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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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요
<일반 사항>

국 명

멕시코 / 메히꼬 (MEXICO)
*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며 원어로는 메히꼬임

위 치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326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

면 적

1,958,201 ㎢
(세계 12위 규모로 한반도의 약9배, 남한의 약20배 크기)

기 후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뉨. 저지대는 고온 다습
고지대는 온난 건조

수 도

멕시코시티
(CIUDAD DE MEXICO / D.F), 면적 1,499 ㎢, 해발 2,300m

인 구

총 105.9백만명 (‘04)

주요도시

민족(인종)

GUADALAJARA (제2도시/ 6.3백만명)
MONTERREY (제3도시/ 4.2백만명)
혼혈(MESTIZO) 80%, 백인 9%
원주민(INDIJENA) 10%, 기타 1%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카톨릭 89.7%, 신교 4.9%, 유대교 0.1%, 기타 종교 2.1% 등

건국(독립)일

1821년 9월 16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실권자)

Vicente Fox 대통령 (2000. 12. 1일 취임)

입법부

양원제 (상원 128석, 하원 495석)

정 당

여당 : 국민행동당(PAN),
야당 :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
정부성향 : 친미 온건 우경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 2005. 3

멕시코 - 1

<KOTRA 국가정보>

<경제지표 (2004년말 기준)>
GDP
실질경제성장률
1인당 GDP

US$ 6,300 억불
4.4 %
US$ 5,969

실업률

3.7 %

물가상승률

5.19 %

화폐단위
환율

페소($)/peso
US$ 1 = $ 11.28 ('04년 평균환율)

총외채

U$ 1,628억불

외환보유고

U$ 614.9억불

교역규모

교역품

U$ 3,857억불
(수출 U$ 1,971억불, 수입 U$ 1,886억불)
주종 수출 품목 :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의류, 채소류
주종 수입 품목 : 자동차 부품, 자동차, 컴퓨터 및 전자부품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 및 중앙은행, 2005. 3
<한-멕시코 관계 (2004년말 기준)>

체결협정

문화협정('66.4), 무역협정('66.12)
일반사증면제협정('79.4)
항공협정('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9.11)
이중과세방지협정 ('94.9), 범죄인인도협정('96.11)
외교관용 사증면제협정(’97.6), 투자보장협정('00)

교역규모

대멕시코 수출 29.9억불
대멕시코 수입 4.1억불

교 역 품

대멕 주종수출품목 : 자동차, 직물, 전자제품 및 부품, 타이어
대멕 주종수입품목 : 철강 슬랩, 자동차부품, 조미오징어
전자부품 등

투자교류

교 민

대멕 진출 95건, 3.7억불 / 대한 진출 4건 299만불

* 2005년 7월말 기준
교민수 10,000여명, 일반 체류자 400명 (유학생 포함)
* 한인후손 5,000세대
(1905년 멕시코 이주 한인 1,033명의 후손, 멕시코 국적 소지)

*자료원: KOTIS, 수출입은행,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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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동향 및 전망/대외거래동향
1. 멕시코 수입시장 - TOP 10
(단위 : %)
연도별 수입시장 점유율

순 위

2000

2001

2002

2003

2004

1. 미 국

73.1

67.6

63.1

60.4

56.2

2. 중 국

1.7

2.4

3.7

6.7

7.3

3. 일 본

3.7

4.8

5.5

4.8

5.4

4. 독 일

3.3

3.6

3.6

3.8

3.6

5. 캐나다

2.3

2.5

2.7

2.4

2.7

6. 한 국

2.2

2.2

2.3

2.5

2.7

7. 브라질

1.0

1.2

1.5

1.6

2.2

8. 대 만

1.1

1.8

2.5

1.5

1.8

9. 말레이시아

0.8

1.2

1.2

1.6

1.7

10. 스페인

0.8

1.1

1.3

1.3

1.4

*자료원 : 멕시코 중앙은행, 2005. 9월
멕시코 수입시장점유율을 볼 때 우선 두드러진 것은 미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수입국2위로 올라섰으
며, 2002년부터 프랑스가 10대 수입국에서 밀리고 브라질이 2000년부터 10위권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이탈리아가 10위권에서 밀리고, 말레이시아가 새롭게 진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멕시코 수입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되기 시작, 지난 '99년부터 2%대
를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해, 2004년에 캐나다와의 근소한 차이로 6위를 차지했다.
2.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무역수지 추이
1) 멕시코의 부문별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
(단위: U$백만)
부문별

2000년

2003년

2004년

수 출

166,424

158,442.9

160,763.0

164,922

188,626

유

16,380

12,798.7

14,476.9

18,654

23,634

- 비 원 유

150,044

145,644.1

146,287.0

146,268

165,092

n/a

76,880.9

78,098.0

77,467

87,548

수 입

174,473

168,396.5

168,678.9

170,546

197,156

- 소 비 재

16,691

19,752.0

21,178.4

21,509

25,359

- 중 간 재

133,542

126,148.8

126,508.0

128,831

149,199

(마낄라도라)

n/a

57,598.5

59,296.0

59,057

68,433

- 자 본 재

24,240

22,495.7

20,992.5

20,205

22,599

전체 무역수지

-8,049

-9,953.6

-7,916.0

-5,624

-8,530

(마낄라도라)

17,678

19,282.4

18,802.0

18,410

19,114

(기타산업)

-25,727

-29,236.0

-26,718.0

-24,034

-27,644

- 원

(마낄라도라)

2001년

2002년

*자료원 : BANXICO (멕시코 중앙은행), 200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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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품목별 수출
구

분

1.농업, 임산업
2.축산업,양봉업, 수산업
3.광업
- 원유.천연가스
4.제조업

(단위 : US$ 백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655

3,432

3,264

3,911

4,510

607

583

564

753

834

15,424

12,059

13,511

17,350

22,174

14,904

11,670

13,122

16,833

21,236

146,438

142,104

143,160

142,708

160,581

- 식품.음료.담배

4,165

4,257

4,464

4,620

5,173

- 섬유.의류.가죽

12,511

11,168

11,023

10,443

10,649

- 목재산업

1,139

898

848

808

897

- 종이.인쇄.출판

1,349

1,282

1,273

1,283

1,418

- 석유부산물

1,166

961

1,178

1,612

1,948

310

172

178

207

351

- 석유화학
- 화학

5,661

5,761

5,675

5,743

6,757

- 플라스틱.고무

2,625

2,336

2,512

2,767

3,154

- 비철금속

2,885

2,990

2,879

3,028

3,267

- 철강제품

2,983

2,555

2,936

3,101

4,495

- 금속제품

1,703

1,585

1,358

1,338

1,866

108,452

106,602

106,558

106,041

118,612

- 철제품류,기계.설비
5.기타
총

계

298

370

184

199

527

166,424

158,547

160,682

164,922

188,626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2005. 9월
3) 주요 품목별 수입
구

