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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
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
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
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
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
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
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
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
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
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1) 당초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과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과테말라가 중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2018년 2월 5개국과 서명하였다. 2019년 일부 국가와 협정 발효, 2021년 3월 전체 협정을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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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자 한다.2)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
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
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
(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
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
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
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
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2) 멕시코와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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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
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
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
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
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
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
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
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
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
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
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
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
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
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
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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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
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
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
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
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
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
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
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
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
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
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
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
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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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
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
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
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
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
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
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
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
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
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
말라를 선정했다.

3) UN에서는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를 ‘저중소득국’으로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저소득국으로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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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
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
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
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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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본 보고서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유익한 자문을 해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권기수 교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전춘우 실장, 부경대학교 유정호 교수, 해양수산개발원 임병호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지원체제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해 준 KOTRA 해외무역관 및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지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 2007년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0년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수
립했다. 이후 세부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하여 현재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FTA 활용지원 초기 시절인 2011년 30%대 수준이던 우
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2019년 평균 70%대로 높아졌고,4) 이를 통해 FTA 경
제효과를 높이면서 FTA 정책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전 일본·터키·베트남·대만 등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참고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인 바 있고,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노하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FTA 활용지원 인프라를 전수해 주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미·중 간 전면적인 패권경쟁에다가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과 국내외 봉쇄(록다운) 여파로 세계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팬데믹 발생 이
후 수출시장은 위축되었고, 국제경쟁은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보호무역
주의 확산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미·
중 갈등이 격화되기 이전에는 WTO 다자무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FTA)5) 지
역주의 체제 간 선순환구조가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
으나, WTO 무기력증이 지속되면서 FTA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최신 통
상규범을 도입하였고, 중국과의 패권대결 구도를 강화시키면서 우방국들과 새
로운 무역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6)
4) 국내에서 FTA 활용률을 발표하고 있는 관세청의 활용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 수입활용률 =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실적]×100
5) FTA보다는 지역무역협정(RTA)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FTA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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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
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했지만,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TA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
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CPTPP)’ 가입과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7)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상황은
부진한 편이다.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통상당국의 현안이 되고 있다.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
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타결,8)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국 가입,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상
진전 촉진 및 한·중남미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
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남미 최대 경제권(남미 GDP의 70% 내외)인 MERCOSUR와 TA 협상은 협
상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지만,9) 그동안 MERCOSUR의 FTA 협상 전례로
볼 때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MERCOSUR는 EU와의 FTA(2019년
타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내실 있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
고, 보호무역주의 지속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시장진출 애로가 많다. 또한
6)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신규 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향후 대중국 정책 및 WTO
개혁 여부에 따라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금년 7월 미 통상당국은 디지털 무역 확대
및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디지털협정 추진을 시사했다.
7) 당초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과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과테말라가 중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2018년 2월 5개국과 서명하였다. 2019년 일부 국가와 협정 발효, 2021년 3월 전체 협정을 발효시켰
다. 한편 2021년 9월 2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안토니오 말루프(Antonio Malouf) 과테
말라 경제부 장관은 한·중미 FTA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8) 양측 간 논의 과정에서 MERCOSUR 국가들은 FTA보다는 무역협정(TA)으로 칭하도록 우리 측에 요구
했다.
9) 한·MERCOSUR TA는 2018년 5월 협상개시선언 이후 2020년 2월까지 총 5차 협상 이후 코로나19 확
산 등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2021년 6월, 1년 4개월 만에 6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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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는 관세동맹으로서 회원국 간 관세 분야 무역자유화가 부실할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FTA에도 미치는 못하는 내용의 협정이라는 비판이 있
고,10) 역내경제 비중이 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외정책에 있어 협력하기
보다는 경쟁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대외적인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이
다.11) MERCOSUR를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
는 한, MERCOSUR와 TA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하다.
중남미 지역은 자유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환경이 취약하지만,12)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및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중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이탈한 과테말라와
의 경제협력 강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콜롬비아·페루와의 양
자 간 FTA를 이미 발효시켰으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시 1조 3,000
억 달러(2019년)의 내수시장을 가진 멕시코와의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USMC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졌
고, 우리나라 기업의 북미 및 남미 진출 생산기지로 멕시코를 주로 활용하고 있
어 FTA 체결 필요성이 높지만, 멕시코의 사정으로 한·멕시코 FTA 논의는 부
진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앞으로 상대
국의 여건만 조성되면 추진해야 할 국가에 대한 FTA 활용 지원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파나마) 총 10개
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연구대상 국가의 범위를 결
정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무엇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
나 등 MERCOSUR 회원국이 경제규모나 우리나라와의 경제거래가 압도적으
10) Bown and Tovar(2016).
11) 조정란(2018a).
12) Bohigues and Riva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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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대상 경제협력 우선추진 국가로 선정될 수밖에 없
고, 이로 인해 다른 중소형 경제규모 국가들에 대한 고려가 취약해지는 문제점
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태평양동맹(PA) 회
원국이고,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관심 유도 차원에서 포함되었다. 참고로
멕시코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 협상을 할 당시부터 논의가 있었
지만, 그동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FTA 정책 홈페이지(www.
fta.go.kr)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둘째, MERCOSUR의 경우, 상대국의 경제협력 활동보다는 블록 내 내부 방
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 통상당국자 및 중남미 전문가들의 판단이다.13)
셋째,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다. 넷
째, 본 보고서에서는 중남미 지역 다자무역협정과의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다자무역협정 성격을 가진 태평양동맹(PA) 4개국과 중미 6개국을 분석대상으
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
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결코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한 권의 제
한된 분량의 보고서에 균형 있게 다루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MERCOSUR를 제외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수출지원정책이 부실한 상황이지만, 최근 이
지역 다수 국가들은 FTA를 통한 수출증진 및 공급망 확충에 정책적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없으나, 경제성장을
13)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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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무역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된 세계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FTA 활용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예산제약
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 모두와 FTA 활용지원을 추진하기
는 어렵고, 경제협력의 효율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해 경제협력의 성과를 봐가
면서 인근 다른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홍성우 외 2020)에 따르면, 최근 중남미에서 전개되는 미·중 간 갈등
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
대일로 정책을 내세워 중남미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진출을 확대했지만, 이를
미국이 견제하면서 현지 신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우
리나라 기업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FTA 정책 15년을 평가한
KIEP의 보고서14)는 FTA가 회원국 간 수출입과 직접투자(해외 진출, 국내 유
입)를 증가시켰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비즈니스 친화적 FTA 협정
문 도출 외에 FTA 활용 지원체계를 꾸준히 개선시켜 왔기에 실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 전파 및 경제협력 증진으
로 FTA 협정 및 협상에 대한 현지의 우호적 정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 해외 확산은 결과적으로 현지 진출 국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남미 지역에서의 FTA에 우호적인 현지 정치환경을 조성
하고, 중남미 지역 FTA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GVC 편입 확대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
14) 조문희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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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
고자 한다. 오늘날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활용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해주더라도 기
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5)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
계를 전수해주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
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에 대한 FTA 활용 지
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이 유망
한 중남미 국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 대부
분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부실한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수출진흥 프로그램
을 유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FTA 활용지원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몇몇 국가는 간접적인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3
장에서는 중남미 10개국별 현지 FTA 활용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여건을 분석
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등을 종합하여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지원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여러 악재가 GVC 확대를 억누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GVC는
세계무역의 핵심 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리카도식 비교우위에 근거한 전통무역
은 1980년대에 글로벌 가치사슬(GVC) 무역(2nd Unbundling 시대 개막)으로
전환되었다.16) GVC 무역이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무역
확대는 다국적기업(MNCs)의 GVC 활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17) 보호무역주
의 확산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GVC 확산이 주춤거리거나 부분적으로 퇴
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날 GVC 참여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의 핵
심 요건이 되고 있다.18) FTA 체결은 국제분업체계 참여에 도움이 되겠지만,
15) Cheong, Kim, and Cho(2010); Cheong(2014).
16) Baldwin(2011).
17) UNCTA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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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참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Baldwin and Lopez‐Gonzalez(2015)
가 강조했듯이, ‘무역-투자-서비스-지재권 융합(Nexus)’ 경쟁력을 높여야 한
다. 높은 수준의 FTA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협정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들이 체결한 FTA 다수는 깊이와 분야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될 여지가 많
다. 또한 체계적인 FTA 활용지원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중남미 국가들이 GVC 참여를 확대해야 함을 지적한 연구가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에 의
해 이루어졌다.19) 본 보고서의 연구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남
미 국가들은 FTA 활용과 GVC 편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가별 여건은 사
뭇 다르다. FTA는 국내외 부가가치 활동 증대로 GVC 참여를 촉진시킨다.20)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으로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GVC 활동을 높게 개선
시킬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FTA 발효 및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
로 GVC 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클 것이다. 이러한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 대한 성과도 양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몇 단계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핵심 작업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파급영향 추정과 GVC 활
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FTA 활용지
원 국제지원의 파급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양자 간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협력 대상국을 확대하는 단계별 전략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기간 내내 외국 출장은 물론이고 국내 회의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어 상대국의 현황과 여건, 입장 등에 대해서는 현지에 진출해있
18) WTO(2017); UNCTAD(2020).
19) Zaclicever(2017); Montalbano, Nenci, Pietrobelli(2017); Blyde and Trachtenberg(2020).
20) World Bank(2017); 정영식 외(2019); UNCTA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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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기관의 도움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다.21)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 검토 대상국을 선정한 것이며, 향후 양자 간 협의를 통
해 상호 관심 분야를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21) 연구진들은 각종 인터넷 자료를 주로 참고했지만, 현지 주재 KOTRA 무역관 및 한국대사관 담당자에
게 관련 정보와 현지조사를 요청하여 보고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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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유망 국가를 모색하기 위
해서는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 구축과정과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개선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보면, FTA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높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도입할 정도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결코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사업이 선심성 혹은 개발협력(ODA) 차원의 일방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ODA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일정 부분 재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
킬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어느 국가나 ODA 자금은 국민의 세
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원조 효과성을 ODA 평가 주요 지표의 하나로 적용하
고 있다.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미·중 패권경쟁이 디커플링으로 악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조치로 국
경관리 강화와 보호무역주의가 채택되면서 2020년 세계 통상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으나,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팬데믹 종식 기대감
이 커졌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확산으로 세계는 제4차 팬데믹 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
스 감염 위험이 있는 한, 현재 방역조치의 상당 부분은 유지될 것이며, 코로나
19 이전과 같은 국경 간 이동성은 향후 수년 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변형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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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안전하다고 여길 때까지
는 어떤 나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국경 간 이동 시 높은 수준의 검역
조치를 유지할 것이다.22)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강화된 탈세계화 현상이 유지될 것이나, 팬데믹
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회복을 위해 세계는 무역 활성화에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가 신임 WTO 사무총장
으로 취임했지만, 입법기능이 마비된 현재의 WTO 무기력증을 개선하기 어려
울 것이며, 악화된 세계 통상환경에서 FTA망은 무역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다.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FTA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및 시장접근 확대 등 통상환경 개
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2021년 9월 기준 우리나라는 57개 국가와 17개의 FTA를 발효했으며, FTA
건수 및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가 2004
년 확정한 ‘FTA 추진 로드맵’에서는 10년 이후 시점에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의 FTA 추진 목표를 설정했으나, 로드맵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인도·아세안 등 세계 주요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
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주도의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에 힘입어 2020년 FTA 활용률은 평균 70%를 넘어섰다. [그림
2-1]의 오른쪽 끝에 제시되었듯이,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었던
2011년의 활용률은 17.6%로 낮았다.

22) 이와 관련하여 UN은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슬로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https://
www.un.org/en/desa/%E2%80%9Cno-one-safe-until-everyone-%E2%80%9D, 검색일: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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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률이 90%를 초과하는 협정도 있지만, 일부 협정은 50% 이하의 활
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대기업보다 낮은 편이다. 미
국·EU 등 다수 국가가 FTA 활용률을 계산하고 있으나, 계산방식 및 분석대상
차이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 미국은 FTA 및 특혜무역협정에 근거한 수입
활용률만 제시하고 있는데, 90%대 활용률(칠레·페루), 80%대(바레인·요르단·
USMCA), 70%대(한국 75%, 오만·파나마·NAFTA·CAFTA-DR23)) 등으로 높
은 편인 반면, 나머지 협정의 활용률은 10%대에서 60%대까지 분포되어 있다.
EU의 경우,24) 2019년 수출 활용률은 66%(단순 평균)이나 수입 활용률은 82%
로 높은 편이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협상 개시 및 발효 소요 기간

자료: 저자 작성.

국내 FTA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했던 FTA 정책 추진 초기에는
협상 개시 시점부터 발효까지의 소요 기간이 긴 편이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
상 개시 이후 추진기구의 확대와 국제통상 전문인력의 확충으로 ‘동시다발적’
23)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
24)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검색일: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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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높은 FTA 추진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발효시킨 FTA의 협상 개시 시점부터 발효까지의 소요 기간은 평균 3.7년이나,
다수 협정은 2~3년 내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서 협상 개시부
터 발효까지의 소요 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최장 7년이 소요되었다.
FTA 협상에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대체로 해당 FTA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
준을 위해 우리나라는 주 워싱턴DC 한국대사관과 인근 지역에 위치한 국내 모
기관 현지 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의회 의원
들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은 우
리나라와 체결한 FTA에 대한 여론을 개선하고, 현지 진출 국내외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FTA 경제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 RCEP이 발효되면 최장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발효
중인 FTA 중 협상에서 발효까지 최장기간은 한·베트남 FTA이다. 한·베트남
FTA와 같이 일부 협정은 상대국의 국내 사정으로 협상 타결이 지연되었고, 16
개국이 참여한 RCEP 협상은 여건이 다른 많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
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FTA 정책 추진 초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FTA 수출 비중은 4% 미만이었
으나, 미국·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로 FTA 비중은 2018년 73%,
2020년 78%를 기록했다. 일본이 포함된 RCEP 발효 시 FTA 비중은 80%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나. 우리나라 FTA 정책 추진상의 특징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FTA 정책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
저 1990년대 세계적인 FTA 지역주의 확산에도 1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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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불모지 국가가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채 10년이 되기 전에 세
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로 발전했다. 둘째, 다른 국가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업의 FTA 활용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산업당국은 기업에 대한 각종 수출지원 프
로그램을 FTA와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FTA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으
나,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 FTA망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
들 세 가지 특징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 먼저 당시 통상당국은 FTA 정보제공이 반FTA 정서 극복에 가장 효
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인식했고, 한·칠레 FTA 추진 시점부터 FTA 정보제공과
FTA 활용의 경제효과 홍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왔다. 칠레와의 FTA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5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1995년 발효된 WTO
협정 이행 관련 무역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적인 양자 간 FTA를 통한 추가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컸고,
한·칠레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한·미 FTA 논의가 확산되면서 반개
방정서와 반미주의가 결합되어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
된 반면, 정부의 FTA 정책을 지지하는 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칠레와의 FTA
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면서 반FTA 정서가 확산되자 통상당국은 FTA
정보와 함께 FTA 활용 이익과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널리 제
공하고자 했다.
넷째, 효과적인 FTA 정책 추진을 위해 범국가적 추진체계와 규정을 마련했
다. 1998년 출범한 통상교섭본부가 외교통상부에 설치되었지만, 농림수산축
산부 등 무역개방에 취약한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득할 정도로 부처 간 역
량이 충분하지 못했고, 차관급(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인 본부장이 관련 부처 장
관을 설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FTA 정책 안건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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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이슈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또한 경제부
총리가 위원장인 FTA 추진위원회(관련 부처 장관이 위원), 본부장을 위원장으
로 하는 FTA추진단(관련 부처 차관 참석)을 만들어 조직적 열세를 극복하고
FTA 정책 구상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FTA 반대진영에서 정책 결
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자, 2004년 처음으로 FTA 추진체계 명문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8년 다수 국회의원이 FTA통상절차법안을 제안
했고,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후 ｢통상절차법｣)
을 제정했다. 또한 2008년 FTA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TAA) 제
도에 대한 법을 발효시켰다. 세계 최초로 FTA 추진절차를 법으로 규정했고,
TAA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무역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
련했다. 이는 FTA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6개월간의 매출액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5~10% 이상 감소(예상)하거나,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FTA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정확한 FTA 보
도를 위해 언론계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교육, 연수 외에 정부가 제작한 FTA
콘텐츠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널리 확산시켰다. FTA 활용에 대
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고, FTA 수혜집단인 기업들이 FTA 지
지기반이 되었다. 한편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와 미 의회 비준 지연으로 FTA 정
책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애로를 호소하면서
FTA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정부는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09
년부터 범국가적 활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에 착수했다.
2010년 말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정하여 추진하였고, 이후 시대적 상황에 맞
게 지원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정부의 FTA 정
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
여섯째,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내 다수 FTA 체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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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기록했다. 2021년 9월 기준 우리나라는 57개 국가와 17개 FTA를 발효
했으며 이들 FTA 중 절반은 2006~09년 동안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4년 FTA
추진 로드맵에서 우리나라는 다수 국가와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
정하였고, 이 중 하나가 한·미 FTA였다. 칠레와의 FTA 협상 이후에도 우리나
라의 FTA 정책 의지를 확신하지 못했던 미국은 당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 애로가 컸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으로 EU는 우리나라와의 FTA
검토를 제안했고, 이후 호주·뉴질랜드·터키 등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FTA 정책 추진에 다각도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FTA 추진위원회 등에 언론인, 소비자단체 등 여론주도층을 참여시켜
FTA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효과를 확장시켰다. 주요 협정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상 분야 대학교수, 민간 연구기관 담당자 등 민간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고, FTA 정책연구를 유도했다.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
업중앙회 등 민간경제단체 외에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비철금속협
회 등 각종 산업별 협회 관계자들을 협상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산업별 입장을
청취해 정책 및 협상에 반영하면서 정책당국과 업계 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다. FTA 추진 로드맵과 FTA 추진체계
정책당국은 국가 차원의 ‘FTA 추진 로드맵’ 확정으로 FTA 정책 추진에 박차
를 가하는 한편,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FTA 로드맵은 2003년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단기적으
로는 인근 지역 국가와의 FTA를, 장기적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목
표로 설정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하면서
FTA 로드맵은 ‘신통상 로드맵’으로 전환되었고, 산업과 통상 간 연계가 강조되

32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었다. 신통상 로드맵하에서 산업과 통상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제조업, 농업, 서
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였다. 이 포럼은 산업부장관
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되며, 업종 및 이슈별로 22개의 분과
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013년 9월 통상산업포럼 산하에 비관세장벽협의회
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
응체계를 구축했다.

1) FTA국내대책본부의 역할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정책은 FTA국내대책본부 출범으로 본격화되었다.
한·미 FTA 타결 직후인 2008년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을 높
여 범정부 차원의 업무추진이 필요해 실 단위 규모의 조직(1본부 3단 12팀)으
로 출범했다. 얼마 후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1급 수준의 조직으로 축소 조
정되었고,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또다시 축소되었다. 당시는
실 단위 규모로 컸으나,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 업무가 이
관되면서 현재는 국 단위 조직으로 축소되었다. 2018년 4월 산업부 조직 개편
으로 국내대책관, 통상정책국, 신(新)통상질서전략실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었
다.25) 이는 본부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에는 FTA
홍보 및 지지기반 확충, 피해산업 대책, 기업의 FTA 활용 등을 당시 국가적으
로 당면한 FTA 정책 관련 과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
결이 주춤한 가운데 FTA 활용지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FTA 국내대책본부는 FTA 추진체계 명문화 및 구체화로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FTA 활용 관심을 유도하였다. 2004년 3월 ｢FTA 체결 절
차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FTA 정보제공 및 이해관계자의 의
견수렴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FTA 추진위원회, FTA 실무추진단 및 FTA
25)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 예산은 2018년 124억 7,000만 원이었고, 2019년 139억 3,000만 원, 2020
년 142억 원(신청액 기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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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업계·정부
간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해 민간 자문의 제도화를, 민간 기업단체들은 자발적
위원회 활동으로 FTA 정책 의사소통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운영하였다. 한·
칠레 FTA 추진 당시에는 FTA 추진위원회에 경제단체만이 참여했으나, 이후
산업계가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내대책을 위한 민관합동 FTA
국내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 6월 FTA 국내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정부 차원에서 FTA 활용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이며, 국무총리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
고,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사무국은 기존 한미FTA체결지원단을 확대·개편하여 FTA 국내대책본부로 출
범하였다. 주목할 점은 대책본부 산하에 지원대책단을 신설하여 FTA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임무
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정부나 유관기관들은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을
구체화하였다.26) 외교통상부·관세청 등에서는 한·미 FTA 협정 및 해설자료를
발간했고, 통상 분야 유관기관들은 미국과의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미 시
장진출 지원 확충, 대미 시장 유망품목에 대해 해외전시회·수출로드쇼 등 집중
적 해외마케팅 지원 및 신규 유망품목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KOTRA는 대미
마케팅 지원을 기존 2007년 연 40여 회에서 2009년 75회로 확대하고, 수출로
드쇼(17회 → 25회), 미국 진출 유망품목 신규 전시회(17회 → 35회)도 확대하
였으며, 연방정부 조달시장, 히스패닉·실버시장 등 신규 유망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당시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관련 정보제공, 기업 컨
설팅 및 맞춤형 지원조치 등을 통합·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FTA 종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각 지역별 FTA종합지원센터를 설
26) 재정경제부(2007).

34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치하여 사전 정보제공, 무역조정·사업전환 지원 등 연계지원을 수행하였다. 무
역협회는 FTA 관련 정보제공 및 한·미 FTA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FTA 포털
을 확대·개편하여 관세율·원산지기준 DB 구축,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미 대사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한 정보제공,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및 FTA 지원센터 설치 추진을 검토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서 설명회·간담회·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한·미 간 산업협력 활성화 및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조사 연구,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업계 영향 및 대응방
안 등을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FTA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각 기관 자료를 링크한 FTA 포털사이트 구축,
FTA 지원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등 기업안내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2) FTA 관련 법규
우리나라는 FTA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 FTA 추진절
차를 규정하고, FTA 활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FTA
활용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칠레와의 FTA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6월 대통령훈령으
로 FTA 체결절차 규정을 정립하였다. 2011년 말 한·미 FTA 국회비준 과정에
서 FTA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원입법으로
｢통상절차법｣을 제정했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에 대한 대통령훈령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를 대통령훈령으로 공표했다. 동 훈령
제3조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조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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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기능
1.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3. 자유무역협정 협상안
4.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6.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4년 후 국회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FTA 절차법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2011년 ｢통상절차법｣을 합의하고 이듬해
제정되었다. ｢통상절차법｣ 제1조에서 FTA 추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
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동법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정
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통상조약의 이행상황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글상자 2-2. 자유무역협정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내용
- 발효된 FTA의 경제적 효과
-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 FTA 의무 이행상황 등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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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시행령｣에는 FTA 활용지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동
시행령 제2조에서 FTA 발효 후 5년마다 협정의 이행상황과 경제적 효과와 통
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경제효과와 산
업에 대한 영향이 FTA 평가의 주요 사항이 됨에 따라 정책당국은 FTA 활용 지
원을 강화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가. 초기 FTA 추진 시절의 정보제공
국내 FTA 정책기반이 전무했던 1990년대 후반 통상당국에서는 FTA 정책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칠레와의
우리나라 첫 FTA 추진 시점부터 협상 동향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은 통상당
국의 핵심업무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제도 개혁·개방 경제 확립, 세
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대응, 수출증진,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FTA 추진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칠레와의 FTA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산업계는 물론
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공했다. 당시 정책당국은 한·칠레 FTA 협정문과 부
속서 등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체결된 협정에 대한 해설서(파일, 책
자)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FTA 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피해업종이나 개
방정책에 부정적인 단체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이나 통상전문
가들이 공개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를 발간하는 등 정보제공에 노력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가 소규모 국가와의 FTA 추진 역량을 구축한 후 거대경제
권과의 FTA 추진 정책을 정하면서 FTA 정책 초기에는 FTA 활용보다는 FTA
정책 인프라 구축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2004년 싱가포르에 이어 이듬해인 2005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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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을 개시했다.27) 농업 개방 부담이 덜한 싱가포르 및 EFTA와의 FTA
협상은 한·칠레 FTA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상대국 경제규모가 작
고 관세장벽이 낮은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만이 칠레, 싱가포르 및 EFTA와
의 양자 간 FTA 활용에 관심을 가졌다.
국내 정책당국이 FTA 활용지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세안과의
FTA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부터이다.28) 마침 이 시기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시점으로 당시 여러 정부부처는 다양한 FTA 활용정보를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제공했다. 이 당시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기업 활용 상황을 이
용하여 당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하면서
FTA 무역체제를 WTO 체제와 함께 균형·발전시키는 구상을 추진했다. 하지
만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당초 기대에 크게 미달했고, 협정 자체의 문제점
에다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FTA 정보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행 중이던 FTA 중 한·칠레 FTA 활용률은
90% 내외로 높았으나,29)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은 29%로 매우 낮았다
(2010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30) 무엇보다 FTA 협정에서 가장 주목
을 받는 시장개방 내용이 부실했고,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다가 관세철폐 역
시 불투명한 측면이 있었다.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으로 구분되었
으나, HS 품목별 양허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상대국의 준비 미흡으로
FTA 특혜관세가 일선세관에서 적용되지 않는 등 다수 문제점이 발생했다. 통
상규범과 관세양허 내용이 부실했기에 몇 년 후 한·아세안 FTA와는 별도로 한·
베트남 FTA 등과 같이 양자 간 FTA를 체결하였다.

27) EFTA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8) 아세안 10개국 중 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여건이 성숙된 국가만이 2007년 발효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29) 칠레와 교역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서 활용 인프라가 양호하다. 또한 즉시철
폐비율이 높으면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허용했고, 칠레가 원산지검증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
30) 설문에 응한 기업 수는 전국 소재 200개이고, 12개 대표업종 중소기업들이다. 설문에 응한 모든 기업
은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7억~6,052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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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09년 FTA 활용체계에 대한 통상전문가들의 평가
당시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FTA 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 FTA 활용 지
원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FTA 기업활용을 지원하고 있던 다수 기
관들은 기업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혹은 실적 위주의 행사를 개최했다.
기관별 서비스의 차별화와 FTA 비즈니스 정보가 부족하였고, 또한 FTA 관세
위주의 정보제공으로 비관세나 서비스 등 FTA 협정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FTA 활용 지원 서비스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과
풀이 부족했다. 따라서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맞춰 대학강
좌 개설 및 FTA 활용 전문가 육성이 필요했다.

2) FTA 포털에 대한 평가
FTA 정보 역시 중복되거나 기업의 FTA 활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 부족 등 비
효율성이 노출되었다. 다수 기관이 FTA 포털을 운영 중에 있었으며, 대체로 엇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털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2-1. 2007~08년 국내 주요 기관 홈페이지 FTA 내용 비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FTA
대책본부)
지식경제부

FTA 정책 소개

대국민 홍보성 내용 위주 구성

FTA 포털, 내용 부실

기관 고유 자료 부족

기업인 인식도 낮음

FTA 무관한 자료도 동시 게재

주로 기업지원 관련 내용

기관 자체 내용 없음

관세원산지, 무역조정 지원, 외국의

FTA 협정 관련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사항

정부조달 소개
FTA 일반 정보
외교통상부

FTA 정책 전반 내용
협정문 등 FTA 협상 자료

농림식품부

평가

게재
FTA 문건 위주 게재
FTA 활용 관련 내용 부족

FTA 농업 분야

농업 피해 위주 정보

피해산업 보완대책

FTA 특별법 피해보전대책

한·미 FTA 정보

FTA 비즈니스 내용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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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주요 내용
관세청
무역협회
KOTRA

평가

통관절차 정보

수입업계 위주 내용 구성

관세율, 원산지 검색 기능

FTA 활용 수출정보 부족

FTA 일반정보

수입업계 위주 정보제공

관세율, 원산지 검색 기능

FTA 활용 수출정보 부족

해외 FTA 소개

해외투자 및 수출마케팅 위주의 정보제공

자료: 조정란, 정인교(2009).

