

797,029

-26.9

124,918

-12.9

672,111

2010

1,388,553

74.2

432,139

245.9

956,414

자료: 한국무역협회.

양국의 지속적인 교역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콜롬비아는
각국이 가진 교역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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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의 교역은 일부 품목에 대한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타이어, 기계류, 무선전화기, 컴퓨터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광학기구, 섬유 및
의류, 정유제품 등은 콜롬비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미미한 수준
이다. 또한 전자제품과 기계류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수출량은 한국이 가진 수출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
한국이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 상품도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
도가 높다. 주요 수입품은 유연탄, 커피, 원유, 고철 등이다. 콜
롬비아는 이들 상품 외에 세계 시장에서 설탕과자, 육류, 과일
및 견과류, 금을 포함한 귀금속 광물, 원유, 직물 및 의류, 화장
품, 수산물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들
상품 수입은 그 수량이 미미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는 한국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무역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양국이 충분
한 교역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한국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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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한국의 대콜롬비아 10대 수출입품목(MTI 3단위, 2010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741

수출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자동차

434

31.2

132

742

자동차부품

360

25.9

214

합성수지

71

711

원동기및펌프

747

수입
금액

비중

석탄

167

38.7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83

19.2

5.1

015

기호식품

70

16.2

53

3.8

131

원유

39

9.0

항공기및부품

46

3.3

622

동제품

30

6.9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33

2.4

226

농약및의약품

15

3.5

725

건설광산기계

32

2.3

621

알루미늄

11

2.5

320

고무제품

31

2.2

331

가죽

7

1.6

613

철강판

29

2.1

821

영상기기

2

0.5

813

컴퓨터

23

1.7

012

산식물

1

0.2

432

100.0

총계

1,389 100.0

총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콜롬
비아와의 교역에서 얻는 무역흑자는 2006년 7억 달러에서 2010
년에는 9억 6,0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의 무역흑자는 한국이 콜롬비아에서 수입한 전체 금액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콜롬비아 입장에서 한국과의 교역에서 겪
는 이 같은 막대한 무역역조는 양국 간의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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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 선제적으로
콜롬비아의 대 한국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나. 투자

콜롬비아는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콜롬비아에
유입된 전체 외국인투자 금액은 약 72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특
히 콜롬비아는 석유개발(37.1%), 광업(30.8%), 금융(9.6%), 제조
업(6.7%) 등에 외국인투자가 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
제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석탄과 석유 부문에 해외투자가 급
증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콜롬비아 직접투자는 2010년 약 2,630만 달러로 콜롬
비아가 받아들이는 전체 투자의 약 0.37%에 그치는 미미한 수
준이다. 또한 외국의 콜롬비아 투자가 석유, 광업, 금융 등에 집
중되는 반면 한국의 투자는 제조업(43.2%)과 도소매업(48.3%)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광업은 최근 들어 투자가 이
루어지는 추세이다. 1980년 이후 한국의 전체 콜롬비아 투자누
적액 중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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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직접투자
(단위: 1,000달러)

업종대분류

1980~2010년
누적 투자액
금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중

제조업

37,167

43.2

59

도매 및 소매업

41,569

48.3

21,866

6,999

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9

0.1

10

운수업

70

0.1

70

100

0.1

0

농업, 임업 및 어업

0

0.0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0.0

0

광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총계

86,002 100.0

10

23,924
0

10

21,925

8,400

20

4,682

2,307

0
13,082

26,31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91년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이
후 국내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11년 9
월 기준으로 콜롬비아에는 삼성, LG전자를 비롯한 3개의 판매법
인과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 등 14개 회사가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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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한국기업의 콜롬비아 진출 현황

진출업체

진출연도

진출형태

취급분야

현대종합상사
삼성전자

1980

지점

종합 (철강, 화학, 전기 등)

1997

판매법인

가전, 통신, IT 등

LG전자

1999

판매법인

가전, 통신, IT 등

레오콘

2004

판매법인

플라스틱레진류
건강보조기구

세라젬

2005

판매법인

현대자동차

2006

지점

상용자동차

TGL 콜롬비아

2006

지사

물류사업

SK Energy

2008

지사

광구탐사 입찰 참가

한국 타이어

2008

지점

타이어

대우 인터네셔널

2010

지사

종합상사

KT

2010

지사

통신망

메디슨에코넷

2010

법인

의료기기

현대건설

2010

지사

건설사업

누가베스트

2011

법인

의료기기

자료: KOTRA.