분

1. 농업, 임산업

(단위 : US$ 백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305

4,655

4,872

5,465

5,930

494

477

503

397

395

1,326

1,581

1,967

3,124

4,077

165,221

159,288

160,623

160,975

185,364

- 식품.음료.담배

5,036

5,945

6,325

7,003

8,005

- 섬유.의류.가죽

10,031

9,740

10,295

10,068

10,173

884

922

1,127

1,229

1,520

- 종이.인쇄.출판

4,579

4,400

4,563

4,677

5,104

- 석유부산물

4,645

4,343

3,274

3,450

4,587

- 석유화학

2,168

1,871

2,186

2,705

3,506

11,422

12,009

12,593

13,546

15,391

- 플라스틱.고무

9,277

8,855

9,367

10,032

10,205

- 비철금속

2,162

1,904

2,154

2,140

2,236

- 철강제품

7,652

6,787

7,163

7,446

9,968

- 금속제품

2,933

2,680

2,612

2,719

3,791

102,570

98,012

97,050

94,154

108,997

3,123

2,269

712

583

1,390

174,473

168,276

168,679

170,546

197,156

2. 축산업,양봉업,수산업
3. 광업
4. 제조업

- 목재산업

- 화학

- 철제품류,기계.설비
5. 기타
총

계

*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200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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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의 무역관계/교역관계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은 2004년말 기준 전년대비 22% 증가한 29.9억불을 달성했다.
2003년부터 대멕 수출 증가세가 회복 추세를 보여왔으며, 대멕 수출규모가 2002년 22.3억불,
2003년 24.5억불을 기록한 바 있다.
대멕시코 수입의 경우, 2003년 3.3억불에 이어 2004년에는 4.1억불로 전년대비 23.2%
증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2002년 25.2억불, 2003년 27.8억불, 2004년 34억불을
기록했다.
우리의 대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2002년 19.3억불, 2003년
21.2억불, 2004년에는 25.8억불을 기록했다.
2005년의 경우, 1-8월 기간 중 수출이 전년대비 23%증가한 23.9억불을 기록했으며, 수입은
2.9불을 기록해, 전년대비 3.8 증가를 보였다.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90년대 후반부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99년에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중남미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 양국간 교역 추이 >
(단위 : U$ 천, %)
연 도

대멕 수출

대멕 수입

무역 수지

1991

774,560

224,076

550,484

1992

914,260

191,215

723,045

1993

997,081

157,572

806,045

1994

1,289,229

228,586

1,060,642

1995

941,147

306,761

634,386

1996

1,191,004 (26.6)

408,241( 33.1)

782,763

1997

1,471,061 (23.5)

343,583 (-15.8)

1,127,477

1998

1,404,889 (-4.5)

190,711 (-44.6)

1,214,178

1999

2,016,914 (43.6)

291,718 ( 53.0)

1,725,196

2000

2,391,360 (18.6)

377,947 ( 29.6)

2,013,413

2001

2,148,902(-10.1)

266,629 (-29.4)

1,882,273

2002

2,230,817 (3.8)

295,350 (10.8)

1,935,467

2003

2,455,014(10.09)

333,747 (13.0)

2,121,267

2004

2,993,949(22.0)

411,289 (23.2)

2,368,242

2005(1-8)

2,394,244(23.0)

294,866 (3.8)

2,099,378

* 자료원 : KOTIS, 2005.9
* 주 :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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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멕 수출 제품 중에는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한국 가전사들의 전자부품 수요로 TV부분품
등 전자부품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PDP TV 등 완제품도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품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내 자동차 생산기업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왔던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화 법령"이 2004년 1월에 폐지되면서 수입자유화가
되었으나, 비 FTA체결국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로 사실상 직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의 경우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제휴하여 멕시코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2000년
11월부터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가 GM, FORD 소형차와 경쟁을 위해
현대자동차 Atoz를 수입하면서 소형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왔으며,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자동차 Berna, H100 등 추가모델이 수입되면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2003년 3분기부터 GM에서 한국의 MATIZ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멕시코 주종 수입품목을 보면 소금,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유선전송장치, 원동기부품, 의약품 등이다.
< 대멕시코 20대 수출품목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MTI6단위

(단위 : 천불, %)
2004년
금액

2005년(1 8월)
증가율

금액

증가율

2,993,948,862

22

2,394,244,409

23

487,016,855

255.6

578,693,145

107

97,901,184

-14.5

124,334,947

76.9

1

821170

칼라TV부품

2

813690

기타컴퓨터부품

3

812890

기타무선
통신기기부품

123,808,981

87.1

113,090,039

48.7

4

812110

휴대용전화기

181,435,684

-4.6

107,231,632

-13.8

5

214005

폴리스티렌

127,723,456

75

91,688,917

21.9

6

832110

천연색음극선관

181,970,039

57.7

91,252,820

-24.7

7

243800

유리제벌브

131,536,997

95.2

90,193,081

10.3

8

741110

세단형승용차

121,069,289

9.4

85,469,093

-6

9

836110

액정디바이스

34,237,300

104.7

71,664,758

178.9

10

813420

데이터
디스플레이장치

208,310,491

-28.4

67,896,382

-62.6

11

742000

자동차부품

40,301,252

9.3

40,310,500

64

12

832490

기타전자관부품

59,751,402

3.5

37,712,725

-4.2

13

713120

공기조절기부품

1,954,920

-19.7

31,564,198

2,147.10

14

823040

냉장고부품

27,854,844

-16

30,548,895

84.3

15

613410

용융아연도강판

22,041,040

172.9

29,803,785

155.5

16

834300

인쇄회로

23,234,982

41.9

24,756,611

56.1

17

831110

메모리반도체

47,990,387

143.8

24,510,410

-11.7

18

824100

세탁기

39,670,405

50

24,303,686

-8

19

711220

기체펌프

31,017,361

-1.5

23,958,733

16.3

20

813220

HDD

10,616,057

79

22,797,521

393.8

자료원 : KOTIS,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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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멕시코 20대 수입품목 >
(단위 : 천불, %)
순
위

2004년

품목
코드

2005년(1 8월)

품목명
금액
총계

411,289,457

증가율

금액

23.2 294,866,347

증가율
3.8

1

622110

미정제동괴

38,952,639

616.8

33,486,653

32.5

2

619130

슬랩

11,120,896

-65.9

22,705,448

104.2

3

122000

소금

25,828,984

49.2

19,906,933

33.4

4

811390

기타유선전송장치

21,428,278

-2.4

16,985,824

18.9

5

831190

기타집적회로반도체

33,214,483

-13.3

16,203,381

-42.2

6

226200

의약품

7,778,095

-48.1

12,754,731

130.8

7

81289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29,423,224

57.8

9,634,203

-47.5

8

741110

세단형승용차

12,422,993

20.8

8,140,483

-0.6

9

228900

기타정밀화학원료

4,463,135

16.6

6,738,490

103.8

10

22110

쇠고기

2,207,388

3,344,
427.30

5,926,892

618.6

11

622130

동스크랩

11,381,821

991.9

5,645,014

-35.4

12

841240

중대형직류전동기

3,310,046

-

5,417,756

852.1

13

22120

돼지고기

913,822

4,798.30

5,408,461

2,536.90

14

815400

자동제어기부품

2,129,291

61.3

5,224,935

686

15

831310

트랜지스터

9,851,862

-16.6

4,823,345

-36.5

16

823030

냉장고
(400리터이상)