기획재정부 국내대책본부의 FTA 활용포털은 하나의 화면에 FTA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외투자, 수출마케팅과 같은 일부 내
용은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관기관의 자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운영자
가 제공하는 고유서비스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만 무역협회와
관세청은 FTA 적용관세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업체
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FTA 활용포털을 물량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기업활용 관련 FTA 내용분석 및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FTA 활용포
털의 체제를 변경해야 함이 제안되었다. 새로이 FTA 활용포털을 구축하되 외
관보다는 콘텐츠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FTA 협정의 기업 관련 내용
을 이슈별로 정밀 분석한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FTA 기업활용애로 중 하나로 전문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바, FTA 활용
포털 개편과 더불어 대학 내 FTA 정규강좌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
대책본부 FTA 활용포털의 FTA 기업 관련 분석자료를 강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강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분야는 바로 수입 특혜관세이고, FTA 세율과 원
산지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입장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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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역협회와 관세청 FTA 포털은 원론적인 수준의 원산지기준 정보를 제공하
고 있었다. FTA 종합포털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과 정부 FTA 발간물의 가장
큰 단점은 기업활용과 FTA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FTA와의 연관성이 약한 수출입
및 산업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했다. FTA와의 연관
성이 약한 일반적인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FTA 활용 정보제공 목적으로 포
털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기업들은 FTA 내용분석 및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FTA 종합포털의 체제로
전환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유관부처는 기관 고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공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FTA 포털 외관보다는 콘텐츠를 쉽
게 찾고 검색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하고, 일반적인 정보와 이슈별 설명자료를 분
리해서 제공할 필요가 제시되었다.

나. 2010년 FTA 활용 종합지원 연구
1) 당시 국내 FTA 추진 상황과 당면과제
2010년 당시 EU 및 미국과 체결한 양자 간 FTA 비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
고, FTA 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당시
FTA 체결 노력에 비해 FTA 기업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
했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 FTA 정책 발전 전환기였고, FTA 기업활용을 확고히
함으로써 업계의 FTA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반개방 기류가 여전히 강했
던 당시에는 새로운 FTA 협상보다는 기체결 거대경제권과의 FTA 활용기반 확
대가 FTA 정책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사안으로 정책당국은 인식하고 있었
다. 종합계획 추진으로 단기간에 FTA 활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어렵더
라도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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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중 간 통상마찰, 신보호무역주의, 환율경쟁 등으로 수출환경 악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 타개를 위해 미국 등 세
계 주요국들이 수출증진을 통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었다. 이
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FTA 활용의 파급영향을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도록 FTA 활용 및 수출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했다. 국내 다수 기관들이 FTA 기
업활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즈니스의 요구 수준에 비해 낮은 데다가 중복
된 서비스 등으로 기업의 만족도가 낮았고, 행정편의주의적 FTA 정보제공 등
의 문제점이 있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FTA 활용지원 전체 프로그램을 획기적
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국내대책본부의 역할 개편도 필요했다. FTA 대국
민 홍보 및 대국회 관계 업무에 치중했으나,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을 감안하여 조직을 FTA 활용지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FTA 활용지원 전체 감독은 국내대책본부가 담당하고, 산하에 FTA활용지원센
터를 설치하여, FTA 활용지원사령탑, FTA 정보허브, FTA 신무역 창출지원 역
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했다. FTA 활용 컨설팅, FTA 전문가 육
성,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체계 구축 등 FTA 활용지원서비스의 효율성
을 제고할 필요성도 컸다. 기존 FTA 포털을 확대·개편하고, FTA 기업활용에
대한 콘텐츠 및 발간물을 제작하여 국내 주요 기관과 단체에 배포함으로써 FTA
활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해야 했다.

2) FTA 활용 종합지원체계 제안
2009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우리나라 FTA 활용실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FTA 활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았다. 조사대상
기업의 65.7%가 FTA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63.8%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무역장벽의 철폐, 원가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다수 기업이 매출(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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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업이익(47.1%)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FTA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들
은 특혜관세 수준과 신청방법, 최근 동향 등의 정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
며, FTA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했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해줄 수 있는 가칭 ‘FTA기업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고, 당시 시행 중이던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FTA 컨설팅
을 포함시켜줄 것을 중소기업들은 요청했다.
2010년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당
시의 FTA 활용지원 전반을 종합평가하고, FTA 기업활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종합체계를 연구하도록 했다. FTA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다수 정부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통합하기로 했다. 당시 발효가 예상되던 한·
EU FTA와 한·미 FTA 활용률이 우리나라 FTA 정책 평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속하면서 체계적인 FTA 활용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2010년 당시 국내에서는 FTA 활용정보(협정문, 관세 자유화, 원산지기준
등)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애로는 지속되었고, 통상 전
문가들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제공된 FTA 정보는 기업보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적 목적에서 기획되었고, FTA 활용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일반인과 기업인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세미나 등을 통해 제공하면서 기업인들은 FTA 행사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기업에게 필요한 FTA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당국이
인식하게 되었다.
FTA 기업활용이 저조한 것은 협정 자체의 문제(한·아세안 FTA)와 공공부문
의 FTA 활용지원상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기업들은 FTA 혜택과 비용을 고려
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세자유화 일정과 수준이 부실하면서 원산
지기준이 까다로운 경우, FTA 활용 기대이익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
국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FTA 혹은 품목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이
들 FTA나 품목 위주로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협정상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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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각종 FTA 위원회를 통해 상대국과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
하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혹은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을 논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시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각종 지원 프로
그램의 내실화, FTA 활용 제도 및 절차 개선, FTA 활용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교육·전문인력 양성 대외협력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표 2-2.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중장기 전략

활용률 목표

단기

2013년까지 평균 60%대 유효수출활용률 달성

중기

2015년까지 평균 80%대 유효수출활용률 달성

(FTA 활용 관련 제도 개선)
C/O 발급 제도 개선
관세사 시험과목에 FTA 일반 및 원산지기준 추가
(활용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교육프로그램, 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 내실화
FTA 활용 정보제공 강화
활용지원 전문인력 육성
종합지원
체계 개요

(FTA 활용탐색기업 지원 강화)
FTA 즉시 활용을 모색하는 탐색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제공
컨설팅 자원의 최대한 배분 및 단기적인 성과 도출 노력
(지원시스템 효율성 제고)
정부 및 유관기관의 중복지원 방지, 산업 및 지역 간 활용지원 조정 및 체계화
중앙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입체적 활용지원 방안 추진
(대외협력 강화)
현행 FTA 협정 개선 및 수준 높은 FTA 지향
해외수입업자 홍보 및 KOTRA 현지 지원 강화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협력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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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2010년 종합계획에서 FTA 인력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정부는 크게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전문인력을 교육
하는 자체가 FTA에 대한 지지 계층 확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에
서 FTA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은 FTA 종합계획에 중요한 부분
이었다. 포털과 같은 인터넷으로 FTA 활용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산업별·기업별 수요에 맞는 정보제공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았다. FTA 협정 전
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FTA 비즈니스 활용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무역협회
등 FTA 교육과정이 있었으나 개론적 수준을 넘지 못했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는 고급 과정을 운영했다.
대학에도 FTA 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수진이 많지 않으므로 단기적
으로 교재 개발 및 강의요원 교육을 거쳐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했다. 전국 20
여 개 대학의 국제통상학과 혹은 유사 전공에 FTA 과목을 개설했고, 전국 주요
권역별로 7개 대학에 대학원 석사과정 운영을 지원했다.

4)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활용을 위한 기본요건의 하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원산지 관리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애로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
는 분야가 원산지관리이다. 우리나라는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도입 초창기부
터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에 나섰다.
당시에는 원산지관리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관
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도 낮았다. 산업당국과 관세청 등은 원산지관리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교육시켰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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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관리 교육 이수 시 세관의 통관관리 혹은 정부
의 기업 지원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도 했다.
관세청이 개발하여 배포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는 자체적
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수출기업이 FTA-PASS에 접속해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경우, 관세청
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자동으로 연계됨으로써 통관효율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통관당국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기입해야 하는
정보를 대폭 줄였고, 원산지증명서 관련 증빙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 현재의 FTA 활용 지원조직 및 제공 서비스
1) 현재의 FTA 활용지원 개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2020)는 FTA 활용 지원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중
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글상자 2-3.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목표
- 중소중견기업 수출활용률: 2019년 60% → 2025년 70%
- FTA 활용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2019년 324억 달러 → 2025년 424억 달러
- FTA 활용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 2019년 1만 9,760개 사 → 2025년 2만 4,760개 사
- 또한 지역 맞춤 FTA 활용 지원체계 가동, 현장의 숨은 FTA 활용애로 해소 지원, FTA 이행 및 활용
지원 인프라 강화

현재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하에 무역협회 및
KOTRA가 주요 시행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① FTA 활용 촉진 ② FTA를 통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③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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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강화 ④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로 구분되고, 세부사업은 총 42
개에 이른다.31)

표 2-3. FTA 활용촉진사업 개요(2021년)
구분

업무 내용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
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11개 세
부사업, 128억 원).
11개 세부산업은 다음과 같다.
① FTA 현장 컨설팅
② FTA 전문교육

FTA
활용 촉진

③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④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⑤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 찾아가는 FTA 서비스
⑦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⑧ 대학 FTA 강좌 지원
⑨ FTA 이러닝
⑩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⑪ FTA 분야 농업인 등 교육·홍보 사업

FTA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

해외시장 진출 득,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18개, 4,234억 원).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생
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자금 조달 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9개,
1,765억 원).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별도의 애로해소 지원을 추진한다(4개, 399억 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표 2-3]의 FTA 활용촉진사업 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
하는 지원제도는 ⑥ ‘찾아가는 FTA 서비스’ ⑦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이다. 찾
아가는 FTA 서비스는 국내 FTA 활용업체의 문의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지원

31) 산업통상자원부(2021).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 47

제도로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에서 FTA
활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2) FTA종합지원센터32) 구성, 역할 및 실적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FTA 활용 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민관합동 지원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
기 위해 설립된 이 센터는 FTA 관련 6개 정부부처와 9개 지원기관이 모여 발
족한 민관합동 조직으로, 특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배양을 위
하여 분야별 전문기관 컨설팅(관세, 회계, 법무법인 등)과,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최신 FTA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FTA 활용애로의 접수부터 해결까지의 처리 과정 전
반을 보여주는 ‘전 주기 FTA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역별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
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도 및 주요 시에 18개 지역 FTA활용지
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2011년 12월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2012년 2월 무역협회 내 민관합동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
다.33) 이후 주요 내부 기관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다.

32) FTA통합플랫폼 웹사이트(https://okfta.kita.net/cmsCntnt?mnSn=78, 검색일: 2021. 5. 21)의 ‘FTA
종합지원센터 2016년도 홍보PPT 자료’ 참고.
33)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설립안｣을 대통령에게 보고(2011.
12. 22,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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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4.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계별 내부 기관
→ 2012. 2. 21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

→ 2013. 5. 24

FTA사후검증지원센터 개소

→ 2013. 6. 24

FTA 콜센터 1380 개통

→ 2014. 12. 12 농수산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 FTA-Agri 보급
→ 2015. 3. 11

차이나데스크 개소

→ 2015. 6. 3

FTA종합지원센터로 개칭

→ 2016. 3. 8

FTA활용애로신고센터 발족

→ 2017. 4. 3

지역차이나데스크 확대 운영(전국 13개)

→ 2019. 11. 1

전 주기 FTA통합플랫폼34) 구축

FTA종합지원센터의 본부 조직도 및 각 실별 주요 업무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FTA종합지원센터 본부 조직도

FTA종합지원센터장
FTA종합지원단장

FTA활용정책실
∙ 찾아가는 FTA 컨설팅
∙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전 주기 FTA통합플랫폼
총괄 운영

FTA기업지원실
∙ ‘사후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후검증 대응
∙ FTA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FTA 원산지관리 교육 및
간행물 제작
∙ OKFTA 컨설팅

FTA제도개선실
∙ FTA 활용애로 접수 및 해소
∙ FTA 활용정책 및 제도 개선
총괄
∙ FTA 협정문 유권해석 및 FTA
활용 관련 문서 등 표준화지원
∙ FTA이행위원회 안건 제출

차이나데스크
∙한·중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지원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상담
∙ 한·중 FTA
활용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자료: 저자 작성.

34)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기업애로 DB를 연계·통합·분류하는 시스템으로, 애로 단계별 현황 모니터링 및
트래킹(tracking), 개정사항의 이력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2020년 11월 서비스와 홈페이
지(https://okfta.kita.net/cmsCntnt?mnSn=33, 검색일: 2021. 5. 21)를 전면 개편하는 2차사업
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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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그간 국내외 FTA 활용지원
기관을 통해 기업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
최, 원스톱 애로 해소(FTA 콜센터 운영, 국번 없이 1380) 등 다양한 FTA 활용
정책과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FTA활용지원센터에는 종합센터, 18개 지역
센터(16개 광역시도), 15개 해외센터(8개국)로 구성된 국내외 조직이다.
FTA종합지원센터는 지역FTA센터와 공동으로 연간 100억 원 내외의 예산
으로 운영되며, FTA 관련 주요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민관합동 조
직이다. FTA 관련 6개 정부부처와 9개 지원기관에서 파견자35) 및 별도 고용자
를 포함하여 총 40여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는바,
FTA종합지원센터 본부에는 무역협회 직원 25명, 컨설턴트 관세사 10명, 콜센
터 상담원 5명 등으로 구성된다.36)
차이나데스크는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무역협회 지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16개 시·도에 18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
으며, 운영기관은 지역 상의 11개, 무역협회 2개, 지자체의 통상기관 5개로 구
분된다. FTA 해외지원센터는 KOTRA 해외무역관 활동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37) 현재 해외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중국(6개), 베트남(2개), 인도
(2개), 인도네시아(1개), 태국(1개), 필리핀(1개), 캄보디아(1개), 멕시코(1개)38)
등이다.

35) 정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TNET,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T,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문가: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시스템전문가, 변호사, 인증전문가, 수출입 전문위원 등.
36) 범정부 컨설팅 수혜기업은 1만 9,000개(2017년)로, 잠재 FTA 컨설팅 대상기업 약 18만 개 사(수출기
업 10만 개, 협력기업 8만 개)이므로 컨설팅 지속이 필요하다.
37) 일반적인 사항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지시장 심층조사, 지사화 사업 이용 등은 기업
의 자부담(조사 항목당 15만 원) 원칙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8) 한·콜롬비아 FTA 발효를 고려하여 보고타에 해외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실적 미비로 2019
년 전략적 요충지인 멕시코시티로 지원센터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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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분

지역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차이나데스크
국내

서울, 지방
경기(남부, 북서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세종,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상북도(동부 별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해외

해외FTA활용지원센터

중국

베이징, 상하이, 톈진, 청두, 광저우, 다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인도

뉴델리, 첸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캄보디아

프놈펜

멕시코

멕시코시티

자료: FTA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1년 이후 FTA 컨설팅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연간 4,000건 내외의 실
적을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주요 권역별 컨설팅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제한된 정부예산으로 다수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지침으로 인해
컨설팅의 질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기
록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적
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심층조사나 고유의 문제를 자부담 원칙
하에 민간 컨설팅 서비스업체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FTA해외활용지원센터39)
KOTRA에서 운영 중인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FTA 체결국의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홍보 및 상담·컨설팅 제공을 통한 FTA
39) KOTRA 웹사이트(https://www.kotra.or.kr/biz/export/fta/ftaSupportCenter.do, 검색일: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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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21년 6월 캄보디아에 ‘프놈펜 FTA활
용지원센터’가 신규 개소되어 총 8개국 KOTRA 해외무역관 내에 1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센터는 FTA 정보제공에서부터 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까지
FTA 활용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구분

업무 내용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홍보활동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제공
현지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 부스 운영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 상담

FTA 상담서비스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지역 방문 상담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헬프데스크 운영

FTA 활용애로사항 해소 지원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자료: FTA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가. 전반적인 실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FTA 정책 15년의 영향을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한 보고서(조문희 외 2019)에 따르면, FTA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금
액 및 수출입 품목 다양화, 국내외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경제통합이론과 같이 FTA 수준이 높을수록 무역효과가 더 커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0) 단기간 내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 수준 높은 협정
40)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는 FTA 발효 첫해인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
개국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는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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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한 점 외에도 정책당국의 FTA 활용지원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FTA 기업 활용지원 성과를 기록했다.41)
2005~20년 FTA 활용지원 예산은 총 1,353억 원(정부예산 편성 기준)이며,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컨설팅 및 인증수출자,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사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FTA의 평균 활용률(%)은 2016년 64%(중소기업
56%)에서 2019년 75%(60%)로 높아졌고, FTA 활용지원 후 제조업 전체 매출
과 고용은 각각 3.3%p와 2.7%p 증가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74%와 77%가 해
외 거래처와 수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표 2-6. 최근 3년간 FTA 주요 활용지원사업(2019~21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

변경사업

상세내용

2021년도

YES FTA 전문교육
YES 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FTA 분야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기술장벽 대응
맞춤기술개발사업

FTA 현장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다년간
지속사업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대학 FTA 강좌 지원
FTA 이러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3년간 통합공고

보도자료42)

활용하여 작성.

다. 2006년에서 2017년 사이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약 6배(2017년 3,396
억 달러)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를 기록하였다. 우
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5년 619억 달러에서 2017년 2,119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
였다(조문희 외 2019).
41) 산업통상자원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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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과거에는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이 수출정책
의 일환으로 취급되었으나, 이제 모든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FTA 활용지원 차
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16년 이후 산업
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정책을 FTA 지원
사업으로 통합·공고하고 있다.43) 이는 FTA 활용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며, 기업의 FTA 활용을 중심으로 수출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
이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1년 FTA 활용
지원 예산은 119억 원이나, 다른 수출지원사업을 FTA 지원체계와 직간접적으
로 연계시키고 있어 실제 지원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44) 2019년도
부터 2021년도까지 지속된 FTA 활용지원 세부사업으로는 FTA 현장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대학 FTA 강좌 지원, FTA 이러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기업의 요청사항, FTA 비즈니스 현안 등을 고려하여 기
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0년 ‘YES FTA 전문교
육’을 신설하였다. 2019년부터 주로 FTA 미활용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였던
‘YES FTA 컨설팅’사업은 2021년부터 원산지검증 위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으로 업그레이드했다. FTA 실무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사업
은 2019년도 ‘고용계약형’에서 2020년도부터는 ‘취업연계형’으로 지원사업명
을 변경했다.

4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9호, 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2019. 1. 21), 산업통상자원
부 공고 제2020-95호, 2020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2020. 2. 11), 「2021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세부사업(2021. 2. 1).
43)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21) 참고.
44) 산업통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합·공고된 FTA 수출지원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바, 2019년 39개 사업, 5,124억 원 → 2020년 40개, 5,652억 원 → 2021년 42개,
6,52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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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TA 활용지원 성과 평가
국내에서 FTA 정보제공은 이미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나, 컨설팅에 대해
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저가 컨설팅과 기업의 공짜심리가 결합되
어 ‘정부예산의 낭비’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는 지적이 있는가 하
면, 다수 기업들은 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조사도 있
다.45) 전반적으로 보면,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FTA 활용도가 개선되
어왔으며, FTA 컨설팅이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46) 2014~
16년 최근 3년간 FTA 컨설팅 업체 1,000여 개사 중 응답업체(217개)의 81.1%
(176개)가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FTA 활용기업 176개사 중 수출
업체(127개사)만 선별해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52.8%, 수출 49.6%,
거래선 확대 46.5% 등 FTA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 FTA 컨설팅에 대한 평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45) 김경래, 박형래(2018).
46) 한국무역협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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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은 정보제공, 컨설팅, 원산지관리 지원, 교육·설
명회, FTA 콜센터 등 다양하며,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사업의 4
년간(2016~19년) 누적실적은 컨설팅(1만 4,539개사), 원산지관리시스템 보
급(1만 9,637개사), 교육(4만 8,631명), 설명회(1,100회), 홍보책자 배포(29
만 2,231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FTA 활용정책과 사업의 지원은 중
소·중견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47)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역량은 지원 프로그램 참가 이후 FTA 원산
지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이
전보다 평균 19점 이상(설문조사, 100점 만점)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2-4. 정부의 FTA 활용사업 지원 전·후 기업역량 비교(설문)
(단위: %)

자료: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2021).

연평균 매출·수출 성장(2015~19년, 기업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FTA 활용
사업 참여기업들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 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고, 해당 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
부의 FTA활용 지원정책(사업 포함)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엔진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7)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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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FTA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의 수출실적(2015~19년)
(단위: %)

매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수출액 성장률 비교(연평균)

주: 참여기업 4,894개사와 경영환경 등이 상호 유사한 미참여기업 23,141개사 대상.
자료: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2021).

한편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서
는 현재의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
로 FTA 활용률이 높지만, 협정별·규모별·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고, 대중소기
업 간 FTA 활용률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신흥국과의 FTA 활용률 개선이
시급하다. 그간 정부의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별 칸막이식 운영 관행
이 존재하므로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활동 관행을 정착시켜야 하고, 자국
이기주의 확산, 디지털통상 확대, GVC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
응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48) FTA 활용 관련 각 이슈별 대응전략 및 세부
내용은 [표 2-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7. FTA 활용 발전전략 중 주요 과제
구분

대응전략
통상환경
변화

환경 변화
코로나19/
비대면

세부내용

FTA 확대에 따른
선제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 기반

RCEP(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 데스크 등
선제적 출범
비대면 컨설팅 사업 모델 개발
성공사례 동영상 제작 및 산업부 통상 You

사업 실시
(교육·컨설팅·홍보)

tube 채널 업로드

48) 산업통상자원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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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구분

대응전략
각 센터별

효율적

기능 재정비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업관리
지역 중심의

세부내용
종합센터의 기획·관리·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안 마련
지원사업 효율화
FTA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사업정보 공유,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원 등)

지역센터 및 인력운용 지역센터사업 지원지침 개선

사업 지원

기준 마련

기업애로

관세청 등 유관기관

발굴

협업체계 구축

지역별

지원사업 평가관리

편차

재정비

서비스 質
수출초보·영세 우수 지원인력 확보와
기업 지원 강화

역량 강화
신규 지표 지속

상주 관세사 운용방안 마련
수출 유관기관 협업 확대
지역별 수출 활용률 설정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평가 및 자문
시스템 구축
양질의 전문인력 Pool 구축
민간 관세법인 협업체계 구축
무역 전반 컨설팅 병행 유지
격년으로 활용지원정책 지원기업 대상

사업 평가·

성과확산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재무성과 분석 실시(격년)

홍보

관리 강화

사업성과 관리

- 지역센터 추적조사 도입

성과홍보 방안 마련

전략적 FTA 활용지원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자료: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2021).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가. 추진과정 및 주요 협력내용
최근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FTA 활용지원 국제지원사업은 베트남
에 대한 FTA 홈페이지 운영이다.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이후 베트남과
의 교역이 확대되었고, 2017년 이후 베트남은 중국·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17년 양국 간 무역규모는 639억 달러(수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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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 및 수입 162억 달러)로 발효 전인 2014년(당시 베트남은 한국의 6위
무역국) 대비 111% 증가한 실적이다. 이 시기에 국내기업들은 베트남 내수시
장 진출을 위해 FTA 정보제공 및 현지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가 늘어났다. 또한
신남방정책이 강조되면서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으로 부각되어 베
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6년 말 개최된 제7차 한·베 공동위 및 한·베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측
은 한·베 FTA 공동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합의했다. 협정문 및 관련 문건(체
결 의의 등), 특혜관세율, 원산지기준, 시장진출 가이드, 무역통계, 최신 뉴스,
지원기관 연락처 등(우리나라의 FTA 통합 홈페이지와 유사)을 공동 홈페이지
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8년 2월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했
다. 당시 산업부는 이 홈페이지가 한·베트남 FTA 정보 결집지 역할을 할 것이
며, FTA 활용 지원 및 경제협력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49) 공동 홈
페이지는 영어로 작성하고, 각국은 자국어로 번역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
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통합 홈페이지(‘FTA 강국 코리아’)와 연동되
도록 설계되었다.
2020년 2월 양측은 기업의 애로사항 확인 및 조치, 피드백 과정을 추가하기
로 합의하고, 우리나라는 베트남 FTA활용지원센터(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은 산업무역부 아태시장국을 관리주체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무역협회 FTA기업지원실 ‘비관세장벽데스
크’와 연계하여 ‘한·베 비관세장벽데스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상대국의 비
관세장벽에 대한 해소는 현지 국가기관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업은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49) 산업통상자원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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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및 시사점
단기간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나(2018년 130회 →
2019년 1만 3,000회), 홈페이지 기능은 단순 정보제공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
다.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창구가 개설되었으나, 개선 의지 부족으로
연락처만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즉 피드백 기능이 없었고, 실제 개선사항이 보
고된 적도 없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현지 애로사항 해결에 베트남 당국이 일종의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더구나 홈페이지 운영비용 분담에 베트남은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홈
페이지 구축비 및 1년차(2018년) 운영비는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2년차부터
는 양국이 공동부담하기로 2016년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협의에서부터 베
트남은 비용 분담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했고, 2020년 2월 우리나라는 자체
적으로 비용을 조달하기로 했다. 베트남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사업
비는 우리나라에서 부담하고 2021년부터 베트남이 KOTRA가 주관하는 ‘통상
연계경협사업(ECWP)’을 통한 예산 확보를 계획하는 등 베트남에게 부담을 덜
어주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2020년 4월 우리나라는 공동 홈페이지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이 낮고
비관세장벽 개선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 홈페이지 종료를 결정했다.
베트남 사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경제협력사업에 몇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FTA 정보제공에 대한 베
트남 통상당국의 관심을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이 사업 추진을 결정했어야 했
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ODA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지만, 해당 사업 취
지에 대한 수원국의 의지와 관심을 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경제협력사업의 효과성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공동 홈페이지 사업으로 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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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베트남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요청을 고려하여 현지의 뿌리 깊은 비관세
장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는 취지로 이 사업을 구상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ODA 사업 자체에 관심을 보였을 뿐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나설 의향이
부족했다.
셋째, ‘주인의식(ownership)’과 파트너십 없이는 경제협력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원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업이라면 초기 비용은 물론이고 일정 수
준의 운영비 부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비용분담을 할 정도로 해당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발휘될 수 있
을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공동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의 경험과 시사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해야 할 것
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 이후 방역조치와 해외출장 제약으
로 현지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기
획하는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중남미 국가를 선정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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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은 ODA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원조 효
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50) 본 연구에서 원조 효과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현지의
인식을 개선시키면서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이 경제협력사업의 원
조 효과성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원조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FTA 활용지
원 경제협력 시범국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어떤 경제협력 이슈든 수원국(受援國) 정부가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에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
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수출산업 기반이 미비하거나 자국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는 경제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
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51) 이 장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의 산업통상정책과 산업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예산 한계 등으로 10개국에 대한 해외현지 조사는 본 보고
서 필진의 문헌조사 외에 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한국
대사관, 통상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본 보고서의 체제
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0) 2000년 제55차 UN 정기총회에서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 등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합의되었다. 3년 후인 2003년 로마에서 처음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파트너십은 ODA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ODA 및 개발협력의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2005년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
언’이 채택되었고, 이후 국제사회는 논의를 거쳐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의 하나로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포함되었다. 권율,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2012).
5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리나라가 초기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
후에는 수원국이 자국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협력을 구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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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가. 태평양동맹(PA) 회원국
1) 칠레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대표적인 자유무역 추구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52) 광범위한 FTA 협정 발효로 인해 칠레의 주요
수출시장은 아시아태평양(50%), 중남미(15%), 북미(15%), 유럽(13%)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칠레 산업정책의 핵심은 ‘FTA 활용도 제고 및 지속적
확대’이다. World Bank의 칠레 자료(2021년 4월)에 따르면, 칠레의 지속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약화, 산업의 다양화 부족, 노동시장 취약,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칠레는 기본적으로 구리 의존형 경제이다. 따라서 광산업은 칠레 산업의 핵
심이며, 칠레 정부는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외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칠레는 세계 구리 생산의 1/3을 점유하는 국가이다.
칠레 경제는 구리 경기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칠레 산업정책
의 또 다른 축은 ‘칠레 경제에서 구리 의존도 개선’이며, 구리 외에 요오드, 리
튬, 레늄 및 몰리브덴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칠레는 기존 천연자원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디
지털화 산업정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생산진흥청(CORFO)
은 ‘Start Up Chile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칠레 내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
고 있다.

