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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1년 부터 한국과 중남미(LAC) 간의 상업적 관계는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매년 이례적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확대된 협력의 결과로 양 지역은 현재의 세계 식량, 에너지 및 기후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한국과 중남미지역은 
이 기회를 통해 더욱 견고한 양자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역량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적 집중은 연구 개발(R&D)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이어졌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은 현재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글로벌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중남미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메워야 하는 주요 개발 
격차의 일부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 지역은 특혜무역협정(PTA)에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쟁, 노동 및 환경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디지털 및 미생물 기술에 기초한 혁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은 중남미의 농업 산출물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남미는 세계 최대의 식량 및 농산물 순 수출국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중남미와의 협력은 한국인을 포함한 전세계인을 위해 세계 식량 시장 안정화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2006년 한국의 IDB 가입 이후 한-중남미 협력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IDB 
회원국 가입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중남미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IDB는 
중남미 지역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양 지역 간의 긴밀하고 강력한 유대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2022 한-중남미 비즈니스 정상회의의 성공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활발하고 유익한 아이디어 교환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파브리치오 오페르티, 미주개발은행 통합무역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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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LAC) 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1990년대 초 양 지역 간의 무역이 시작됨에 따라 시장이 연결되자 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양 지역간 교역은 연간 11.5%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0년 이후 
한국 기업이 중남미에 투자한 260억 달러 수준의 투자는 양 지역 간의 무역 붐을 일으켰다.

•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으며, 해결해야할 새로운 과제들도 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최고 관세, 값비싼 통관 절차 및 높은 물류 비용과 같은 무역장벽이 
남아있다. 또한, “기계와 원자재의 교환”이 불균형 또는 불공정한 교환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그릇된 
오해가 남아있다.

• 그러나 이러한 마찰은 세계 경제가 겪는 일련의 파괴적 충격에 의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파괴적 
충격이라 함은 보호주의자들의 반발, 위생·음식·에너지·기후위기 등 상호 연관되어 증가되는 문제, 그리고 
빠른 디지털 전환 등을 의미한다. 비록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경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러한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 지역은 충격을 완화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자간 및 글로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 제도 및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 이는 탄력적인 가치사슬에 대한 글로벌 탐구 사례이다. 한국과 중남미는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지속가능성, 형평성, 민주적 가치에 대한 약속을 강화함으로써 이 시도를 더욱 강력한 양자간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할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특히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특혜 무역 협정 네트워크에서 경쟁,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 또한 양 지역은 진행 중인 글로벌 식량, 에너지 및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중남미는 세계 최대의 식품 및 농산물 순수출국이다(전세계 수출의 15%). 또한 상당한 
미개척 농경지와 담수 자원이 있는 가장 생산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이는 국제 식량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낮추어 한국과 다른 지역의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식량 격차(food gap)”을 줄이는 것을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중남미 지역 
탄소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토지 사용 및 삼림 벌채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남미 간의 파트너십이 바로 이와 같은 중남미의 농업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및 미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에 한국의 선두적인 혁신 시스템을 접목시킴으로써 식량 격차 줄이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 한국과 중남미의 통합으로 발생할 시너지는 양 지역 및 세계가 장·단기적인 에너지 문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보다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활하게 전환하는게 중요하다. 

• 재생가능한 미래의 기회는 훨씬 유망하다.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에너지 매트릭스를 보유한 
지역중 하나이며, 재생가능 자원이 거의 30%로 세계(14%) 및 한국(4%)보다 훨씬 높다. 이 지역은 또한 
이러한 전환에 중요한 광물 공급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최대 구리, 리튬, 니켈, 실리콘 
및 희토류 원소 매장량이 위치해 있다. 

• 이러한 에너지 보유량의 차이는 자원을 더 잘 할당하고 양 지역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가치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중남미는 철강, 알루미늄 및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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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수소와 같은 무공해 연료 생산에 더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생산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를 전환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치사슬 부문에 강력한 발판을 가지고 있다. 

•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식량과 에너지를 넘어선다. 한국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야심 찬 약속을 했지만, 에너지 매트릭스 차이와 한국의 더 높은 배출 집약도
(중남미 평균보다 출력 1달러당 CO2배출량이 3배 더 많음)를 감안할 때, 자원을 동원하고 순 배출 제로 
경제로의 전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자간 대규모의 탄소 배출권거래를 위한 분명한 기회이다.

• 디지털 전환은 정보 물류 및 규제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무역 형태(전자 상거래) 및 다양성(디지털 전송 
상품 및 서비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창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남미는 이제 
막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서비스는 상품 교역의 일부에 불과하다(2019년 14%). 특히 중남미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ICT 제품의 주요 공급업체인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 및 규제 정비에 대한 시급한 요구가 있다. 

• 시장과 민간 부문이 관계의 주요 동인이기는 했지만, 정부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동력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2008년 이후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은 무상과 유상지원을 포괄하면16억 
달러에 달한다. 

• 이 지원의 상당 부분은 혁신, 빈곤감소, 민간 부문 개발, 공공 역량 구축과 같은 분야에서 IDB(2012년 이후 
미화 5억 5060만 달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활용했으며, 이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를 충족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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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오래전 시작되었다. 양 지역이 내향적인 개발 전략을 추구하고 서로 또는 세계와 거의 
거래하지 않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이 거대한 이웃 일본과 중국에 가려져 중남미와 아시아의 관계에서 미비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였던 시대도 지났다. 

오늘날 한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초 양 지역이 “
대 자유화”를 수용했을 때 찾아온 번영은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9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양 지역간 상품 교역이 시작되어 연간 11.5%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며, 일본과 중남미 교역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5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중남미에서 26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가 이뤄지면서 무역 붐이 일었다. 이러한 역동성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견뎌 냈으며,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는 다른 나라와의 흐름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도전 과제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으며, 해결해야할 새로운 과제들도 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복잡한 통관 절차 및 높은 물류 비용과 같은 무역장벽이 남아있다. 또한, 
“기계와 원자재의 교환”에 대한 불균형한 교환이 불공정한 교환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그릇된 오해가 
남아있다. 이러한 마찰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일련의 파괴적 충격으로 인한 난기류에 다소 덥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관계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충격은 모든 형태로 나타난다. 무역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반발이 커지고 일부 세계  경제 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 30년간 유지되었던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세계 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생·음식·에너지·기후위기 등 상호 연관되어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는 
과소평가되지 않아야 하지만, 효과없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보호주의적 해결책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충격1은 무역상 비교우위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고, 비 숙련, 
노동집약적인이라는 중남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전과제를 일깨워주었고, 이미 험난한 무역과 통합의 
정치경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양 지역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자 및 글로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 제도 및 비교우위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이는 무역과 
통합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가치사슬을 위한 기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회는 지정학적, 위생적, 환경적 충격에 더 탄력적인 가치사슬의 모색에 있다. 한국과 
중남미는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그리고 지속가능성, 형평성,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여, 강화된 양자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한-중남미 무역협정에서 경쟁, 노동, 환경적 기준을 강화하여 달성될 수 있다. 

식량격차 감소

양 지역은 또한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식량, 에너지 및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상호 연결된 특성으로 인해 협력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중남미는 세계 최대 식품 및 농산물 

1  Moreira and Stein (2019), chapter 11. https://flagships.iadb.org/en/DIA2019/trading-promises-for-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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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수출국이다(전세계 수출의 15%). 또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미개척 농지와 담수 
자원이 풍부한 몇 안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2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국제 식량시장을 안정화하고, 식량 가격을 
낮추어 한국과 그 밖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을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가져올 수 없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식량 생산이 50%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식량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대부분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3 경작지 증가를 기반으로 한 공급 확대는 추가 토지 사용과 삼림 벌채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이미 지역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및 미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식품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면서 농업 수확량을 늘리려는 중남미의 노력에 한국의 
세계적인 혁신 시스템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원활한 전환 및 촉진

한국과 중남미의 시너지는, 식량부문과 마찬가지로 양 지역과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단기적인 
에너지 문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단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화석연료 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추는 것이다. 단기적 에너지 문제는 성장을 위태롭게 하고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협이 되는 
물가상승률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석유 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한국에 지정학적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석유 공급을 제공할 자원을 갖고 있다. 
이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활하게 전환하는데 중요하다. 4 

재생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러한 파트너십의 기회는 매우 유망하다.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에너지 
매트릭스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 자원이 거의 30%로 세계(14%) 평균 및 한국(4%)보다 훨씬 높다. 5 
구리(칠레, 페루), 리튬(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니켈(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실리콘 및 희토류 금속(
브라질)6 등의 사례는 이러한 전환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과 광물이다. 