다. 제도 및 산업협력

한국과 콜롬비아는 1962년 3월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콜롬비
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으로 전통적으로 한
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최근 콜롬비아가 대아
시아 외교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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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의 산토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
여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
였다.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4번째 전
략적 동반자 관계 대상국이 되었다. 이는 콜롬비아가 한국에 갖
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정상회
담에서 양국은 경제, 문화, 사회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과 비
전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고위정책협의회, 기업인 대
화, 미래 포럼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일환으로 고위정책
협의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
는 한․콜롬비아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첫 아시아 국가로, 콜롬
비아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협력 부문에서는 자원·에너지, 인프라·플랜트, 과학․기
술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한국이 콜롬비아의
국가개발계획(2010~14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기 위해 해당 부처 간 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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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2011년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부처 간 MOU

ㅇ Look Asia 프로젝트와 포괄적 전력협력 MOU(지식경제부)
ㅇ 자원·에너지 개발 MOU(지식경제부)
ㅇ 주택·국토·도시 개발 협력 MOU(국토해양부)
ㅇ 환경보호분야 협력 MOU(환경부)

Look Asia 프로젝트는 자원·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수출을 목
표로 하는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콜롬비아의 동부지역인
야노스 분지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송유관과 정유공장 그리고 수
출용 항만을 건설하여 콜롬비아의 석유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
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11월 콜롬비아
와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양국 간
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2011년 12월 6일에는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
었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콜롬비아는 자동차, 섬유 의류 및 디
자인, 전력 에너지, 의료관광, 전자기기, BPO&O, IT, 소프트웨어
등의 부문에서 연구센터 설립, 콜롬비아 인력의 교육 훈련 등에
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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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진출 방향