52) 미주기구(OAS)의 FTA 종합정보센터(SICE)(2021년 7월 현재)에 의하면, 칠레는 60개 이상의 국가와
총 29개의 무역협정을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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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루
페루의 산업정책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발전계획의 큰 틀에서 시행된다.
페루는 2011년 국가개발정책(National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큰 골격은 빈곤퇴치, 부의 재분배,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 즉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자원 부국으로서 자원 활용을 통한 발전 추진의 목
표를 세우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② 지역발전 및
인프라 구축 ③ 천연자원 활용 등을 들 수 있다.53) 새로운 발전계획은 2021년
7월에 출범한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신정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자본축적이 빈약한 페루의 경제환경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투자
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공이 핵심 산업정책이 되고 있다. 동시에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인센티브로 중요하며, 농업 분야의 경우 소득세를 30~15%로
감면받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페루는 우리나라와도 FTA를 맺고 많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듯이, 자국
수출의 96% 이상을 53개 이상의 FTA 체결국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주요 무역
파트너는 미국·중국·한국 등이다. 페루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
로 경제모델이 전환한 이후 안정된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은
행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에서 중남미 5
위를 차지한 바 있다.
향후 산업통상정책와 관련하여 2021년 신정부 출범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페루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카스티요가 승리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54) 카스티요 당선자는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우파 후보에
53) 관련 내용은 CEPLAN(https://www.ceplan.gob.pe, 검색일: 2021. 6. 20) 참고. CEPLAN은 페루
각료회의 의장 산하기관으로, 국가개발정책을 수립 및 운영 총괄하는 기관이다.
54) 2021년 7월 19일 당선이 확정되었고, 7월 28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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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이로 승리하였고, 이는 페루 경제모델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발표된 카스티요 당선자의 주요 정책을 보면, 전략산업
의 국유화, 국내 농업 보호,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국
가 통제 강화를 의미하며, 정부의 세수 확대를 통한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지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55) 이 밖에도 광업, 에너지, 통신 등의 전략산업 분야 국
유화를 위해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인프라 투자를 통
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공업 분야 등의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시 페루의 주요 수출 광물인 구리·금·아연 등의 생산
량이 감소하고 국제상품가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세제혜택
과 법적 안정성에 의존하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여 페루의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남미 그리고 페루에서
도 좌파 정권 집권 후 당초 예상과 달리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이어간 사례들도
있는 만큼 신정부의 새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사
안이다.

3)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중남미 주력 산업정책이었
던 수입대체산업정책(ISI)을 탈피하며 경제개방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이다. 이 정책으로 관세 인하, 금융규제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변동환율
제 채택 등으로 경제자유화 체제를 조성하였으며 FDI 유치 환경을 개선시켜왔
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원자재 산업 위주에서 다양한 경공업 및 중공업이 발
달할 수 있게 되었다.

55) 관련 내용은 https://elcomercio.pe/elecciones-2021/pedro-castillo-en-la-polemica-las10-propuestas-mas-controversiales-del-presidente-electo-peru-libre-elecciones-2021asamblea- nacional-constituyente-noticia/(검색일: 2021. 6.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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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 체결 확대와 함께 수출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
산업정책 핵심은 수출산업 육성이며,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도 콜롬비아의 대
외지향적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콜롬비아는 원자재 기반의 수출구조를
다양화하는 정책에 돌입하였다. 화훼류는 콜롬비아의 대표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고, 스페인어 권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문화상품, 스페인식 식음료 등의 수
출이 늘어나고 있다.
KOTRA 보고타 무역관 분석자료에 의하면, 콜롬비아 산업정책은 FTA 확대
에 따른 수출산업 육성과 최근 타결된 게릴라와의 평화협정을 바탕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국가발전계획의 목
표는 건설, 농업, 보건, 교육, 환경, 치안, 공공행정 및 사회 분야에 전반적인 혁
신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콜롬비아 GDP 규모는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에 이어 중남미 4위 규모이며 최근 성장세가 빠른 편이다. 2018년 1인당 GDP
의 경우(구매력 기준)도 1만 4,000달러를 달성하였고, 사회 인프라, 건강 의료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높다. 콜롬비아 산업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제조
업 다각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이고 대외적으로는 FTA 확대를 통한 GVC 편입
과 FDI 증대, 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The Heritage Foundation의 2021년도 ‘경제자유도’ 지수에 의하면 콜롬
비아 경제자유도는 세계 평균이나 중남미에서는 6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다.56) 콜롬비아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탈피이다. 석유는
콜롬비아 총수출의 45%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조
업 수출은 연 10% 내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통신 분
야와 조선업 분야를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전, 자동차,
관광, 건설, 광업의 성장이 뚜렷하며, 가전 분야는 중남미에서 1위인 멕시코 다
음으로 2위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56) Heritage Foundation, “2021 index of Economic Freedo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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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멕시코
멕시코의 산업정책은 미국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시장통합이 산업화 단
계의 주요 정책이었으며, 이는 마킬라도라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57) 이후 1990
년대 이후에는 경제통합이 주요 산업정책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마킬라도라 산업은 특정한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멕시코에서 관세
혜택을 제공하여 원자재를 수입하고 재가공한 뒤 수출하는 산업의 형태를 지칭
하는 용어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적 저렴하나 숙련
노동자를 기반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혜택과 강력한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마킬라도라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멕시코는 미국 시장을 위한 생산공장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
으로 마킬라도라 산업이 미국경제에 지나치게 의존성을 보이며 미국과 경제 동
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000년 말 마킬라도라의 구모델이 폐지되었고 기존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혜택을 계승하는 산업 육성프로그램(PROSEC)이 등장했다. PROSEC은 멕시
코 정부가 지정하는 산업에 대해 일방적 수입관세 면제 혹은 저관세 부여를 실
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하여 멕시코 관세체계가 보다 단순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6년부터는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
진흥정책으로서 기존의 외국기업 대상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과 멕시코 국내
기업 대상의 PITEX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IMMEX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
다.58) 이는 제조업체 관세환급과 함께, FTA가 주요 산업정책으로서 역할을 담
당해왔다. 멕시코는 현재 전 세계 57개국과 14개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
계 GDP 60%를 담당하는 지역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그 결
과 멕시코는 2019년 4,720억 달러 수출실적으로 세계 12위 수출국이 되었다.

57) 마킬라는 보세가공무역제도를 의미하고, 마킬라도라(Maquiladora)는 보세가공무역업체를 말한다.
58) 문남권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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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미 6개국
1)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195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통한 분야별 산업정책을 추진
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개방 및 수
출증진을 통한 산업정책을 본격화해왔다. 산업정책 초기에는 산업 및 기술 발
전 연구, 산업발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산업 인프라 구축, 주요 산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산업 지역화 기반 조성 등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59)
1970~80년대부터는 산업과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1973년
｢자유공업무역지대(ZOLIC)법｣ 제정, 1979년 ｢수출기업 지원법｣ 제정, 1989
년 ｢수출기업 및 마킬라(Maquila)60) 활동 증진 및 발전법｣ 제정, 1989년 ｢자
유무역지대(Zona Franca)법｣ 제정 등을 추진, (재)수출을 위한 상품 생산, 유
통 및 무역 관련 각종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ZOLIC의 경우,
외국기업 입주 및 국내 소비용 생산 허용)을 제공하였다. 다만 2016년 WTO
규범(SCM 협정 27.4조)과의 합치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법｣을 대체하는 ｢긴
급고용보호법｣을 제정, 적용 가능한 혜택 대상을 섬유·의류 산업 및 콜센터로
제한하였다.61)
산업 분야별 지원책으로 가금류, 고무, 커피, 관광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 입
법을 통해 세금 면제, 대출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커피 산업을 대상으로
는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마케팅 등 생산 및 수출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 과테말라의 산업 및 경제발전정책은 고용 창출, 빈곤 극복, 수출구조 개
선 등을 목표로 하는 ‘2016~44 경쟁력 및 혁신에 기초한 산업정책(Politica
59) MINECO(2015).
60) 마킬라는 보세가공무역제도를 의미한다.
61) 2017년 과테말라에 대한 WTO 사무국 무역정책검토보고서(WT/TPR/S/348/Rev.1)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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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Basada en Competitividad e Innovacion)’ 및 ‘2020~2024
정부종합정책(Politica General De Gobierno)’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데, 2044년까지 산업부문의 GDP 비중 19%대에서 40%로 확대, 제조업 부문
의 노동자 소득수준 3배 확대, 제조업 부문 고용인원 20배 확대, 주요 15대 수
출품목 중 최소 10개 품목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등을 구체적인 달성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 산업정책 방향으로는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직업교육/훈련 촉진, 첨단
기술 부문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발, 산업용 전기 비용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시장 및 상품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및 국제적
트렌드 등에 관한 양질의 정보 정례적 제공,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 과테말라 정부는 5개년(2020~24) 경제발전 및 생산성 향상 추진 과제로
서 투자 증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수출모델 개발을 통
한 수출 증진 도모,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개발, 재생에너지 연료 개
발 촉진, 전략적 인프라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증진 등
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2)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로, 기본적으로
농업 의존형 국가이며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그나마 산업은 초보적인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
다. 한편 수출 증대와 외화 획득을 위해 니카라과는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
국 FTA (CAFTA-DR), 멕시코, 대만, 한국 등과 FTA를 체결했다. 니카라과 산
업정책은 ‘수출 경공업 기반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보세가공무역(Maquiladora)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세가공무역은 원자
재를 무세로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사업방식으로 저임금을 활용하는 비즈
니스이다. 멕시코 등 미국 인근 국가와 중미 및 카리브 국가에서 선호되는 생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 71

산방식이다.
니카라과는 2019년 기준 국내 소비 인구가 약 624만 3,000명으로 국내시
장이 협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 5,407달러(2019년 추정치) 내외로 인구 중 약
24.9%가 빈곤선 밑에 위치하고 있다.62) 이에 따라 니카라과 산업정책은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및 서비스 육성’을 내걸고 있지만, 내수와 자본 부족, 과
다한 외채로 인해서 근본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니
카라과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 추진에서 심각한 장애는 외채와 외채 이자 상환
부담이다. 니카라과는 지속적으로 World Bank, IMF 등에 부채탕감을 협상해
왔다. World Bank의 니카라과에 대한 부채탕감 지원금은 니카라과 GDP의
1/4 수준에 달한다.63)
니카라과는 수출증대 산업정책에 따라 2006년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
(CAFTA-DR)에 합류하였다. 인근국과 경제공동체 결성을 통해 FDI 유치, 내
수경제 한계 극복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FTA 참여 확대로 니카라과의 수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니카라과는 1980년대 내전 종식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 등 일부 시장경제 체
제를 도입하며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2018년 오르테가 정부에 대한
시위와 무력탄압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 중이다.64) 외국인투자 감소와 무역
수지 적자 누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어 투자 여력도 약하다. 은행 부
실, 외채 문제, IMF 부채 지원금의 제한적 적용 등 악재 속에 있어 경기활성화
를 위한 산업정책 추진은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엘살바도르
미주기구(OAS)의 FTA 종합정보센터(SICE)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엘살바
62) CIA(2021).
63) IMF(2020).
64) 니카라과 경제는 2018년 4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오르테가 대통령의 폭력적인 진압(민간인 300여 명
사망)으로 촉발된 국내 정세 악화로 외국인투자 및 자금 조달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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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는 중미 소재 최소국의 지리적·경제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국가와
의 FTA를 통한 ‘시장 확대와 수출증진’에 산업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엘살바도
르는 1960년 중미공동시장(CACM) 구성 이후 지역 차원에서의 FTA 체결에
참여하고 FTA를 활용하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중미국들이 결성한 경제정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미통합체
제(SICA)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SICA 사무국은 엘살바도르에 위치해
있다.65) 엘살바도르 산업정책은 개방형 무역 및 투자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중
미·도미니카 FTA 발효로 자유무역체제를 진전시켰다.
엘살바도르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단일 작물 산업(Mono-culture
Industry) 시스템으로 인디고(염료), 커피 등에 특화했다. 그러나 산업정책의
핵심이 자유무역 추구로 나아감에 따라 산업 다각화가 산업정책 핵심으로 부상
하며 역내 및 역외국과의 산업협력과 무역진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역내외 FTA를 통해 GVC에 연결되고 있으며 가공식품, 설
탕 및 에탄올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류봉제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온두라스
온두라스의 산업정책은 여타 중남미 지역 국가와 유사하게 ｢일시반입법｣
(1984년 제정), 수출가공지대(EPZs)(1987년 첫 설립)를 통해 원자재 등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농업 분야 이외 다른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대외 수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 있다.
65) 중미통합체제(SICA)는 스페인어이고 영어로는 ‘Central America Integration System’으로 번역
할 수 있다. SICA는 1993년 엘살바도르가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고, 본부는 엘살바도르에 위치해 있
다. 특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점진적 통합을 위해 ‘중미 4개국(CA4)’을 결
성하였다. 2021년 9월 현재 회원국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
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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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제조업 분야가 의류 분야에 국한되고 자동차부품
이나 전자제품 조립 등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경제개발고용지대법(ZEDEs)｣을 제정,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고용확대촉진정
책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노동권, 토지 이슈 및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한 국내
외 NGO 단체의 반대로 진전이 별로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66).
최근 온두라스의 산업정책은 후안 에르난데스(Juan Hernández) 현 대통령
이 2018년 1월 재집권에 성공한 후 발표한 ‘2018~2022 정부전략계획(Plan
Estrategico de Gobierno)’에 비교적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다. 동 전략계획
에 따르면, 온두라스의 산업정책 방향은 농업, 섬유 및 부품 제조업(자동차부품
및 전자장비 등), 관광 등 중점 산업에 대한 생산성, 경쟁력 및 혁신 제고를 통
해 빈곤 감소, 투자 유치 확대, 고용 증진, 수출 확대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정책의 효과가 낮은 것은 정부의 투명성이 약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사
회 인프라가 부족한 점 등 다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복
잡한 인센티브 제도, 높은 에너지 및 물류비용, 복잡한 비즈니스 관련 절차, 숙
련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통 효율성 및 품질 개
선, 항구 효율성 개선, 항공교통 개발, 낮은 비용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정보통신기술 분야 투자 확대, 광대역 인터넷 역량 및 가입자
확대 등) 등을 추진 중이나 온두라스 제조업 경쟁력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
은 높지 않다.

5)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산업정책은 산업의 생산력 제고 및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이며,
기본적으로 개혁개방, 혁신 제고, 인적자본 육성, 중소기업 생산 및 수출역량
66) 미 국무부의 2020년 국별 투자환경보고서(Investment Climate Statement)(state.gov.reports/2020
-investment-climate-statements/, 검색일: 2021. 6.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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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67)
코스타리카는 2019년 2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 및 수출과 투자
진흥전략으로 ‘2019~2022 4개년 경제개발계획(PNDIP)’을 발표하면서 과학
기술통신, 농축산업, 관광, 환경 등 주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
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유치, 싱글윈도우를 통한 투자 프
로젝트 관련 절차 간소화, 생산 연계 프로그램, 신규 수출 분야 개발 프로젝트,
국경통합 프로그램, 대외무역 플랫폼 현대화 및 강화 등 전 산업의 수출 및 생
산성 증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수출계약제도,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일시반입제
도, 관세환급제도 등을 통해 (재)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세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진흥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오고 있다. 최근에
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특별구역(SEZs)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균형발전
도 추진 중이다.
특정 산업 진흥책도 추진 중인데,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근거한 산림 및 생태
관광산업 진흥을 국가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동시에 임
업 분야 관련 투자 및 수출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관광 서비스업(호텔, 외식, 항공운송, 차량리스, 수중운송, 여행사, 관련
건설업 등)에도 각종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코스타리카 산업정책의 핵심 분야이며, 미소중소기업 발전
특별 기금(PODEMIPYME),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PROPYME), 국가 소기
업 지원 프로그램(PRONYMYPE) 등 3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
융, 미소신용, 인적자원 역량개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의 생산성
증진과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교육을
중시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노동시장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67) Martínez, Padilla, Cimoli, and Castillo ed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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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나마
파나마는 소규모의 내수시장 극복하고 물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 개방정책을 펼쳤다. 양 대양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파나마의 이점
은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활용에서 드러난다.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물
류와 연계된 서비스 중심지로서 콜론자유무역지대는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파
나마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도모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파나마는 우선적으로 기업활동의 편의성 증대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달
러화를 공용화폐로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발보아
화폐가 일부 유통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채택과 외국인투자 이익
에 대해 제한 없는 송금 허용은 매우 매력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된
다. 또한 법인 설립이 간편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 비율도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없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이동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 안정된 물가수준과 환율변동
위험의 부재가 마찬가지로 큰 투자 이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147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중남미 본부를 파나마에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구체적 혜택으로는 다국적기업(SEM) 비자제도가 있다.68)
파나마는 1997년 WTO에 가입한 이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왔다.
중미통합체제 SICA의 일원으로서 중미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FTA
를 체결하고 있다. 파나마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조세감면에 있다. 수출용 보세
가공 조립업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수출산업에 투자 시에도 수입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술도입 및 고용 증대를 추구한다.

68) 외교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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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가. 태평양동맹(PA) 회원국
1) 칠레69)
광업은 칠레 GDP의 15%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구리가 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은 GDP
의 11% 정도이며, 수출의 약 35%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주요 수출품
은 식품, 화학, 펄프, 종이류 등이다.
OECD 칠레 자료(2021년 5월)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1
년 칠레의 경제성장 예측치는 6.7%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리가격 상승과 내
수시장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리 외에 칠레는 세계 최대
요오드(iodine) 생산국이고, 제2대 리튬 생산국이며, 세계 6대 은(銀) 생산국,
세계 7대 소금 생산국이기도 하다.
칠레 제조업은 GDP의 11% 정도이며 가장 규모가 큰 분야가 식품산업이다.
식품산업은 GDP의 2.6%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은 주류 및 담배로서 GDP
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외 섬유 및 의류 분야가 0.3%, 목재 및
가구 0.3%, 종이류가 1.3%, 석유정제업 0.8%, 화학·고무 분야가 1.6%, 금속
제품 1.7% 등이다. 현재 칠레는 통신 및 IT 산업 발달로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칠레는 농산품, 목재 등 산림업, 어업이 GDP의 5%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칠레는 남반부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FTA를 통해 수출품의
대부분을 북반구 소재 시장접근을 최대로 활용 중이다. 다만 칠레는 지리적으
로 기다란 안데스산맥을 따라 좁게 국토가 이어져서 경작 가능 면적은 국토의
69) KOTRA(2021)와 OECD(2021)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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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 불과한 뚜렷한 생산 한계도 가지고 있다.
칠레 산업 중 어업은 칠레 GDP의 0.6%에 불과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칠레
는 세계 2대 연어 생산국이다. 주로 노르웨이 등 외국투자기업에 의해서 생산
되며 칠레는 전 세계 연어산업의 40%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2) 페루
페루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1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광업 중심 국가이다.
식민시대 중남미의 은 생산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주요 광물자원의 품목
만 구리·금·아연 등으로 변화했다.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의 구리 생산국이며,
광물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다. 이러한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국제광물 가격 변화에 따라 경기가 변동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
다. 페루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서 광업 외에도 농축수산업이 발달해
있다. 그 밖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했으며 일부
제조업이 가동 중이다(KOTRA 국별 자료).70)
건조한 해안, 안데스산맥, 정글 등이 국토의 대부분인 페루 영토의 1.7%만
이 농업 가능 경작지이고, 2020년 기준 농업은 페루 GDP의 7%와 경제활동인
구의 27%를 고용하고 있다. 이 나라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면화, 사탕수수, 커
피, 밀, 쌀, 옥수수, 퀴노아, 보리이고, 망고, 감귤류, 아보카도, 포도 등이다. 섬
유, 소비재, 가공식품 및 수산제품 등으로 구성된 제조업은 GDP의 30.2%를
생산하고 전체 고용의 15%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페루는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이며, 구리 2위, 금 5위 생산국이고, 아연과 납도 중요한 수출품이다. 에
너지 순수입국이지만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도 많다. GDP의 54.9%와 노동
력의 58%를 고용하는 3차산업은 관광, 금융, 통신 및 건설서비스가 주력 분야
이다.71)
70) KOTRA 리마무역관의 국가정보(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
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89232, 검색일: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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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16세기부터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광업과 농업
중심의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부터는 문화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업이 성장하고 있다.
콜롬비아 농업의 GDP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수출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
콜롬비아는 팜오일의 세계 5대 생산국이며, 사탕수수는 10대 생산국이다. 또
한 콜롬비아산 커피는 고급 커피로 전 세계적 소비층을 가지고 있으며, 콜롬비
아는 브라질,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이어 4대 커피 생산국이다. 이외 바나나,
아보카도, 파인애플, 코코아 등의 세계적 생산국이다.
1990년대 들어 콜롬비아는 섬유류, 가공식품, 주류, 종이 및 종이제품, 석유
화학, 시멘트, 철강 및 금속 등 다양한 제조업을 발달시켜왔고, 인근 베네수엘
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 비해 전반적인 산업화 수준이 높다. 이 시기
에 현지에 투자 진출한 미국 월풀(Whirlpool), GE 등이 주도하여 콜롬비아 가
전산업을 성장시켰으며, 국내 생산업체들은 수출을 통해 사세를 확장시켰다.
참고로 콜롬비아는 중남미 최초로 TV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가이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콜롬비아는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멕시코
멕시코는 중남미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석유와 같은 광물자원과 농축산업의 1
차산업도 발달했지만,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공산품 수출이 전체의
90% 가까이 되는 중남미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다. 따라서 농업과 광업의
1차산업부터 자동차와 전자 등의 제조업, 그리고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까지
균형있게 발달한 구조를 보유한 국가이다. 멕시코의 주력 산업을 나열하면 농
71) Santander Trade(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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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의류, 석유, 화학, 전자, 자동차, 관광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
전자, 화학, 광물, 채소류, 식음료 등이다.
먼저 멕시코의 가장 주요한 산업 중 하나인 석유산업을 살펴보면 2020년 멕
시코는 1일 원유 생산량 193만 배럴을 기록하며 세계 원유 생산국 중 12위, 중
남미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멕시코는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국영석유회사 PEMEX사가 국가 재정수입의 1/3을 담당하던 과거
에 석유화학산업에 투자가 미진하며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2012년 이래 멕시코 석유산업은 외국인투자에 개방되며 정부의 PEMEX 의존
도도 줄었지만, 예전의 지위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PEMEX사의 최근 5년
생산량은 26%가 줄었지만, 여전히 멕시코 전체 원유의 98.8%를 생산하고 있
다. 2021년 현재 멕시코 석유시장에는 총 14개의 민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72)
멕시코는 최근 수년간 자국의 우월한 기후조건에 기반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
는 석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이러한 탄화수소 집중 정책은 조 바이든 미
국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멕시코의 또 다른 주요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멕시코는 세계 5~6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주로 미국 시장 수출용 자동차 생산이 주를 이루며, 북미자
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투자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USMCA가 발효되고 역내가치사슬 강화로 생산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멕시코 전자상거래도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이
후 연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작년 2020년에는
58%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멕시코의 인터넷 보급률은 70.1%,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8,060만 명으로 추정된다.

7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
dataIdx=188733(검색일: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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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미 6개국
1) 과테말라
중미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과테말라는 전통적으로 커피, 설탕, 바나
나 등 농업과 함께 농식품 가공업 및 섬유·의류 등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점차 도소매, 건설, 금융 등 3차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저임금, 미국 시장에의 근접성 등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
의 현지 투자 진출을 계기로 발전하기 시작한 섬유·의류 산업은 2006년 과테
말라의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가입으로 대미국 수출이 증
가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 및 베트남 등과의 치열한
가격경쟁 등으로 위축되면서 현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
다. 최근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수요 증가에 따라 유기농식품의 수출
이 증가하고 있다.73)
서비스 산업 성장이 빠른 편이나, GDP에서 농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도 적지 않다. 2019년 기준 주요 산업별 비중74)을 보면, 1차산업은 9.9%를 차
지하고 있고, 2차산업은 21.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도·소매(19.2%), 부동
산(8.4%), 정보·통신(3.8%), 금융보험(3.8%), 숙박·요식업(3.1%), 운송·물류
(3.0%) 등 3차산업은 62.7%를 차지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상품무역은 적자인 반면, 서비스 무역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상품 수출액은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수
출액은 112억 달러(수입액은 1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9년 주요 수출상
품은 의류(12.5%), 설탕(6.2%), 철강(3.2%), 주류, 식용유, 종이, 플라스틱류
등 제조업이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커피·향신료 등 농수산물이
29.3%를 차지하고 있다.
73) 안수정(2016).
74) 과테말라 중앙은행 통계(www.banguat.gob.gt)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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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은 2013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서비스
수출액은 36억 8,000만 달러, 수입액은 36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분
야별로는 관광 33%, 정보통신 20%, 제조업 서비스 17%, 교통 13%, 기타 기업
서비스 9%, 금융서비스 4% 등이 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니카라과75)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니카라과도 농업 위주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바나나·소고기·닭고기·커피·담배·구리·목화·금·은·옥수수·사탕수수·콩·
목재 등 1차산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주요 산업은 섬유·신발·비누·식용유·
시멘트·의류 및 석유정제업 등이며, 이들 업종 중 주력 수출산업은 섬유이고
나머지 품목 대부분은 국내 소비용 품목이다. 니트류 및 티셔츠 등 섬유류가 최
대 수출품목이고, 소고기·커피·땅콩 등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2006년 중미 FTA 발효로 니카라과는 인근국으로 농산물 및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니카라과 수출품은 커피·코코넛 등 농산품이 중심이지
만 가공식품, 의류 및 직물 등의 공산품 수출도 늘고 있다. 니카라과는 관광업
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했다. 니카라과 경제의 57% 내외를 담
당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하며, 호텔 등 관광 연관 업종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의 경제는 해외 거주 니카라과 국민들의 모국 송금으로 유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로 송금하는 니카라과인들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미국·유럽 및 코스타리카에서 거주하고 있
다. 송금액이 GDP의 1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코로나19 감염 대응
으로 미국 등에서 방역조치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2020년 이후 송금이 크게 줄
어들고 경제지표도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75) 이 부분은 CEPAL(2020), Moody’s(2021), World Bank(2021)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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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살바도르76)
스페인 식민지 시절 엘살바도르는 인디고에 의존하였고, 화학염색 연료가 개
발되면서 커피로 주력 품목을 변경하였다. 단일 농산물 경작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엘살바도르는 20세기 중반부터 산업 다각화를 시도했고, FTA를 통한 GVC
연결로 농식품업, 의류업 등 경공업 발달을 추구하고 있다. 총인구는 약 651만
8,500명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산업 발달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산
업을 육성하기는 어렵다.
엘살바도르 농업은 수출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업용 농업으로 발전했고, 토
지는 점점 소수 자본가로 집중되어 부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엘살바도르
산업은 서비스가 GDP의 65%, 제조업이 24%, 농업이 11% 내외로 구성되어 있
다. 산업 다각화를 위해 엘살바도르는 자국을 중미 지역 물류 허브로 육성코자
하며 관광업도 진흥 중이다. 최대 수출품은 티셔츠(16%), 전기 축전기(6.6%),
커피(5%), 스웨터(3.8%), 설탕(3.8%) 등이다.