에너지 자원매장량의 차이 또는 “탄소비교우위”는 양 지역 간에 자원을 더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공동의 기회를 만든다. 예를 들어, 중남미는 철강, 알루미늄 및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또는 상당한 양의 청정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소와 같은 무공해 연료의 생산에 있어 보다 비용효율적이다. 

반면, 한국은 태양전지판, 리튬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의 생산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치사슬 부문에 강력한 토대를 갖고 있다. 7 다시 말하지만, 무역,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이득은 
무궁무진하다. 

지구 구하기

현 세대에 가장 중요한 공공 정책 과제는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있으며, 지구 온난화와 밀접하다. 파트너십을 
통한 양 지역의 탄소 발자국 제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능가할 수 있다. 

한국과 대부분의 중남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야심 찬 공언을 했지만 에너지 매트릭스의 
차이와 출력 단위 당 한국의 더 높은 배출 집약도(중남미 평균보다 출력 1달러 당 CO2 배출량이 3배 더 많음)
를 감안할 때, 자원을 동원하고 기업의 넷제로(Net-zero)로의 전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자간 대규모 탄소 
배출권 거래의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8

2  Rabobank (2015) https://economics.rabobank.com/publications/2015/september/latin%2Damerica%2Dagricultural%2Dperspectives/ 
Morris et al. (2020) https://www.worldbank.org/en/region/lac/brief/future-foodscapes-re-imagining-agriculture-in-latin-america-and-the-caribbean.
3  WRI (2019) https://research.wri.org/sites/default/files/2019–07/WRR_Food_Full_Report_0.pdf.
4  ENI (2022) https://www.eni.com/en-IT/global-energy-scenarios/world-energy-review.html and IEA https://www.iea.org/countries.
5  IEA https://www.iea.org/countries.
6  ENI (2022) https://www.eni.com/en-IT/global-energy-scenarios/world-energy-review.html.
7  Leruth et al. (2022).
8  IEA https://www.iea.org/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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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남미는 재생가능한 연료의 공급을 늘리거나, 혹은 지역내 풍부한 삼림에 탄소 
축적양을 늘리거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로 얻은 탄소 “크레딧(credit)” 
또는 “상쇄(offset)”를 판매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세계 최대 환경 서비스 생산자이다.9  최신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 제6조)는 양자간(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상호 인정을 통해) 또는 다자간(UN 
인증 메커니즘 하에) 탄소시장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 한계 비용이 중남미 
평균보다 몇 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두 파트너가 거래를 통해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시사한다.10

무역과 투자의 디지털화

앞으로 수 십년 동안 한-중남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나타날 충격에 대응하는데 있어 디지털 혁신은 저 
숙련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무역과 투자를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율주행차, 로봇, AI,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은 무역 및 투자 규제 및 행정 절차와 관련된 것은 물론 운송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은 정보통신 비용을 낮추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SMEs)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 쉽게 만든다. 아마도 더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무역 방식(전자상거래)과 다양성(디지털로 
전송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11

양자간 무역과 투자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남미는 이제 막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교역량은 상품 무역 대비 일부에 불과하다(2019년 14%).12 중소기업은 아직 
이러한 교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쟁력이 한국에 
뒤떨어지는 중남미 지역에 ICT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13 ICT 상품의 주요 공급국가인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 및 규제 개혁을 
이룩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도 남아있다. 한국과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거래, 기술 및 시장접근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장벽이 세계 
평균을 능가할 정도로 높다.

보완과 시장 이득 최대화를 위한 협력

시장과 민간 부문은 양 지역 간의 통합 성장의 주요 동인이었지만 더 많은 무역과 투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풍부한 정부 간 협력으로 분명히 이익을 얻었다. 이는 지식공유, 공공 부문 역량 개발, 정책 교훈의 공유를 
포함한다.

잘 구조화된 양자 원조체계 및 미주개발은행(IDB)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은 무상과 유상지원을 포괄하면16억 달러에 달한다.  지원의 상당 부분(2012년부터 
미화 5억 5,060만 달러)은 IDB를 통한 지원으로 혁신, 빈곤 감소, 민간 부문 개발, 공공 역량 구축과 같은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이는 한-중남미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9  Morris et al. (2020).
10  Edmonds et al. 2019. https://www.worldscientific.com/doi/full/10.1142/S201000782150007X 
11  Moreira and Stein (2019). Chapter 11.
12  파트 II 참조 
13  2021년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12위, 가장 경쟁력있는 중남미 국가(칠레)는 39위 기록했다. https://www.imd.org/centers/world-competiti-
veness-center/rankings/world-digital-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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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무역: 양 지역 간의 관계

기계와 원자재의 교환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1990년대 초 양 지역이 무역자유화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각각의 비교우위, 즉 중남미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의 경쟁력있는 제조업 부문의 
현저한 차이에 의해 주도되었다. 무역 붐은 2000년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도 나타났지만,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의해 양 지역의 관계가 분명히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1).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양 지역 간 상품 교역은 2021년에 기록적인 미화 570억 달러에 도달하여 
연간 11.5%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으며, 코로나-19 로 2020년 급격히 떨어졌지만, 곧 2021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역이 확대되면서 중남미의 무역에 있어 한국의 비중은 2.2%로 2배 이상 높아져 사실상 
일본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무역에서 중남미의 비중은 2010년 6%를 정점으로 2021년에 4%까지 
떨어졌다. 

그림 1. 한국-중남미 양자 교역
상품. 1990–2021. 십억 달러.

참조: 수출입은 26개 중남미 국가 보고에 따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지난 30년간 상품 교역은 분명하게 불균형하게 나타났고, 한국의 흑자는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의 성장 둔화로 수입이 정체되고 수출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도 활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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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남미로부터 한국의 10대 수입품
2021.

HS6 품목 수입 (십억
달러) % 주요 파트너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09 18.2
멕시코 (65%), 브라질 (32%), 에콰도
르 (2%)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73 9.8 페루 (47%), 칠레 (34%), 파나마 (13%)

100590 옥수수(종자 제외) 1.74 6.2
아르헨티나 (74%), 브라질 (24%), 파라
과이 (2%)

740311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1.66 6.0 칠레 (100%)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1.64 5.9
멕시코 (54%), 브라질 (27%), 볼리비
아 (17%)

260111 철광과 그 정광(精鑛)(응결시키지 않은 것) 1.21 4.3 브라질 (100%)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95 3.4
페루 (44%), 멕시코 (35%), 볼리비아 
(17%)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76 2.7 브라질 (95%), 아르헨티나 (5%)

470329 화학목재펄프(활엽수류로 만든 것) 0.46 1.6
브라질 (48%), 칠레 (26%), 우루과이 
(25%)

260112 철광과 그 정광(精鑛) (응결시킨 것) 0.46 1.6 브라질 (74%), 칠레 (26%)

Total of top 10 imported products 16.70 59.9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p.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무역 붐은 대부분 기계와 원자재의 교환 형태였다. 한국의 수입(중남미 
수출)은 일부 농산물 및 광물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표 1), 중남미의 수입(한국 수출)은 자동차, 선박 및 
ICT 상품이 주도하는 다양한 제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표 2.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수출 10대 품목 
2021.