7,802,309

-9.6

4,572,233

-17.2

17

815300

자동제어기

3,497,735

507.4

3,791,747

108.2

18

813590

기타컴퓨터주변기기

3,372,285

-22.1

3,641,227

162

19

742000

자동차부품

1,692,051

-63.6

3,383,115

193.7

20

614130

무계목강관

478,497

-16.5

3,219,611

1,570.20

* 자료원 : KOTIS,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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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의 투자관계/투자관계
1. 한국 통계 기준 대멕 투자 동향
□ 개 요
o
o
o
o

o

투자총액(’05.7월 기준, 수출입은행통계) : 95건, 3억 7,089만불
멕시코 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2월 기준, 한국기업의 대멕 투자 총액은 932
개사, 6억 5,596만불로 큰 차이를 보임
멕시코 통계에 미국등 제 3국에서의 투자 및 한국에 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멕시
코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하는 모든 한국 회사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기 때 문임
미국과 국경 지역인 티후아나, 멕시칼리, 산 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등지에 전기.
전자업계가 밀집해 있으며, 푸에블라에 섬유(봉제)업체, 그리고 과나후아토에 신발
업체들이 주로 투자해 있음
지사 진출현황을 보면, 삼성, 대우, LG등 전자, 종합상사를 비롯, SK건설, 삼성엔지
니어링 및 한진해운 등 건설. 해운사, 금호타이어 및 한국타이어 등 타이어회사,
POSCO, 삼성 SDS, LG Ad, 제일기획 등 다양한 업종이 진출해있음. 그외에 한국 수출
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이 2003년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반면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진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업종별 투자 동향
< 대 멕시코 업종별 투자 현황 >
업 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신고건수
115
9
77
10
13
1
4

신고금액
513,460
2,075
291,432
38,632
130,016
49,493
812

(단위 : 천불, 건)
투자건수
투자금액
95
370,888
7
512
63
188,282
8
28,971
11
102,955
1
49,493
4
610

* 자료원: 수출입은행, 2005. 9월 / * 주: 7월말 기준 통계
< 제조업내 업종별 투자 현황 >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77
291,432
전체
음식료품
9
11,815
섬유의복
13
17,910
신발가죽
12
6,343
석유화학
10
30,386
조립금속
6
14,671
기계장비
2
1,890
전자통신장비
18
200,313
기타
7
8,104

(단위 : 천불, 건)
투자건수
투자금액
63
188,282
7
4,830
10
12,893
8
2,878
8
12,022
7
9,952
2
1,570
15
138,833
6
5,304

*자료원: 수출입은행, 2005. 9월 / *주: 7월말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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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 통계 기준 대멕 투자 동향
□ 개 요
o
투자총액(’04.12월 기준) : 932개사, 6억 5,596만불
o
1994-2004년 누계기준, 한국의 대멕 투자 기업수는 932개사로 전체 외국인 투자
기업 3.0% 차지, 투자액의 경우 6억 5,596만불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0.4%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업종별 투자 동향
업 종

회사수

%

농업

1

0.1

광업

0

0.0

292

31.3

0

0.0

건설

10

1.1

상업

550

59.0

제조업
전기, 수도

운송, 통신

3

0.3

금융서비스

2

0.2

기타 서비스

74

7.9

932

100.0

전체

* 자료원: 경제부, 2005. 9월

5. 수입규제사례/저가 수입 보증금 예치제
ㅇ저가 수입 보증금 예치제
멕시코 정부는 ‘99년 1월 1일부터 “저가 수입 보증금 예치제(depositos en las cuentas
aduaneras de garantia)”를 발표했다. 수입면장 상의 신고가격이 재무부가 산정 고시한
기준가격(precio estimado)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간
차액을 세관 지정 구좌에 보증금으로 예치한 후에만 통관이 가능함을 규정한 제도이며,
보증금 반환기한이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세관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관세법 86-A조).
ㅇ 저가수입 예방 세관 억류제도
멕시코 관세법 제 151조에 따라 수입면장상 신고가격이 동종 또는 유사제품 가격에 비해
50%이상 낮은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세관이 동 제품을 억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86-A조에 따라, 이미 저가 수입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된다. 50%이상 낮은 가격
인지 판단 기준은 재무부 산정 고시가격(precio estimado)을 근거로 하며, 동 고시가격 미발표
품목은 세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품목별 내부용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게된다. 과태료는
고시가격과 신고가격간 차액의 최저 130%에서 최고 15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관세법 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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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규제사례/2005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1. 멕시코의 2005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2005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개요
ㅇ 수입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경제부 국제통상팀 (La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에 따르면, 2005년 6월 20일 현재 멕시코에서
조사중인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282건이며, 반덤핑 265건, 상계관세 22건, 세이프가드
4건으로 반덤핑이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음
ㅇ 또한, 전체 규제건수 중 중간재가 74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가 17건으로 18.3%, 자본재는 2건에 불과함
< 형태별 수입규제 건수 >
수입규제 형태

건수

반덤핑

256

90.8

22

7.8

4

1.4

282

100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전 체

%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2005. 6
< 종류별 수입규제 건수>
조사건수

%

규제건수

%

중간재

205

72.7

74

79.6

소비재

68

24.1

17

18.3

자본재

9

3.2

2

2.2

282

100

93

100

전 체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2005. 6
ㅇ 국가별 규제 건수는, 전체 93건 중 중국이 39건으로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13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2건의 규제를 받고 있음
< 국가별 수입규제 건수 >

No.

국가

조사건수

%

규제건수

%

1

미국

79

28

13

14.0

2

중국

54

19.1

39

41.9

3

브라질

25

8.9

3

3.2

4

베네수엘라

11

3.9

1

1.1

5

한국

9

3.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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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

1.8

0

0

7

러시아

8

2.8

6

6.5

8

스페인

8

2.8

1

1.1

9

대만

7

2.5

2

2.2

10

우크라이나

7

2.5

4

4.3

11

캐나다

7

2.5

1

1.1

12

E.U.

4

1.4

4

4.3

13

콜롬비아

4

1.4

2

2.2

14

일본

3

1.1

1

1.1

15

인도네시아

2

0.7

1

1.1

16

네덜란드

2

0.7

1

1.1

17

홍콩

2

0.7

1

1.1

18

카자흐스탄

2

0.7

2

2.2

19

인도

2

0.7

1

1.1

20

덴마크

2

0.7

2

2.2

21

칠레

3

1.1

1

1.1

22

프랑스

1

0.4

1

1.1

23

불가리아

1

0.4

1

1.1

24

과테말라

1

0.4

1

1.1

25

기타

33

0.7

2

2.2

전체

282

100

93

100

*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2005. 6
ㅇ

산업별 수입규제 동향
-

2005년 상반기에 가장 수입규제가 증가한 부문은 화학,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품으
로 2건 증가했으며, 동부문의 전체 규제건수가 23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고
있음. 수입규제가 개시된 품목은 이미 다졸고리 부산품 유기화학제품 (Hs Code : 2933.
2903, 칠레),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Hs Code : 3505.1001, 중국, 콜롬 비아)임

-

금속, 기계, 장비 제품의 수입규제도 1건 증가해, 전체 3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음. 철강 파이프 (Hs Code : 2933.2903, 미국)임

-

반면, 기타 제조업 부문 규제건수가 작년 16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는데, 수입 규제
종료 건은 신문인쇄용 종이제품 (Hs Code : 4801.0001, 미국)임