4)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중남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국가로 커
피·바나나 등 농산물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1차산업 중심 국가이며,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이다.
온두라스 제조업은 1990년 전후로 본격화된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등 마킬라 산업에 의해 발전했으며, 동 마킬라 산업은 고용, 투자, 외화 획득 등
온두라스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킬라 산업은 섬유·의류 분야로서,
2018년 기준으로 마킬라협회에 등록된 섬유기업 중 온두라스 기업은 33%, 미
국기업 51%, 캐나다 기업 7.6%, 한국기업 6.3%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77)

76) World Bank(2020), EIU(2021), Michigan State University(2021)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77) Kattan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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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78)이 가
장 높으나, 1차산업과 2차산업이 2019년 기준 각각 14.1%와 24.5%를 차지하
고 있다. 제조업 비중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며, 주요 제조업 분야로는
식품가공·음료산업(제조업의 46%), 섬유·의류/가죽 및 신발산업(31%), 금속
가공/기계장비산업(제조업의 7%), 제지, 플라스틱, 화학제품(주로 섬유 원료)
등이다.
2019년 기준 상품 수출액은 42억 달러, 수입액은 101억 달러로 경제규모
대비 무역적자가 심각한 편이며, 수출품목은 가공식품이 52.2%, 철강류, 플라
스틱류, 비누, 섬유, 금속 액세서리 등 제조업 23.8%, 바나나, 멜론 및 수박, 채
소류 등 농산물 19.7%, 기타 금, 아연 등 광물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고
기술 제조업의 수출은 없고, 농산물이거나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5)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경제는 중미 지역의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국가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해외투자 유치 등
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왔다. 1990년 ｢자유무역지대법(Law of
Free Zone Regime)｣을 제정하여 미국 인텔사의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과
학기술 연구 및 첨단 제조, 바이오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 발전기반을 마련하였
다. 다만 2014년 인텔사 철수 결정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며 점차 제
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79)
현재 코스타리카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중미 국가에 비해 낮다. 2019년 기준 주요 산업별 비
중80)을 보면, 농업 등 1차산업은 GDP의 4.2%에 불과하며, 제조업(11.8%) 등
78) 온두라스 중앙은행 통계(www.bch.hn)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하였다.
79) 유영식, 윤준모(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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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산업은 15.5%, 그리고 도·소매(8.7%), 부동산(8.1%), 금융(5.2%), 정보·
통신(5.1%), 운송·물류(4.4%), 숙박·요식업(3.3%) 등 3차산업은 80%를 차지
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 분야로는 전자기기, 플라스틱, 섬유·의류, 기계, 화학, 식음료
등이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첨단기술 제조업과 비교해
국내 제조업은 기반이 취약하고 생산성도 낮은 상황이다.
코스타리카는 상품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무역은 흑
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9년
수출액은 115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했다. 2019년 기준 상
품수출액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의료장비, 의약품, 기저귀, 콘택트렌즈, 타이
어 등 제조업이 가장 높은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등
농산물이 27%, 식품이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서비스 수출
액은 95억 달러(수입 42억 달러)로서 2012년 대비 53% 성장하였으며, 분야별
로는 관광 42%, 기업 서비스 35%, 정보통신 14%, 교통 5% 등이 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6) 파나마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서비스·금융·물류 등의 3차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다. 물류·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가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발달
하였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파나마 경제
에서 중요하다. 파나마의 3차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금융업이
다. 파나마 GDP의 7.8%를 차지하는 금융업은 운하와 물류 중심의 파나마 서
비스 산업구조 특성에 맞춰 수출금융결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파나마가 국제경쟁력을 지닌 분야는 광업, 농업 및 목재산업이며, 구리, 금,

80)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통계(www.bccr.fi.cr)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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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및 철 등 광물 매장량이 많다. 1차산업으로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이 발달
하였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면에 두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산물 재배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생
산과 더불어 쌀, 야채, 커피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한다. 수산업 중에서는 새우,
참치, 가재 등을 주로 어획하고 있으며, 닭고기 등의 육류도 생산한다.
2019년 기준 농업은 GDP의 2.1%를 차지하고 노동력의 13.7%를 고용하고
있다. 제조업은 GDP의 29.5%81)와 전체 고용의 18.8%를 담당하지만, 국제경
쟁력이 취약하다. 단 국토의 43.6%가 산림이므로 목재는 주요 수출품목이다.
서비스 산업은 파나마 GDP의 약 65%를 차지하고 노동력의 67.5%를 고용하
고 있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물류, 은
행, 보험, 컨테이너 항구, 선박 등록 및 관광업으로 주로 구성된다. 하지만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이들 서비스 분야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82)
파나마의 3차산업은 물류와 항만산업이 중심이다. 파나마는 전략적 요충지
로서 적극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운과 항공을 통한 물동량이 확대되고 있다.
44개의 항만을 보유한 파나마는 토쿠멘 국제공항 확대를 통해서 지역 물류허
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와 토쿠멘 국제공항 확
장, 주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건설업은 파나마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
었다. 파나마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수력발전 (65.8%), 화력발전 (28.3%),
풍력과 태양열이다. 파나마 정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83)

81) Santander Trade(2021b)는 제조업에 건설업(GDP의 20% 내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을
제외한 순수 제조업의 GDP 비중은 9%에 불과하다.
82) Santander Trade(2021b).
83) 외교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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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최소 10건 이상의 FTA를 체결하
였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칠레·멕시코·페루는 세계적인 FTA망을 확
립한 국가이며, 중미 6개국은 다양한 국가와 다자 및 양자 FTA를 체결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통으로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일본·대만 등과의 FTA를 체결한 국가가 많다.

표 3-1. 중남미 10개국의 FTA 체결 현황
국가

FTA 발효 연도
1981 LAIA, 1997 캐나다, 1999 멕시코, 2002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2003 EU 28, 2004 EFTA, 2004 미국, 2004 한국, 2006 중국, 2007 인도,

칠레

일본, 2008 온두라스, 파나마, 2009 콜롬비아, 페루 호주, 2010 과테말라,
2011 터키, 2012 니카라과, 말레이시아, 2014 베트남, 홍콩, 2015 태국,
2016 태평양동맹, 2018 CPTPP, 2019 인도네시아, 2021 영국
2009 미국, 싱가포르, 칠레, 캐나다, 2010 중국, 2011 EFTA, 2011 한국,

페루
PA

2012 멕시코, 2012 일본, 2012 파나마, 2013 EU, 콜롬비아, 2013 코스타리
카, 2016 태평양동맹, 2017 온두라스, 2018 CPTPP, 2020 호주, 2021 영국,
에콰도르
1981 LAIA, 1988 안데스공동체, 1995 멕시코, 2009 칠레, 2011 EFTA,

콜롬비아

2011 캐나다, 2012 미국, 2013 EU, 2016 코스타리카, 태평양동맹, 한국,
2021 영국
1994 NAFTA, 1995 콜롬비아, 1999 칠레, 2000 EU, 2001 이스라엘, 2001

멕시코

EFTA, 2004 우루과이, 2005 일본, 2010 볼리비아, 2012 페루, 중미6 2012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2013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2016 파나마, 태
평양동맹, 2018 CPTPP, 2020 USMCA
1960 CACM(중미공동시장), 2001 도미니카공화국, 2006 대만, CAFTA-DR,

중미

과테말라

국가

2009 파나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10 칠레, 2012 멕
시코, 2013 EU, 2021 영국

6개
니카라과

1960 CACM, 2001 도미니카공화국, 2006 CAFTA-DR, 2008 대만, 2009
파나마, 2012 칠레, 멕시코, 2013 EU, 2019 한국, 202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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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국가

FTA 발효 연도
1960 CACM, 1999 칠레, 2003 파나마, 2006 CAFTA-DR, 2008 대만,

엘살바도르 2009 과테말라, 온두라스, 2012 쿠바, 멕시코, 2013 EU, 2017 에콰도르,
2019 한국, 2021 영국
1960 CACM, 1986 베네수엘라, 1998 도미니카공화국, 1999 칠레, 2002 파
온두라스

나마, 2004 CAFTA-DR, 2007 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11
멕시코, 2012 EU, 2013 캐나다, 2018 한국, 2021 영국, 중미6
1962 CACM, 2002 캐나다, 2002 칠레, 2006 도미니카공화국, 2008 파나마,

코스타리카 2011 중국, 2012 멕시코, 2013 페루, 싱가포르, EU, 2016 콜롬비아, EFTA,
2019 한국, 2021 영국
1960 CACM, 2002 엘살바도르, 2003 코스타리카, 2006 싱가포르, 2006 칠
파나마

레, 2007 미국, 2007 온두라스, 2008 과테말라, 2009 니카라과, 2010 캐나
다, 2011 페루, 2012 EU, 2013 코스타리카, 2013 EFTA, 2014 멕시코,
2021 영국, 한국

자료: 각 국가별 홈페이지 및 OAS SICE 등을 참고하여 작성.84)

가. 태평양동맹(PA) 회원국
1) 칠레
칠레는 중남미의 모범국으로서 FTA 체결도 활발한 국가이지만, FTA 활용
지원 서비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칠레기업인연합(SOFOFA)에서 사무
실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서비스는 FTA 체결 효과를 살리
기 위한 칠레의 FTA 체결국 리스트 제공, FTA 체결국에 물품수출 시 원산지증
명 발급 지원 등이다.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이행평가, FTA 활용 제고를 위
한 수출기업들과의 소통, FTA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FTA 활용도 제고 노력이나, 컨설팅 기능
도 부족하며 FTA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어 인증, 지적재산권 등
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
84) 멕시코의 경우 http://www.sice.oas.org/ctyindex/MEX/MEXagreements_s.as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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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칠레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FTA 종합지원센터는 없으나 FTA 체결 현황과 원산지증명과 관련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공
- 칠레 국제통상청(외교부 산하): www.subrei.gob.cl
- 칠레 기업인연합: www.sofofa.cl

- FTA 정보제공

칠레 국제통상청 홈페이지 내 ‘estudios y documentos(연구 및
문서)’ 섹션에서 FTA 기초통계 및 보고서 제공

- FTA 활용 컨설팅

없음

- FTA 문의 콜센터

없음

- 비관세장벽 컨설팅

없음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기업인연합(www.sofofa.cl) 발급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업인연합(www.sofofa.cl) 발급

- 원산지 관련 컨설팅

기업인연합 사무실 방문 시 컨설팅 가능

3.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없음

4. FTA 통합 플랫폼

없음

5. 기타 사항

칠레국제통상청 홈페이지(www.subrei.gob.cl) 현재 협상 중인
무역협정 정보제공

자료: 저자 작성.

칠레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는 칠레기업인연합(SOFOFA)에서 담당하
고 있다. SOFOFA는 1883년에 설립된 100년이 넘은 기업인 단체이다. 설립
당시는 칠레는 광산 및 어업 위주의 경제구조였으며,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SOFOFA가 설립되었다. 현재 SOFOFA는 칠레 주요 산업협회인 2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소속 기업은 약 4,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지역에 8개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경제단체이다.
한편 칠레는 중남미 11개국과 FTA인 ALADI(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회원
국과의 자유무역에 따른 원산지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유럽·미국·아시아 국
가들과 양자 간 FTA를 체결했다. 특히 태평양 연안국인 멕시코, 페루 및 콜롬
비아와 체결한 태평양동맹(PA)이 주목을 받으면서 태평양 동맹국들과는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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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TA가 중남미를 넘어서며 전 세계로 확대
됨에 따라 서비스 확대와 관세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칠레의 원산지 정보는 FTA 체결국가와 원산지증명서 양식 제공 등 단순 서
비스에 그치고 있다. 웹페이지를 통한 컨설팅 업무는 없다. 수출기업에 대해 수
출대상 국가가 FTA 체결국인가의 여부 확인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양식을 제공
하고 있는 정도이므로, FTA 종합지원센터 등 우리나라의 경험 전수는 현지에
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칠레가 FTA를 기존 인근 중남미국을 넘어서
유럽의 EFTA, 한·중·일을 비롯해 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각국, 미국, CPTPP
등과도 체결하며 전 세계적으로 FTA를 확대해나가고 있어 FTA 활용지원 서비
스는 매우 유용한 무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페루
페루는 1990년대에 대외무역 개방을 시작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
으로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는 미국, EU, 한·중·일, CPTPP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54개국과 20개 FTA를 체결하고 있어 역내 FTA 선도국에 해
당한다. 페루는 기본적으로 통상관광부(MINCETUR)와 그 산하 수출관광진흥
위원회(PromPeru)에서 페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활용
을 통한 수출지원으로까지는 이어져 있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FTA 활용을 높
이기 위한 능동적인 컨설팅 또는 상담 서비스 제공이나 FTA종합지원센터는 운
영되고 있지 않다. 통상관광부는 통상협정포털(www.acuerdoscomerciales.
gob.pe)을 통해 FTA 협정 및 FTA별 협상 개요, 협정문, 원산지기준 및 증명서
서식, 특혜세율, 협정이행 법률문서, 수출입 가이드 및 통계 관련 자료 등 다양
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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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페루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 FTA 정보 제공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에서 운영하는 페루 경제협정 관련 정보
제공
• 협정문,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웹사이트(www.acuerdoscomerciales.gob.pe)에서 협정문 원본, FTA
혜택 관련 정보, FAQ 등을 스페인어 또는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음
관세율은 페루 관세 및 국세감독위원회(SUNAT)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
aduanet.gob.pe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세율 정보뿐만 아니라 HS 코드별
수입 금지 및 제한, FTA 협정별 적용 여부 등까지 파악 가능
페루무역협회(ComexPeru)에서 FTA를 포함하여 페루 수출입 관련하여

• 설명자료, 기업 참고자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홈페이지(www.comexperu.org.pe)
에 게재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출간하고 있음
페루통상관광부 산하 수출관광진흥위원회(PromPeru)에서 전 세계 24개
• 기타 정보제공 여부

국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페루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이어나 해외수출
을 희망하는 페루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를 포함한 다양한 무역 관련 정보
들을 제공하고 있음
MINCETUR에서 운영하는 페루 경제협정 관련 웹사이트(www.acuerdos
comerciales.gob.pe)에 FTA 관련 문의 창구가 있음

- FTA 활용 컨설팅

페루무역협회(COMEX)도 FTA 활용 컨설팅을 포함하여 관세 통계, 무역협
정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일반적으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콜센터가 운영 중임

- FTA 문의 콜센터

- MINCETUR 무역협정 관련 문의 콜센터: (511) 513 6120
- ComexPeru 콜센터: (511) 625 7700

- 비관세장벽 컨설팅

아래와 같은 콜센터가 운영 중임
- MINCETUR 무역협정 관련 문의 콜센터: (511) 513 6120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각 지역 상공회의소, 페루산업협회, 페루무역협회(ComexPeru), 페루수
-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출협회(Adex)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 한국, 캐나다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자율발급 허용(Auto-Certificacion)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 관련 컨설팅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전자원산지증명서는 태평양동맹(PA)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통상관광부의 경우 원산지증명 관련 별도 컨설팅 서비스는 없으나 MIN
- CETUR 무역협정 관련 문의 콜센터(511 513 6120)를 통해 상담 가능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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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FTA 활용지원 현황
3.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4. FTA 통합 플랫폼

5. 기타 사항
(수출지원정책 등)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 세계 각지의
PromPeru 사무소를 통하여 FTA 관련 문의 및 컨설팅 가능
FTA만을 위한 별도 통합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으나 www.acuerdoscomer
ciales.gob.pe에서 FTA를 포함한 페루가 맺은 모든 경제협정 관련 정보
조회 및 문의를 할 수 있음
또한 페루 수출관광진흥위원회(PromPeru)가 운영하는 수출정보통합시스
템(Siicex)을 통하여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페루 기업들에게 수출 절차, 지
역 및 분야별 무역 데이터,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물류비용, 해외 바이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중(www.siicex.gob.pe)
PROMPERU를 통해 해외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 시장조사, 박
람회 및 사절단 참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페루는 현재까지 자유시장경제, 개방경제를 추구하면서 주요 국가들과 FTA
를 체결하고, CPTPP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왔는
바, 향후에는 기체결 FTA의 활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페루는 FTA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대
페루 ODA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바, FTA 활용지원 관련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협력 성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
다만 최근 집권한 급진좌파 성향의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가 기체결된 모든
FTA를 개정하고 신자유주의를 탈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페루
무역정책이 보호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저자 작성.

통상관광부에 무역협정 관련 문의 창구 정도는 존재하나, 세부적인 협정 내
용, 비관세장벽, FTA 활용 등 구체적인 상담과 컨설팅은 어려운 상황이다. 수
출관광진흥청은 해외 바이어나 페루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포함하여 보
다 일반적인 수출진흥 관련 경제·법률 정보, 훈련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
공하고 있다. 한편 페루 관세 및 국세감독위원회(SUNAT)가 운영하는 웹사이
트(www.aduanet.gob.pe)를 통해 FTA별 특혜 관세율(HS 코드별/품목별)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페루무역협회(ComexPeru)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FTA 포함, 수출입 관련 다
양한 기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세미나, 원산지증명서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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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료제공 등 보다 다양하고 능동적인 대기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FTA 또는 FTA 활용에 초점을 둔 상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페루수출협회
(Adex)는 페루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FTA 관련 원산
지 상담, FTA 관세혜택에 관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은 높지
않거나 민간 전문업체를 소개해주는 정도이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인 경우, 페루에서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리마 상공회
의소가 대표적인 역할 수행), 페루산업협회, 페루무역협회, 페루수출협회(Adex)
등 민간단체들이 발급하고 있다. 페루무역협회와 수출협회에서는 원산지증명
서 관련 상담 또는 컨설팅, 매뉴얼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루 싱
글윈도우(VUCE)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획득이 가능하며, 전자원산지증명
서 발급은 같은 태평양동맹(PA) 회원국들인 멕시코, 칠레 및 콜롬비아의 관계
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페루는 2020년에서야 태평양동맹 협정에 따라 멕시코
로 수출 시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처음 발급하였으며, 이후 같은 회원국인 콜롬
비아 및 칠레 수출에도 적용하고 있다.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나 FTA 통합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정 부분
유사한 기능(FTA 수출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수출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
관광진흥위원회(PromPeru)의 해외사무소(24개국 29개 사무소), 통상관광부
의 통상협정 웹페이지, 수출정보통합시스템(SIICEX) 등은 있다.
페루의 수출진흥 및 지원정책은 주로 통상관광부 산하 수출관광진흥위원회
(PROMPERU)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PROMPERU는 1996년 수출진흥 전담
기구인 PROMPEX와 관광진흥사무소가 합쳐져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통상
관광부 장관을 의장으로 주요 정부부처 고위 인사 외에 수출협회, 산업별 협
회,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PROMPERU는 페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진흥을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표준 훈련 및 분야별 맞춤형 훈련, 단기 교육 등), 시장분석·조사 및 보고
서 발간, 박람회 참가 및 사절단 파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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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FTA 종합지원센터는 없으나 상공관광부가 자유무역협정 별도
홈페이지(https://www.tlc.gov.co)를 통해 협정문, 설명자료, 주요 Q&A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17개 FTA를 발효하고 2개의 FTA 협
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개방적 무역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태평양동맹(PA) 의장국(2020. 11~2021. 11)으로 준회원국(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의 가입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이다.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로라 발디비에소 히메네스(Laura Valdivieso Jimenez) 차관은 한국을 태평
양동맹 준회원국 후보국(Candidato a Estado Asociado)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상을 태평양동맹 회원국들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2020. 12)한 바 있어
협상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표 3-4. 콜롬비아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FTA를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는 부재하나,85) 상공관광부(Mincit) 산하 콜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롬비아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에서 FTA 관련 지원 일부
기능 수행
상공관광부(Mincit)에서 별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를 통해 FTA 체결 국
가별로 협정문, 설명자료, 이행위원회 문서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
산지, 관세율 등 정보는 콜롬비아 원산지 발급기관인 통계청(DIAN) 상담

- FTA 정보제공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음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 홈페이지에서 주요 FTA 체결국
경우(미국, 유럽연합), 별도 세션을 운영하여 수출유망품목, 성공사례(영상)
등 정보 제공
없음. 별도 FTA 활용 컨설팅 운영은 하지 않으나 HS 코드에 따른 관세율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정보 또는 협정문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창구 운영(콜롬비
아 통계청)

-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없음. 상공관광부 ‘자유협정’ 홈페이지에 협정별 담당자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음(이메일, 전화번호)

85) 우리나라는 보고타에 해외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현지 이용 부진으로 2019년 폐쇄 및 멕시
코시티 무역관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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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FTA 활용지원 현황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3.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 규정(2011년)이 마련되어 2012년부터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체결한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자가 발급 허용
FTA 활용지원센터는 없으나 해외 Procolombia 26개 사무소를 통해 FTA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FTA에 초점을 둔 통합 플랫폼은 없음

4. FTA 통합 플랫폼

- 단 Procolombia 홈페이지 內 별도 세션을 통해 수출지원 관련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대략적인 운송비용 산정, 수출유망시장 확인,
관세율 확인 등)

5. 기타 사항

상공관광부는 Procolombia를 통해 중소기업 대상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
램 운영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

자료: 저자 작성.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 홈페이지에서 주요 FTA 체결국의
경우(미국-콜롬비아, 유럽연합-콜롬비아) 별도 세션을 운영하여 수출유망품
목, 성공사례(영상)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외 15개 자유무역협정의 경
우 상공관광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 외 기타 안내자료는 미비
한 상황이다.
FTA 활용 컨설팅 및 콜센터는 없으나 통계청 홈페이지에 FTA 협정문 내용
및 관세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https://muisca.dian.gov.
co)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상공관광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협정별 담당
자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안데스공동체(CAN) 및 태평양동맹(PA) 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원산
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관발급 및 자체 발급(한국,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으로 나뉜다. 기관발급의 경우 콜롬비아 통계청
(DIAN)이 담당하고 있고,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은 2011년도 관련 법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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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산지발급 관련 컨설팅은 없으나 통계청에
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는 없으나 Procolombia 해외 26개 사무소를 통해
일반 수출지원 활동 및 자유협정 관련 정보조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FTA
에 초점을 둔 통합 플랫폼은 없다. 다만 Procolombia 홈페이지에서 별도 수
출지원 서비스 세션(https://ruta-exportadora.procolombia.co)을 통해
대략적인 운송비용 산정, 수출유망 시장 확인, 수출품목 관세율 확인 등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콜롬비아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국제화 프
로그램(Fabricas para Internacionalizacion)’을 통해 중소기업-산업전문
가 간 1:1 매칭 및 컨설팅을 통해 제조공정 효율화, 제품품질 제고 등을 통해 수
출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액 확대 정책도 추진 중인바, 바예호 익스
프레스 계획(Plan Vallejo Express)을 통해 2022년까지 지식정보 기반 서비
스 수출액 9억 5,000만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식서비
스 관련 상품(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문화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또는 부품 수입 시 관세 및 세금을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제
도이다.

4) 멕시코
멕시코는 일부 중남미 국가와의 특혜무역협정(PTA)을 제외하고, 1994년
NAFTA를 시작으로 최근의 CPTPP, USMCA 및 영국과의 FTA 등 총 15개
FTA 협정을 통해 57개국과 광범위한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중
남미 지역에서는 FTA 선도국에 해당한다. 멕시코의 FTA망은 그간 북미, 유럽,
중남미 중심이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FTA를 체결하고 있
지 않았으나, CPTPP 참여를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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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국가와 자유무역 기반을 구축했다. 멕시코는 NAFTA, USMCA, EU FTA 협
상과정에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국가 차원의 FTA 활용지원기
구가 없지만, 주로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FTA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멕시코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
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주요 FTA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나, 종합 FTA 포털이나 활용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8년까지 경
제부 산하 무역투자진흥청(Promexico)에서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지원 프로그
램 이행을 담당하였으나, 동 기관은 현 AMLO 정부 출범 후 2019년 공식적으
로 해체되었다.

표 3-5. 멕시코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FTA 종합지원센터 부재. 경제부에서 관련 지원 기능 담당
* 2007~18년까지 PROMEXICO 담당

- 경제부 홈페이지 및 재무부 관세청에서 관련 정보 게재, FTA별 협정문 전
- FTA 정보 제공

문과 관련 정보 수록
- 그 외 미주기구(OAS), 회원국(중남미 전체) 정보 제공
* SICE FTA 종합정보센터: http://www.sice.oas.org

- 협정문,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 SIICEX: FTA 협정문, 관세율, 관세 및 비관세 제한, 대외무역 관련 법률
및 규정
- 관세정보시스템(SIAVI): 협정별 관세 및 수출입 통계 등 제공

- 설명자료, 기업 참고자료 - 경제부 및 재무부 관세청 관세서비스 포털에서 제공
- 기타 정보제공 여부
- FTA 활용 컨설팅

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상 법률도서관에서
법률, 규정, 코드정보 등이 Word, PDF 형식으로 제공
공공부문의 FTA 컨설팅 서비스 부재. 민간 관세법인에서 관련 서비스 상담
가능

- FTA 문의 콜센터

해당 없음(상기 내용과 동일)

- 비관세장벽 컨설팅

해당 없음(상기 내용과 동일)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멕시코 경제부에서 일괄 진행 단일창구

-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 전자증명서 발급

멕시코 경제부
https://www.snice.gob.mx/cs/avi/snice/tramites.html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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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FTA 활용지원 현황
- SNICE에서 관련 문의 접수
연락처: +52 55 5229 6100 ext. 34313, 34923, 34911, 34300.
- 원산지 관련 컨설팅

메일주소: snice@economia.gob.mx
* https://www.snice.gob.mx

- 그 외 멕시코 내 유료 컨설팅사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3.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4. FTA 통합 플랫폼
5. 기타 사항
(수출지원정책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제부 및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 활용
* 상기 링크 참고

기업 수출 촉진 지원 프로그램
- IMMEX, PROSEC, DRAWBACK
FTA 선도국이나 전반적으로 수출지원/FTA 활용지원에 대한 체제는 부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한 편이며, 그나마 미국시장 및 USMCA 활용에 치우칠 것으로 판단

대한 관심도

다만 CPTPP 발효 이후 아시아 시장진출 필요성으로 인해 동 FTA 활용에
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자료: 저자 작성.