HS6 품목 수출 (US$ 십억
달러) % 주요 파트너

890120 탱커 1.13 4.5 파나마 (62%), 바하마 (38%)

870899 기타 운송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0.85 3.5
멕시코 (54%), 브라질 (21%), 칠레 
(6%)

890190 기타 화물선 및 화객선 0.83 3.4 파나마 (77%), 바하마 (22%)

870323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
와 그 밖의 차량(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0.65 2.6
멕시코 (21%), 칠레 (19%), 도미니카
공화국 (14%)

854232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0.63 2.5 브라질 (90%), 멕시코 (10%)

852990 기타 부분품 0.58 2.4
멕시코 (84%), 브라질 (14%), 아르헨
티나 (2%)

72107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페인팅한 것, 
바니시한 것,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0.46 1.8
멕시코 (75%), 브라질 (10%), 콜롬비
아 (5%)

72104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기타) 0.43 1.7
멕시코 (93%), 브라질 (6%), 엘살바
도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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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6 품목 수출 (US$ 십억
달러) % 주요 파트너

271012 경질유와 조제품 0.42 1.7
에콰도르 (73%), 멕시코 (22%), 과테
말라 (5%)

852351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

0.41 1.7 멕시코 (96%), 브라질 (3%)

Total of top 10 exported products 6.39 25.83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p.

한국의 대 중남미 무역은 특정 국가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제조 허브이자 미국으로의 수출 
플랫폼으로서 멕시코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년에 걸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2).

그림 2. 한국의 중남미 지역 주요 무역 파트너
1990–2021.

참조: 중남미 지역 33개 국가 교역 정보에 따른다. MEX(멕시코), BRA(브라질), CHL(칠레), PER(페루), ARG(아르헨티나), RLAC는 기타 

중남미 지역 국가를 의미한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MF DOTS.

양 지역 관계의 광범위한 특성은 중남미와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과의 관계와 일치한다. 그러나 두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의 제조업은 가치사슬에서 고급 기술 집약적 부문에 보다 전문화되어 
있어 중남미의 비교우위와 보완적이고, 무역 마찰을 덜 발생시킨다. 이는 노동집약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포함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비교우위와 대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출 유사도 지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제조업 수출이 겹치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중국보다 한국이 더 낮다.14 둘째, 중남미의 대 
한국 수출은 대 중국 수출보다 더 다각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상위 4개의 품목은 2021년 총 수출의 
36%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64% 수준이었으며, 같은 해 제조업 상품 비율에서 한국 17%, 중국 13%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15

14  예를 들어, HS 4자리로 계산한 중국, 한국과 중남미 21개 국가의 상품 수출 유사도에 대한 Finger-Kreinin 지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대부
분의 경우 한국보다 중국이 더 높다. 이는 자동차 산업으로 인한 차이로 예상된다.
15  Hirschman-Herfindahl 지수와 같은 다른 측정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중남미의 대 한국 수출은 2021년 0.05, 중국 수출은 0.11에 달한다.

2021 한국의 중남미 지역 수출

한국의 중남미 지역 수입 2021

1990

1990



한국과 중남미: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

18

서비스 부문의 무역 “상실”

상품 무역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만, 서비스 무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지난 30년동안 한국과 
중남미의 서비스 경제 관계는 어땠는가? 원칙적으로 1990년대 양 지역의 자유화로 인한 호황은 상업 서비스도 
포함하지 않는가?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와 같이 장벽의 제거는 제한적이었고,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거래를 
하기 더 어려우며, 양 지역 간의 보완성은 상품의 경우보다 덜 분명하게 나타났다.

불행히도 상업 서비스 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무형이기 때문에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5-2019
년간의 추정치가 존재했는데, 당시의 데이터는 상품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역동성이다. 사실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일부 동향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서비스 흑자 증가가 반전되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 사실상 균형 잡힌 무역 시나리오로 이어졌다(그림 3). 
2019년 양 지역 간의 서비스 무역은 미화 65억 달러, 즉 상품 무역의 14%에 도달했다.

그림 3. 한국-중남미 상품 및 서비스 양자 교역
2005–2019. 십억 달러.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WTO-OECD Balanced Trade in Services Dataset (BaTiS) and the IMF DOTS. 

Data for 26 LAC countries.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의 주요 동인은 상품 교환을 지원하는 운송(해상 및 항공 화물) 및 여행(관광을 제외한 
출장)과 같은 소위 무역 관련 서비스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 중남미로 부터 
한국의 서비스 수입 중 운송 및 여행이 53%를 차지한 반면 수출은 73%였다. 수출의 경우 여행 서비스에서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및 중남미 관광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지적 재산권 및 R&D, 전문 또는 관리 컨설팅과 같은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의 붐도 예측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그 동력이 상품 교역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운송, 통신 및 정보 비용을 절감시켜 수요와 거래 잠재성이 크게 증가했다. 16

예상대로 새로운 붐은 더욱 가시적인데, 이는 중남미가 수입하는 한국의 R&D 및 인적 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반영한다. 지식 기반 서비스는 2019년 한국의 대 중남미 수입의 2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5년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뒤쳐진 수준이지만, 중남미의 대 한국 수출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 12%에서 18%까지 성장했다.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자간 서비스 교역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소규모 중남미 국가에도 늘어나고 있다(그림 5). 

16  DIA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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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중남미 서비스 부문 양자 교역
산업별 구성비율. 2005–2019. 백만 달러.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WTO-OECD Balanced Trade in Services Dataset (B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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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중남미 서비스 부문 양자 교역
국가별 구성비율. 2005–2019. %.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WTO-OECD Balanced Trade in Services Dataset (B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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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성장하는 견고한 무역 관계가 지난 30년동안 양 지역에 생산성과 복지의 상당한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최근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무수한 
충격을 견디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한가?

얼마나 좋던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고장 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라”는 속담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지난 30년간 중남미 관계에 대해 제기된 많은 우려는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남미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계류와 원자재의 불공정한 교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기술적 정교함 때문에 이익을 가져올 유일한 수출품은 제조업 제품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관계는 반드시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실제로 양자적 또는 다자적 잉여에 
대한 중상주의적 집착은 이미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잘못되었음을 폭로한 바 있다.

광업과 농업 모두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고도로 정교한 산업이 될 수 있다. 도입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의 풍부한 천연 자원은 현재의 식량, 에너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과 교역 및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때 자산이 된다. 한국의 ICT 및 환경 상품 수출은 중남미 지역이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계류와 원자재 교환이 정부 개입의 결과라면 우려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비교우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번거로운 통관 절차의 형태 등의 정책 장벽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특히 
중남미의 정부 정책은 교통 인프라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려의 진정한 이유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와 이미 PTA를 체결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의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여전히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그림 6). 이러한 상품의 보호 수준은 “관세 인상”(즉, 더 많은 
가공 상품에 대한 더 높은 관세) 패턴을 따르며, 식품 수출을 다양화하고 가치를 추가하려는 중남미 기업에 
더 큰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식품 중 일부(예: 유제품, 과일, 야채, 옥수수, 대두)에 대한 관세에서 
그치지 않고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할당 내” 관세라는 양적 제한(관세 할당량) 조치에도 해당된다.17

반면, 중남미는 특히 MERCOSUR에 속한 경제대국 들은 한국의 제조업 수출품에 거의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이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놀랍게도,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훨씬 더 높다.

농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는 기본적인 효율성과 형평성 고려 사항(식량 가격이 가난한 사람들의 
지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때문만 아니라 식량 및 기후 위기로 인한 현재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배출량을 늘리지 않고 세계 식량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 
발자국이 가장 적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생산을 높이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위생 및 환경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가능하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여지가 매우 많다. 자유무역을 통해 양 지역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위생 및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모으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17  WTO Trade Policy Review—Republic of Kor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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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중남미 적용 관세
2020. %.