-

상반기에 조사가 증가한 분야로는 섬유, 의류, 가죽이 6건으로 급증했으며, 기타
제조업, 금속, 기계장비, 식음료품 부문도 조사가 증가했음. 반면 목재 부문은
조사건수가 2건 감소했음

-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2004년 대비 총 2건의 수입규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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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규제건수 >

제 품

조사건수

%

규제건수

%

기초금속산업

92

32.6

22

23.7

화학, 석유화학플라스틱

71

25.2

23

24.7

섬유, 의류, 가죽

31

11

18

19.4

금속, 기계장비

27

9.6

3

3.2

농림수산업 제품

12

4.3

9

9.7

기타 제조업

20

7.1

15

16.1

식음료품, 담배

11

3.9

0

0

목 재

14

5

3

3.2

비금속제품
(석유석탄부산물 제외)

3

1.1

0

0

광 물

1

0.4

0

0

전 체

282

100

93

100

*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2005. 6
200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내역
ㅇ 2005년 6월 20일 현재 대한 수입규제 내역은 섬유제품에 한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두 가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대한 수입 규제 현황 >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92.3.19

’93.1.20

’93.8.19

반덤핑
관세 부과

폴리에스터
합성필라멘트

반덤핑

’99.12.22

’00.10.3

’01.6.22

반덤핑
관세 부과

*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2005. 6
ㅇ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의 경우, 1993년 8월 19일 최종판정으로 3.74 32% 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음
–
–

5년 후 1998년 12월 21일에 반덤핑관세 존속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 후 1999년
7월 29일에 추가로 5년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2003년 8월 20일에 경제부에서 덤핑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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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년 12월 10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003년 8월 20일 기준으로 5년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
–

동 최종판결로 1993년 부과시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율 계속 적용

–

단, 멕시코 정부는 수입업체에서 2003년 10월 14일에 제시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중 멕시코 국내 생산이 없는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conjugated), 로우 멜티드의 것
(low melted) 등 일부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추후 추가 발표는 없었음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

분류

반덤핑관세율

A

3.74%

B

14.81%

C

4.49%

D

32%

설 명
삼양사에서 제조, 수출할 경우
삼양사 제품을 대우에서 수출할 경우
제일합섬 제품을 삼성에서 수출할 경우
A,B,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폴리에스터 합성필라멘트
부과되고 있음

(5502.33.01)는

전

수출업체에

16.03%의

반덤핑관세가

ㅇ 2005년 상반기에 한국산에 대해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음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률 및 신발류의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품목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2. 멕시코의 2005년 하반기 전망
ㅇ 최근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 부문 제조업체들이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투자확대, 에너지부문 공급체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높아가고 있음
–

금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멕시코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EL FENIX”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규 수입규제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예상됨

ㅇ 최근 멕시코 섬유 및 의류, 신발, 가구, 장난감 부문의 경우,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및 밀수품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국내업계는 존폐의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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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계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동제품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멕시코 정부는 의류, 신발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4년 12월 31일부터 원자재
관세를 인하했으며,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ㅇ 멕시코 정부는 7월부터 비관세 장벽 및 통관시스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전격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9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멕시코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도
신규 수입 규제 건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현지히트상품/시뮬레이션게임기
<시뮬레이션 게임기, 청소년층에 인기>
시뮬레이션 게임기 가운데 화살표를 밟으며 춤을 추는 일명"Pump"란 제품이 멕시코에
소개되고부터 현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댄스 이외에도 사격, 스키, 수상스키, 기타
3차원으로 가상체험을 느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멕시코는 빈부 격차가 심해서 구식 PCB 기판부터 최신형 시뮬레이션 오락기까지 수용 폭이
매우 넓은 편이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오락기는 도입 초기 중산층 이상 주지역의 쇼핑몰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었다. 멕시코 국내에도 오락기 생산업체가 있지만 생산업체
대부분은 기판을 수입해서 오락기 틀과 조립하는 수준이고, 시뮬레이션 게임기 등은 미국의
에이전시를 중심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은 미국 에이전시와의 커미션 문제 및 신기종 시뮬레이션 오락기
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업체와 직접 수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일본산이 한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아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오락시장의 미래에 대해 묻자 한국을 방문한 현지 업체들은 "Pump"와 비슷한 계열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이 향후 멕시코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단순 악기 시뮬레이션보다는 춤이 일상화되어 있는 멕시코 소비자들에게는 "Samba de
Amigo"류의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이 호응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Samba de
Amigo"는 가격대가 높아 멕시코 시장에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한국 오락시장보다 2-3년
정도 뒤쳐진 시장 순환주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댄스 시뮬레이션외에도 자동차, 스키, 오토바이 시뮬레이션도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관련 업체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멕시코 시장 성격상 넓은 범위의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오락기도 일종의 유행 상품으로 유행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유행이 지나고 나면 수요는 급락하게 된다. 멕시코 시장은 시뮬레이션 오락기 초기
단계이다. 이제 막 시뮬레이션 오락기가 소개되는 멕시코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한다면 향
후 2-3년간의 시뮬레이션 오락기 특수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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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지히트상품/퍼스날 케어제품
1. 시장 동향
퍼스날 케어(Personal Care) 제품의 멕시코 시장은 아직 다소 생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는
하나 최근 5년 동안 자기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며 미용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진출의 전망이 매우 밝은 제품이다.
멕시코 시장에서 퍼스날 케어 제품은 주로 여성을 타켓으로 하는 상품이 주력이였으나
최근에는 남성만을 타켓으로 한 샴푸, 페이셜 제품, 전신 케어 상품이 개발되어 또 다른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멕시코 시장의 퍼스날 케어의 대표적 브랜드로는 AVON(프랑스), Mary Kay(미국),
Loreal(프랑스)가 있으며, 다른 몇몇의 브랜드는 최근에야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John Abate, 스페인의 Presojet 브랜드는 멕시코 시장내 미용용품뿐만 아니라 뷰티
체형관리기 및 맛사지기로도 인지도가 높다.
아시아권 제품으로는 중국산과 대만산이 시장내로 유입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현지
미국 브랜드의 OEM 생산품으로 NCI Spa, Beauty Health Spa 등의 브랜드로 들어오고 있어
사실 최종 소비자는 미국산으로 생각하고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들 국가의 직접적인
브랜드 진출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퍼스날 케어 제품은 전신 크림, 탈모 방지 샴푸, 페이셜 제품
등이며, 이러한 제품들은 높은 판매율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용 뿐만 아니라
남성용도 그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다.
초기에는 퍼스날 케어 제품들이 주로 고가인 이유로 특정 계층의 소비자만을 겨냥하며
한정된 소비시장을 형성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가격대와 기초화장품에서 고기능성,
부위별 전문 집중 케어 제품과 전신 케어 맛사지 기계에 이르기 까지 수십가지에서
수백가지로 종류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층도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판매처도 전문 케어센터에 한정되었던 것이 점차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
전문점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퍼스날 케어 제품의 멕시코 자국산도 알로에, 과일, 전통 약초를 원료로 하여 시장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퍼스날 케어 제품의 대표적 수입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고품질의 고가 시장이 아닌 주로 저가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까지는 퍼스날 케어 제품의 대표적 수입국으로 꼽히는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제품들은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접촉한 업체들의 말을 따르면 멕시코내에서 현재 “붐” 현상이라고
일컫을 만큼 동양의 인삼과 향신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양적인 천연
원료의 대한 호기심과 신뢰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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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산의 멕시코 시장진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유로 많은 업체들이 한국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기존 진출한
수입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이 제시된다면 빠른 시장 진출의 희망이 보인다고
전망된다.
퍼스날 케어 제품은 미국을 통한 수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수입 구매력을
갖춘 전문 클리닉 센터, 주요 호텔 등은 차별화된 제품과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곳이 많아 한국에서의 직수입 가능성도 높다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한국산이 미국산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 받아 다소 불리한 조건일 수
있으나 미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양은 멕시코 시장이 원하는 양에 크게 미치지 못해 멕시코
업체들이 미국만을 수입국으로 고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여, 미국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원료의 제품이나 효능면에서 뛰어난 제품을 무기로 한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
한국제품의 시장 진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2. 수입통계
< HS CODE: 74 18 20.01 >
(단위: USD)
국 가