가. 광업

광업은 콜롬비아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례로 플랜트 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이 현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 기업
과 합작을 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광업의
경우는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의 동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
업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도 내국기업이나 내국기업과 합
작하는 외국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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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요가 높지만 광업 특성상 환경오염 문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분야이다.
우선 광업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는 원주민과 흑인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광업
개발 이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과 흑인에게 개발에 관
한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동
의를 얻기 위해서는 광산기업의 투자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CSR 활동을 통해 광산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의 빈곤퇴치, 환경보호, 지역 개발 등에 사
용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대부분 세계
적인 광업 다국적 기업이다. 따라서 이들은 CSR 활동에 대해 회
사 내부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콜롬비아에서도 활발하
게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콜롬비아에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도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CSR 활동을 적극적
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경우 혜
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현지 기업의 축적된 경험이 입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콜롬비아는 입찰 준비 서류가 방대하고, 작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국기업이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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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
라서 현지의 광업 입찰에 경험이 풍부한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입찰에 성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인프라와 광업 개발을 연계하여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내륙에서 생산한 광물을 항구까지 운반하는 인프라가 부
족하거나 열악하여 내륙운송비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
한 광물 운송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광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광물 개발과 함께 인프라 건설을 동
반하여 투자한다면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정
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패키지 진출을 제안할 경우 입찰에 유
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입찰 조건에서 법률이 제시하는 로열티보다 높은 금액
의 로열티 지급을 제시할 경우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콜롬비아에 있는 한국 공관이나 무역관을 적극 이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콜롬비아에 투자하는 경우 현
지의 공관이나 무역관을 거치지 않고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콜롬비아의 발주처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업체에 대한 정
보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진출 시 현
지의 한국 정부기관 및 공공 기관을 통해 현지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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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현지 기관 및 업체와 접촉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섯째, 광물 개발뿐 아니라 광물 탐사 분야에도 진출을 고려
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현재 주목받는 석탄, 니켈, 금, 은, 에메
랄드 등의 광물 외에도 희귀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매장량과
매장 광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석탄의 잠재 매장
가능성 탐사, 해저광물자원 공동 탐사, 희유금속 탐사 등에 진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교통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균형
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소이기에 콜롬비아 정부는 교통인
프라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국가개발계획에서도
드러나듯 콜롬비아의 교통인프라 개발 수요는 상당히 높다.
콜롬비아의 교통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자사업의
진출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은 콜롬비아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부재
정의 한계로 인해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 기회는 많지 않
다. 도로청(Invia)이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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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도로청 담당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도로청 발주사업의
99%는 현지기업에 낙찰된다. 이는 현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
어서가 아니라, 콜롬비아 정부 발주 사업의 까다로운 입찰 과정
과 입찰 서류로 인해 외국기업이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청 발주사업은 민자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사업기회가 현저히 적기에 외국기업이 참여해 입찰에 성공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 대부분의 대규모 교통인프라 프로젝
트는 민자사업허가청(Inco)에서 발주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의 교통 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자사업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합작 진출이 유리하다. 현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찰과정으로 인해 현지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인
프라 사업의 경우 콜롬비아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현지기업과 컨소시업을 구성할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을
파트너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파트너
십을 맺을 경우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현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작기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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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향력이 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진
출할 경우 현지에서 영향력이 강한 큰 규모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한다. 콜롬비아
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이 파이낸
싱을 동반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조사 부문 진출을 검토 할 수
있다. 산토스 대통령은 최근 수력발전, 하수처리, 고속도로, 철
도, 항만, 교통 시스템, 신호등 설치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의 경우 입찰이 실시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민자사업허가청은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타당성조사, 자문, 금융 조달 등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실시
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프로젝트 설계 등의 부문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ITS 부문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콜롬비아 정
부는 인구 25만~50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전략적대중교통시스
템(SETP: Sistemas Estrategicos de Transporte Publico)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SETP 사업은 요금 자동징수, 버스 관리, 신호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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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정류장 신설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아르메니아(Armenia),
파스토(Pasto), 마니살레스(Manizales) 등을 포함한 12개 중소도시
에서 SETP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도시로 확
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실행 중인 SETP 시스템 관련 장비 구
매 입찰은 2012년 하반기 또는 2013년 상반기에 실시될 계획이
다. 이 지역 이외에도 콜롬비아에는 인구 25만~50만 명의 중소
도시가 많고, 중남미 3위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에 중소도시에
한국의 선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수출할 기회가 많다.

다. IT

첫째, 온라인 교육 부문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IT 분야 최대
의 프로젝트는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이
다. 정부는 SENA(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라는 컴퓨터 온
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기술교육 분야에 한정되어있지만, 정부는 향후 교육 범
위를 확대시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넓은 국토와 험악한 지형
으로 인해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정부는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 중으로 온라인 교육은 접
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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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정부는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보조금
을 통해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기에 온라인 교육의 인프라 보급
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
는 온라인 교육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광통신 분야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현
재 1,100개 시(municipio) 중 753개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지형이 험악하거나 고립된 지역
에서는 위성으로 인터넷을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고비용
으로 인해 광케이블이 새로운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현재 진행되
는 광케이블 사업은 입찰이 종료되었으나, 향후 인터넷 서비스 제
공과 유지 보수 등에서 사업 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능형 도시(Intelligent City) 구축에 진출할 수 있다. 콜
롬비아의 정보통신연구원은 한국의 송도를 예로 들며 한국이 콜
롬비아의 지능형 도시 건설에 사업에 참여하기를 조언하였다.
넷째,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콜롬비아
는 전체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다. 현재 IT 서비스는 대부분
대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그러나 정부는 Mipime Digital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IT 기술 활용, 특히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 채택
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
딩 컴퓨팅 서비스의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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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1. 광업

1) 주요 유관기관

(1) Ministry of Mines
- Add: Street 43 Nº 57 - 31 CAN–Bogotá, Colombia
- Tel: (571) 2200300
- http://www.minminas.gov.co
- Activities: 광산 안전 책임 및 관리