참조: 쌍무관세는 2019년 상대국의 세계수출에서 대표되는 각 상품의 비중을 고려하여 HS 6자리수 단위로 합산한다. 국가별관세는 

회원국의 쌍무관세를 단순 평균한다. 대부분의 관세는 2020년부터이며, CRI, NIC, HND, SLV 및 PAN(2021)에 부과되는 한국 관세와 BHS 

및 TTO(2018) 및 GRD(2019)는 예외이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WITS, BACI, and ITC Ma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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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중남미 적용 관세(IT, 환경 및 의료 상품)
2020. %.

참조: 쌍무관세는 2019년 상대국의 세계 수출액에서 각 상품이 대표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6자리부터 합산. 국가별관세는 회원국의 

쌍무관세를 단순 평균한다. 대부분의 관세는 2020년부터이며, CRI, NIC, HND, SLV 및 PAN(2021)에 부과되는 한국 관세와 BHS 및 

TTO(2018) 및 GRD(2019)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예외이다. 220710 제품과 130219 제품은 관세율이 현저히 높아 한국이 부과한 

의료환경제품군에서 제외한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WITS, BACI, and ITC MacMap.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 의제도 중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부문의 교역, 특히 장벽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규제 장벽을 측정하고 정량화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양자간 무역에 있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교역의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충분하므로, 양 지역은 이런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거대 국가에서 서비스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역내 공급자보다 두 배나 더 
높다는 통계가 있다. 18 또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이 

18  Danielle Trachtenberg (forthcoming).” Tax Barriers to Services Impor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case of IT Services. IDB Mon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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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규제 지표의 증거도 있다. 이는 특히 그림 8과 같이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경우 제한 수준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는 혼합된 결과값을 볼 수 있다(그림 9).

그림 8. 디지털 서비스 교역 제한 지표
한국과 중남미 일부 국가. 2021.

 
참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완전한 개방은 0점,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완전히 폐쇄된 경우 1점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OECD’s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그림 9. 서비스 교역 제한 지표
한국 및 일부 중남미 국가. 2021.

참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완전한 개방은 0점,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완전히 폐쇄된 경우 1점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OECD’s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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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활화 및 물류

무역 관계의 또다른 두 가지 측면인 무역원활화와 물류에서도 개선의 기회가 있다. 전염병의 여파로 
가치사슬이 막히고 운임이 치솟으면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분명해졌다. 19 중남미는 한국의 무역원활화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 한국의 지표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OECD보다 앞서고 중남미는 뒤처져 있다(그림 
10). 이는 한국이 WTO 2013 무역원활화 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중남미는 
평균적으로 75%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20

그림 10. 무역 원활화 지표
중남미, 한국, OECD 국가. 2019.

참조: TFI는 0에서 2까지의 값을 가지며, 여기서 2는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성능을 나타낸다. 이는 관련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 촉진 조치의 이행 상태를 가능한 한 자세히 살펴본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OECD’s Trade Facilitation Index.

물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물류성과지수(LPI)와 같은 물류 지수에서 중남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사용 가능한 최신 수치(2018년)에서 한국은 25위를 차지한 반면, 중남미 경제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칠레는 34위를 차지했다.

낮은 운송 및 물류 비용은 1만 마일(약 1만 6천km)이상 떨어져 있고 상당한 양의 운송 집약적인 “무거운” 
상품을 거래하는 양 지역 간의 관계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운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는 양자 
의제를 형성해 나가는데 더 나은 진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양자 노선에서 경쟁하는 해운 회사의 수도 
마찬가지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찾기 어렵다.

분석 가능한 데이터 중 한국산 상품의 중남미 수입업자들이 지불하는 운임으로 문제의 규모와 최근 동향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인 견해이다. 중남미 상품 수출업체의 운송 비용이 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19  Blyde and Volpe Martincus (2022), https://blogs.iadb.org/integration-trade/en/how-are-global-shipping-disruptions-affecting-latin-american-frei-
ght-rates%ef%bf%bc.
20  WTO (n.d.),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tradfa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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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훨씬 더 관련성이 높을 수 있다. 어쨌든 한국으로부터의 중남미 수입에 관한 데이터는 적어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때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가 운임이 하락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그림 
11).

표 11. 중남미 지역의 한국 수입 종가운임율
2010–2019. %.

참조: 종가운임율은 각 중남미 국가-파트너-연도-운송 방식에 대한 CIF 값에서 수입품 대비 화물 비율을 취하여 계산한다. 위의 그림은 

종가 운임 중앙값을 보여준다. 2019년 아르헨티나 및 에콰도르 데이터에는 9월까지의 흐름만 포함한다. 볼리비아의 데이터에는 화물 및 

보험이 포함한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ALADI.

앞으로 나아갈 길: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PTA))

앞서 쌍무 관세 자료가 제시한 바와 같이 PTA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세계 경제의 혼란을 고려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 측면일 뿐이다.

PTA의 추가적인 이점 중 하나는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WTO가 흔들리고 국가들이 보호주의적 조치에 
의존함에 따라 PTA는 규칙 및 시장 기반 국제무역에 대한 중남미와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다른 
주요 이점으로는 더 나은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에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에서 오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동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중남미 사이에 4개의 PTA가 발효 중이며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미 등 일부 중남미 경제에만 적용된다(그림 12 및 표 3). 그러나 MERCOSUR, 멕시코,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4개의 다른 양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성공할 경우 중남미 지역의 GDP및 양자 무역의 90% 이상에 해당된다. 
한국은 또한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를 포함하는 지역 PTA인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Associated State of 
the Pacific Alliance) 가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21

현재 진행 중인 PTA협상은 서비스, 디지털 무역, 투자, 노동 및 환경 표준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관계를 발전시킬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21  Pacific Alliance (2022), https://alianzapacifico.net/en/pacific-alliance-south-korea-negotiation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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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은 특히 노동 및 환경 기준과 같이 정치적으로 시급한 문제에 대해 규정의 집행 가능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 

노동 측면에서는 노동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대중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문제의 경우, 협약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상호 인정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파리협약의 현 체제보다 더 진보된 결과, 즉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더 큰 배출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2. 중남미-한국 특혜무역협정(PTAs)
체결 완료 또는 협의 단계. 2022.

[자유무역협정발효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중]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TA in force FTA under neg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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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중남미 PTA 현황
정책 적용 및 시행.

구분 페루 콜롬비아 칠레 중앙아메리카

무역원활화 및 관세     

서비스     

공공조달     

자본의 이동     

투자     

경쟁 정책     

환경법   x  

노동시장규제   x  

비자 및 망명 x   x

 시행가능

시행불가능

X 미포함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World Bank, Deep Agreements Database, and OAS-S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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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 추진
한-중남미 양 지역간 투자가 교역보다 본격화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투자는 결국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증가된 교역량에 반응했다. 투자는 무역보다 흐름이 더 불균형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전적으로 
한국의 중남미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자본과 기술을 축적했으며 수출하기에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투자 붐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초기에 시작되어 2012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의 
8.1%인 약 24억 달러가 이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러한 양자 흐름은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중남미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잃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소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 투자가 2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여 타 
지역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한국의 중남미 지역 대외투자흐름
2000–2022*. US$ 백만달러.

참조: 이 비율은 중남미를 목적지로 하는 한국의 FDI 비율을 나타낸다. *2022년 값은 해당 연도 1분기 값을 나타낸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년동안 가장 많은 한국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그림 14참조). 한국 투자의 주요 목적지는 2000년 이래로 약 60%의 재원을 유치한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이며, 대부분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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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해외직접투자 흐름(한국 → 중남미)
2000–2022. 십억 달러.

참조: 각 막대는 기준 기간 동안 중남미 전체 33개국의 한국 FDI 유출 누적 가치를 나타낸다. *2022년 값은 1분기 값을 나타낸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Korea Eximbank.