멕시코가 체결한 FTA에 대한 기본 정보는 경제부 홈페이지86)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협정문 및 이행 결과 등 법적 문서 제공 위주이며, FTA 활용 내지 기업
지원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경제부 홈페이지에 멕시코 주요 3대 FTA
(USMCA, CPTPP, 멕시코-EU FTA)에 대해서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87) 이는 협상과정에서 혹은 협정
상의 협력활동의 일부로 만들어진 자료를 멕시코 입장에서 재정리했을 수 있
다. 경제부 외에 관세청(SAT) 홈페이지의 관세 서비스 포털(Portal de Servicios
86) https://www.gob.mx/se/acciones-y-programas/comercio-exterior-paises-contratados-y
-acuerdos-firmados-con-mexico(검색일: 2021. 5. 6).
87) USMCA의 경우, 이행위원회 결과 협정문, 원산지 규정, 협정해설서, 무역분석보고서, 협정 관련 서면
질의 접수, 미국 및 캐나다 수출 가이드(일반적인 내용) 등이고, CPTPP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설명자료, 협정문, 협정해설자료, 회원국 경제 기초 자료, 회원국
이 협정에 따라 제공한 통지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EU FTA에 대해서는 협정문, 산업별 무역
및 관세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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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Aduaneas), 관세정보시스템(SIAVI), 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 포털,
대외무역정보통합시스템(SIICEX) 등에서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다.
대체로 멕시코 정부의 FTA 지원은 관련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고, FTA
활용 방안에 관한 정보라든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된다. FTA 및 FTA 활용 문의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콜센터 내지 비관
세장벽 컨설팅 또한 존재하지 않으나, 경제부의 일반적인 상담 콜센터를 통해
FTA 관련 문의는 가능하다. 콜센터도 협정에 대한 단순 질문을 처리하는 수준일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컨설팅 전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
만 UMSCA에 대해서는 서면상담 형태로 별도의 상담처(Centro de Consulta
TME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정상의 의무사항이다. 또한 멕시코시티 콜멕
스 대학(Colegio de Mexico, Colmex)과 공동으로 국제무역 협상과정(주 2
일, 약 11개월)을 운영하면서, 기업인 및 대학생 대상으로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FTA 원산지 관련 지원을 살펴보면,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우
루과이, 페루, 파나마, EU, 일본 등)에서는 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효된 USMCA에서는 자율발급이
면서 공식적인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폐지되었다. 2009년 8월 콜롬비아와의
합의에 의해 처음으로 100%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2019년
11월부터 ALADI 회원국(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
바, 에콰도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으로 수출하는 기
업은 멕시코 싱글윈도우시스템(VUCEM)을 통해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
능하다. 각종 FTA 관련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원산지 관련 컨설팅 서비
스 제공 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원산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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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에 가능하나, 현지기업 대부분은 유료 컨
설팅사를 이용하고 있다.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및 FTA 통합 플랫폼 등 FTA 지원을 위한 해외 조직
이나 온라인 통합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USMCA 등 일부 FTA에 대
한 별도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멕시코
는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Promexico 해체 이후 수출진흥 전
담 조직은 없으며, 경제부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MIPYMES MX이며, 경제부 홈페
이지 내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했다. MIPYMES MX 프로그램 중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구체적으로 여성 수출기업 지원(SheTrades), FTA
협정(특히 USMCA, CPTPP)에 관한 정보제공, 수출 가이드/원산지 계산/분
야·품목별 수출 가이드 제공, 외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의 수출진흥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지원정책은 주로 정보 및 자료제공 수준에 그
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형태의 (분야별) 상담이나 컨설팅은 부재한 것으로 보
인다.
기타 수출지원정책으로 IMMEX, PROSEC, DRAWBACK 등이 있다. IMMEX
는 수출제품을 제조하는 동안 원자재, 부품, 용기, 포장 등 다양한 상품을 일시
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단순화하였다. PROSEC은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해서
0~7%의 종가관세(ad valorem)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프로그램은 IMMEX
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다. DRAWBACK은 수입관세 환급 프로그램으로, 수출
제품의 원자재, 연료, 부품, 포장재 수입, 수출 제품 수리나 교환이 필요한 경
우, 새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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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미 6개국
1)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인구와 GDP 측면에서 중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큰 국가
로서 비교적 개방적인 통상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나
라의 봉제·의류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하는 역내
중요 국가이다. 과테말라는 1960년 체결된 중미공동시장(CACM) 및 2006년
발효된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등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
의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정책을 추구해왔으며, 현재까지 멕시코, 콜롬비아, 칠
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대만, EU 등과 FTA를 체결·발효한 상태이다. 다
만 일부 FTA(EFTA, 페루 등)는 협정 서명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의회 비준을 통
과하지 못해 미발효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정부의 FTA 정책 의지는 약한 것
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의 FTA도 여타 중미국가와 달리 협상 완료 후 가서
명 절차를 중지한 상황이다.

표 3-6. 과테말라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FTA를 위한 별도의 종합지원센터는 부재하나, 경제부(대외무역 차관실)에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 수출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인 수출자협
회(AGEXPORT)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경제부 홈페이지는 협정문 내용,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 FTA 관련 단순한

- FTA 정보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침
수출자협회(AGEXPOT) 또한 관세율, 협정 등 FTA 관련 단순한 정보제공
수준임

- FTA 활용 컨설팅

없음

- FTA 문의 콜센터

없음

- 비관세장벽 컨설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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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FTA 활용지원 현황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기관발급 증명서는 경제부 담당(비특혜 원산지는 상공회의소 발급)
- 다만 대부분의 무역협정에서 자율발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자/생산
업자 발급 허용. 특히 CAFTA-DR에서는 수입업자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VUPE(수출 싱글윈도우)를 통해 FTA별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중임
(2015년 8월부터 시행)

- 원산지 관련 컨설팅

AGEXPORT 교육 프로그램 중 FTA 원산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함
(3시간, 유료 프로그램)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중미·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및 검증 관련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3.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없음

4. FTA 통합 플랫폼

없음

5. 기타 사항

중소기업의 국제박람회 및 사절단 참여 지원 형태의 수출지원정책을 주로 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인 과테말라수출자협회(AGEXPORT)에서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실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와의 FTA 미체결 국가. FTA 및 수출지원 인프라가 부실하나, 경
제발전을 위한 FTA 활용지원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임

자료: 저자 작성.

과테말라는 경제부(MINECO) 대외무역차관실에서 FTA 협상 및 수출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FTA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종합적인 지
원정책(FTA 활용 컨설팅, 문의 콜센터, 비관세장벽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
지 않다. MINECO 홈페이지에 자유무역협정(TLC) 세션을 통해 FTA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한 협정 관련 정보(협정문 등 각종 합의문서, 원산
지증명서 서식 등)제공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인 수출
자협회(AGEXPORT)는 과테말라의 수출 단일창구인 ‘수출을 위한 싱글윈도우
(VUPE: Ventanilla Unica Para Exportaciones)’ 포털을 운영하면서 수출
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협회는 또한 통합관세율 정보
(SAT 홈페이지 연동), 자유무역협정 정보(경제부 홈페이지 연동) 등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한 형태의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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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관련 지원 수준도 낮다. FTA를 포함한 특혜무역협정의 경우, 경
제부가 증명서 발급기관이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있다. 다만 과테말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을 규정하고 있고, CAFTA-DR은 수입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원산
지증명서 발급 애로는 낮은 편이다. 과테말라수출자협회(AGEXPORT)는 2015
년 8월부터 수출을 위한 싱글윈도우(VUPE)의 수출지원 전자시스템인 SEADEX
시스템을 통해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AGEXPORT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대외무역 교육기관)은 일반
적인 수출 관련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과테말
라가 체결한 FTA의 활용 차원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 상품에 관
한 통관절차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하루 3시간 동안 이루어지
는 단기 유료 프로그램이다.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또는 FTA 통합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과테말라 경제부는 중소기업의 국제박람회 및 사절단 참여 지원(항공료,
체재비 등 재정적 지원 제공) 형태의 수출지원정책을 AGEXPORT을 통해 시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원사 대상 해외시장 연결 지원(Connecting Best
Markets), 수출업자 디렉터리 정보 제공, 무역학교 운영, 수출 관련 다양한 경
로 및 분야의 분석·제공(Ruta del Exportador) 등을 들 수 있다.

2)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오랜 내전과 정치적 갈등으로 낙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외업무보다는 국내 업무 위주로 행정이 진행 중에 있고, FTA 활
용 부서나 전담 요원이 없다.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리고 전산망 부족으로 전자
원산지발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정력 미비로 FTA 활용을 위한
조직·홍보·컨설팅 등 서비스 자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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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니카라과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 FTA 정보제공

없음

- FTA 활용 컨설팅

없음

- FTA 문의 콜센터

없음

- 비관세장벽 컨설팅

없음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수출업무센터(Centro de Tramites de la Exportaciones)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홈페이지 www.centrex.gob.ni
담당자 : 집행이사 Ms. xiomara Mena
(e-mail : xmena@cetrex.gob.ni)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온라인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원산지 관련 컨설팅

없음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없음

3.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4. FTA 통합 플랫폼

없음
없음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전산화와 2G 수준의 인터넷 속도 등 정

5. 기타 사항

부 행정 서비스는 매우 열악함. FTA 관세율 정보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
지 못하고 있음. 관세청 사이트에 FTA 협정관세율 자료는 게재되어 있음.
FTA 활용을 위한 인력이나 예산이 없음

자료: 저자 작성.

니카라과는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으로, 주요 교역국가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역내 공동시장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경제통합체제 사무국(SIECA)의 중미공
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 관세체계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키고 있다.88)
니카라과는 중미 국가 중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주력 수출품

88) 중미공동관세에서는 민감 품목을 제외한 다수 상품에 대해 역내국 간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
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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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농산품(전체 수출의 60% 내외)이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17%), 소고기
(16%), 치즈 (6%) 등이며, 니카라과가 이들 상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어 원
산지증명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지원을
위한 국내 시스템이 없다. 한편 니카라과는 전 국민의 80%가 하루 2달러 미만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이며, 중남미에서 매우 가난한 국가에 속한다. 공
산품의 경우 중국산 저가품 범람으로 보세가공무역(Maquiladora)마저 애로
에 봉착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베네수엘라 주도의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
(ALBA)’ 회원국으로서 베네수엘라로 농산물 수출도 상당하나 베네수엘라 경
제 악화로 수출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1995년 WTO 가입으로 국제무대에 등장 이후, 중미공동시장
(CACM) 차원에서 FTA 체결을 확대한 칠레·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미국·EU·
한국·영국 등과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역 확대를 꾀할 수 있으나, 니카라과는
정치적으로는 베네수엘라와 가까워 향후 통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종
합하면, 니카라과의 농산물 위주의 수출산업 구조, 정치사회적 요인, 인터넷 연
결망 미비 및 속도 문제 등의 기술적 애로로 니카라과에서 FTA 활용지원 수요
마저 극히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3)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커피 등 농업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있다. 티셔츠, 풀오버 스웨터 등 섬유제품이 여전
히 수출 상위품목을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품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엘살바도르 섬유제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시장다변화
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타 중미 국가보다 앞서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비준을 다른 중미 국가보다 일찍 통
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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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엘살바도르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 FTA 정보제공

없음

- FTA 활용 컨설팅

없음

- FTA 문의 콜센터

없음

- 비관세장벽 컨설팅

없음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대외무역통합시스템(CIEX) El Salvador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담당자 : Lic. Mydia Lopez Castillo
e-mail : cienexportaciones@bcr.gob.sv
전화 : (503) 2282-8000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인터넷 속도가 느려 온라인 서비스도 불편한 상황

- 원산지 관련 컨설팅

없음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없음

3.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4. FTA 통합 플랫폼
5. 기타 사항

없음
없음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왔으며, 중미 국가 중 FTA에 대한
인식이나 FTA 활용에 대한 실적과 의지가 높은 국가임

자료: 저자 작성.

엘살바도르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존형 국가로, 미국 거주 자국민 송금액이
전체 수출액과 맞먹을 정도로 해외송금액 의존형 경제에 놓여 있다. 공식 화폐
로 미 달러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1/3이 극빈층으로 미국 송금액이 없
으면 극빈층은 40% 정도로 늘어나는 빈국이다. 최근 관광, 물류 및 유통업이
발달하고 있고, 수출상품의 경우도 의류 이외에 가공식품, 설탕, 에탄올 등을
늘려나가고 있다. 수출대상국은 미국 약 70%, 카리브해(도미니카공화국) 약
25%, 멕시코 1% 등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 국가 중 FTA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엘살바도르는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과 FTA를 바탕으로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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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TA-DR)를 2006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중미는 사실상 엘살바도르
1개국을 의미한다. 엘살바도르는 2012년 중미 6개국(파나마 포함)과 공동으
로 EU와 FTA도 체결하였고, 멕시코와도 FTA를 체결하는 등 FTA 추진에 적극
적이다. 현재 엘살바도르 수출품의 96%, 수입품의 85%가 FTA 체결국가와 이
루어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기본적으로 자유발급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무선 인터넷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에 한계
가 있다. 또한 CAFTA-DR 회원국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을 통해 미국과도 연결
점을 활용코자 하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자유무역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마
인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엘살바도르는 제조업 진흥을 통
해 중미지역 유통, 물류 거점국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고, EU·중미 FTA와 일
반특혜관세(GSP) 등을 활용한 유럽 수출시장 개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미 국가 모두가 저개발 상태이고 치안 부재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안
고 있고, 워낙 FTA 활용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그 성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4)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중미 지역에서 니카라과와 함께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로서
기존 농업 중심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비
교적 적극적인(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1960년 체결
된 중미공동시장(CACM) 및 2006년 발효된 CAFTA-DR 등을 중심으로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해왔으며, 현재까지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
카공화국, 페루, 파나마, 대만, 한국, EU, 영국 등과 FTA를 체결·발효한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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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온두라스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 FTA 정보제공
- FTA 활용 컨설팅
- FTA 문의 콜센터
- 비관세장벽 컨설팅

FTA 종합지원센터는 없으며, 경제개발부 홈페이지에 FTA 관련 종합 정보
를 제공
협정문 내용에 관한 단순한 정보제공 수준에 그침
없음
없음. 다만 무역협정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
마련(직접 전화 문의는 불가)
없음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발급의 경우, 경제개발부
일부 협정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화

- 원산지 관련 컨설팅

없음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중미·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및 검증 관련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3.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4. FTA 통합 플랫폼

없음
없음
수출진흥은 경제개발부 중미통합 및 대외무역 차관실 소관이나, 홈페이지 등
에서 현재 공개된 구체적인 수출지원정책 및 이행기관이 없는 것으로 보임

5. 기타 사항

- 1984년 이래 온두라스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해왔던 투자수출진흥재단
(FIDE)이 2019년 11월 해체되면서 현재는 산업별 협회 차원의 수출 지
원만 존재
우리나라와의 각종 협력 추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FTA 지원 인프라와 (재정적) 역량이 3국 중 가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열악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행 및 관리해나가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대한 관심도

예상되어 3순위로 정함. 다만 최근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온두
라스 소재) 가입으로 한·온두라스 간 협력사업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은 긍정적인 환경요인으로 평가됨

자료: 저자 작성.

온두라스는 경제개발부(SDE)에서 FTA 협상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나, 별도의 FTA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정책(FTA 활용 컨
설팅, 문의 콜센터, 비관세장벽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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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협정 관리 및 협상(Administracion y Negociacion de Tratados)」
세션을 통해 FTA 관련 정보(협정문, 관세철폐 스케줄,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
서 서식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한 협정 관련 정보제공 수준을 넘지 못하
고 있다. SDE 홈페이지에 무역협정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관련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나, 직접 전화 문의/상담이나 별도의 고정적인 상담/컨설팅 프로
그램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FTA 원산지 관련 지원 수준은 낮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경제개발부
이다. 일부 FTA 협정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개
발부에서 운영하는 신속처리시스템(SIGEX) 및 온두라스 대외무역 전자시스템
(SECEH)을 통해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별히 원산지증명서 관
련 컨설팅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또는 FTA 통합 플랫폼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수
출지원정책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온두라스의 수출진흥은 경제개발부 중
미통합 및 대외무역 차관실 소관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현재 공개된 구체적인
수출지원정책 및 실무 수행기관을 찾기 어렵다. 1984년 이래 온두라스 수출지
원 기능을 수행해왔던 비영리 ‘투자수출진흥재단(FIDE)’이 2019년 11월 해체
되면서, 현재는 온두라스의 산업별 협회 차원의 수출지원만 남아 있다.

5)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다자통상체제와 중미통합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1961년 중미공동시장(CACM) 및 2009
년 CAFTA-DR 발효 이후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현재 16개의 FTA 협정이 발효 중이고, 2개의 FTA가 협상 진행 중이며, 대외
무역의 80% 이상이 FTA 체결국과 이루어지고 있어 중미 지역에서는 FTA 선
도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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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는 대외무역부(COMEX) 및 그 산하 수출진흥청(PROCOMER)
을 통해서 자국 기업들의 대외 수출 확대와 다각화 지원정책을 비교적 적극적
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서의 FTA 지원 활동을
넘어, 본격적인 FTA 활용 지원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아 별도 FTA 종합지원
센터도 부재한 상황이다. COMEX는 홈페이지에 협정(Tratado) 세션을 통해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한 협정 관련 정보제공을 넘어 FTA 해
설서, 각종 이행위원회 문서, 원산지증명서, 무역 및 투자통계, 세부 산업별 생
산 현황·관세율·비관세조치·원산지 규정 등 비교적 상세한 참고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COMEX는 일부 FTA 대상 국가(예를 들어 콜롬비아)에 대해서
는 관심 기업들과의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상담 가능 일자를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참가기업 접수).

표 3-10. 코스타리카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FTA를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는 부재하나, 대외무역부(COMEX) 및 그 산
1. FTA 종합지원센터

하 수출진흥청(Procomer)에서 FTA 관련 지원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Procomer에는 총 230여 명의 인력이 근무 중임)
COMEX 홈페이지에 별도의 무역협정(Tratado) 세션을 마련하여 FTA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협정에 관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서, 해설서, 위원회 이행문서, 원산지

- FTA 정보제공

증명서, 무역 및 투자통계, 세부 산업별 생산 현황/관세율/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등 비교적 상세한 참고자료 제공
- 일부 협정 국가(예: 콜롬비아)에 따라서는 관심 기업들과의 상담창구 운
영(상담 가능 일자 제공)
- Procomer 홈페이지,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정보제공

- FTA 활용 컨설팅

FTA 활용 컨설팅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FTA 문의 콜센터

FTA 문의를 위한 별도의 콜센터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비관세장벽 컨설팅

협정 대상국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설명자료는 제공하고 있으나, 비관세장
벽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FTA 원산지 지원
-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진흥청(Proc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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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FTA 활용지원 현황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 규정은 마련(2011년)되어 있으며, 칠레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와는 중미·칠레 FTA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접수에 합의(2012년
시행). 싱글윈도우 운영 중
종합물류시스템(SiL)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출업자 요청에 따라 원

- 원산지 컨설팅

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컨설팅도 진행할 것으로 판단
됨. Procomer 홈페이지에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처 제공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3.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중미·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및 검증 관련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FTA 활용지원센터는 아니나, 한국·중국·미국 등 주요 FTA 체결국을 포함
하여 주요 해외시장(22개국, 25개 지역)에 대외무역상담센터(Centro de
Asesoria para el Comercio Exterior) 운영. 다만 소수의 인력 규모 판단
FTA에 초점을 둔 통합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음

4. FTA 통합 플랫폼

- 다만 물류종합시스템(SiL)을 구축하여 등록 수출업체 대상으로 국제운
송·화물비용 산정, 국제운송 관련 부가적인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전
반적인 물류비용 자문 및 수출입 관련 절차 및 서류 등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 단기교육 프로그램, 국제박람회·전시회 등
정보제공, 녹색성장·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 등 수출지원 및 자문 프로그

5. 기타 사항

램 운영
∙ FTA 및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도
가장 높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PROCOMER는 홈페이지에 FTA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코스타리카의 수출진흥정책 시행을 총괄하는 민관 혼합 조직인 수출진흥청
(PROCOMER)은 1996년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총수입 약 3,200만 달
러, 총지출 약 2,500만 달러의 예산규모를 갖고 있고, 약 230여 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PROCOMER 조직도에서 FTA 관련 부서를 찾을 수 없고, FTA
를 위한 특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들의 수출 개시 및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교육 및 자문 과정에서 FTA
활용 등 FTA 관련 문의나 컨설팅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문의 창구나
FTA 활용 컨설팅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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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관련 지원은 원활한 편이다. 코스타리카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관발급 방식(GSP, EFTA, 중국, 콜롬비아, 페루,
카리콤, EU, 페루, 영국)과 자율발급 방식(캐나다, 중미, 칠레, 멕시코,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싱가포르, 한국)으로 나뉜다. 이때 기관발급은 수출진흥청
(PROCOMER)이 담당하고 있다. 2011년 법 규정(No. 36651-COMEX)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PROCOMER에 위임되었으며, 2012년에는 중미·
칠레 FTA 틀 내에서 칠레와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접수에 관해 합의·시행
하고 있다. 현재 PROCOMER는 대외무역 싱글윈도우(VUCE 2.0)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작성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FTA 원산지 관련 별도의 컨설팅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PROCOMER
의 수출지원 교육 프로그램, 통합물류시스템(SiL)을 통한 지원 서비스,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처(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제공)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
법으로 간략한 원산지 관련 컨설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TA 활용을 지원하는 목적의 해외 조직은 없으나, FTA 체결국을 포함한 주
요 해외시장 22개국에 대해 대외무역상담센터(Centro de Asesoria para el
Comercio Exterior)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한국·중국·일본), 유럽(스페
인·네덜란드·영국·독일·이탈리아), 중동(두바이·이스라엘), 북미(멕시코·캐나
다·미국의 마이애미·뉴욕·휴스턴), 중미(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
라과·파나마), 카리브해(도미니카공화국·트리니다드토바고), 남미(페루·칠레)
등과의 FTA를 체결했다. PROCOMER의 홈페이지에서 각 센터별 담당자, 연
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센터 내 인력규모는
크지 않다.
FTA 통합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물류종합시스템(SiL)을 구축하여
등록 수출업체 대상으로 국제운송·화물비용 산정, 국제운송 관련 부가적인 서
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전반적인 물류비용 자문 및 수출입 관련 절차 및 서류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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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MER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단
기교육·훈련,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에 관한 정보제공, 중장기 수출지원 프로
그램,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 제공 등이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으
로는 특히 중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FTA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수출 관련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디지
털 수출 위생증명서 작성 방식, 수출개시 방법, 수출 물류, 수출 비용, 지재권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 프로
그램으로는 녹색성장(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혁신 절
차 지원 프로그램),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제
공), 업로드(Upload)(소프트웨어 개발 수출기업에 대한 12주 기간의 온라인
교육 및 상담 제공 프로그램으로 웨비나, 그룹 멘토링, 개별 세션, 온라인 워크
숍, 네트워킹 행사 등 진행) 등이 있다.

6) 파나마
파나마는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EU,
EFTA, 미국 등 주요 선진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 14개의 FTA를 체결
하고 있다. 파나마는 통상산업부(대외무역차관실 및 통상협상차관실)에서 통
상정책 수립, 협상 진행,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파나마가 체결
한 각종 무역협정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통상산업부 내에 무역정보 및 역량강화기구(INTELCOM: Unit of
Commercial Intelligence and Strengthening of Commercial Capacity)
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INTELCOM은 별도의 웹사이트(intelcom.gob.
pa)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2021년 4월 version 6.1 구축)해
나가고 있어, 종국적으로 FTA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
인다. INTELCOM 설립 법령(시행령 No. 23 de 20 de Mayo de 2019)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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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INTELCOM은 FTA 등 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 및 접근 기회를 활
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 필요한 현행 정보를 취득, 분석 및 가공하는 무역지
능(commercial intelligence)과, (2) 시장개방에 따른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무역협정의 활용 및 혜택에서의 효율성 제고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무역역량 강
화(strengthening of commercial capacity)를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3-11. 파나마의 FTA 활용지원 현황
FTA 활용지원 현황
FTA를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는 부재하나, 통상산업부에서 무역협정 활용
1.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을 통한 수출 증진에 대한 관심은 높아, 무역협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
담조직체계(INTELCOM)를 갖추고 있음

- FTA 정보제공
협정문, 관세율,

INTELCOM은 FTA 협정문(양허표, 원산지 포함) 및 주요 FTA별 설명자

원산지기준 등

료, 품목별(HS 코드) 및 국별 관세율(MFN/특혜) 정보, 주요 무역통계, 수

설명자료, 기업 참고자료 출대상국별 각종 유용한 정보, 품목별 및 국별 보고서 등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제공
또한 INTELCOM은 FTA 협정에서 협력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미국, 이스
기타 정보제공 여부

라엘 등), 기업들이 동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ana.gob.pa/w_ana/) 내 협정문 및 부
속서(관세율) 게재

- FTA 활용 컨설팅
- FTA 문의 콜센터

NTELCOM은 민간기업 대상 FTA 활용에 관한 자문제공 가능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2. FTA 원산지 관련 지원
- 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통상산업부
현재로서는 FTA 미체결국 및 대만(Taiwan)에 한해 전자원산지증명서 발
급 가능
원산지증명 자율발급국가인 미국, 싱가포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오프라인 발급 후 파나마 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인 대
외무역 싱글윈도우 기관(VUCE, https://mici.gob.pa/direccion-generalde-servicios-al-comercio-exterior/ventanilla-unica-de-exportacion)
을 통해 확인, 발급 필요

- 원산지 관련 컨설팅

FTA에 초점을 맞춘 원산지 관련 컨설팅은 없으며, 전반적인 대외무역(수
출)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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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FTA 활용지원 현황
2019년 5월부로 시행된 DUCA(중미단일관세신고서)로 역내 생산된 품목
- 원산지 관련 경제협력

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원산지증명으로 사용 중임
파나마를 포함한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회원국 6개국 간 상호 적용

3.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4. FTA 통합 플랫폼

없음
FTA에 초점을 둔 통합 플랫폼은 없으나, INTELCOM이 유사한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파나마는 운하, 물류, 금융 등이 발달한 서비스 국가로, 수출은 농수산물 정

5. 기타 사항
(수출지원정책 등)

도의 미약한 수준
별도의 국가적 지원은 많지 않으며, 매년 참가할 해외 전시회 10여 회를 선
정, 참가기업 대상 부스 및 호텔비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가 실제적인 지원임
파나마 현 정부는 무역협정 활용 및 이를 통한 수출증진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제공에 그치는 제한적
인 수준이며, 실질적인 활용 지원을 위해서는 능동적인 컨설팅이나 자문을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대한 관심도

파나마는 역내 해상 및 항공 물류 거점국가로서 한국기업의 중미시장 진출
에 교두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KOTRA 무역관, 한국
의 주요 인프라 건설 기업도 진출해 있어 FTA 활용 협력에 따른 효과도 적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저자 작성.