(2) Ministry of Environment, Housing and Territorial Development
- Add: Street 37 Nº 8-40 Bogotá, Colombia
- Tel: (571) 3323434–3323400
- http://www.minambiente.gov.co
- Activities: 환경 및 산림 관리

(3) Autonomous Reg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rporation
- Add: Street 70 Nº 11A- 24 Bogotá,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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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571) 3172888–3172711 - 3172655
- http://www.asocars.org.co
- Activities: 환경 라이센스 관리

(4) Ministry of Social Protection
- Add: Carrera 13 # 32-76 Bogotá, Colombia
- Tel: (571) 3305000 Fax: (571) 3305050
- http://www.minproteccionsocial.gov.co
- Activities: 사회보장 책임

(5) Ingeominas
- Add: Diagonal 53 Nº 34 - 53 Bogotá, Colombia
- Tel: (571) 220 0200 - 220 0100 - 222 1811 Fax: (571) 222 0797
- http://www.ingeominas.gov.co
- Activities: 지하자원의 잠재력을 조사 및 발굴

(6)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DANE)
- Add: Carrera 59 Nº 26-70 Interior I–CAN Bogotá, Colombia.
- Tel: (571) 5978300

Fax: (571) 5978399

- http://www.dane.gov.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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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ies: 콜롬비아 통계 업무

(7) Chamber of Asomineros (ANDI)
- Add: Street 73 Nº 8–13 Bogotá, Colombia
- Tel: (571) 3268500

Fax: (571) 3473198

- http://www.andi.com.co
- Activities: 기업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원칙 보급

2) 주요 기업

(1) Company Name: CARBONES DEL CERREJÓN
- Add: Street 100 Nº 19-54 Bogotá, Colombia.
- Tel: (571) 5955555
- http://www.cerrejoncoal.com
- Activities: 석탄 발굴 및 탐사

(2) ECOPETROL
- Add: Carrera 13 Nº 36 - 24 Bogotá, Colombia
- Tel: (571) 2344000
- http://www.cerrejonco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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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ies: Hydrocarbons 탐사 및 개발

(3) C.I PRODECO SA
- Add: Carrera. 54 # 72-80 - Barranquilla (Atlántico), Colombia
- Tel: (575) 3695500 Fax: (575) 3582825
- Activities: 석탄 수출 및 탐사

(4) CERRO MATOSO SA
- Add: Kilometro 22 Carretera Suroriente Complejo Minero–
Montelibano, Colombia
- Tel: (574) 7723301

Fax: (574) 7723235

- Activities: Ferronickel 발굴 및 탐사

(5) CI COQUECOL
- Add: Street 87 Nº 19A-27 Of. 601 Neighborhood Antiguo
Country–Bogotá, Colombia
- Tel: (571) 5301053–5301054 Fax: (571) 2367345
- Activities: 석탄 발굴 및 탐사

부록 ｜209

(6) CONSORCIO MINERO UNIDO
- Add: Carrera1C Nº 22-58 Of. 1204 - Santa Marta, Colombia
- Tel: (575) 3695501 - 3695500 Fax: (575) 3582825
- Activities: 석탄 저장, 탐사 및 개발

(7) CARBONES DE LA JAGUA S.A.
- Add: Street 77B Nº 59-61–Barranquilla, Colombia
- Tel: (575) 3695501 - 3695534 Fax: (575) 3582825
- Activities: 광산 채굴

(8) MASERING SAS
- Add: Street 77B Nº 57-141 Of. 1101–Barranquilla, Colombia
- Tel: (575) 3689222 - 3609179

Fax: (575) 3689222 - 3609179

- http://www.masering.com
- Activities: 광산 채굴

(9) MINAS PAZ DEL RIO S.A.
- Add: Street 100 Nº 13-21 Of. 601 Bogota, Colombia
- Tel: (571) 6517300

Fax: (575) 6517300

- http://www.minaspazdelrio.co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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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ies: 석탄 및 광물 탐사

2. 교통인프라

1) 주요 유관기관

(1) MINISTRY OF TRANSPORT
- Add：Avenida el Dorado C.A.N Bogota, Colombia
- Tel: (571) 324-0800
- http://www.mintransporte.gov.co
- Activities: 국가의 교통 부문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도로, 항만, 공항의 건설과 같은 국가
기반산업의 관리, 감독, 유지 및 보수이다.