이와 같은 경향은 제조업으로 투자가 다변화되기 시작한 다음 10년동안 바뀌기 시작했다. 투자는 자동차 부문
(멕시코-기아&현대, 브라질-현대)에서 소비자 가전(브라질&멕시코-삼성, L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여 생산적인 프로세스가 확대되고; 기술, 지식 및 
노하우가 이전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는 파나마를 대체하여 한국 FDI의 두 번째로 큰 수혜국으로 2016년부터 2022년 1
분기까지 누적 유입액의 4분의 1 이상을 유치했다. 북미 시장과 그 가치사슬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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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 대조적으로 파나마는 2000-2009년 21%에서 2016-2022년 10%로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파나마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주로 사업 관리 및 지원 서비스와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스 1 참조).

브라질, 멕시코와 달리 한국의 페루 광산 및 채석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난 20년 동안 모멘텀을 잃지 않고 
여전히 대부분의 유입(98%)을 차지한다. 2021년에는 4억 7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치라는 역사적인 정점에 
도달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이처럼 점점 더 견고해지는 투자 관계의 이점은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세계 경제의 혼란 상황을 헤쳐 
나갈 때 양 지역에 특히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MNE)은 청정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으며, 그 파급 효과는 중남미와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승인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양허성 대출 및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소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22 동 법의 틀 
내에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KOGAS)는 2040년까지 해외에 약 270억 달러를 투자하여 “녹색”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가능한 발전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23

녹색 수소 생산은 풍부한 재생 가능 자원, 이용 가능한 토지, 물에 대한 접근성, 대규모 수요 센터로 에너지를 
수송 및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최적으로 조합된 위치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2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남미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 가장 경쟁력 있는 목적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보성은 탈탄소화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며, 이는 이미 e-모빌리티 부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리튬은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중남미 지역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일부를 아우르는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는 세계 리튬 자원의 약 58%를 보유하고 있다.25

한국 기업은 리튬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가치사슬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한국의 철강 및 에너지 다국적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북부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에 있는 리튬 부지를 2억 8
천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거래는 중남미에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인수합병(M&A) 중 하나였다(표 4). 최근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박스 1 참조).26

22  (Kim, 2021a),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208000926.
23  (Kim, 2021b),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728000563.
24  IRENA (2022),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2/Jan/Geopolitics-of-the-Energy-Transformation-Hydrogen.
25  USGS (2021), https://pubs.usgs.gov/periodicals/mcs2021/mcs2021-lithium.pdf.
26  Reuters (2021),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south-koreas-posco-invest-4-bln-lithium-project-argentina-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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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의 중남미 지역 최대 인수합병
2000–2022*.

연도 인수주체 목표 자산/업체 % 인수
비율

고시총액(
백만 달러) 목표 국가 산업부문 판매 업체(국가)

2009
한국석유공사(한국), Ecope-
trol S.A. (콜롬비아)

Offshore Interna-
tional Group Inc.

100 900 페루 정유&가스  

2011*
포스코홀딩스, 한국투자금
융지주

Cia.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
eração

5 650 브라질 광업  

2012 폴라리스쉬핑 철 수송 배 10척 100 600 벨리즈 수송 Vale S.A. (BRA)

2017
CJ 제일제당, 스틱인베스
트먼트

Sementes Selecta 
S.A.

90 318.21 브라질 음료  

2011 한국전력공사
Jamaica Public Ser-
vice Co Ltd.

40 287.43 자메이카 전기  

2018 포스코홀딩스
리튬 부지-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100 280 아르헨티나 광업
Galaxy Resources 
Ltd. (AUS)

2019 GS 건설
FIP Operações 
Industriais/Brk Am-
biental

82.76 268.77 브라질 수자원
Brookfield Busi-
ness Partners LP 
(CAN)

2011 한국광해광업공단
Santo Domingo구리 
철 금 사업

30 218.64 칠레 광업
Capstone Mining 
Corp. (CAN)

2010 삼성물산/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산 30 190 칠레 석탄  

2012
Korea Panama Mining 
Corp.

Minera Panama S.A. 20 169 파나마 광업
Inmet Mining 
Corp. (CAN)

* 인수한 주식이 적어 M&A 거래로 간주되지 않으나, 중남미에 대한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Bloomberg.

박스 1.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성공 사례

리튬 배터리 가치사슬 개발: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진출

포스코는 2010년 12~18개월이던 추출시간을 8시간~3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리튬 추출 
공법을 개발했다. 연구 및 타당성 조사 기간을 거친 후, 회사는 칠레의 Maricunga 염호(2013), Pozuelos 
염호(2014) 및 아르헨티나의 Cauchari 염호(2015)와 같은 여러 위치에서 시범 생산을 시작했다.

생산량을 늘리고 리튬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는 2018년 아르헨티나 북부의 
Hombre Muerto 염호에 있는 리튬 부지를 2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포스코는 시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022년 1분기까지 아르헨티나의 리튬 산업에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발표와 같은 날짜에 염수 리튬을 추출 및 정제하여 결과적으로 인산 리튬을 
생산하는 최초의 상업용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General Güemes 산업단지 에 위치할 두 번째 공장은 이 
투입물을 사용하여 수산화 리튬을 제조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20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초기 연간 생산능력은 수산화 리튬 25,000톤이다. 생산량은 
2028년까지 최대 1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리튬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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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2023년 초까지 77,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5,000톤의 수산화 리튬으로 
포스코는 약 600,000대의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수산화 리튬 생산량이 10
만톤으로 늘어나면 240만 대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본 FDI는 향후 30년 동안 연간 2억 6천만 달러의 
신규 수출 확대와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 1,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27

장기 교통 인프라 구축: 현대 주도의 합작회사 파나마 진출

현대건설(51%), 포스코건설(29%), 현대엔지니어링(20%)으로 구성된 HPH 합작투자 컨소시엄은 2020
년 2월 28억5000만달러 규모 파나마 지하철 3호선의 설계, 시공, 자금조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중국철도그룹 및 스페인-중국 ACPC 컨소시엄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신규 지하철 노선은 파나마 정부가 착수한 최대 인프라 사업으로 총 25km의 고가철도(모노레일), 12개 
역, 1개의 차량기지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파나마 시티와 Arraiján을 연결하고 파나마 오에스테 지방에 
거주하는 약 500,000명의 주민(인구의 12%)을 수도와 연결하는 동시에 파나마 수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단 간 여행 시간은 45분이 소요되며 집중 시간대에는 
각 방향으로 시간당 20,00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이 투자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미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2,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 
숫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교통 및 물류가 향상되어 주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주택, 상업, 산업 및 기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교통량 
감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20,000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구의 모노레일과 같은 유사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HPH 컨소시엄의 풍부한 사업 경험도 
장점이다. HPH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이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안 
습득한 모든 지식을 파나마 메트로에 제공할 예정이다.28

제조업 다각화 및 확장: LG 전자 브라질, 멕시코 진출

LG전자의 멕시코와 브라질 진출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LG전자는 북부 아마조나스 주 
Manaus 에 공장을 설립하여 TV, 전자레인지, DVD 플레이어, 에어컨 등의 소비재를 제조했다. 2005년에는 
상파울루 주에 있는 Taubaté 에 휴대폰, 노트북 및 모니터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였다.