INTELCOM은 ① FTA 협정문(양허표, 원산지 포함) 및 주요 FTA별 설명자
료 ② 품목별(HS 코드) 및 국별 관세율(MFN/특혜) 정보 ③ 주요 무역통계 ④
해외 잠재적 수입기업 및 파나마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 ⑤ 수출대상국별 각종
유용한 정보 ⑥ 품목별 및 국별 보고서 등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려는 기업에
게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NTELCOM은 수출절차 관련 자
료(수출서류, 검역, 수출진흥 매뉴얼, 싱글윈도우 등), 세미나, 웨비나 등 수출
역량 강화 관련 각종 행사정보, 수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정보(주로 농수산 및
농가공 산업)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NTELCOM은 FTA 협정에서 협력 관
련 조항이 있는 경우(미국, 이스라엘 등), 기업들이 동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 115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여타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
한 경우이다.
INTELCOM의 세부 기능 중 민간기업 대상 FTA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제
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나,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능동적인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FTA
활용, 문의, 비관세장벽 컨설팅 등 모두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나마 관
세청에서도 FTA 협정문 및 부속서(관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파나마 원산지증명서는 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하며, 현재는 특혜무역이 아닌
최혜국대우(MFN) 및 대만과의 무역에만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중미 국가들과는 FTA 체결 후 DUCA(중미단일관세신고서)에 참여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신고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포함
하여 수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수속절차(VUCE 포함)에 관한 안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
공하는 명시적인 서비스는 찾을 수 없다.
파나마는 별도의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내지 FTA 통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INTELCOM은 자신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해외 공관 등 외교부
조직도 활용하고 있어 동 INTELCOM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INTELCOM 웹사이트는 그 명칭이나 세부 기능 측면
에서 제한적이고 부족한 점은 있으나 FTA 통합 플랫폼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파나마는 운하, 물류, 금융 등이 발달한 서비스 국가로, 주요 수출상품은 농
수산물 정도의 미약한 수준으로, 별도의 국가적 지원은 많지 않다. 매년 주요
해외 전시회 10여 회를 선정하여 참가기업 대상 부스 및 호텔비 지원을 제공하
는 정도가 실질적인 지원정책이다. 기타 파나마 통상산업부의 대외무역서비스
총국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제공, 농산물 수출지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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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A) 발급, 싱글윈도우(VUCE) 운영 및 사용 관련 교육, 파나마 수출(Panama
Exporta) 마크 인증 등의 일부 수출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파나마는 2019
년 외교부 산하에 수출투자진흥기관(PROPANAMA: Agency of Investment
Attraction and Export Promotion)을 설립하여 해외 공관의 네트워크를 활
용한 수출 및 투자유치 지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동 기관은 해외 주요
수출시장 분석 및 관련 정보제공, 잠재적 수입 및 유통업자에게 파나마 수출기
업 소개 등의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파나마 기업의 수
출지원보다는 해외 투자자에게 파나마를 홍보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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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FTA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인하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통상
제도를 조화 및 선진화함으로써 회원국 간 경제교류를 긴밀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89) FTA 발효는 회원국 간 무역을 확대시키면서 회원국의 GVC
확산 및 참여에 기여하게 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 대부
분은 산업 발전단계가 낮지만, 자원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FTA
체결 및 GVC 참여 확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World Bank(2018)는 지역무역협정이 GVC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
재 무역 활성화로 국내 부가가치와 외국 부가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
다. GVC 참여 확대는 개도국의 산업통상정책 목표가 되고 있지만, FTA 발효
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이 점이 FTA 체결은 물론이고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0) 우리나라와 같이
GVC가 심화된 국가는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무역 비중이 높아, FTA 발
효로 인한 수출 증가가 상대국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 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
례는 찾기 어렵다. FTA 발효가 자국의 GVC 전후방 참여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FTA 활용 지원체계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이 장
에서는 중남미 10개국 중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부가가치 분석모
형을 활용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89) FTA가 회원국 간 수출입을 촉진시킬 것이란 사전적인(ex-ante) 연구결과는 많지만, FTA 발효 이후
에 실제로 무역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사후적인 영향분석을 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영귀 외(2014)와 조문희 외(2019)를 들 수 있다. 한편 2021년 바이든 행정
부하에서 USITC(2021)는 미국 FTA의 경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하자, 워싱턴 DC 소재 대표적인
국제통상연구기관인 PIIE(2021)는 USITC 연구진이 무역자유화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
고, 미국이 이익을 많이 보는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는 등 연구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90) 이 점은 통상협상 당국자들이 절감하는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2020)의 ｢연대와 협력의 K-FTA
추진계획｣(비공개)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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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보이면서 세계화
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이에 국제무역은 생산단가 기반 국제경쟁력에 기초한
비교우위에서 ‘생산공정무역(trade in task)’의 경쟁력에 따른 세계적 네트워
크화, 즉 GVC 체계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스마일 커브가 제시하듯이, 최근
의 GVC에서는 단순생산 제조보다는 제품의 연구개발, 디자인, 물류, 마케팅,
A/S 등 비제조부문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산공정의 분업이 이루어졌고, 생산 전 공정에 걸쳐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개도국들은 자국이 경쟁력을 가진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방식
으로 GVC에 참여하고 있다. GVC 참여 확대는 소득과 고용 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선진기술 흡수,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도
국이 GV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91)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GVC가 악화되었다.92) 다행히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집단면역 가능성이 열
리면서 생산과 무역, GVC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의 GVC 회
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GVC는 여전히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긴요한 수단이 되
고 있다. GVC에 깊게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국내 혁신시스템이 발달되어 있
다.93) GVC 참여 확대는 관련 국가의 국내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킨다.94) 무역 확대는 GVC 참여 영역을 확산시키게 된다. 지하자원 풍
부국은 원자재 공급자로서 GVC 전방산업 참여 가능성이 높지만 점차 GVC가

91) Baldwin(2011); Baldwin and Lopez‐Gonzalez(2015).
92) UNCTAD(2020).
93) Lee, Cheong, and Ozmen(2013).
94) Kummritz(2016); Quast and Kummritz(2015); World Bank(2018); Choi(2019); UNCTAD
(2020).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 121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거나, 자원이 빈약한 개도국은 후방산업에서 가치사슬을
확대시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96)에 따르
면,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아세안과 인도는 GVC 확장을 위해 적극
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GVC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
인 직접투자(FDI) 유치와 무역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동 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97)는 FTA 수준이 높고 포괄범위가 넓을수록 FTA 국가 간에 더 많
은 중간재를 상호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 간 경제통합 수준이 높아
질수록 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 FTA 활용애로와 FTA 선순환구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체계적인 FTA 활용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 설령 부분적으로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현지의 수많은 중소기
업은 FTA 활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 FTA 활용을 지원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전히 일부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
다. 무엇보다 통상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다수 중소기업들은 영업담당 직
원들을 지정하지만, 이들이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는 어렵
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연간 4,000~5,000개의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단기간 내 FTA 활용 핵심사항을 익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KOTRA 등에서의 FTA 전문가 과정 외에 전국 20여 개 대학교의 국제통상 관
련 학과에 FTA 강의과목 개설을 지원해오고 있다.
FTA 활용은 수출입과 관련되므로 상대국 해외시장 정보가 중요하다. 중소기
업은 해외시장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수출진흥기관이 관련 정보를 체
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KOTRA가 전 세계 84개국 127개
95) WTO(2017).
96) 정영식 외(2019).
97) Choi(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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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2021년 7월 말 현재)을 통해 수집한 해외시장 정보를 꾸준히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로 해외무역관을 통한
‘해외시장조사사업’제도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시장조사는 해외 관심국
의 상품에 대한 수요동향, 수입동향, 수입관세율, 소매가격 동향, 경쟁동향, 유통
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으로 조사항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한편 간
단한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은 무료로 서비스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에서 국내외 상품전시회나 상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해
외박람회 참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98)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특혜관세 혜택만을 추구한다면 FTA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Afuah
(2014)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창출 방안으로 정의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
양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우수한 비
즈니스 모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상업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하며, 경영이
론, 기술 및 노하우가 접목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와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까지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경영학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수행해나갈 수 있는 체계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FTA 비즈니스 모델은 경영학 비즈니스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FTA 협정에 명시된 회원국 간 각종 혜택을 활용하여 기존
수출입 방식보다 수익성이 높은 무역거래 및 생산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FTA 비
즈니스 모델이다. 조정란(2018b)에서 제시된 FTA 비즈니스 모델의 대부분은 특
혜관세를 활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FTA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FTA 협정관세 간 차이, 즉 특혜관세의 크기가
중요하다. 특정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성은 해당 상품의 시장규모와 관세특혜
98) 정인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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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로 결정되므로, 특혜 수준이 낮더라도 시장규모가 크다면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기준은 상품
의 국적을 결정짓는 요건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관세특혜를 신
청할 수 없다. 또한 운송요건, 통관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 등의 기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99)
무역 및 산업 기반에 따라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할 수 있다. 자원이나 농산
물 등 1차산업 위주로 수출하거나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산업구
조를 가진 국가는 원산지기준 충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자원이 빈약하고 가공조립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원산지기준 충족이 버거울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들여 생산방식을 변경하거나 중간투입재 수입선
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과 특혜관세 혜택을 고려하여 FTA 활용의 순수
익이 정해질 것이다. 수입통관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협정에서 규정한 형
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통관당국은 특혜관세를 적용시키게 된다. 무역
원활화 차원에서 선통관, 후검증 원칙이 적용된다.
FTA 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차이, 즉 순수익을 고려하
여 기업들은 FTA 활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100) 특혜관세 크기는 FTA 협정
부록에 수록된 관세양허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원산지기준 충족 비용은 기업
의 내부 정보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순이익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101) 예
상판매 규모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혜관세로 수입단가와 판매가격이 낮
아질 것이다. 이는 추가 수요창출 요인이 된다.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규모의
99) 조정란(2018b).
100) 원산지 충족 비용을 포함한 모든 무역비용을 고려한 수출자의 비용편익 수식을 Ciuriak and Bienen
(2014)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NB = X * (pm-ic-ac)-AC
여기서 순이익은 NB, 수출 수량은 X, pm은 단위당 특혜관세, ic는 단위당 비효율성 비용, ac는 단위
당 가변관리 비용, AC는 관리준수 고정비용이다.
101) 수입자 혹은 수출자가 관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 혜
택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해외지사를 설립한 기업은 FTA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수입자
의 경우 시장에서의 파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대금 지불, 수입국의 기술규정, 계약조건, 배
송(delivery), 애프터서비스, 반품 물류 조건 등에 따라 FTA 혜택이 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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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동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 만약 상대국이 넓은 FTA망을
구축하고 있다면, GVC로 인해 추가적인 단가 인하가 가능해 수요창출 여력도
더 커질 것이다. 즉 일종의 FTA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가격
효과를 파생시켜 FTA 경제효과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그림 4-1]과 같은
FTA 활용 및 네트효과 선순환구조를 가진 국가는 높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유망할 것이다.

그림 4-1. FTA 활용 및 네트효과 선순환구조

자료: 조정란(2018b).

나. FTA 활용과 무역연계
오늘날 원산지검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관세액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
크로 인해 FTA 특혜관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FTA 활용을 포
기할 가능성이 높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자나 생산자 혹
은 수입자가 원산지기준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작성 혹
은 발급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102)
102) 원산지 증빙에 주로 사용되는 서류(즉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수출/수입신고 서류,
관련 중간재 수입신고 서류, 수출/수입 계약서, 생산에 투입된 물품/원재료 등 중간재 생산 또는 구입
증빙 서류, 원산지확인서, 재무서류(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생산공정 관련 서류, 물품/원재료의
출납과 재고관리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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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무역과 달리 FTA를 활용한 무역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부담 외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몇 가지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특혜관세 적용 이후에도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이 FTA 특혜관세 혜택보다 많을
때 FTA 활용 유인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상대국도
FTA 활용 여지가 많고 추가 비용이 덜 투입되는 국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최소
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고, FTA 정보제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
는 국가는 FTA 활용지원에 대한 관심이 클 수 있고, 경제협력 지원 대비 성과
가 높을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GVC 참여를 경제발전전략 차
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World Bank(2018)는 FTA와 GVC 간 연관관계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4-2. FTA와 GVC 관계

FTA 체결

FTA 체결

→

→

GVC 심화

수출 증가

→

→

수출 증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

→

부가가치 수출
증가

자료: World Bank(2018), 재인용: 김찬우(2021).

굳이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혹은 멜리츠(Melitz) 등이 확립한 현대
무역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는 수출 증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거나 자원 위주의 단순한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설령 다수 국가와 FTA망을 폭넓게 구축했더라
도 FTA 활용지원으로 인한 혜택이 낮을 것이다. 제3장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가 많지 않았다. 이는 양자 간 수출입구조에서도 나타난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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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무역구조가 단순하고 수출입규모가 작은 국가를 대상으로 FTA 활용지
원 경제협력 유망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더구나 다수 중남
미 국가들은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 FTA 활용지원의 파급영향을 예상하기 어렵
다. 수출입 통계에 기반한 분석으로는 GVC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없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GVC 및 우리나라와의 전후방 연계규모를
분석함으로써 경제협력 유망 대상국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
(VA) 무역분석이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총수출 부가가치 대비 전후방 연계 부가가치비율이 높을수록 세
계경제에 더 많이 편입되어 있고 GVC가 발전한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GDP
규모 대비 FTA 활용 혜택이 클 수 있다. 1970년대 산업내 무역이 무역통계적
으로 의미를 갖게 되면서 헥셔오린 등 전통적인 무역이론은 한계를 드러냈다.
현대무역이론이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경쟁 모형을 바탕으로 제품 다양성과 기
업의 차별화로 무역의 파급영향을 제시하였고, Hummels, Ishii, and Yi(2001)
는 수직특화 무역 개념을 통해 중간재 무역거래 계측 방식을 정립했다. GVC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무역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명목수출과 수입금액(총수출 및 총수입)이 무역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부가가치(VA) 무역이론이 빠르게 발전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에서 최종 조립한 아이폰 수출로 겨우 판매가의 5~6% 부가가치만
을 획득하게 된다.103) 즉 중국 입장에서는 1,000달러를 수출할 때 실제로는
50~60달러를 부가가치로 얻은 셈이다.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GVC 후방 참
여 혜택을 누리는 국가가 많다는 의미이다. 분석대상 국가의 GVC에서 후방 참

103) 아이폰4 모델의 밸류체인을 분석한 2011년 OECD 자료(Global Value Chains: Preliminary
evidence and issues)에 의하면, 소매가 600달러인 아이폰4 모델의 중국 내 생산조립 비용은 6.5
달러에 불과하다. 대신 부품비용으로 한국 80달러, 독일 16달러, 프랑스 3.25달러 등이 지불된다. 공
장도 가격 194달러에다가 유통비용 60달러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되면 아이폰 생산원가는 330달러가
된다. 소매가 600달러에서 생산단가 330달러를 제외한 270달러가 미국의 연구개발(R&D) 및 설계
비로 간주된다. 전체 밸류체인에서 R&D, 브랜딩, 디자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가 크고, 단순조립 공정
에 대한 부가가치가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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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해당 국가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중간재를 말한다.
오늘날 중국산 부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에서 공급 중단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 조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전기선
다발(하네스)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산 중간재는 다른 동아시아 인근 국가의
GVC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의 수출품이 제3국의
수출품 생산 중간투입재로 사용될 때 GVC 전방 참여라고 한다. 오늘날 전체
국제무역에서 중간재 및 GVC 무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VC 전방 참여와 후방 참여가 많은 기업일수록 생산네트워크
가 복잡해짐으로써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기준 충족과 원산지검증
대비 부담이 커질 것이다. 후방 참여 GVC 비율이 높으면 수입산 중간재를 많
이 사용하게 되어 관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질 것이고, 전방 참여 수준이 높다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제공 부담이 커질 것이다. 만약 특정 국가
와의 양자 간 전방 참여와 후방 참여 비율이 높다면, 기업들은 상대국과의 가치
사슬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 수입국은 FTA 무관
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존 제3국산 중간재를 대체하고, 양자 간 누적 등을 활
용함으로써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보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 있다.

2. 부가가치 분석모형
가. 부가가치 분석방식104)
GVC가 확대·심화되면서 현재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수출통계치는 상품과

104) 이 소절은 임병호(2018)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임병호(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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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통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수출입통계는 관세 당국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수출된 물품이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
인지 또는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이 다시 재수출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
우가 적지 않다. UNCTAD(2013)는 전 세계 총수출 19조 달러에서 대략 5조
달러가 중복계상된(double counted) 수출액이며, 나머지 14조 달러가 실제
자국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무역액(전 세계 총 GDP의 약 20% 수
준)이라고 추정했다.
가치사슬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상에서부터 생산 및 소비자들에게 유통
또는 그 이상의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GVC는 국경을 넘나
드는 생산활동으로서 2개국 간, 지역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연계된
활동을 의미한다.105) GVC는 생산이 다수의 국가들에 걸쳐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하며, 글로벌 생산시스템(Global Production System), 글로벌 생산 네트워
크(Global Production Network), 생산분절(Production Fragmentation),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글로벌 팩토리 등 다양한 용어와 직결되
어 있다.
부가가치(Value Added)란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생산활동을 통하여 새
롭게 만들어진 가치의 총합이다. 부가가치는 총산출(Total output)에서 중간
소비(Intermediate Input)를 차감하여 얻어지며,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국내총생산(GDP)이다. 총수출액에서 투입된 중간투입재 가치를
차감한 값을 부가가치수출(Value Added Exports)이라고 한다. Trefler and
Zhu(2010)는 국내 부가가치를 분석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부가가치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중반 레온티예프(Leontief 1941)를 시작으
로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GVC가 확대되면서 연
구가 더 활발해졌다. Hummels, Ishii, and Yi(2001)는 부가가치수출 분야 연
구의 선구자로서, 수출액에 포함된 외국부가가치를 수직특화(VS: Vertical
105) UNCTA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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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ation) 무역으로 정의했다. Koopman, Wang, and Wei(2014)는
한 국가의 총수출을 구성하는 부가가치는 국내부가가치, 해외부가가치, 그리
고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나 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되돌아온 회귀부
가가치로 구분하였다. Johnson and Noguera(2012)는 부가가치수출 비중
(VAX ratio) 개념을 도입하여, 총수출 중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계산하
고, 해외의 수요에 대응한 국내부가가치를 분석하였다. 해외 최종수요에 의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액을 추정하여 VAX ratio를 계산하였다. Wang, Wei,
and Zhu(2013)와 Koopman, Wang, and Wei(2014)는 국제무역 가치사슬
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Koopman,
Wang, and Wei(2014)는 전통적인 레온티예프 방식에서 벗어나, 수출액을 분
할(decomposition)하여 부가가치수출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Wang,
Wei, and Zhu(2018)는 수출을 총 8개의 중간재/최종재 및 국내/외국 부가가
치요소로 구분하였다.
Wang, Wei, and Zhu(2018)의 분석방식을 살펴보면, s국의 부가가치수출
은 자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해외를 거쳐 다시 자국으로 회귀한 부분을 제
외해야 한다.  를 부가가치율,  총산출량,  레온티예프 생산계수,  를 최종
수요, r, s, t를 개별 국가로 표시하면, 부가가치수출은 수출대상국과 수출방식
등으로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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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식 4-1]

여기서 오른쪽 첫 번째 부분(Part I)은  국이 국으로 최종재 수출 시 발생
하는 부가가치수출이며, 두 번째 Part II는  국이 국으로 중간재 수출 시 발생
하는 부가가치수출이다. 그리고 세 번째 Part III는 국이 국으로 최종재를 수
출할 때  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수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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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pman, Wang, and Wei(2014)는 총수출을 총 9개의 세부 분야로 분
해하고, 각 분야는 국내부가가치수출(최종재 및 중간재), 외국부가가치수출(최
종재 및 중간재), 이중계산된 부가가치수출 등으로 구분했다.  는 총수출, 
생산유발계수,  는 총산출,  는 최종수요를 의미한다. 9개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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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2]
Wang, Wei, and Zhu(2018)는 Koopman et al.(2012)의 9개 세분화된
수식을 16개 수식으로 더 세분화했다. s국에서 r국으로의 총수출(   )은 부가
가치비중(  )과 최종재 수요(  ), 그리고 최종재 수요에 따른 국가 간 중간재 수
요관계를 규정하는 레온티예프계수(  또는  )를 적용하게 되면 수식은 세분화
된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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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
106) 수식에 대한 설명은 Koopman, Wang, and Wei(2012) 참고.
107) Wang, Wei, and Zhu(2018), p.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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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식에서 16개의 수식들은 각각 총수출을 일부분을 구성하며, 이를 모두
합하면 총 r국이 s국으로 수출하는 총수출이 된다. 16개 부분을 정책분석모형
과 연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석도 용이하지 않다.

그림 4-3.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자국의 GVC
부가가치 수출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Antimiani, Fusacchia and Salvatici(2018)는 이들 16개 부분을
[그림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부가가치(DVA),108) 외국부가가치(FVA),109)
국내 회귀 국내부가가치(RDV)110) 및 이중계상된 부가가치(DC) 네 가지 항목
으로 단순화하였다. GVC 활동으로 보면, 외국부가가치는 GVC 후방 참여가
되고, 국내부가가치는 GVC 전방 참여에 해당한다.

나. CGE 모형과 VA 모형 연계111)
FTA 활용지원 파급영향을 부가가치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FTA 영향분석 모
형과 부가가치 모형의 결합이 필요하다. 전자는 국내외 FTA 정책분석에서 널
108)
109)
110)
111)

수출품에 포함된 수출부가가치 중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수출품에 포함된 수출부가가치 중 해외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부가가치.
자국의 중간재가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다시 수입된 부가가치.
이 소절은 유정호(2020)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유정호(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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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용되는 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하고자 한다.112) 1758년 프랑스의 케
네(F. Quesnay)가 경제시스템 내 경제주체들의 상호연관성을 처음으로 제시하
였고, 1941년 레온티예프(W. Leontief)는 케네의 아이디어와 신고전학파 일반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미국 산업의 투입산출표를 작성했다. 이러한 이론 및 응
용의 발전을 바탕으로 1960년 요한센(L. Johansen)은 세계 최초로 노르웨이 경
제를 대상으로 한 단일국가 CGE 모형을 개발했다. 1980년대 들어 Dixon,
Sutton, and Vincent(1982)는 호주의 1국 경제모형을 개발했고,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는 미국 조세(tax) CGE 모형을 구축했다. 한 국
가 경제는 복수의 산업부문, 시장 및 경제주체로 구성되고, 이들 간 관계를 연
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한 것이 CGE 모형이다.
이후 CGE 모형은 일반균형 틀에서 정책의 파급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왔다. 정책 변화는 모형 내 모든 경제주체 및 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1990년대 들어 국제통상협상이 늘어나면서 국제 CGE 모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미 퍼듀대학 Hertel 교수는 1991년 글로벌 무
역분석모형인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을 개발했다. GTAP
모형은 몇 년간의 보완을 거쳐 Hertel, Tsigas, and Hertel eds.(1997)으로
발표되었다. 연구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GTAP 연구진
은 초기 모형부터 모형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GTAP 패키지를 개발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모형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FTA 활용지원이 GVC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서는 GTAP 모형에다가 WWZ(2014)의 부가가치분해식을 연계시켜야 한다.
Antimiani et al.(2018)은 GTAP 모형과 WWZ(2014)의 VA 분석방식을 결
합한 GTAP-VA 모형을 개발했다. GTAP-VA 모형은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
가가치를 각 단계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GTAP 모형에서 수입액은 중간
112) CGE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rtel, Tsigas, and Hertel eds.(1997); 조정란, 유정호, 임병호
(2019); 한석호 외(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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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업)와 최종재(가계, 정부)에 대한 지출정보를 총액 개념으로 표시한 것이
다. 여기에는 수입의 소스(수출국) 정보를 결여하고 있다. 비례 가정을 도입하
여 이를 해결하는데, 이 방식은 다수 연구113)에서도 채택되었다.
Antimiani et al.(2018)은 1단위 소비를 위한 생산투입량을 코드화하고, 부
가가치승수(VL)로 총수출(VXE)을 곱해 총부가가치수출(TVA)을 계산한다. 국
가 내 레온티예프 행렬벡터 BC와 중복항목 행렬벡터 DC를 활용해 중복된 국
내부가가치수출(DC_DVA)을 산출하고 이를 TVA에서 제외하여 국내부가가
치수출(DVA)을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외국부가가치수출(FVA)의 경우 제3국
간 레온티예프 행렬벡터를 활용해 산출한다. 수입품에 포함된 부가가치가 어느
국가의 산업에서 산출되었는가를 추정할 수 있게 만든 GTAP-VA 모형으로 부가
가치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수출과 외국부가가치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GTAPVA 모형은 분석 편의를 위해 [표 4-1]에 제시된 총 8개의 지표를 계산할 수 있
도록 설계했다.

표 4-1. GTAP-VA 모형에 포함된 글로벌 가치사슬 지표
지표
DVA (i,j,t,s,r)

설명
t국 i산업에 포함된 s국 j산업의 국내부가가치의 r국 수출

FVA (i,j,t,s,r)

t국 i산업에 포함된 s국 j산업의 외국부가가치의 r국 수출

DDC (i,j,s,r)

i산업에 포함된 s국 이중계상항목의 r국 수출

DVA_d (i,j,t,s,r)

t국 i산업에 포함된 s국 수출산업(j)의 국내부가가치의 r국 수출

DVA_i (i,j,t,s,r)

t국 i산업에 포함된 s국 중간재산업(j)의 국내부가가치의 r국 수출

DVAM (j,i,s,t,r)

t국 i산업과 s국 국내산업(j)을 중간재로 하는 s국의 r국에 대한 국내부가가치수출

FVA_r (i,j,r,s,r)

s국 j산업의 r국 수출에 반영된 r국 i산업의 부가가치

FVA_t (i,j,t,s,r)

s국 j산업의 r국 수출에 반영된 t국 i산업의 부가가치

자료: 유정호(2020).

113) Hertel and Tsigas(1997); Daudin, Rifflart, and Schweisguth(2011); Johnson and Noguera
(2012); Lejour, Rojas-Romagosa, and Veenenda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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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시나리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원산지기준 충족 부담,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114) FTA 활용지원은 여러 형태로 가능하고 혜택도 다양할
것이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핵심 이익은 원산지기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관
세장벽 관련 컨설팅이 될 것이다. 이는 무역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며, 본 보고서
는 이 점을 중심으로 GVC에 대한 FTA 활용지원 국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
하고자 한다.

가. 무역비용 감소의 영향추정방식
다수 연구자들이 무역비용 감소를 CGE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주로 두 가
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Hertel, Walmsley, and Itakura(2001), Fox and
Londono-Kent(2003), Minor and Tsigas(2008), Walmsley and Minor
(2015)는 시간 절약을 모형화한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Fox and
Londono-Kent(2003)는 Samuelson(1954)의 아이스버그(iceberg)115) 방
식을 이용하여 NAFTA하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 트럭운송 효과를 연구하였다.
무역비용 감소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아이스버그 형식의 관세 개념을 도입했
다. Fox and Londono-Kent(2003)의 아이스버그 방식, Hertel, Walmsley,
and Itakura(2001)와 같이 ‘유효가격’ 혹은 기술계수(ams)를 사용하거나
Walmsley and Minor(2015)가 채택한 ‘지불의사(Willing to pay)’ 개념을 사
114) 배명렬, 박천일(2014).
115) 얼음 배송 시 중간에 녹아서 얼음 일부가 없어지듯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무역비용이나
운송마진을 ‘iceberg costs(빙산 비용)’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비용 추가로 출발지에서의 양보다 적
은 양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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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모형에 대한 충격(Shock) 결정이 어려우나, 특히
지불의사 방식은 설문조사를 포함한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한다. ‘유효가
격’ 혹은 기술계수 방식은 GTAP 모형의 수입 수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본 보고서는 Hertel, Walmsley, and Itakura(2001)의 GTAP 변
형모형을 이용하여 무역비용 감소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       ·············[식 4-4]

변수 q와 p는 각각 수량과 가격이며, 위첨자 m은 수입을 의미하며, 아래첨
자 irs는 상품 i가 지역 r에서 지역 s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q와 p 윗줄(하이픈)
은 복합(composite) 수량과 복합 가격을 의미한다. ams가 포함된 복합수입가
격은 다음과 같다.


  




 ∙

   ················································[식 4-5]

[식 4-4]와 [식 4-5]에서 ams 쇼크가 플러스인 경우 세 가지 효과를 발생시
킨다. (1) 먼저 복합수입가격 방정식에 따라 유효가격을 낮추고, (2) 대체효과
를 초래하게 된다. 대체효과는 재화의 유효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되므로
더 적은 수입량으로 수입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3) 아
밍턴 계수와 연관되어 복합수입가격 인하는 국내산보다는 수입품에 대한 수요
를 확대시킨다.