(2) INVIAS
- Add: Carrera59 # 26-60 -Edificio INVIAS-CAN BOGOTA
Colombia
- Tel: (571) 7056000
- http://www.invias.gov.co
- Activities: 콜롬비아 내의 모든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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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며, 도로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주 업무로
한다. 이 기관의 목표는 국가의 교통시스템 발
전에 기여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
도를 높이며, 교통인프라 사업과 같은 국책사
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3) NATIONAL PLANNING DEPARTMENT
- Add：Calle 26#13-19-Edificio Fonade Bogota Colombia
- Tel: (571) 381-5000
- http://www.dnp.gov.co
- Activities: 국책사업의 성공 여부를 미리 조사하여 콜롬비
아 정부가 사업에 대한 적합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사업의 실행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거
시경제 측면에서 국책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
된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
는 방법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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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TRICT DEPARTMENT OF MOBILITY
- Add：Street 13 No. 37-35 Bogota, Colombia
- Tel: (571) 1953472
- http://movilidadbogota.gov.co
- Activities: 각 주요 도시의 교통 유동량을 조사하고 더 나
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민원 업무와
교통량 조사이다.

2) 주요 기업

(1) TransMilenio S.A
- Add: Av. Dorado No.66-63 Bogota, Colombia
- Tel: (571) 220-3000
- http://www.transmilenio.gov.co
- Activities: Urban Transport

(2) METRO DE MEDELLIN LTDA
- Add: Street 44 46-001 Bello-Antioquia, Medellin
- Tel: (574) 444-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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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etromedellin.gov.co
- Activities: Urban Transport

3. IT

1) 주요 유관기관

(1) 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 Add: Edifice Murillo Toro Cra 8a between streets 12 y 13
Bogotá, Colombia
- Tel: (571) 3443460
- http://www.mintic.gov.co
- Activities: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정책, 프로그램 추진

(2) Colombian Association of Internet Users
- Add: Street 36 No 17-28 Piso 2 Bucaramanga, Colombia.
- http://www.acui.org.co
- Activities: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 장려

(3) Mobile Phone Industry Association in Colombia ASO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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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Cra. 9 Nº 81ª– 26 Of: 701 Bogota, Colombia
- Tel: (571) 3171337–70 Fax: (571) 321.2434
- http://www.asocel.org.co
- Activities: 국가 내 휴대전화와 통신기술 개발 촉진

(4) Colombian Chamber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CIT
- Add: Cra 11A N°. 93-67 Of: 401 Bogota, Colombia
- Tel: (571) 756 34 56 Fax: (571) 756 34 55
- http://www.ccit.org.co
- Activities: 통신 기술 개발 관리 및 통신회사 설립

(5) Research Center of Telecommunications CINTEL
- Add: Calle 99 No. 14 - 10 Of: 505, Edifice Tower REM
Bogota, Colombia
- Tel: (571) 6404410 Fax: (571) 6401094
- http://www.cintel.org.co
- Activities: 정보통신기술의 통합적 사용 촉진

(6) Colombian Federation of Industry-Related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FEDE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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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Cra 9 No. 72-81 of: 306 Bogotá, Colombia
- Web Page: http://www.fedesoft.org
- Activities: 정보기술 개발 촉구 및 세계적 수준의 IT 선진
화에 주력

(7)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RC
- Add: Cra 7 # 77–07 Floors 9 and 10 Edifice Tower Siete
77 Bogota, Colombia
- Tel: (571) 3198300
- http://www.crcom.gov.co
- Activities: 국민들이 정보기술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