2021년 초에 LG는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고 모니터 및 노트북 제조 라인을 Manaus 
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6,200만 달러를 투자해 Manaus 공장을 1만2000
㎡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업이 완료되고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 LG전자는 아마조나스에서 4번째로 큰 
고용주가 되어 150개의 일자리를 추가되어 현지 고용인력이 2,2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LG전자는 1990년대에 멕시코에도 진출했다. 미국의 TV 제조업체인 Zenith도 인수한 바 있다. 지난 30년 
동안 LG전자는 북미 시장에서 소비재 생산을 통합하여 Monterrey, 그리고  미국 국경 도시인 Mexicali 및 
Reynosa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27  POSCO (2017), https://newsroom.posco.com/en/posco-innovation-shapes-lithium-market/; POSCO (2022), https://newsroom.posco.com/en/
posco-holdings-begins-construction-of-saltwater-lithium-plant-in-argentina/, Reuters (2022), https://finance.yahoo.com/news/south-koreas-posco-in-
vest-4–204130789.html; Government of Argentina (2022)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se-inauguro-la-primera-planta-comercial-de-litio-de-salta; 
América Economía (2022), https://www.americaeconomia.com/posco-argentina-proyecto-litio-salta.
28  HPH Consorcio (2022), https://consorciolinea3.com/ 
https://en.hdec.kr/en/company/press_view.aspx?CompanyPressSeq=197#.YxIcpHbMI2w 
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20&no=122419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46 
https://www.bnamericas.com/en/features/panama-confirms-metro-tunnel-design-contract-for-s-korean-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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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021년 캐나다 기업인 마그나 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 Inc.)과 합작법인 LG마그나 e-
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을 설립해 전기차 가치사슬에 진입했다. 2022년 4월 멕시코 Ramos 
Arizpe에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260,000평방피트 규모의 이 시설은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의 북미 첫 생산 기지가 될 것이며 약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
년 완공 예정인 이 새 공장은 GM의 전기 자동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인버터, 모터 및 온보드 충전기와 
같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LG Magna e-Powertrain은 모터, 인버터 및 온보드 충전기용 부품 
개발에 대한 LG의 전문성과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 및 자동차 제조에 대한 Magna의 노하우를 결합한 
합잡법인이다.29

한편, 중남미의 한국 투자 규모는 훨씬 작다. 2013-2020년에 중남미의 대 한국 순 FDI는 약 7억 7,000만 
달러였으며 대부분이 지분 투자 형태였다. 가장 큰 흐름은 바베이도스, 파나마 및 바하마와 같이 중남미 
투자자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없는 투자의 중간 목적지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발생한다(표 5 참조).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멕시코가 중남미의 최대 대 한국 투자국이다.

박스 2. 중남미 기업의 한국 진출 성공 사례

백신을 통한 수의학 기여: 아르헨티나 Biogénesis Bagó 

수의학 분야에서 Biogénesis Bagó의 역사는 1934년, 아르헨티나에서 Laboratorios Bagó가 설립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는 수십년에 걸쳐 성장하여 동물 건강 산업에서 주요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구제역(FMD) 백신 생산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동물의 건강과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생명공학 제품과 수의학 서비스를 연구, 
개발 및 상업화한다. 제품과 서비스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판매된다.

Biogénesis Bagó와 한국의 인연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과 면역 
지속기간을 테스트하는 등 2년여의 노력 끝에 아르헨티나 백신(O1 Campos strain)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고 있다. Biogénesis Bagó의 백신은 구제역 발병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수많은 
돼지가 도살되는 것을 방지한다. 

2020년 기준으로 1,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와 380만 마리의 소가 있는 한국의 핵심 동물 개체 수는 한국을 
수의학 제품의 중요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Biogénesis Bagó는 국내 동물 건강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2년 7월 한국 기업인 FV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도 서울에서 110km 떨어진 오송에 백신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새 공장은 연간 최대 1억회분의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며 대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생산은 2023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공장 건설 경험은 
한국 동물 건강 시장에서 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이점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의 국내 축산 생산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세계적 수준의 구제역 백신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동식물검역청(APQA)(지방보건당국)과 협력하여 국가의 
위생 상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30

29 LG (2021), https://www.lgnewsroom.com/2021/05/expanding-production-to-create-more-opportunities-in-brazil/
https://www.magna.com/company/newsroom/releases/release/2022/04/19/news-release---lg-magna-e-powertrain-celebrates-groundbreaking-of-new-fa-
cility-in-mexico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420000665 

30  Cision PR Newswire (2022),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biogenesis-bago-joins-korean-company-fvc-for-the-construction-of-world-
class-fmd-vaccine-site-in-south-korea-301591840.html; https://www.biogenesisbago.com/ar/nota-prensa/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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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에 대한 중남미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상위 10개국
2013–2020

국가 순FDI (millions of US$) 전체 FDI 대비

바베이도스 503.77 70.21%

멕시코 128.16 17.86%

파나마 66.44 9.26%

바하마 13.53 1.89%

칠레 4.55 0.63%

브라질 3.86 0.54%

우루과이 2.60 0.36%

도미니카 2.38 0.33%

아이티 1.49 0.21%

앤티가 바부다 0.96 0.13%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OECD. Note: Net flows are negative for a few LAC countries (BLZ, PRY, PER, 

COL, and GTM) and therefore the percentage shares slightly exceed 100.

투자 장애물 제거: 투자와 이중과세조약

양자간 투자협정(BIT), 이중과세방지협정(DTT) 및 PTA의 투자 부문과 같은 다양한 양자 협정은 현재 한-중남미 
투자 환경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BIT와 PTA의 투자 부문은 투자 승인, 수용, 법적 처리와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한국은 
1992년 파라과이를 시작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17개의 BIT를 체결했다(그림 15 참조).31

BIT는 이중 과세 완화를 조정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해당 과세 기준, 원천 징수세 및 기타 관련 세금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간에 공유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낮추는 DTT로 보완되었다.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9개의 
DTT를 체결했다.32

31 이러한 BIT 중 일부(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는 종료된 후 PTA의 새로운 투자 챕터로 대체되었다.
32 이중과세 완화는 각 국가의 주권에 따라 유지되는 세율이 아닌 세율을 통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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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국-중남미 지역 양자 투자 조약 및 이중 과세 조약 
2022.

참조: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는 BIT를 한국으로 대체하여 PTA에서 투자 챕터로 전환했다. 그림에서 PTA의 투자 챕터는 

구속력이 있는 BIT로 간주된다.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UNCTAD and National Tax Service.

이러한 BIT 및 DTT 네트워크는 이미 인상적인 수준이지만 특히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과 같은 대국들과 
관련하여 더 큰 적용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분명한 여지가 있다. 브라질은 한국과 DTT만 체결했다. 또한 
양 지역의 수입 촉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소규모 기업의 양자간 FDI를 촉진하는 
데 특히 유용할 수 있다.33 예를 들어, 한국의 매우 성공적인 투자 진흥 기관인 KOTRA의 노하우를 중남미의 
기관들과 공유하여 양자 투자를 촉진할 수 있.

33  중남미 투자 촉진 기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Volpe (2021), https://publications.iadb.org/en/making-invisible-visible-invest-
ment-promotion-and-multinational-production-latin-america-and.

BIT and DTT

BIT only

DT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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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협력: 시장 이익 활성화 및 확장
성공적인 양자 관계는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구축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정부 간의 협력은 경제 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혜택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중남미 관계의 성공의 핵심 요소였다. 양 지역이 세계 경제의 격동과 혼란의 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훨씬 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규칙 기반 국제무역 시스템 유지; 위생 및 자연 
재해를 견딜 수 있는 탄력적인 가치사슬 구축; 노동 및 위생 기준 및 안전망을 강화한 포용적 통합; 사회의 
더 취약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생가능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인류를 부양하면서 지구를 
구하려면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중남미는 견고한 양자 및 다자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받아 정부 간 
관계를 오랫동안 구축할 수 있었다. 공동 이니셔티브는 개발 프로젝트, 기술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양허성 차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
(KEXIM)이 주도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18년 2억 1,500만 달러 정점을 찍을 때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총 원조액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다소 심하다. 2000년대 이후 첫 10년 동안 
손실이 있었고 두 번째 10년에 회복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는 이전의 상승 추세가 역전되는 징후를 
보았지만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이례적인 시기였다.