나. FTA 활용지원 파급영향 분석 시나리오
WTO 출범 이후 관세장벽은 크게 줄었으나,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세계무역
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또한 다수 국가들은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16)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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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세계무역에 작용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의 증가가 세계무역 성장 둔
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117)
FTA 발효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 혹은 완화시켜 회원국 간 무역 및
GVC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관세철폐는 협정상에 명시되어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관세장벽의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FTA 발효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완화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어
렵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비관세장벽 완화 수준 계산에 사용된다. 비관
세장벽이 많이 작용하는 산업이나 부문의 국내외 가격차를 사용하거나(예:
Ferrantino 2006), 쿼터,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등에 대한 협정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예: Petri and Plummer
2016).
그러나 협정을 통해 특정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실 경제
활동에서 정말로 무역장벽 제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다. 비관
세장벽은 다수의 조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법과 규정을 개정해
철폐하기로 했지만 영업관행 등 관련 사항이 또 다른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2000년을 전후한 한·일 FTA 논의
및 공식협상에서도 쟁점사항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일본은 법과 규정으로 규정
한 비관세조치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시장에 대한 진입애로 존재를
문제 삼았다. 결국 일본 민간의 영업관행이 우리나라 상품 진입을 막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당국은 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TO 관세양허 이행 완료로 관세 수준이 낮아진 반면 통관 등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통관 관련 비용은 관세보다 더 심각한 무역장벽
이 되고 있다.118) 전통적으로 쿼터와 더불어 수입통관 지연이 비관세장벽의 대
표적인 지표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SPS, TBT, 지재권, 투자, 서비스, 물
116) Evenett and Fritz(2015).
117) World Bank(2015).
118) Hummels and Schau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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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정부조달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비관세장벽에 포함시키고 있다.
FTA 발효로 인한 비관세장벽 완화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석모
형에서 정책변화(쇼크, shock)로 사용하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수준을 정확하
게 설정해야 한다. 모형 구축도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비관세장벽의 속성 때문
에 쇼크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모형을 이용
한 무역원활화 및 비관세장벽 완화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불완
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19) Hertel, Walmsley, and Itakura(2001)는 일본
-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EPA)의 무역원활화 효과를 추정하면서 Francois
(1999) 등의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모형분석에 필요한 쇼크를 결정하고 있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파급영향을 추정한 Walmsley and Minor
(2015)의 연구는 Hummels et al.(2007)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쇼크를 정하
고 있다. Berden et al.(2009)은 미국과 EU 간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에서 다룰 비관세장벽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무역협정의 주요 요소별 비관세
장벽을 평가하고 있어 특정 사안을 분석할 때 참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당한
노력을 투입해야 연구목적에 적합한 쇼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쇼크의 크기를 임의로 정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제1시나리오는
FTA 무역자유화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의 비관세장
벽을 조사하고 이들 국가와의 FTA 발효로 완화시킬 수 있는 비관세장벽 수준
을 계산하는 것은 연구기간과 코로나19 상황, 조사비용 등에서 무척 어렵다.
부득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장 합리적인(best guess) 값을 채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 중 멕시코와 과테말라와는 FTA가 체
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8개국과의 FTA에서 관세철폐 비율은 95~99%이지만,
연구 목적상 이들 10개국 모두와 FTA를 발효시켰고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참고로 2021년 9월 과테말라 측은 FTA 협상을 우리나
119) Narayanan, Ciuriak, and Singh(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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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공식 제안했다.
비관세장벽은 주로 통관 등 통상제도상의 무역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
으나, Cadot and de Melo(2008), 조정란(2016) 등이 강조하듯이 원산지기
준 충족에 따른 무역비용도 적지 않다. Walmsley and Minor(2015)는 FTA
로 인한 무역원활화 효과를 추정하면서, 품목별 및 지역별 쇼크를 0.27~5.01
로 보고하고 있다. Cadot and de Melo(2008), Mahate and Narayanan
(2014), Petri and Plummer(2016) 등 다수 연구는 원산지기준 충족 비용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Ciuriak and Bienen(2014)은 원산지기준 충
족에 필요한 무역비용을 수출액의 6~8%로 추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보고서(정 철 외 2017)에서는 FTA 원산지 누적기준의 무역비용 절감을 분
석하였는데, 양자누적 채택 시 FTA 회원국 간 무역비용의 9.24%가 감소하고,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이 적용되면 무역비용의 14.4%와 20.7%가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2번째 시나리오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유망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므로 원산지 관련 무역비용 절감 위주로 쇼크를 구성하되 부분적으
로 FTA 발효로 인한 통상제도 개선을 쇼크에 반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중
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에는 양자누적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중남미 국가
여건으로 보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FTA 활용지원으로 상대국의 무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경제협력으
로 어느 정도 무역비용을 실제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기 어려우므
로 KIEP 연구진이 추정한 9.24%의 50%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FTA 발효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분을 추가하여 무역비용 5% 감소를 CGE 모형에 쇼크로 채
택하고자 한다.120)

120)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양자 간 관세철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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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2개의 시나리오와 GTAP-VA 모형
을 사용하여 중남미 10개국에 대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이 GVC 참여에 미
칠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GTAP 데이터베이스(DB) 제10
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DB는 2019년 발매된 것으로 데이터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다.121)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표 4-3]과 [표 4-4]에 제시하고, 각
국가별 영향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 4-2. FTA 활용지원 파급영향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분석모형

GTAP-VA 모형

정태분석 CGE

GTAP 제10판(2019년)

2014년 기준연도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

제1시나리오: FTA 무역자유화
제2시나리오: 무역비용 절감

자료: 저자 작성.

가. 시나리오 1(관세철폐)하의 파급영향
먼저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및 중남미 10개국의 GVC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
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시 중남미 10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가액은 연간
2억 2,400만 달러이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는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광물 등 지하자원과 농식품 수출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
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므로 FTA 무역자유화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된다. 부가가치 변화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중남미 국가 중 FTA 관세철

121) 참고로 글로벌 CGE DB 구축은 통상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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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 최대 수혜국은 과테말라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예상할 수 있는 신규 부가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표 4-3. 관세철폐의 부가가치 예상영향 추정결과
(단위: 백만 달러)

상대국의 부가가치

PA

양자 관계(한국의)

부가가치

국내

후방

부가가치

후방

전방

회귀

수출

부가가치

참여

수출

참여

참여

부가가치

칠레

11

12

-1

10

4

4

2

페루

5

5

1

6

2

1

3

콜롬비아

26

24

2

2

1

10

-9

멕시코

29

18

11

44

20

-1

25

과테말라

99

53

45

109

42

81

-14

니카라과

15

8

8

114

41

1

72

중미

엘살바도르

7

6

1

50

18

2

30

6개국

온두라스

7

4

3

68

27

6

35

코스타리카

9

7

3

49

16

5

28

파나마

16

9

6

148

56

2

90

224

146

79

600

227

111

262

합계
자료: 저자 작성.

양 지역 간 FTA 관세철폐 시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의 신규 창출 부가가치의
2/3가 국내부가가치로 구성되나, 수입중간재(후방참여) 부가가치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부가가치와 후방
참여 부가가치 규모가 유사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는
국내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높으며, 칠레의 경우 후방참여 감소로 부가가치 수
출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남미 10개국이 모두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시킴에 따라 구리 등 지하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칠레의 FTA 선점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수출 6억 달러는 후방참여(제3국) 부가가치 2억 2,700만
달러, 전방참여 부가가치 1억 1,100만 달러, 회귀부가가치 2억 6,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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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고 회귀부가가치 규모가 전방부가가치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가 신규 부가가치수출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국가는 파나마, 니
카라과, 과테말라 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로 인해 콜롬비아, 페루, 칠레에 대한 부가가치수출 증가액은 1,000
만 달러 미만으로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최종 귀속되는 부가가
치(전방참여와 회귀부가가치 합)는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순으로 많으
나, 대부분의 신규 부가가치는 회귀부가가치이고 과테말라를 제외하면 전방부
가가치는 1,000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시나리오 2(무역비용 감소, 경제협력)하의 파급영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실시할 경우, 중남미 10개국의 신규 부가가치수
출은 15억 3,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관세철폐 영향의 대략 7
배에 해당한다. 경제협력 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수출 증가액은 140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의 9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40억 달러 중 우리나라에 최
종귀속되는 부가가치가 86억 800만 달러로 총 신규 부가가치의 61%, 즉 제3
국 기업의 부가가치 비율은 39%(금액으로는 53억 9,200만 달러)로 구성된다.

표 4-4.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부가가치 예상영향 추정결과
(단위: 백만 달러)

상대국의 부가가치

PA

양자 관계(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국내
부가가치

후방
참여

부가가치
수출

후방
참여

전방
참여

회귀
부가가치

칠레

289

151

137

750

284

274

192

페루

179

152

27

874

323

16

535

콜롬비아

119

97

22

1,086

391

22

673

멕시코

704

436

272

10,059

3,924

606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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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상대국의 부가가치

중미
6개국

양자 관계(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국내
부가가치

후방
참여

부가가치
수출

후방
참여

전방
참여

회귀
부가가치

과테말라

135

70

65

257

101

113

43

니카라과

23

13

10

196

72

3

121

엘살바도르

9

8

1

117

45

4

68

온두라스

7

4

3

135

54

10

71

코스타리카

25

13

12

168

62

31

75

파나마

48

35

12

358

136

41

181

1,538

979

561

14,000

5,392

1,120

7,488

합계
자료: 저자 계산.

관세철폐와 달리 경제협력 시나리오하에서 최대 수혜국은 멕시코가 될 것으
로 나타났다. 멕시코가 기대할 수 있는 신규 부가가치는 7억 400만 달러로 전
체의 4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칠레, 페루, 과테말라, 콜롬비아 순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국내부가가
치 규모가 후방참여 부가가치보다 크고 회귀부가가치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산업발전이 낮은 점과 관련되어 있다. 소재부품산
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나은 멕시코의 경우, 회귀부가가치 규모가 다소 높은 편
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자국산 중간재가 다른 국가에서 가공되어 자국으로 되
돌아올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중남미 저소득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이거나 경제규모가 작은
코스타리카는 경제협력으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역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
난 반면, 경제규모(멕시코)가 크거나 수출역량(칠레)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에서 신규 부가가치수출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의 대중남미 10개국 수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신규 부가가치의 대부분인 72%
(100억 5,900만 달러)는 대멕시코 수출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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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칠레에 대한 수출에서 7억 달러 이상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관세철폐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경제협력 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수출에
서 신규 회귀부가가치 규모가 상대국에 대한 직접수출에 포함된 전방참여 부가
가치보다 월등히 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칠레와 과테말라에 대한 수출에서
는 전방참여 부가가치가 회귀부가가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칠레와
과테말라를 제외한 모든 중남미 국가에서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에 포
함된 후방참여 부가가치 규모가 전방참여보다 더 크고 회귀부가가치보다는 작
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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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3장과 제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우선추진
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자원의존도가 높으며, FT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
를 추구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여전히 강한 지역이다. 정권에 따라 통
상정책 기조가 정반대로 바뀌기도 하며, 역내의 무역갈등도 빈번한 편이다. 경
제 외적인 요소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남미 지역의 정치 시스템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10개국은 FTA 체결 건수가 많으나
(표 3-1 참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FTA 활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활용 여건
은 취약한 편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와 경제협력
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를 모색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5장의 주요 목표이다.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FTA 활용도
및 FTA 이행이익 제고에 기여하였다.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FTA 정책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당국과 집권당은 FTA 활용
도를 중시했다. 관련 입법까지 추진하면서 10년 이상에 걸쳐 제도와 체제를 발
전시킨 것은 정책당국과 정치권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
을 것이다. 제3장은 중남미 국가들의 산업정책, 산업현황 및 FTA 활용지원 실
태를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수 국가들이 정책목표로 자원의존형 탈피, 수출다
변화, 투자유치 등을 설정하고 있으나, FTA 체결을 통한 개방경제체제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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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리기 위한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등 국내 지원정책이 전반적으로 미
흡한 상황이다.
FTA 활용지원은 인적 인프라(FTA 컨설팅 전문인력), 물리적 인프라(ICT) 및
재정인프라(운영예산) 등을 필요로 한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
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
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를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
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 여부
를 제2의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일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
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인가의 여부이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 기준 1: 제조업 기반 국가
먼저 본 보고서 제3장의 분석을 토대로 기준 1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우선추
진국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표 5-1]과 [표 5-2]는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과
산업현황을 요약·평가하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명목)으로 보면, 파나마·칠
레·코스타리카가 1만 달러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니카라과와 온
두라스의 소득수준은 3,000달러 이하로 낮다(표 5-1 참고). 대부분의 국가들
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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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10개국 중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풍부한 칠레
와 페루의 경우, 제조업은 소수 품목에 대해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판매의 목적
이 강하다. 이에 비해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GVC에 편입된 수출산업 성격이 강
하다.
이들 국가에 비해 중미 국가들의 제조업 기반은 훨씬 열악하다. 소득수준으
로 보면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높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고 인구 및 경제규모
가 작다. 저소득국인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는 제조업 기반이 부실
하다. 이들 국가에 비해 과테말라는 제조업과 수출산업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요약 및 평가
(단위: 달러)

PA
회원국

중미
6개국

국가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정책 요약

한국과
FTA

칠레

15,001

자원 중심 경제 탈피, 넓은 FTA망, 서비스 및 지식산업
육성

체결

페루

6,723

자원 중심 경제 탈피, 외투 유치 중시, 정치적 리스크

체결

콜롬비아

6,429

경제개방화, 외투 유치, 제조업 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통상정책

체결

멕시코

9,224

마킬라도라 중심 산업구조, 미국 및 남미 진출 거점, 넓
은 FTA망

미체결

과테말라

4,471

적극적인 수출 및 산업발전 정책,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
정보제공 노력,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

미체결

니카라과

2,164

저소득국이면서 농업국, 제조업 기반 취약, 외채 위기,
정치적 리스크

체결

엘살바도르

3,883

산업 다각화 추진 중이나 산업구조 너무 취약

체결

온두라스

2,437

의류봉제 외 제조업 기반 취약, 물류, 노동 등 사회경제
적 요인 불리

체결

코스타리카

11,573

중미 대표 개방경제국가, 외투 유치, 서비스산업, 인적자
원 개발 중시

체결

파나마

15,166

물류 중심, 개방경제, 지리경제적 장점 및 각종 인센티브
활용 GVC 참여 전략

체결

자료: * 일인당 국민소득은 WorldOmeter 통계(2020년), 명목소득 기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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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남미 10개국 중 5개국(멕시코, 칠레,122) 온두라스, 니
카라과, 코스타리카)는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에서 후방연계가 전방연계보다
강하고, 다수 국가의 경우에도 마킬라도라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수입부품을
이용하여 수출용 상품 조립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멕시코는 전후방 연계 수준
이 높지만, 전방연계보다는 후방연계가 더 발달되어 있다.
북미 GVC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멕시코는 FTA를 활용한 GVC 확
장이 가능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1억 2,900만의 인구, 일인당 국민소득
9,249달러, 1조 1,800억 달러의 GDP(2020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 등을 가진
내수시장 진출 외에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이 멕시코에 생산설비를 구축했고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하고 있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멕시코와의 GVC 확산 가능성이 높다.

표 5-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요약
전후방 연계
비교

PA
회원국

중미
6개국

중남미 국가의 경제산업무역 평가 요약

칠레

후방 > 전방

지하자원과 1차산업 수출 경제, 제한된 범위의 제조업 기반

페루

후방 < 전방

1차산업 및 광업 중심 국가, 일정 수준의 수출 제조업 기반

콜롬비아

후방 < 전방

인근 국가에 비해 전반적인 산업화 수준 양호, 중미 대표 전
기전자산업 국가

멕시코

후방 > 전방

중남미 대표 제조업 국가, 전기전자, 석유, 자동차 등 조립역
량 우수, 미국과의 GVC 연계 등 GVC 여건 양호

과테말라

후방 < 전방

높은 제조업 비중, 다양한 공산품 품목 수출, 중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니카라과

후방 > 전방

1차산업 위주 경제,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의존 경제

엘살바도르

후방 < 전방

1차산업, 경공업 위주 제조업

온두라스

후방 > 전방

1차산업, 의류봉제 제조업

코스타리카

후방 > 전방

소규모 경제, 제조업 취약하나 다수 수출품목, 서비스업 발전

파나마

후방 < 전방

소규모 경제이지만 운하에 기반한 물류 관련 서비스업 발달

주: 전후방 연계 비교는 본 보고서의 부록을 바탕으로 평가.
자료: 저자 작성.
122) 지하자원 수출이 많은 칠레의 경우 전방연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직특화무역 개념에서 본
다면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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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미의 콜롬비아와 중미의 과테말라는 전방연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
며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이다. 이 중 인구(약
5,000만 명), 국토면적, 자원, 지리적 여건 등에서 산업화 여건이 양호한 콜롬
비아는 52년 동안 지속된 좌익 게릴라(FARC)와 평화협정(2016년)을 체결한
이후 국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프라 건설과 빠른 산업화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의 FTA를 체결
하였으며, 통상 전문인력이 부족한 콜롬비아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자국
GVC 확충 기회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과테말라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대로, 다양한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중미 6개국 중 과테말라는 국내 사정으로 우리나라와의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현지 분위기를 개선시킬 필
요가 있다. 파나마는 운하 관련 서비스 매출로 인한 수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으나, 40개가 넘는 해운항만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
구하고 있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관심이 클 수 있다.

나. 기준 2: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의 수준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
추고 있지 않다.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
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발
전단계, 산업구성, 인력 등에서 수출활성화의 이점을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
는 국가도 더러 있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저소득국
은 국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가 수출 확대보다 산업육성일 수 있고, 인터넷 등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이 가
능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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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평가
평가 내용(요약)
칠레
페루
PA

콜롬비아
멕시코

중미
6개국

정보제공 외 FTA 활용지원 미비
능동적 산업통상정책, 경제협력 의지
내부 역량 부족으로 FTA 지원체계가 부실하나 정책적 고려 엿보임
경제-무역규모에 걸맞은 FTA 활용 지원체계 필요, 경제규모 및 미국과의
생산 네트워크로 인해 경제협력 성과 기대

과테말라

FTA 정보제공 수준, 수출지원 경제협력 관심

니카라과

FTA 활용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부실

엘살바도르

FTA 체결에 적극적이나 산업경제 구조 낙후로 경제협력 한계

온두라스

수출지원 수준이 열악. 전반적인 FTA 활용 인프라 매우 부실

코스타리카
파나마

FTA 활용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비
수출 제조업 관심, 물류거점 등 서비스 분야 협력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10개 중남미 국가 모두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GVC 편입 확대에 관심
을 보이고 있지만,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산업정책과 FTA 정책이 긴밀하게 연
계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 광물
자원과 농식품 수출 지원과 더불어 수입품 가격 인하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FTA 정책을 GVC 참여 확대와 연계시키지는 않
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하나로 수출 제조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지금까지 칠레 정책당국은 FTA 체결 확대로 교역조건 개선에 집중했지만,
최근 제조업 육성과 GVC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어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
다. 수출 제조업 육성에 관심이 큰 페루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수출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국가라
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GVC 편입이 경
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이슈로 FTA 활용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부 역량 부족으로 FTA 지원체계가 부실하
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엿보이는 콜롬비아에도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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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중미 국가 중에서는 국내 여건으로 FTA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수출지원 경제협력에는 관심이 높은 과테말라가 우선
고려대상국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FTA 활용지원 경제
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조업 및 내수시장 규모의
제한으로 우선협력 대상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기준 3: GVC 참여도 수준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세 번째 기준은 본 보고서 제4장에서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적용된다. FTA 활용지원 경제
협력의 효과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발전단계에 무관하게 중남미 국
가들은 GVC 확충에 관심이 높다. 이미 IDB나 UN 등의 국제기구들도 중남미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123) 우리나라와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은 이들 국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어떤 정책에 배분할 것인가는 정책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제4장의 분석결과는 중남미 국가들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FTA 정책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FTA 체결 자체가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활용해야만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다. 협정 체결과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FTA 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칠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3) Blyde and Trachtenberg(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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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바와 같이, 멕시코와 콜롬비아, 과테말라는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이고, FTA 발효 자체로도 GVC 참여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 페루는 지하자원 수출이 많은 점 외에 경제협력으로 제조업
의 GVC 참여 수준을 일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4. GVC 관점에서의 경제협력 유망국가
상대국 GVC 영향

한국 GVC 영향

관세철폐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무역비용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유망국가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파나마, 니카라과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GVC에 미칠 영향으로 보면, FTA 관세철폐 시에는 과테말라,
파나마, 니카라과에 대한 부가가치수출 성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고, FTA 활용
지원 경제협력 시나리오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에 대한 수출 증가
로 기대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지역통상협력 차원
에서 보면 중미 국가와도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GVC
기준으로 보면 과테말라, 파나마, 니카라과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들 국가
중 가장 효과성이 큰 국가는 과테말라가 될 것이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
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가 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앞서 분석한 기준 1-2
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인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멕시코, 콜롬비아와 과테말라를 1단계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경제
협력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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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의 기준 1~3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2단계 대상국으로는 칠레,
페루,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본 장의 제1절에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중남미 국가로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를 선정했지만, 다른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의 중요
성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국가들과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안했다. 이 절에서는 본 보고서 연구진들이 분석
한 국가별 FTA 활용지원 분야 혹은 중점지원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남미
어느 국가에서도 FTA 활용지원 체계를 제대로 마련한 국가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국의 여건과 관심사항 파악이 쉽지
않았다. 산업통상정책 기조, 산업현황, FTA 활용 관련 지원 사항 등을 참고하
여 연구진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임을 밝혀둔다.

가. 1단계 우선협력 대상국
1) 멕시코
한·멕시코 FTA 체결은 양국 간 산업협력과 GVC를 심화시킬 것이다. 하지
만 멕시코가 우리나라와의 양자 간 FTA 추진에 소극적이다. 여러 가지 요인124)
이 한·멕시코 FTA 진전을 가로막고 있지만, 멕시코에 기진출한 일본, 독일, 미
국 등 경쟁국 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간접 견제도 주요 요인의 하나인 것
124) 멕시코의 암로 정권은 내치를 최우선시하고, 통상·외교를 정책 후순위에 두고 있다. 더구나 통상정책
은 USMCA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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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멕시코 FTA 추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
국 우리나라는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CPTPP, 태평양동맹(PA)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10개 중남미 국가 중 경제규모나 산업 발전단계로 보
면 멕시코가 가장 여건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
하고 있으면서 2020년 7월 발효된 USMCA를 통해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접근
할 수 있는 지리적 및 무역협정상의 장점으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에 많
이 진출하였고, 이들 기업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
로 마킬라도라 특혜와 더불어 멕시코가 발효시킨 FTA를 GVC 확충에 적극 활
용하고 있다. 문제는 현지 토착 기업들인데, 앞서 제3장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통상당국은 홈페이지에 FTA 정보를 제시하는 것 외에 활용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멕시코 산업계는 자국의 통
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정보 부족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FTA 활용
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한·멕시코 논의 부진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FTA 활
용지원체제 전반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이 가장 시급한 국가는 멕시코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FTA 활용지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 프로그램, 성과와
더불어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에 대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 지
식공유 세미나는 가급적 서둘러 추진해야 하고, 정부보다는 우선 양국 산업계
를 대표하는 협회 주최로 하되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FTA 활용지원 경제
협력 논의가 탄력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일정상의 제약이 없다면 태평양동맹
(PA) 4개 회원국을 초청하여 ‘한·PA 경제협력’ 구상을 전파하는 방안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지식공유 세미나 직후 혹은 동시에 멕시코와 우리
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 전수 경제협력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미 바이든 행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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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미·멕시코 국제분업체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산업통상 당국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멕시코 FTA가 멕시코의 GVC에 미
칠 전후방 효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GVC 재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한·멕시코
경제 긴밀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콜롬비아
인근 중남미 국가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양호하고, 내전 종식 이후 산업발전
과 GVC 편입을 통한 수출 확대 열망이 강한 콜롬비아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10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국제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이다. 2016년 7월 15일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 6년차이
므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자 간 관세가 철폐되었거나 상당 부분 낮아졌기
에 FTA 활용에 따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2,956억 달러 GDP(IMF 전망치)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분
석하는 10개 중남미 국가 중 시범사업 우선추진국가를 선택한다면 콜롬비아를
꼽을 수 있다. 이 경우 콜롬비아 정부와 경제단체 등 FTA 업무 관련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무역업체 등을 연계시킨 ‘FTA 활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이를 다른 국가로 전파하는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낙후된 통상정책 인프라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FTA 활용지원을 위한 국내 인프라가 매우 취약
하다. 따라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
계에 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FTA 활용지원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
해 콜롬비아 당국 및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상대국의 의향을 고
려하여 FTA 정보제공,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순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6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3)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하위 중소득국으로서 우리나라의 ODA 공여대상국(일반 협력대
상국)이며 1989년부터 2017년까지 5,400만 달러(실적 기준) 규모의 무상원
조125)를 받았다. 2017년 기준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
스 63.2%,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7.6%, 생산부문 3.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기준 부처별 과테말라 신규 및 계속지원사업(무상원조) 현황을 보면,
①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 4건(정부 투명성 증진, 재무행정 자동화 및 디지털
화) ② 교육부의 이러닝 세계화 프로젝트 및 연수사업 각 1건(ICT 활용 시범 교
실, 교육정보화 연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연수사업 1
건(섬유 분야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④ KOICA의 프로젝트 사업 3건(치안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연수사업 2건(경찰교육, 수자원 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2020~24년 동안 KOICA의 과테말라에 대한 ODA 지원 중점 2대 목표는 평
화롭고 안전한 사회 지원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인데, 치안역량 강화, 기
후적응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FTA 활용지원 경제
협력은 과테말라와의 FTA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기
본적으로 FTA 등 자유무역 추진 및 이행/활용을 위한 정부의 인식과 추진 역량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기본적인 수준의 활용지원 프로그
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FTA 정책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형
태의 ODA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차로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혹은 2개 주제의 연수사업을 묶어 ‘한
국의 FTA 정책구조와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FTA 활용 관련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정책 수립, FTA 활용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 국내외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포
125) ODA 통계는 KOICA 홈페이지(koica.go.kr, 검색일: 2021. 6. 29) 중남미 주요 사업 부분을 참고하
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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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 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테말라의 신규 중점 전략산업(가전,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화장품, 의료 등)이 응용할 수 있는 FTA 활용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전략/모델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2단계 대상국
1) 칠레
그동안 칠레는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왔고, 2018년 11월 협정
개선 협상에 돌입하여 2021년 6월 5차 협상(비대면)을 개최했다. 2002년 협
상 타결 당시 미진했던 상품시장 추가 개방이 핵심의제이다. 칠레와의 FTA 활
용지원 경제협력 논의에 앞서 5차 협상까지 지속된 것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의
평가와 조기 협상 타결 입장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협상에서는 우리나라
가 수세적 입장이지만,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칠레와의 긴밀한 협력구도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칠레는 사회적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진 국가이다. 최근 칠레가 GVC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FTA 활용지원 경
제협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일정 수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칠레 FTA
발효 20년이 되는 2024년을 목표로 ‘한·칠레 FTA 2.0’ 시대 개막을 위해 기존
협정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및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OECD 칠레 자료(2021년 2월)에 따르면, 칠레에는 소수의 대기업과 절대다
수의 중소기업으로 양분되어 있어 생산성 향상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
다. FTA 활용지원으로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경험을 공유하고, FTA 경
제효과와 GVC 연결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한·칠레 FTA Best Practice 성
과 공유 프로그램’을 추진해볼 만하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기업 중 FTA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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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수출증대나 GVC 연결로 매출 증가가 일어난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세미나, 유튜브 또는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칠레 중
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실행할 ‘FTA 활용 지원센터’를 KOTRA 산티아고
무역관에 개설하고, 현지 칠레 기업 및 국내 업체들의 칠레 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경제협력 차원에서 칠레 기업들의 우리나라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페루
태평양동맹 및 안데스공동체 회원국인 페루는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태국 등과 17개의 FTA를 체결했다. 2009년 미국과의 FTA 발효로 통상제도
선진화 기회를 가졌고, 태평양동맹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 유치, 사
람의 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페루 GDP의 대략 15%가
지하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소비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칠레와 같이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방체제 확립으로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통상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국내 기업의 태평양동맹국 투자진출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멕시코로 집
중되고 있어 한·페루 양국 간 GVC 연결 확대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논의한 이유로 페루 역시 FTA 활용지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취약한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개선시키기 위해 GVC상의 전후방 연관효과 확대에 기여
하도록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수입업자나 유통
기업들이 누리는 FTA 관세철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전환시키기 위해 국내외
상품가격 비교 등과 같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FTA 정책 초기 우리나라는 FTA 회원국산 수입품에 대해 과
다이익을 챙기는 유통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청 등이 주도하여
수입단가를 공개하거나 해외물품을 소비자가 직접구입(직구)하는 것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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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FTA 발효로 인한 소비자이익을 조사하여 정
기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FTA 소비자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과 경험을 페루와 공유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파나마
중미에서 소규모 경제에 속하는 파나마는 운하물류경제로 인해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다. 따라서 국내 소비용 상품 대부분은 수입
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농축산물 위주로 단출한 편이다. 다수 FTA를
발효시켰으나, 통상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다른 중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FTA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파나마운하 및 인근 경제자유구역(콜론)으로 인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파
나마에 진출해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효성,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다
수 국내 기업이 파나마에 현지공장이나 지사를 두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파나마 정부가 적용하는 비관세장벽을 제외하면, 정보·전문인력 등에서 FTA
활용애로를 겪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파나마 토착 기업들은 FTA 활용애로가 클 수 있으나, 500만 명
미만의 인구에다가 제조업의 수출역량이 취약하여 본 보고서의 GVC 파급영향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파급
영향이 낮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페루에 대한 경제협력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파나마 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
성이 크므로 FTA 소비자 이익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
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의 ODA 공여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FTA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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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무상 원조협력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지역협력 차원에서의 협력 프로그
램이나 지식공유사업(KSP)은 가능하다.
먼저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126) 정상회의(2021. 6. 25) 공동선언문
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중미 FTA의 활용도 제고 노력 합의’의 후속 조치로
서 ‘한·중미 FTA 활용 공동 워크숍’을 기획·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타리카는 중미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장개방도가 높고, 일반적
인 수출지원정책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 현재는 가시성이 높지 않은 FTA 활
용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SICA 정상회의의 이행 차원에서 ‘한국의 FTA 종합지원센터 소개
및 한·코스타리카 협력사업 모색’ 주제의 워크숍 공동 주최를 코스타리카 측에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다. 3단계 대상국
1) 니카라과
니카라과 정부의 국가 파트너십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8~
22)에 의하면, 빈곤 감소에 최대 목표를 두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
제가 인적자본 육성에 있다. 한·중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도 통상 분야 전
문인력 육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니카라과 정책당국자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니카라과는 FTA 확대로 커피·땅콩 등 새로운 농산물 수출 기회를 활용
126) SICA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1993년 2월 1일 결성한 경제정치통합을 지향하는 중미통합체제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스페인어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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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 하고 있다. GVC나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 FTA
활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단계이다. FTA 활용에 대한 니카라과 내 역량
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우리나라 시장 개척을 위한 컨설팅 및 시장정보 제공 플
랫폼을 설치하여 니카라과 현지 기업이 스페인어로 직접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127)