2) 주요 기업

(1) TELEFONICA DE TELECOM
- Add: Transv. 60 # 114A-55 B. Moratto–Bogota, Colombia
- Tel: (571) 5935399 Fax: (571) 5938181
- 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216｜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2) ETB
- Add: Cr 8 # 20-56
- Tel: (571) 6466464 / (571) 6575160
- Fax: (571) 6181747
- 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3) TELMEX
- Add: Cra. 11A # 94-76 Chico–Bogota, Colombia
- Tel: (571) 6500500 - 6500300 Fax: (571) 6500300
- Activities: Suscription Television Services

(4) UNE
- Add: Cra. 16 # 11ASur-100–Medellín, Colombia
- Tel: (574) 3822020 - 3802020 Fax: (574) 3825050
- 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5) MOVISTAR
- Add: Street 100 # 7-33–Bogotá, Colombia
- Tel: (571) 7050000 Fax: (571) 6501826
- Activities: Mobile pon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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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CEL
- Add: Street 90 # 14-37 Chico–Bogota, Colombia
- Tel: (571) 6169797 Fax: (571) 6280685
- Activities: Mobile pone services

(7) TIGO
- Add: Cra. 9A # 99-02 P. 5 Chico–Bogota, Colombia
- Tel: (571) 3303000 Fax: (571) 6182712
- 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8) SAMSUNG ELECTRONICS COLOMBIA S.A
- 주소: Cra. 7 # 113-43 Of: 607 B. Santa Ana–Bogota, Colombia
- 품목: 백색가전, AV, 휴대전화, 기타 IT 품목
- Tel: (571) 4870707 Fax: (571) 4870707
- 진출형태: 판매법인

진출연도: 1997

(9) LG ELECTRONICS COLOMBIA LTDA.
- 주소: Highway Medellin Km. 1.8 South Side–Cota,
Bogota, Colombia
- 품목: 백색가전, AV, 휴대전화, 기타 IT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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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571) 5875454 - 5876250 Fax: (571) 5876240
- 진출형태: 판매법인
- 진출연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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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시회 및 박람회
1. 광업

￭ 전시회명: 7 International Mining Show
- 주최: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República de Colombia,
Gobernación de Antioquia Secretaría de Minas, ANDI
- 개최기간: From August 31 to September 2, 2011
- 장소: Palacio de Exposiciones Plaza Mayor, Medellín,
Colombia
- 기타 참고사항: 전시회에는 광산 기업, 장비, 기계 및 광산
서비스의 전시와 광산 회의(기술 회의, 무
역,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또한 콜롬비
아 광산 및 에너지 장관이 참가하며 광업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투자사업 도입 등
콜롬비아 광업 전체 분야에 대해 토론한다.

￭ 전시회명: XIV Latin American Geological Congress
- 주최: Sociedad Colombiana de Geología, INGEOM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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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dad EAFIT,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Asociación Colombiana de Geólogos y Geofísicos del
Petróleo
- 개최기간: From August 29 to September 2, 2011.
- 장소: Centro de Convenciones Plaza Mayor, Medellín,
Colombia
- 기타 참고사항: 콜롬비아의 지리적 이점과 개발 가능한
광산에 대한 정보 및 각 지역별 토양의
조건과 발전 가능성을 소개한다

￭ 전시회명: VIII Congreso Intergremial de Minería 2011-08-18
- 개최기간: From September 21 to September 23, 2011
- 장소: Las Americas Hotel, Cartagena, Colombia
- 기타 참고사항: 콜롬비아 광업 부문의 가치 및 추가 활동
을 설명하는 전문 학술 프로그램의 기능
을 하며 매년 약 300명 40개 사의 후원자
들이 참가한다. 콜롬비아의 광업 분야의
대표적인 교수, 경제 전문가들이 광업 분
야의 경제 분석을 한다. 일정에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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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생산 기업 및 항구 견학 등이 있다.

2. 교통인프라

￭ 전시회명: Financial Infrastructure Fair
- 개최기간: June 10th
- 장소: Casa Dan Carton Hotel, Bogota, Colombia
- 기타 참고사항: 콜롬비아 국내에 요구되는 공사의 재정,
사전계획 및 장비 등을 전시하기 위해
열린다. 부대행사로 다양한 전시회도 연다.