낙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은 ODA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세계를 뒤흔드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양 지역간의 
협력에 있어 핵심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둔다. 이는 디지털화,  기후변화, 인프라, 보건, 교육, 농업 및 어업, 물과 
위생이다.34

새로운 전략은 27개의 중점협력국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목표로 하는 핵심 도구로서의 국별협력전략(CPS)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오랜 양자협력 역사를 가진 중남미 4개국이 
포함됩니다. 2020년 이들 국가는 한국의 ODA 지출의 62%를 차지했다.35

34 SEEK Development (2021), https://donortracker.org/policy-updates/south-korea-announces-five-year-oda-strategy-2021–2025
 KOICA (2019), http://www.koica.go.kr/sites/koica_en/download/11_KOICA_Cooperation_Strategy_Towards_Latin_America.pdf
35 ODA Korea (2022),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22/eng/cate02/L02_S04_01.jsp; and OECD (2022), https://stats.oecd.org/
Index.aspx?DataSetCode=TABL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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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한국의 대 중남미 순 ODA 지출
2008–2021. 백만 달러, %.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미주개발은행 IDB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중남미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이 지역의 중요한 개발 
파트너이다. 한국이 2005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DB는 한국을 중남미 정부, 기업 및 다양한 기관들과 
연결하고 한국의 전문성, 재원 및 혁신성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양 지역 관계의 다리 
역할을 했다.

한국과 IDB의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처음에 협력은 IDB 그룹 이사회의 각 연례 회의에서 
나온 우선 순위와 일치하여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초기 목표는 다양한 
한국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새로운 개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만들고, 
경제 및 외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IDB의 노력으로 
중남미 지역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으며, 고도로 전략적인 우선 
순위인 범위에 집중하여 더 큰 효과성을 만들어낼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지난 몇 년 동안 
IDB 그룹 이사회가 제시한 민간부문의 비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한국 인프라 공동 금융기금 및 한국 신탁기금: 중남미 개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재원

한국이 IDB 그룹에 합류했을 때 첫 번째 조치는 빈곤 감소, 기술 혁신 및 민간 부문 개발 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3개의 신탁 기금을 만드는 것이었다(박스 3 참조). 2012년 한국신탁기금(KTF)은 
공공 부문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제4의 기금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가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KIF(Korea 
Infrastructure Co-financing Facility)로 보완되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IDB 그룹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5억 5,060만 달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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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3. IDB의 한국 신탁기금과 공동금융기금 

지식파트너십 기술혁신 한국기금 (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KPK)은 과학과 혁신, ICT, 에너지, 교통 분야에서 한국의 모범 사례를 중남미와 공유한다. KPK는 2005
년 설립 이후 기술 역량 강화, 에너지 인프라 투자, 무역 진흥, 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의 
벤치마킹, 제도적 발전을 위한 기본 자금원이 되었다.

한국 빈곤감소기금(Korea Poverty Reduction Fund, KPR)는 중남미에서 가장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여 빈곤 감소 및 사회 개발 노력을 지원한다. 2005년에 설립된 이래로 KPR은 취약 
계층의 소득, 생활 조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무상 기술협력 운영을 위한 IDB 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 민간부문개발 및 혁신 기금(Korea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Fund, KPS) 중남미의 
민간 부문 개발을 촉진한다. 이 펀드는 IDB의 민간 부문 투자 기관인 IDB Invest에 4천만 달러 이상의 한국 
지원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2016년 IDB Invest가 독립 법인으로 통합된 후 나머지 자금은 IDB에서 
관리하여 이 지역의 민간 부문 개발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다.

공공역량강화 한국경제개발기금(Public Capacity-building Korea Fund for Economic Development, KPC)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공공 재원의 효율적인 할당 및 사용을 촉진한다. 2012년 설립 이후 KPC는 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모든 재정 관련 부문에서 공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국인프라공동금융기금(Korea Infrastructure Co-Financing Facility, KIF) 2015년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국가보증대출 공동금융을 통해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신탁기금(KTF)

기금 기금 집중 분야 설립연도 한국지원자금
(백만달러)

승인규모
(백만달러) 프로젝트

KPK 과학과 기술, 교육, IT 인프라 2005 78.80 65.78 152

KPR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재난예방 및 구호) 2005 63.50 51.27 148

KPS 민간 부문 및 중소기업 개발 2005 40.00 25.7 199

KPC 공공부문자원의 효율적 사용 2012 40.00 35.52 76

Source: Korea Trust Funds a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21. Note: The table reports technical cooperation 

only as of December 2021.

한국신탁기금 (KTF) 자세히 들여다보기

KTF를 통해 한국은 IDB 자체 자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빈곤을 줄이고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IDB의 역량을 확장시켜 IDB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KTF
는 지속가능한 도시, 주민등록, 이주와 같은 신흥 분야와 디지털 혁신과 같이 한국이 주도하는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결정적으로 이 기금 덕에 중남미 지역과 한국의 관계가 심화됨과 동시에, 중남미에서 한국은 중요한 지식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특히, KTF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생성하고 미래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분적으로는 KTF가 지원하는 운영에 한국 전문지식의 통합을 
촉진하여 지식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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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는 설립 이후 영향력을 발휘해 왔지만 운영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매년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KTF가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비추어 자금 승인을 가속화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자금 
운영의 절차가 바뀌었다. 2021년에는 실행 가속화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2021년은 KTF
가 향후 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한 해였다. 그 해에 한국은 KPK와 KPR 신탁 기금에 1,700만 달러를 추가로 납입했으며 향후 5년 동안 KPC에 
2,000만 달러를 출연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노력은 KTF가 개발재원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에서 중남미에 대한 더 큰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KTF는 자원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각 국가의 개발 환경의 미묘한 차이에 맞는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사적 초점을 유지할 것이다. IDB의 핵심의제와 디지털 경제, 기후 변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한국의 초점이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KTF는 이 지역의 회복, 성장 및 사회 발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IDB 파트너십이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지원을 통해 발전하고,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KTF는 영향력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와 IDB는 디지털 혁신의 장점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ICT 전문 중남미 인적자원의 공급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300만 달러의 
한-중남미 기술 인력 프로그램(KTC)은 중남미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ICT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ICT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나아가 한국에서 ICT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중남미 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첫 기수는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중소기업이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 뉴스 및 소액 금융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우루과이의 앱이 있다. 마찬가지로, 바베이도스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반 어선 및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예측 모델 개발에 맞춰져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의료 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제도, 규제, 시스템 수준의 변화와 기술 지식 
및 인적 자본의 육성을 필요로 한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2019년 50만 달러 
예산으로 2개의 지식공유 과정을 개발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가치 기반 구매 전략, 
의료 제공자의 부정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사용, 의료비 빅데이터 분석 및 품질 개선에 대해 탐구한다.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인증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병원 관리 및 의료 정보 기술의 사용을 
중심으로 의료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KIF 자세히 들여다보기

KTF를 보완하는 한국인프라공동기금(KIF)은 양허성 차관을 공동 융자하여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미화 9억 달러의 MOEF 기부로 설립되었다. KIF의 재원은 IDB 차입회원국에 의해 보장되며 궁극적으로는 
소프트 인프라 투자와 하드 인프라 투자를 공동으로 지원하여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금은 또한 자금 조달, 교육, 의료, 재난 위험 관리, 무역 및 통합,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 
및 정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IDB가 관리하는 KIF는 설립 이후 한국과 IDB 간의 공동 자금조달을 위한 주요 
플랫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 한국은 KIF 공동 자금 조달을 통해 16개 프로젝트에 6억 
9500만 달러를 투입했다.36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행된 KIF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1억 달러 규모의 4개 프로젝트를 

36  이 수치는 2022년 10월 IDB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 프로젝트 DR-L1158(도미니카 공화국 해안 및 관광 지역의 보편적 위생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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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한국은 KI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 
2021년에는 IDB가 인프라, 에너지, 건강 및 기술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난 5년 
동안 최대 액수인 5억 달러의 추가 출연금을 포함하도록 수정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IF는 2015~2019년보다 2020년부터 더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2020~2022년 사이에 KIF는 9개 프로젝트에 4억 6,500만 달러(지난 4년 동안 제공한 금액의 
두 배)를 지원했다. 본 기금은 코로나19 대응, 디지털화, 경제 회복력, 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은 효율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통해 KIF가 국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로, 2020년 파라과이에 대한 정책대출(Policy-Based Loan, PBL)의 경우 한국은 한 달 만에 KIF 
사업을 승인했다.