2000

2001

2002

2003

미국

333,319

319,130

911,841

1,537,540

중국

94,663

150,726

216,463

549,896

대만

376,696

223,328

334,537

345,443

이태리

55,574

222,886

69,242

115,963

스페인

36,926

147,757

217,939

29,826

태국

282

109

30,812

21,443

독일

32,121

30,487

74,222

21,204

579

0

4662

561

아르헨티나

0

0

5135

46

프랑스

0

113

2544

38

981,630

1,100,762

1,869,887

2,621,963

캐나다

계

* 자료원 : Bancomext, 2004.1
3. 수입관세
HS CODE
7418.20.01

NAFTA 회원국
0

유럽 연합
0

한국
30%

동 제품은 멕시코 표준규격(NOM) 획득과 라벨 부착(Nom Etiquetada)이 의무화된 제품이다.
즉, 사전에 수입상과 협의하여 NOM 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원산지, 성분,
제조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주소 포함), 소비자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서어로 표기해야 한다. 라벨 부착 역시 수입상과 사전에 협의하여 부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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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업체 인터뷰결과
1) CLINICA ENERGETICA SHANGRI-LA, S.A. de C.V.
•
•
•
•
•
•
•
•
•

주소 : Cerrada de Salamanca # 4, Col. Roma, Mexico, D.F. 06700
(Frente al Palacio de Hierro Durango)
전화 : (52-55) 5207-1390 / 팩스 : (52-55) 5208-1826
홈페이지 : www.shangrilaspa.com
면담자 : Ms. Judith Vargas / 구매담당 Manager
Line of Business : 페이셜 제품 및 피부 미용 관련 제품 취급
주요수입국 : 미국(BeautySpa), 프랑스(Avon)
설립년도 : 1994년
종업원수 : 35명
인터뷰 내용 : 동사는 멕시코 시티의 가장 인지도가 높은 클리닉 센터로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동사의 다양한 제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나 역시 제품의 가격이 거래 조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수입중인 미국산 제품은 매우 저가에
들여오고 있으며, 한때 중국산의 취급을 고려하여 한 중국 업체와 접촉을 가진
적 있으나 저가로 공급받을 수는 있었으나 그 품질이 매우 낮아 거래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수입 할 만한 구매량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소비기간이 짧은 팩, 페이셜 제품, 맛사지 오일, 아로마제품 등이다.

2) THE CLINIC DAY SPA, S.A. de C.V.
•
•
•
•
•
•
•
•
•

주소 : Av. Palo Solo No. 23-2, Fracc. Hacienda de las Palmas Huixquilucan,
Edo de Mexico. C.P. 52763, Mexico
전화 : (52-55) 5247 2447 / 팩스 : (52-55) 5247 24 39
E-mail : spa_theclinic@terra.com.mx
홈페이지 : www.theclinicdayspa.com
면담자 : Ms. Mari Carmen Galindo / Manager
Line of Business : 일반 미용관련 기구 및 소비제품 취급 .
설립년도 : 1998년
종업원수 : 25명
인터뷰내용 :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한 한국제품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아로마
테라피 관련 제품, 안티스트레스, 썬크림, 보습 제품, 링클케어, 치아미백제품,
아이, 립라인너, 셀루리티스 방지 제품, 전신 오일등의 제품에 대한 한국산제
품 정보 원한다. 또한 슬림기, 전신맛사지기, 아로마 테라피 기계 등의 뷰티기
기의 수입 가능성을 엿보였으면, 인삼이나 천연 약재를 이용한 동양 제품에 대
한 호기심과 신뢰를 가진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다. 동양 전통 약재들이나 원료
들은 신성하고 효험이 좋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제품도 인기가 좋으
며 퍼스날 케어 제품도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어 이와 같은 시장분위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시장 진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산은 그 품질이 미국산
과 유럽산에 뒤쳐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 동 조건에서 만약 타 제품에 비해
낮은 소비자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면 거래 성사에 있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
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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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AMBARI, S.A. de C.V.
•
•
•
•
•
•
•
•
•

•

주소: Monte Everest #730, Col. Lomas de Chapultepec, Mexico D.F. C.P. 11000,
Mexico
전화 : (52-55) 5520-0303/ 5520-8008
E-mail: mail@yambari.com
홈페이지 : www.yambari.com
면담자: Mr. Manuel Sulkin/ Owner
주요수입국: 프랑스(Matisse), 스위스, 미국(Nature).
설립년도: 1996년
종업원수: 40명
인터뷰 내용: 주로 멕시코산과 미국산(Mary Kay), 스위스산(Swiss Comfort) 등
을 취급하는데 이는 미국산과 유럽산은 무관세 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입선을 바꿀 계획을 없으나, 내년쯤엔 다른 국
가의 제품의 수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더 알고싶다.
퍼스날 케어 제품은 점점 그 소비층이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곧 특정
소비층만을 위한 제품보다는 다양한 가격대와 품질을 갖추어 폭넓은 소비시장
구미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적절한 상품으로는
수명이 긴 기기 제품 보다는 지속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모발전문 케어나
페이셜, 로션 등의 제품이 판매에 유리하며, 대상 타켓은 퍼스날 케어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여성 25세부터 60세가 적절하다.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중국산이 아직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시장을
선점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9. 현지히트상품/전자장난감
1. 시장동향
모터로 작동되는 전자 장난감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 사이에 멕시코 장난감 산업에
유입되어 9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유통 멕시코 시장의 유망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멕시코 순수 자본의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장난감을 생산하는 업체는
희박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장난감 수입량이
60%이상 증가하는 등 수입장난감이 시장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Mattel사, Hasbro사(주브랜드 G.I.GOE)가 이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중국, 홍콩으로부터 OEM주문생산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산지인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미국의 투자로 장난감 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대부분 장난감 대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유통을 하고 있으나 원산지는 아시아이다.
실질적으로 아시아산이 이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멕시코 장난감 산업 종사 업체들은 총 954여개로 집계되며 실질적으로는 20여개의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즉 멕시코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장난감 대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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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l사, Lego사 그리고 Megabloks Latinoamerica사, 미국에 본사를 두고 멕시코 지점 형식
으로 Hasbro사 브랜드를 유통하는 Servicios Mexicanos de Manufactura사 각종 장난감을
수입 및 유통하는 Ciclocomponentes사(주로 Blue Box Toys유통), Promociones Melayes사(Re
altech Electronics)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장난감 상점인 Julio Cepeda를 통해 모터로 움직이는 장난감의 소비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사 하였다.
브 랜 드