￭ 전시회명: Mobility and Transport Fair Colombia
- 주최: Corferias Bogota
- 개최기간: From November 16th to November 18
- 장소: Corferias, International Business and exhibitions center,
Bogota, Colombia
- 기타 참고사항: 교통인프라와 운송 시스템에 대한 정보
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속 발전
가능한 교통/운송 시스템의 개발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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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
으로 들을 수 있으므로 동 전시회에서는
매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 전시회명: Transport and Logistics Fair, Colombia
- 개최기간: From August 1 to August 3
- 장소: Corferias, International Business and Exhibitions
Center, Bogota, Colombia
- 기타 참고사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 기술, 운송,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열린다. 콜롬비아
교통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들
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둔다.

3. IT

￭ 전시회명: International Business Round Softic 2011
- 개최기간: October 20-21, 2011
- 장소: Chamber of Commerce Sede Salitre Avenida el dorado
Nº 68D-35, Bogotá,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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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콜롬비아의 서비스와 제품에 관심을 가
진 국제 바이어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
술을 개발하는 콜롬비아 기업 간의 비즈
니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전시회명: Mobile Monday
- 주최: himedia, inalambria, eurobate, editacuja
- 개최기간: August 8, 2011
- 장소: La Puerta Grande Restaurant, Bogotá
- 기타 참고사항: 모바일 산업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박람회이다. 이곳에서 모바일 산
업의 새로운 경향과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해 발표한다.

￭ 전시회명: Campus Party Colombia 2011
- 주최: futura networks colombia
- 개최기간: From June 27 to July 3, 2011
- 장소: Corferias, Bogotá, Colombia
- 기타 참고사항: 기술, 발명, 여가 및 전 세계 디지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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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는 가장 큰 박람회이다. 1997년부
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컴퓨
터와 통신매체 신기술에 관련된 모든 종
류의 활동을 위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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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주요 산업 이재호 / 정재완 / 이성훈
필리핀의 주요 산업 배희연 / 정재완 / 박병국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이철원 / 황지영 / 최진형
UAE의 주요 산업 박철형 / 이영희
헝가리의 주요 산업 이철원 / 김용성
칠레의 주요 산업 김진오 / 성기주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박영호 / 허윤선 / 심자용

2009년
미얀마의 주요 산업 정재완 / 김종상

유망국가 산업연구
11-04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2008년

머리말에서

KIEP-KOTRA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통상·세계지역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오랫동안 현장 중심의
해외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가 연구 노하우를

콜롬비아의

광업, 교통인프라, IT

모아「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미 2006년부터 업계의 높아지는 정보
수요에 맞추어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업 박철형 / 윤하청 / 윤서영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 황지영 / 김하민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이집트, 인

페루의 주요 산업 권기수 / 박강욱

2010년
호주의 주요 산업 백유진 / 이재호 / 이희연

광업, 교통인프라, IT

터키의 주요 산업 이철원 / 김찬열

이란의 주요 산업 윤서영 / 박철형 / 강성수

2011년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이철원 / 이현진 / 임채익
이집트의 주요 산업 윤서영 / 김효근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김민희 / 전혜린 / 이두영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권기수 / 박미숙 / 황현정
베트남의 주요 산업 정재완 / 이재호 / 권경덕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이재호 / 정재완 / 이장희

나, 페루, 체코, 벨라루스, 이란, 아르헨티나, 호주 등
의 산업 분석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미 발간된

권기수 | 박미숙 | 황현정

벨라루스의 주요 산업 황지영 / 김동묘

이지리아, 터키,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

2011년에는 콜롬비아, 불가리아, 에티오피아의 산업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권기수 / 박미숙 / 민희정
체코의 주요 산업 이철원 / 이현진 / 김병호

도, 태국, 필리핀, UAE, 카자흐스탄, 헝가리, 칠레, 나

권기수 | 박미숙 | 황현정

바 있으나 개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베트남, 인
도네시아, 이집트의 산업 분석 자료를 다시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
흥시장의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
한 것으로, 국가별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되 현지 시
장의 성장 가능성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
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