KIF는 투자대출(Investment Loan)과 PBL을 적극 지원하여 정책개혁에 기여했다. 지난 3년 동안 KIF는 5개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총 2억 1,500만 달러, 4개의 PBL 프로젝트에서 추가로 2억 5,000만 달러의 투자대출을 
일으켰다. 

KIF가 지원하는 혁신 프로젝트의 한 예로 2020년 파라과이 코로나-19 위기 당시 승인된 PBL이 있다. 
효과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정책 기획을 도모하는 이 프로젝트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가용성과 적시 집행을 촉진하고, 취약한 가계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통해 재정 정책의 
경기대응적 효과를 강화하며, 기업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경제적 및 재정적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라과이이 재무부의 요청으로 2020년 3월에 설계된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대응을 가속화하고 복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DB 및 KIF는 각각 1억 6천만 달러와 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또 다른 예로, IDB는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억 달러의 PBL을 승인했다. 
KIF가 공동 지원한 1억 달러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이다. KIF는 프랑스개발청(French 
Agency for Development)의 2억 2,800만 달러와 독일개발은행의 1억 7,000만 달러와 협조융자를 통해, (i) 
기후행동 계획, 관리 및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ii)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순환 경제 
모델의 개발에 기반한 경제적 기회 촉진; (iii)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비상 사태 동안과 이후에 
국가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표 6. KIF 기금의 지원을 받은 IDB 사업

사업번호 사업명 국가 승인연도 총사업비 (
백만달러)

KIF 지원
규모 진행상황

NI-L1090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니카라과 2015 50 25 지불

EC-L1160
에콰도르 에너지 매트릭스 전환 지원 
투자 계획

에콰도르 2016 160 25 지불

NI-L1094 지열 탐사 및 전송 개선 사업(PINIC) 니카라과 2016 103 25 지불 진행

BO-L1191
도시 수자원 공급 지속가능성 및 회
복탄력성 개선 및 확장 사업

볼리비아 2017 75 25 지불 진행

CO-L1233 경제 디지털화 및 연결성 개선 사업 콜롬비아 2018 350 50 종료

HO-L1207
수도권 수자원 및 위생 서비스 개
혁 사업

온두라스 2019 60 30 종료

PR-L1164 농산업 장벽 회복 및 유지 사업 파라과이 2019 235 50 지불 진행

PR-L1175
파라과이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및 
재정관리 강화 사업

파라과이 2020 210 50 종료

GU-L1171 과테말라 농업 전기화 인프라 사업 과테말라 2020 120 6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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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번호 사업명 국가 승인연도 총사업비 (
백만달러)

KIF 지원
규모 진행상황

GU-L1175
과테말라의 포용적인 접근을 위한 디
지털 전환 사업

과테말라 2021 70 25 승인

ES-L1145 사회적 디지털 연결성 사업 엘살바도르 2021 85 35 승인

DR-L1146
전력 분야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사
업 III

도미니카 공
화국

2021 250 50 승인

CO-L1264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탄력성 사업 콜롬비아 2021 1,198 100 종료

CR-L1147
녹색 경제를 향해: 코스타리카 탈탄소
화 지원 계획 II

코스타리카 2022 407 50 승인

EC-L1253 세금 및 관세 행정 개선 사업 에콰도르 2022 92 35 승인

DR-L1158
도미니카 공화국 해안 및 관광 지역 
보편적 위생 사업

도미니카 공
화국

2022 200 60 승인 예정

한국 지식공유사업 (KSP)

한국은 역내 개발재원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지식공유는 IDB와 개발협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지식공유의 핵심 채널은 한국이 빈곤국가에서 지식 기반의 선진 경제로의 놀라운 전환을 이룩하면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개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공유 사업(KSP)이다. 한국은 KSP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연구, 자문, 제도적 역량 강화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한다.

상자 5. 지식공유사업

지식공유사업(KSP)는 2004년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
개 조정/시행 기관과 함께 출범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유형의 협력으로 구성된다:

1. 양자협력: 정책 자문,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 워크숍, 심층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자문을 위한 정책 
자문관 파견이 포함된다.

2. 다자협력: 2011년에 시작되어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역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결합한 것이다.

3.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특정한 정책, 제도 구축 프로세스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식공유에 활용한다

IDB는 2011년에 KSP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후 총 1,690만 달러를 투입하여  58건의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IDB는 KSP의 가장 활발한 국제기구 파트너가 되었다. 중점을 둔 주요 부문은 과학 
기술(23%), 운송(15%), 공공 부문 현대화(15%)이다.

현재까지 중남미 국가들은 180개 KSP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KSP가 수행한 668개 프로젝트 
중 27%를 차지하여 아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혜 지역이 되었다. 중남미에서의 KSP 사업은 2011년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IDB는 최근 3년 동안 KSP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파트너십은 여전히 활발하다. 이 기간 동안 한-IDB는 540만 달러 규모의 13개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했다.

성공적인 KSP-IDB 프로젝트의 예는 온두라스의 La Ceíba 스마트시티 전략 설계(2020–2021)다. 이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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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eíba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도시 업무 관리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광, 교통, 안전을 중심으로 ICT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진하고 
필요한 수요를 파악했다. 이 프로젝트는 K-도시 모델 또는 한국의 도시 개발 경험과 한국 ICT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 또한 La Ceíba에 도시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스마트시티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두라스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표 7. IDB-KSP 협동 컨설팅 사업
2020—현재. US$.

연도 사업명 국가 금액

2020 기술을 통한 교육 시스템 전환 엘살바도르   400,000 

2020 La Ceiba 스마트 시티 전략 설계 온두라스   420,000 

2020 원주민 영토를 위한 미니 그리드 시스템 12개 설계 파나마   440,000 

2020 생산적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강화 코스타리카   420,000 

2020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파라과이   440,000 

2021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공공 인터넷 액세스 강화 과테말라   300,000 

2021 ICT 핵심 인프라의 효과적 배포 및 보호를 위한 조치 개발 엘살바도르   300,000 

2021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및 정보 전략 계획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코스타리카 500,000

2021 리마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구축 페루 500,000 

2022 Pilcomayo Basin 지역 지속가능한 개발과 회복탄력성 지원을 위한 수자원 관리 투
자계획

아르헨티나 500,000 

2022 우루과이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전략 지원 우루과이 500,000 

2022 상파울루 대중교통 개선 및 도시 모빌리티 데이터 관측 설계 브라질 340,000 

2022 보조 공항의 관리 및 투자를 위한 공공 운송 정책 추진 콜롬비아 300,000 

한국 기관과의 협력

IDB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많은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종종 파트너십 체결과 강력한 실행 
계획의 개발 및 협상이 포함된다. 주요 파트너로는 한국 정부부처, 공공 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이다.

2022년 4월 중소기업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MSS)와의 MOU
가 그 한 예이다. 협정의 목표는 중남미에서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국과 IDB 간의 기술 기반 합작 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MSS와 IDB는 이러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MSS는 IDB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정책을 공유하고 합작 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중남미 국가와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IDB의 기타 한국 파트너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MOEF), 고용노동부(MOEL),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국토교통부(MOLIT), 보건복지부(MOHW), 
산업통상자원부(MOTIE), 인사부(MPM), 행정안전부(MOIS), 중소벤처기업부 (MSS), 관세청, 관세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연구원(KRIH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재정정보원(FIS),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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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AS),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녹색기술원
(GTCK), 한국도로공사 (KEC),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H투자증권, 아주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37

37  제 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기간 중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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