2)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수출품목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FTA 활용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도미니카공화국과의 FTA 발효 이후 섬유·해산물 등 수출 사업화가
시작되면서 FTA를 활용한 성장정책에 주목하고 있어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FTA 활용 통합시스템은 엘살바도르의 기본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구축하더라도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 부패, 열악한 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여건 외에 통관절
차 등에서도 낙후되어 있다. 엘살바도르가 FTA를 활용한 수출 사업화에 관심
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의 FTA PASS 등과 같은 FTA 통관시
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하위 중소득국으로서 우리나라의 ODA 공여대상국이며, 일반 협
력대상국에 속한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원실적을 보면,
무상원조는 3,300만 달러, 유상원조는 5,800만 달러로 총 원조 규모는 9,100
만 달러에 달한다. 분야별 원조 현황을 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가 압도적
으로 많은 91%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가 6.1%를 차지하
고 있다.
127) 니카라과에는 KOTRA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영애로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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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FTA 활용 등 수출지원정책은 물론 사회 전
반적으로 경제 및 무역지원 역량이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기존 우리 정
부의 ODA 사업도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적인 정책 컨설팅
형태의 신규 ODA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21년 6월 개최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한·중미 FTA의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한 노력 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중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 공
동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TA 활용지원을 포함하여 온두라스
의 종합적인 수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FTA 활용 온라인 시스템
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다른 국가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제적인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활용지원정책은 발효된 FTA의 경제성을 높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를 70% 이상 수준으로 제고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가 벤치
마킹할 만한 우수 정책사례임에 틀림없다. 다만 건수 위주의 저가 컨설팅 문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지원 건수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산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현재의 컨설팅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은 칠레·아세안 등과의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
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검토되었다. 당시 통상당국 및 정부
여당의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범국가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
한 국가적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국가는 관심이 덜할 수 있으므
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 선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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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 대한 FTA 활용지원 실패 사례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2016년 베트남과 FTA 공동 홈페이지 사업을 합의하고
우리나라 예산으로 2018년 공동 홈페이지를 개설했을 때만 하더라도 베트남
은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당초 합의했던 2019년 이후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함에 따라 2020년 우리나라는 고심 끝에 동 사업의 종결을 결
정했다.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의 성과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작용
했음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 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가.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앞서 언급했듯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은 효과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멕시코, 콜롬비아 및 과테말라를 1단계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면서
2~3단계 협력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남미 10개국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구도를 제시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범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중남미 10개국의 국내 상황이 국가별로 워낙 차이가 커 단계별 추진이 불가
피하나, 효과성과 지속성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미주개발은행(IDB), 미주기구(OAS)128) 등
은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 및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특히 OAS는 전
미주 35개 국가가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64개국 및 EU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FTA 종합정보센터(http://www.sice.oas.org/agreem
ents_e.asp)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체결한 FTA 협정문과 부속서를 제공하
고 있다. OAS는 역내 자유무역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
대 중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
128) OAS는 1890년 제1차 범미주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191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
무국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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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미 6개 국가와 체결한 FTA 발효에도 기여하였다.
FTA 활용지원은 중남미 국가에 대한 OAS의 활동과 부합하고, 우수한 국제
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체 ODA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가 제공하는 ODA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소요
예산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OAS 본부 및 중남미 현지 사무소들이 참
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이면서 지속성을 제고시켜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활용지원조직, 규정과 법제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출지향 경제성장전략으로 수출 세계 7대 강국으로 발
전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해왔고, FTA 활용지
원을 위한 국내 유사 정책 경험과 인프라가 많은 국가이다. 칠레와의 FTA 협상
에 대한 범국가적인 역량 동원을 위해 통상당국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적극 활
용하였고, FTA 추진위원회, 민간자문기구 등 FTA 정책 추진 및 활용지원 조직
을 설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FTA 반대단체를 설득하면서 FTA 지지계층을 확충하기 위해 FTA 정책 수
립 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FTA 활용지원 프로그
램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를 도입했고, 2004년 대통령훈령으로 FTA 추진절차 규정에 이어 2012년 ｢통
상절차법｣을 제정했다. 일본·대만 등은 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을 벤치마킹
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을 도입하였다. 절차법에 따라 FTA 발효 이후 정기적으로 FTA 경제성과를 보
고해야 하는 정책당국은 FTA 활용지원 내실화를 추구하도록 만들었고,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하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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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FTA 활용지원 중심으로 국내 수출지원제
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하고 있다.129) FTA 활용은 관세는 기본이
고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극복해야만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공공부문
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수출지원정책과 연계시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FTA통
합플랫폼 구축은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FTA 활용지원을 위한 규정이나 법제화에 대한 상대국의 의지가 없으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이 지속되기 어렵다. 본 보고서에 선정한 국가 외에 경
제협력 국가를 모색할 경우, KOTRA 등과 같은 무역진흥기관의 운영 여부, 수
출지원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FTA 활용지원 효과가 클
수 있는 국가를 협력 대상 국가로 고려해야 한다. FTA 활용지원 기대효과 외에
수출 지원정책 경험과 역량이 있으면서 무역진흥에 관심이 높은 국가를 경제협
력 대상국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 FTA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
무엇보다 FTA 추진 및 FTA 활용지원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컸고, 장기
간 지원에 대해 정치권이 우호적인 시각을 견지했다는 점이 우리나라 FTA 활
용지원 내실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FTA 기반이 취약했던 우리나라는
FTA 정책지지 계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FTA 정보제공과 활용지원을 정
책과제로 설정했고, FTA 활용률의 점진적인 개선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지원정
책 지속 필요성 근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정보제공과 컨설팅에 이어 인력양성
까지 추진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동 정책을 평
가하도록 유도했다.

129) 산업통상자원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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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은 FTA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보제공을
시작으로 컨설팅, 인력육성, 비관세장벽 해소 등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을 점진
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역으로는 국내에서의 역량을 일정 수준 확충한 이후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 해외FTA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서비스 체계를 구
축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에 노력했다. 초기에는 기업이 센터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는 구조였으나, 2013년 FTA 콜센터 설치 이후 전화로 1
차 상담 후 필요시 전문가 현장 파견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제로 전환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FTA 활용지원에 관심
을 보일 것이지만, 현 집권당의 통상정책 기조나 정책당국의 의지를 분석하고
상대국과 경제협력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자칫 경제협력 제안이 무상원조 형
식으로 받아들여 관심 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양국 간 체결한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이므로 양측이 균형 있게 비용을 분담해야 함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목표, 상대국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 무상원조를 할 수 있으나, 가급적 50:50 비용분담을 명시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130)

라. 점진적이면서 종합적인 접근
FTA 활용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상대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이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2010년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는 지원기관 간 중복적인 지원, 유관기관의 경
130) 무상원조 대상국가는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니카라과($2,164), 온두라스($2,437), 엘살바도
르($3,883), 과테말라($4,471) 등이 될 수 있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50:50 비용분담원칙이 바
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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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 실적 과시, 내실 부족 등 비효율성 문제가 있었으나 적기에 활용 지원체계
개선 및 확립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통합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및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FTA 활용 경진대회 등 기업인들의 관심을 유
도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컨설팅 내실화를 강조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다. 기업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초보 FTA 활용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는 우수한 편이다. 중소기업의 공
짜 마인드가 팽배하고, 정부 지원 역시 이를 부추긴 측면이 있으나, 공공부문의
FTA 활용지원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제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은
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기조로 변화 중이다.
점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
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FTA 활용지원으로 경제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전 과정상의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하다. 국제적 비
즈니스 성격상 하나의 서비스 제공으로 성과 실현이 쉽지 않다. 2012년 FTA종
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사후검증지원센터, FTA 콜센터, 차이나데스크, 지역차
이나데스크, FTA통합플랫폼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FTA 정보제공에서
컨설팅에 이어 교육 및 인력양성까지 단계별, 종합적으로 접근했다.
FTA 활용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관심 유도가 전제조건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에 대한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보
접근과 전문인력 측면에서 부실한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엄두를 못 내다가
언론보도, 동료 기업인, 업종별 협회 등으로부터 FTA 활용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막상 FTA 활용을 검토하게 되면 일정 수준 비용이 투입되어
야 하고, 원산지관리 등 내부적인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CEO의 FTA 활용 의지가 중요하다. CEO가 관심을 갖고
FTA 활용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내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미 국가 대부분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고, 통상정책 결정에 대한 산업계
의 영향력이 높아 FTA 활용지원에 대한 현지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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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FTA 활용지원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와의 대화가 활발한 국가, 특
히 중소기업과의 대화 채널이 우수한 국가를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으
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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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우리나라 ODA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중남
미 지역에 대한 ODA 지원 목표를 ‘포용적 개발 및 경제성장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설정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대체로 교육, 보건, 난
민 재정착 및 치안역량 강화사업 등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개발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시하고 있다. 다자무역체제하의 무역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 부족 등
의 이유로 인해 많은 저개발국들은 세계무역 자유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는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은 KOICA ODA 사업보다는 ‘무역을 위한 원조’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DA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131) FTA 활용지원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경제사회
인프라가 갖춰진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를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했지만, 이들 국가와
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국가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미의 대표적인 무역협정인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대한 경제협력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상대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이지만, 이 사업은
국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대국 통상당국도 이 점을 인식할 것이므
로,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상대국 기업의 FTA 활용지원이 우선임을 설명하고
가급적 상대국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기획해야 할 것
이다. FTA 활용지원 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
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131) UN의 국가 분류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중소득국, 저중소득국 및 최빈국이 우리나라
ODA 지원 대상국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칠레와 파나마는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어 ODA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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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
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오늘날 개도국들은 단순 수출입 증가보다는 자국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무역
협정 체결에 관심이 높고,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
라는 중남미 국가 다수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은 상대국이 실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중미 6개 국가와 FTA 협상을 개시한 장관급 회의(미 휴스
턴)에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상생형 FTA’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132)
본 보고서에서 FTA 활용지원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의 하나로 GVC 전후
방 효과를 설정한 것은 상생형 FTA 추진 정책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GVC 참여 확대가 지름
길임을 설파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도 GVC 확대에 기여하는 산업
통상정책 및 FTA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GVC 확대 여력이 큰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우리나라가 FTA 활용지원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복적인 사업, 컨설
팅 품질 문제 등 다수 시행착오가 있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오늘날의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유사한 상황이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고, 이로 인해 FTA 활용지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수 있다. 국내적 상황과 달
리 국제적 사안이므로 문제 인식 및 대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KOTRA 무역관이 경제협력 논의 초기
부터 깊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현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협력 초기에는 FTA 활용지원 국내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통해 사업관리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
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
132) 산업통상자원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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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기 어렵다. 앞으로 FTA 정책연구에서 GVC 부가가치 분석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GVC가 발전한 오늘날에는 통계적으로 기록된 무역수지 외에 수
출입 변화의 이면 메커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도·터키 등은
FTA 체결 이후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고 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자체를 중시할 뿐 우리나라가 현지 소비용 최종재를 수출한 것
인지 GVC 활용을 위한 중간재 수출로 인한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는 중남미 다수 국가에게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이 중남미 국가의 수출재 생산 혹은 GVC 전후방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면 상대
국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133) 이러한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가진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을 것이고, 동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파트너십 향상
에 대한 관심이 높아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 국가별 경제협력전략을 제시했지만, 상대국과 긴밀한 협의 없이
는 상대국에게 적합한 경제협력 분야와 추진전략 수립이 쉽지 않다. 본 보고서
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
외출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번 연구 기간 내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
했다. 이로 인해 KOTRA의 무역관 관계자 등 많은 중남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134) 중남미 국가에 대한 정보의 제한성으로
본 보고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은 해당 국가와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정책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확대 심화된 GVC에 편승하여 빠
133) 최종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한다면 GVC 차원에서 수입
품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 있으나, 수입산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는 구조를 가진 GVC 국가라면 FTA
를 통한 중간재 조달 원활화에 관심이 클 것이다.
134) 본 보고서 저자들은 중남미 지역 정보 수집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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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경험
은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도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 국
가에서의 GVC 참여는 소득증가와 함께 신규 일자리창출 증가로 빈곤 극복의
기회를 마련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역내 FTA를 넘어서 역외국들과의 FTA 확
대를 통해 GVC 참여 확대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한편 FTA 활용지원을 통한 GVC 참여 확대는 결국 점진적 산업발달로 연결
되어 초보 수준에서의 GVC 참여가 보다 높은 단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으
로 연결될 수 있다. NAFTA 및 USMCA에 힘입은 GVC 확대로 산업화를 일군
멕시코의 발전 사례는 아직도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페루,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
FTA 확대를 통한 교역 증대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산업다각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GVC 참가 초기 단계에서 단순한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활동을 하
고 있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은 GVC 확대를 통해 기술축적과 전문화로
산업발전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FTA 활용도 증가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을 개선시켜 더 많은 FDI를 유치하
도록 해야 한다. FDI 증가는 GVC 참여 확대와 경제성장 제고 등의 혜택을 가
져다줄 것이다. 한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은 국내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산업계는 생산성 향상을, 정부는 관세 인
하 및 비관세장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GVC 참여를 통한 산업발전을
위해 중남미 국가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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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
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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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부가가치

5,424

5,430

6

후방연계(B)

67

85

18

후방연계

1,189

1,190

1

전방연계(C)

14

16

2

이중계산, 교정

3

3

0

회귀부가가치(D)

82

112

30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1,189

1,190

1

후방, B/A, %

41.10

39.91

-1.20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2,009

2,017

8

전방, C/A, %

8.59

7.51

-1.08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3,198

3,207

9

회귀, D/A, %

50.31

52.58

2.28

수직특화비율(%)

48.34

48.42

0.08

온두라스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온두라스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9,084

9,091

7

수출부가가치(A)

138

206

68

국내부가가치

5,715

5,719

4

후방연계(B)

55

82

27

후방연계

3,366

3,369

3

전방연계(C)

19

25

6

이중계산, 교정

3

3

0

회귀부가가치(D)

64

99

35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3,366

3,369

3

후방, B/A, %

39.86

39.81

-0.05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2,084

2,100

16

전방, C/A, %

13.77

12.14

-1.63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5,450

5,469

19

회귀, D/A, %

46.38

48.06

1.68

수직특화비율(%)

60.00

60.16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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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18,546

18,555

9

수출부가가치(A)

342

391

49

국내부가가치

14,298

14,305

7

후방연계(B)

127

143

16

후방연계

4,246

4,249

3

전방연계(C)

87

92

5

이중계산, 교정

2

2

0

회귀부가가치(D)

128

156

28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4,246

4,249

3

후방, B/A, %

37.13

36.57

-0.56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3,384

3,393

9

전방, C/A, %

25.44

23.53

-1.91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7,630

7,642

12

회귀, D/A, %

37.43

39.90

2.47

수직특화비율(%)

41.14

41.19

0.04

파나마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15,605

15,621

16

수출부가가치(A)

547

695

148

국내부가가치

11,442

11,451

9

후방연계(B)

193

249

56

후방연계

4,163

4,169

6

전방연계(C)

240

242

2

이중계산, 교정

1

1

0

회귀부가가치(D)

114

204

90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4,163

4,169

6

후방, B/A, %

35.28

35.83

0.54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5,245

5,278

33

전방, C/A, %

43.88

34.82

-9.06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9,408

9,447

39

회귀, D/A, %

20.84

29.35

8.51

수직특화비율(%)

60.29

60.48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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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가. 태평양동맹(PA) 회원국
칠레
칠레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칠레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80,421

80,710

289

수출부가가치(A)

2,477

3,227

국내부가가치

62,453

62,604

151

후방연계(B)

881

1,165

284

후방연계

17,948

18,085

137

전방연계(C)

1,132

1,406

274

이중계산, 교정

20

20

0

회귀부가가치(D)

464

656

192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750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17,948

18,085

137

후방, B/A, %

35.57

36.10

0.53

전방연계(다운스트림)
12,618
부가가치

12,618

0

전방, C/A, %

45.70

43.57

-2.13

회귀, D/A, %

18.73

20.33

1.60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30,566

30,703

137

수직특화비율(%)

38.01

38.04

0.03

페루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페루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42,914

43,093

179

수출부가가치(A)

1,492

2,366

874

국내부가가치

38,421

38,573

152

후방연계(B)

555

878

323

후방연계

4,489

4,516

27

전방연계(C)

140

156

16

이중계산, 교정

4

4

0

회귀부가가치(D)

797

1,332

535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4,489

4,516

27

후방, B/A, %

37.20

37.11

-0.09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7,557

7,764

207

전방, C/A, %

9.38

6.59

-2.79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12,046

12,280

234

회귀, D/A, %

53.42

56.30

2.88

수직특화비율(%)

28.07

28.50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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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콜롬비아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58,460

58,579

119

수출부가가치(A)

4,027

5,113

1,086

국내부가가치

53,722

53,819

97

후방연계(B)

1,378

1,769

391

후방연계

4,730

4,752

22

전방연계(C)

52

74

22

이중계산, 교정

8

8

0

회귀부가가치(D)

2,597

3,270

673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4,730

4,752

22

후방, B/A, %

34.22

34.60

0.38

전방연계(다운스트림)
11,313
부가가치

11,541

228

전방, C/A, %

1.29

1.45

0.16

회귀, D/A, %

64.49

63.95

-0.54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16,043

16,293

250

수직특화비율(%)

27.44

27.81

0.37

멕시코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수출 전체 부가가치 410,668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411,372

704

수출부가가치(A)

14,158

24,217

10,05
9

국내부가가치

292,143

292,579

436

후방연계(B)

6,130

10,054

3,924

후방연계

117,449

117,721

272

전방연계(C)

771

1,377

606

이중계산, 교정

1,077

1,071

-6

회귀부가가치(D)

7,257

12,786

5,529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117,449

117,721

272

후방, B/A, %

43.30

41.52

-1.78

전방연계(다운스트림)
78,033
부가가치

80,524

2,491

전방, C/A, %

5.45

5.69

0.24

회귀, D/A, %

51.26

52.80

1.54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195,482

198,245

2,763

수직특화비율(%)

47.60

48.19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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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미 6개국
과테말라
과테말라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13,300

13,435

135

수출부가가치(A)

355

612

257

국내부가가치

10,740

10,810

70

후방연계(B)

137

238

101

후방연계

2,558

2,623

65

전방연계(C)

61

174

113

이중계산, 교정

3

3

0

회귀부가가치(D)

157

200

43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2,558

2,623

65

후방, B/A, %

38.59

38.89

0.30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3,581

3,679

98

전방, C/A, %

17.18

28.43

11.25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6,139

6,302

163

회귀, D/A, %

44.23

32.68

-11.55

수직특화비율(%)

46.16

46.91

0.75

니카라과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니카라과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6,621

6,644

23

수출부가가치(A)

187

383

196

국내부가가치

4,816

4,829

13

후방연계(B)

68

140

72

후방연계

1,804

1,814

10

전방연계(C)

10

13

3

이중계산, 교정

1

1

0

회귀부가가치(D)

109

230

121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1,804

1,814

10

후방, B/A, %

36.36

36.55

0.19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1,211

1,252

41

전방, C/A, %

5.35

3.39

-1.95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3,015

3,066

51

회귀, D/A, %

58.29

60.05

1.76

수직특화비율(%)

45.54

46.15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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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엘살바도르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6,616

6,625

9

수출부가가치(A)

163

280

117

국내부가가치

5,424

5,432

8

후방연계(B)

67

112

45

후방연계

1,189

1,190

1

전방연계(C)

14

18

4

이중계산, 교정

3

3

0

회귀부가가치(D)

82

150

68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1,189

1,190

1

후방, B/A, %

41.10

40.00

-1.10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2,009

2,031

22

전방, C/A, %

8.59

6.43

-2.16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3,198

3,221

23

회귀, D/A, %

50.31

53.57

3.26

수직특화비율(%)

48.34

48.62

0.28

온두라스
온두라스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온두라스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9,084

9,091

7

수출부가가치(A)

138

273

135

국내부가가치

5,715

5,719

4

후방연계(B)

55

109

54

후방연계

3,366

3,369

3

전방연계(C)

19

29

10

이중계산, 교정

3

3

0

회귀부가가치(D)

64

135

71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3,366

3,369

3

후방, B/A, %

39.86

39.93

0.07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2,084

2,116

32

전방, C/A, %

13.77

10.62

-3.15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5,450

5,485

35

회귀, D/A, %

46.38

49.45

3.07

수직특화비율(%)

60.00

60.33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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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18,546

18,571

25

수출부가가치(A)

342

510

168

국내부가가치

14,298

14,311

13

후방연계(B)

127

189

62

후방연계

4,246

4,259

13

전방연계(C)

87

118

31

이중계산, 교정

2

2

0

회귀부가가치(D)

128

203

75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4,246

4,259

13

후방, B/A, %

37.13

37.06

-0.08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3,384

3,421

37

전방, C/A, %

25.44

23.14

-2.30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7,630

7,680

50

회귀, D/A, %

37.43

39.80

2.38

수직특화비율(%)

41.14

41.35

0.21

파나마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Baseline Policy Line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부가가치 연계(백만 달러)
차이

Baseline Policy Line

차이

수출 전체 부가가치

15,605

15,653

48

수출부가가치(A)

547

905

358

국내부가가치

11,442

11,477

35

후방연계(B)

193

329

136

후방연계

4,163

4,175

12

전방연계(C)

240

281

41

이중계산, 교정

1

1

0

회귀부가가치(D)

114

295

181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분포(백만 달러)

수출부가가치 대비 비율

후방연계(업스트림)
부가가치

4,163

4,175

12

후방, B/A, %

35.28

36.35

1.07

전방연계(다운스트림)
부가가치

5,245

5,329

84

전방, C/A, %

43.88

31.05

-12.8
3

수직특화무역
부가가치

9,408

9,504

96

회귀, D/A, %

20.84

32.60

11.76

수직특화비율(%)

60.29

60.72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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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f FTA Utilization Infrastruc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kyo Cheong, Jungran Cho, Namkwon Mun, Chanwoo Kim, and Gunyoung Kim

In 2007, when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were concluded, the
government of Korea started a program to support the utilization of FTAs
by SMEs. Since then, through the enactment of law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i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FTA utilization support system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Korea’s FTA utilization support
system has been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more than 10 years. FTA
utilization support includes providing information on FTA utilization
(opening a website or holding education and briefing sessions, etc.),
consulting on FTA utilization (preferential tariff, country of origin, FTA
business model, etc.), and establishment of FTA utilization infrastructure
(origin management system, customs clearance and preferential tariff
margins with FTAs), and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undergraduate,
graduate course, etc.).
No country in Latin America has a comprehensive system to support
the use of FTAs. The text of FTAs, the tariff concession schedule, and the
rules of origin for goods are presented on the website of the national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 or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FTA Information Center (SICE). Many low-income countrie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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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Nicaragua, El Salvador, and Honduras,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promoting the use of FTAs due to poor phys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Internet.
Recently several countries have shown interests in adopting Korea’s
FTA utilization support system. Korea, along with Chile and Mexico, has
built the world’s widest FTA network, but there are several factors adverse
to its export performance such as WTO’s lethargy, COVID-19 quarantine
measures, global protectionism, and decoupling of the US and China
economy.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existing FTA and to
strengthen the FTA policy by negotiating to upgrade the existing FTAs and
promoting new FTAs.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economic cooperation measures to
support the use of FTAs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have
concluded FTAs with Korea or have raised the need for a new FTA. A total
of 10 countri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including 4 member states of
the Pacific Alliance (Chile, Peru, Colombia, Mexico) and 6 Central
American countries (Guatemala, Nicaragua, El Salvador, Honduras, Costa
Rica, and Panama).
The conclusion of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MERCOSUR, which is
currently underway, is the top priority for Korea’s trade policy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MERCOSUR, since internal policies
within the block become a critical factor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sired results from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a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MERCOSUR countries (Brazil,
Argentina, Uruguay, and Paraguay) at the regional level toward the FTA
with Korea. While many research reports on the necessity and strategy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MERCOSUR have already been published,
research reports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in Latin America are 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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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securing the status of an associate member of the Pacific
Alliance (PA), which can have an effect comparable to that of an FTA with
Mexico, is an important issue in Korea’s trade policy.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 to find ways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with
Mexico, which is not making progres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o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MERCOSUR countries.
Through transferring Korea’s FTA utilization support system to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it is
possible to expand economic gains earned from the FTAs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o raise local interests toward the FTA utilization.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elect a set of countries of priority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ransfer of Korea’s FTA utilization support
system.
Chapter 2 summariz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main contents
of Korea’s FTA utilization support system. The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described in detail. Based on Korea’s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transfer a support system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induce them to develop step by step.
Chapters 3 and 4 try to find the target countries for economic
cooperation supporting the use of FTAs and to estimate the effects of
economic cooperation. Even if a large number of FTAs have been
concluded, it will be difficult for thi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to
proceed smoothly in the case of countries that do not provide FTA
utilization support services to their own companies. With this point in
mind,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priority countries were established. One
of the criteria is the impact on the GVC of Latin American countries,
based on the reports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etc.) arguing that FTAs not only deepen
participation in GVC, but also help economic growth by activati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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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mediate goods.
In Chapter 5, based on the analyses in Chapters 3 and 4, the target
countries for economic cooperation to support the use of FTAs have been
selected, and accordingly, the policy issues that should be focused on
supporting those countries have been derived. In this study, Mexico,
Colombia, and Guatemala have been selected as the priority countries for
Korea’s FTA utilization support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n
analysis of various aspects such as the FTA utilization support
infrastructure, industrial base and structure, and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GVC. Finally, the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are given at the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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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TA Utilization Infrastruc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kyo Cheong, Jungran Cho, Namkwon Mun, Chanwoo Kim, and Gunyoung Kim

최근 몇몇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체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국제협력 방안을 연구하였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협력사업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인프라, 제조업 기반 및 GVC 무역 전후방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를 선정하고,
FTA 활용지원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ISBN 978-89-322-9032-4
978-89-322-9000-3(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