모

델

소비자가격

Matchbox(MATTEL사)

Modelo: 532-89437-R(Rescue Net ControlRemoto)

$15.1

MicroMachines(HASBRO사)

Modelo: 718-47368(Grand Prix MicroMachines)

$16.4

Tonka (HASBRO사)

Modelo: 718-43575
(Mini Vehiculo Robot Interactivo)

$19.68

멕시코 주요 시장은 40%의 시장 점유율을 지닌 멕시코 시티 그리고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뿌에블라, 베라크루스로 등 주요산업 및 소비의 중심지이다.
멕시코 장난감 유통업체들은 새롭고 더 월등한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에
부흥하여 신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통업체와 대형 상점에서는 멕시코에
지점이 있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이외의 장난감 상품에 대해 생산지 직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그 양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중국은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에 이은 멕시코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NAFTA회원국들을 제친 중국 상품들의 기세는 장난감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전자 장난감을 멕시코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그들과 경쟁할 만한
월등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 제시는 물론 유명 브랜드에 익숙한 멕시코 시장에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활용해 제품 수출을 시도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도 요구된다.
2. 수입통계
모터로 움직이는 장난감에 해당하는 HS CODE: 95038099 는 아래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홍콩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제품이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US$)
국가

2000

점유

2001

점유

2002

점유

2003.4

중국

23,779,993

81.55%

32,810,590

86.70%

40,042,196

85.64%

2,066,310

홍콩

390,731

1.34%

1,262,150

3.34%

3,567,020

7.63%

402,232

미국

3,775,226

12.95%

2,306,997

6.10%

1,273,960

2.72%

17,558

스페인

382,468

1.31%

255,292

0.67%

729,997

1.56%

354

말레이시아

306,084

1.05%

662,768

1.75%

450,980

0.96%

0.00%

233,248

0.50%

36,870

대만

184,250

0.63%

238,285

0.63%

198,833

0.43%

22,505

태국

115,205

0.40%

78,670

0.21%

75,013

0.16%

22,104

8,445

0.03%

2,830

0.01%

38,238

0.08%

$ 29,159,

432

$ 37,844,

630

$46,755,

579

루마니아

덴마크
TOTAL

0.00%

$2,599,081

* 자료원 : BANCOMEXT,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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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관세
모터로 움직이는 장난감 (HS CODE: 95038099)에 대한 멕시코의 수입관세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30%, NAFTA 회원국과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동제품은 멕시코의 표준 규정(NOM)의 획득을 의무화
하며 중국산 반덤핑 품목 관세는 351% 적용한다.
4. 주요업체 인터뷰결과
1) 멕시코 장난감 산업 조합 (AMIJU)
•
•
•
•
•

주소 : Av. Rio Mixcoac No. 63, Desp.501, Col. Insurgentes Mixcoac, Mexico,
D.F.
전화 : +52-55-5615-5254/5 (팩스 겸용)
E-mail : amiju240@hotmail.com / 홈페이지 : www.amiju.com
면담자 : Mr. Manuel Angel Martin Gonzalez ( President)
인터뷰 내용 : 제조업체와 장난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을 포함해
서 전체 장난감 관련 업체는 945여개사이다. (멕시코 경제부의 기업 정보 시스
템 자료) 또한 국내 제조업체의 희박으로 시장에서 주로 수입업체 물품간 에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에게는 유망한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아시아산 특히 중국산의 시장 점유는 독보적이며 뒤를 이어 타일랜드,말레시아,
대만산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 Megabloks Latinoamerica, S.A. de C.V.
•
•
•
•
•
•

주소 : Av. Constituyentes 643, Piso 8 Lado A , Col. 16 de Septiembre, C.P.11810
전화 : +52-55-5272-1716 / 팩스 : +52-55-5272-2251
E-mail : superano@megabloks-latinoamerica.com
홈페이지 : www.megabloks.com
면담자 : Mr. Jorge Leonardo Palomera ( Director)
인터뷰 내용 : 동사가 멕시코에 진출한지는 5년정도 되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중국제조업체는 저가격 전략뿐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타국가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사는 직접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멕시코에 지점을 두었으며
대형상점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 슈퍼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멕시코 장난감
산업의 소비자들은 좀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업체
들은 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게런티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3) Ciclocomponentes, S.A. de C.V.
•
•
•
•

주소 : Calle de los Remedios 35, Fracc. San Luis Tlatilco, Naucalpan,
Edo. DE Mexico, C.P.53630
전화 : +52-55-5300-5033 / 팩스 : +52-55-5300-3918
E-mail : jtb@prodigy.net.mx / 면담자 : Mr. Jose Bentiez
인터뷰 내용 : 원산지가 중국이고 멕시코 시장에서 지명도가 있는 blue box
toys 브랜드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Sears, Sanborns등의 상점, 대형
백화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12월) , Dia de Reyes (1월),
어린이날(4월) 그리고 방학때 장난감 판매 호기 시기이며 어린이를 우대하는
이들의 문화로 장난감 산업이 발전하였다.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독점
계약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유통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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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지히트상품/자동차 보안장비

멕시코, 자동차용 보안장비 인기리에 판매
자동차 유리용 보호필름, 방탄 장비 등 수요 증가
최근 멕시코에서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도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용
보안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 도난의 경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건수의 72.6%가 멕시코 시티, 멕시코주, 할리스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전체 차량 도난의 47%가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멕시코 시티에서 발생하는 차량 도난의 59%, 멕시코 주는 65%가 폭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멕시코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동차용 보안장치 마련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계에서는 자동차용 보안장치 시장 규모를 5000만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안에 인당 평균 50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보안장치로 자동차 유리용 보호필름, 자동차 핸들
자물쇠, 자동차용 경보기를 들 수 있다. 그외에 위치측정시스템 (GPS), 방탄장비 등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대로 아직까지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자동차 핸들 자물쇠인데, 자동차 도난 방지를 위한
핸들 잠금 장치로 주로 단순한 막대 모양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 핸들 자물쇠 가격은 주로 20달러 내외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용 보호필름이용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가격 인하로 종류에 따라
80 140달러 정도선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이 필름을 부착할 경우, 쇠막대, 야구방망이
등으로 갑자기 창문을 공격할 경우 운전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가격대 제품 설치시 보호
성공률이 90%에 달하고, 한번 부착하면 수명이 10년정도 지속되는데 반해, 시중에 40달러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보호 성공율도 떨어지고 수명이 2년 내외에
불과하므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높더라도 고품질의 필름 부착을 권유하고 있다.
그외에 자동차용 경보기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 수요가 많은 브랜드로 Arrow, Viper,
Clifford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리모콘 제품부터 디지털 영상판 부착 제품까지 종류에
따라 시중에서 230 530달러 내외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기능의 저렴한 제품은
40달러선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 방탄장비의 경우에도 최근 가격인하 추세
속에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방탄장비를 신규 부착한 차량이 1800대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22%의 성장을 보였으며, 지속적인 이용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용
방탄장비업계에서는 향후 3년 이내에 멕시코 전체 차량 중 최소 10%는 방탄장비를 부착할
정도로 동 방탄장비 이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 보안장비 전문업체로AutoAxcess, Resser, Protecto Glass de Mexico, Polaritec,
Sistemas Avanzados en Blindaje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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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멕시코 자동차 보안장비 취급업체인 AutoAxcess는 멕시코시티는 물론 전국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핸들 자물쇠 및 자동차용 경보기를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핸들 자물쇠는 주로 중국산과 멕시코산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보기도 중국산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도매는 물론 소매판매도 겸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전기장비 및
액세서리도 취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Wal-Mart, Sam's Club, Bodega Aurrera, Gigante,
Comercial Mexicana, Ace hardware Center, Carrefour, Costco 등 대형 유통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Resser사는 1983년에 설립된 멕시코 회사로 자동차보안관련 전기장비 제조, 판매, 설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동사는 멕시코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할리스코 중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자동차용 경보기 및 GPS 시스템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판매제품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품이나 미국, 중국산도 일부 수입 판매하고 있다.
Protecto Glass de Mexico사는 자동차용 보안장비 전문회사로 특히 최근 회사 중역, 연예인,
정부 고위관리, 전문직 고객을 중심으로 방탄장비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은 자동차용 보호필름으로 멕시코산 및
미국산을 판매하고 있으며,남미지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멕시코내 자동차용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납치 사건
증가로 인해 초기 도입단계인 GPS 시스템도 가격대가 저렴해질 경우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국내 자동차용
보안장비 전문업체의 멕시코 시장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11.

현지히트상품/디지털카메라

<멕시코, 디지털 카메라 판매 급증 / 연간 100%대 성장세 지속>
멕시코에서 디지털 카메라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IT 전문컨설팅회사 Select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27만대가 판매됐으며, 금년 말까지 46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3년 성장률은 2002년에 비해 110%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100%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100만대 정도의 판매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디지털 카메라 판매 가격 인하도 이용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멕시코 소비자시장에서의 디지털 카메라 평균 판매가격이
460달러였던데 비해, 금년에는 350달러정도이며, 250 300달러대 카메라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 및 업그레이드된 신기술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 디지털 카메라
이용주기는 평균 5년 정도로 보고 있어, 지속적인 카메라 교체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는 2003년에 18개에서 금년에 22개로 증가했으며,
Sony, HP, Kodak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HP, Sony,
Samsung 등의 브랜드의 판매가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이 회사들은 기존의 전자제품 판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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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활용한 폭넓은 판매망 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기존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인
카메라 브랜드 Canon, Minolta, Kodak, Olympus, Fuji Film 등보다 높은 판매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멕시코에서 디지털카메라 사용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인쇄부문도 일반 사진
현상소에서 온라인 현상소까지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사진기용 프린터기
판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선물용품에 디지털사진을 인쇄하는 기념품
시장도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2.

현지히트상품/스파용품

<멕시코, 스파용품 시장 유망. 연평균 10 15% 대 성장세>
최근 멕시코 스파(Spa)시장이 연평균 10 15%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 내에 650개
정도의 스파가 운영되고 있다.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 해소 및 피부관리 등을 위한 스파 이용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멕시코시티내에 남성전용 스파까지 생겨날 정도로 스파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성전용 스파에서는 발, 손마사지, 전신마사지 및
아로마테러피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에 중점을 둔 관광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멕시코 주요
관광지에 스파가 늘어 나고 있다.
보통 스파에는 얼굴 및 전신 마시지실, 영양보습실, 사우나 등이 갖춰져 있으며,
피부관리에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최근 스파 증가 추세에 따라, 스파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파용품은 주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 주였으나, 최근에는 남성용 스킨케어,
전신케어제품 등이 개발되어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로마테러피 제품, 스킨 및 헤어
케어 제품, 바디 스크럽 및 각종 소품 이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스파관련 용품은
물론 각종 피부, 미용관련 한국 제품의 멕시코 시장 진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스파협회
ㅇ 멕시코 스파협회 (Asociacion Mexicana de Spa)
주소: Donato Guerra No. 9, 01090 Mexico, DF. / Tel. 5550-2202, 5550-9585, 5616-7076
스파용품 취급 수입업체 리스트
ㅇ Mary Kay Cosmetics de Mexico S.A de C.V.
주소: Zaragoza # 1300 Sur Col. Centro C.P. 64000 Monterrey, Nuevo Leon.
Tel: (52 81) 8380 7200 / Fax: (52 81) 8345 2700
담당자: Ing. Carlos Garcia Tello
직책: 구매 매니저, Gerente de compras.
E-mail: carlos.garcia@mkcorp.com / www.maryk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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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he Clinic Day Spa.
주소: Av. Palo Solo # 23- A Col Fraccionamiento Hacienda de las Palmas Huixquilucan Estado
de Mexico, C.P. 52763
Tel/Fax (52 55) 5247 2447
담당자: Lucero Gomez / 직책: Director
E-mail: spa_theclinic@terra.com.mx / www.theclinicdayspa.com
현재 얼굴피부 및 전신용 미용제품을 스페인산 Ros를 취급하고 있음
ㅇ Yves Rcher S.A de C.V.
주소: Calderon de la Barca No. 308, Col. Polanco. C.P. 11570, Mexico, D.F.
Tel: (52 55) 5510 9281, lada sin costo solo para la Republica Mexicaba (01-800) 730.11.00
Fax: (52 55) 5510 9281
담당자: Alejandra Casilla / 직책: 구매 매니저 Gerente de compras
E-mail: alejandra_casillas@yrnet.com / www.yvesrocher.com.mx
긴장완화 및 아로마테러피용품, 클린징 크림 등 각종 스파용품 취급
ㅇ Galas de Mexico S.A. de C.V.
주소: Amplia Vista # 101- A Col. Lindavista Guadalupe Nuevo Leon, C.P.67130 Mexico
Tel: (52 81) 8394 1508, 8141 9045 / Fax: (52 81) 8394 1508
E-mail:informes@galasdemexico.com.mx
http://galas.interclan.net
Mineral Spa라는 이스라엘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
ㅇ Yambari S.A de C.V.
주소: Monte Everest # 730 Col. Lomas de Chapultepec. Mexico D.F. C.P. 11000
Tel: (52 55) 5520 0303, 5520,8008 / Fax (52 55) 5520 0303
담당자: Sr. Manuel Sulkin / 직책: General Director
E-mail: mail@yambari.com / www.yambari.com

13.

현지히트상품/핸드폰 악세서리

<핸드폰 액세서리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
최근 멕시코에서 핸드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핸드폰 액세서리 이용이 젊은층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멕시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핸드폰 액세서리 이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주로 판매되는 핸드폰 액세서리로 핸드
폰 줄,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걸이를 들 수 있다. 특히, 핸드폰 줄 이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시장에 다양한 제품이 선보이고 있어 12 35세 여성들 간에 특히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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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케이스는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주로 핸드폰 보호용으로 핸드폰 이용자들이
사용해왔으며, 아직까지 멕시코에서는 장식용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핸드폰 케이스 모델이 아직까지 다양하지 않다. 멕시코
핸드폰 액세서리 시장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성장의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핸드폰 걸이는 주로 남성들이 허리에 차거나 여성들의 경우 가방에 차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핸드폰 걸이 이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핸드폰 액세서리는 주로 핸드폰 대리점 및 판매 상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유통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점상 등 비공식
부문에서도 핸드폰 액세서리를 다수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저가 혹은 불법 수입제품이
전체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서 핸드폰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Mobo, Unicel, Bodega
de Accesorios를 들 수 있다. Mobo는 핸드폰, 핸드폰 부품, 각종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핸드폰 액세서리 제조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멕시코시티는 물론 과달라하라,
티후아나 등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디스트리뷰터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
에 제조 공장이 있어, 주로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핸드폰 케이스가 이 회사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텔레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Mobo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핸드폰 줄은 전화받는 순간에
빛이 반짝이는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몬떼레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Unicel(Universal Celular and Accessories)사는 다양한
브랜드의 핸드폰 및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액세서리 중에서는 특히 핸드폰 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Unicel사는 멕시코에서 천으로 된 줄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된
모델이 경제적인 가격과 다양한 모델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Mobo사와 유사한 모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멕시코산 및 중국산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Bodega de Accesorios사는 2002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멕시코 남부 유까딴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판매증가와 함께 다른 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Mobo, CYA, Press, Domain, K.com 등 다양한 브랜드 핸드폰 커버 제품의 디스트리뷰터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에도 멕시코 국내산 및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
회사는
역할을
중국산

최근 인터넷 쇼핑에서도 핸드폰 및 핸드폰 악세서리 판매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핸드폰 악세서리의 경우 멕시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보고 사는 편을 선호하고 낮은
가격대로 인해, 인터넷 구매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핸드폰 액세서리 가격은 재료 및 품질, 디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핸드폰 커버의
경우 보통 플라스틱 제품이 80페소(7달러) 내외, 가죽 제품이 150페소(13.4달러)내외로
판매되고 있다. 핸드폰 걸이는 100 150페소선이다. 핸드폰 줄도 다양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지만, 플라스틱 재료의 저렴한 제품이 40페소, 천제품이 50 100페소 선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화수신시 반짝이는 기능의 핸드폰 줄은 모델에 따라 50 150페소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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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멕시코 내 핸드폰 이용자가 35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핸드폰 이용 증가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핸드폰 이용 증가 속에서 핸드폰을 각자 개성에 맞게 꾸미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컬러링 등 각종 음악, 영상 다운서비스 및 악세서리
이용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핸드폰 액세서리의 경우 비록 현재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에 주를 이루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품질, 가격대 제품이 선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멕시코 핸드폰 액세서리 시장은 확대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14.

현지히트상품/자동차용 악세서리

<멕시코, 자동차 튜닝 유행 차량용 악세서리 판매 급증>
US Pan American Automotive Industry사에 따르면, 멕시코 내에서 자가용, 밴 등 개인용
차량을 개성있게 장식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4년간 자동차 악세서리 시장이
15%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년의 경우 자동차 악세서리 수입이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3년말 기준, 전체 멕시코 자동차부품 중 자동차 악세서리 제품 생산은 전체의 4%를
차지했으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례로, 2003년 멕시코내 자동차용 휠캡 판매량은
12만개 규모에 달했으며, 2004년의 경우, 15%의 성장을 기록했다. 현재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휠캡 중 30%가 국내산이며, 70%가 수입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내 자동차용 액세서리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이므로, 아직까지 악세서리
전문점 숫자나 규모, 수입품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에서 최근 가장 인기리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악세서리로는 휠캡, 사이드 미러,
주유구 캡 커버, 경적 및 음향시설, 범퍼, 자동차용 시트, 와이퍼, 범퍼가드, 머플러 및
엔진 출력 증강기, 자동차용 스티커, 전조등, 각종 램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런 장식용 액세서리 이외에 멕시코의 심각한 치안문제로 인해 보안용 악세서리
구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난방지용 경보기, 유리 보호장치, 보안용 썬팅필름, 휠
도난 방지기 등이 수요가 높은 품목이다.
최근 멕시코내에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utomovil Panamericano, Cuatro
Ruedas, Car & Driver, Motor, Volante 등 주요 잡지 판매량이 매달 20만부를 넘고 있으며,
각 잡지의 주요 테마에 튜닝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수입 튜닝 전문잡지 Tuning Car,
Maxituning, Gurvas y Fashion Tuning 등이 월 8만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자동차관련 잡지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 튜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내에서 차량용 악세서리 장착은 신차, 중고차를 막론하고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유행이 되고 있어, 향후 멕시코내 자동차용 악세서리 시장이 성장가능한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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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지히트상품/애완용품

<멕시코, 애견용품 시장 급성장 관련 서비스 다양화 추세>
최근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애견용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애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멕시코에서도 최근 5년간 애완용품관련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애완용품 및 관련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애견 시장은 매년 10%안팎으로 커지고 있으며 식품, 건강, 의료, 애완견 관리
서비스 등 관련산업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애견산업
규모는 두 배 이상 커졌고 작년에만 관련 매출 규모가 3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사료와
소모품, 의약품, 의료 서비스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멕시코 애견용품 제조업산업협회(AFIM)에 따르면, 멕시코내에 7000명이상의 수의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료, 의류, 삼푸, 비타민, 장난감 등 애견용품 제조회사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애견 호텔 및 스파, 장례소 서비스 등 애완견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기구 Pro Defensa Animal에 따르면, 각 가정별 애완견을 위해 한달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18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견용품의 가격대는 매우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고급제품의 경우 사람용
제품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 애완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늘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고급 애견용품 이용을 선호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의류도 강아지용 유명브랜드가 별도로 있는데, 일례로 멕시코는 물론 미국, 캐나다에도
등록되어 있는 Calvincan 브랜드의 경우, 현재 애완경용 파자마에서부터 결혼 예복, 고급
외투에 이르기까지 1,200가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애완견용 의류 및 악세서리 제조업체 Grupo Industrial Textilero de Mexico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사 판매액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애완견용 화장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멕시코시티 교외에 애완견용 화장터 건설을 추진 계획은 언급했다. 이 회사는
애완견 화장관련 제품 판매 및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견용품판매, 동물병원, 미용실을 겸하고 있는 La Jungle de Timo사의 오라시오 솔라노
수의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2 3년간 300%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였으며, 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한다.
미국 애견용품 제조업협회(APPMA)는 멕시코의 애견용품 시장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이므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멕시코에 공식 등록된 애견은 1200만 마리이나 그 중 13%만이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6,500만 마리 중 97%가 사료를 먹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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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멕시코내 동물용 사료 생산이 최근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부도 애완견용 사료 수입이 연간 1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료 제조,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멕시코 애견용품 업계의 해외진출도 활발한
편인데, 멕시코는 애완견용 고기맛껌을 일 150톤씩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터키, 러시아가
주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이 제품의 멕시코내 소비는 연간 300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소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시민들이 애견용품을 주로 대형 마트내 애완용품 코너나 마스코타
체인점에서 구입하고 있다. 마스코타 체인점의 경우, 각 대형 쇼핑몰은 물론 주요 상권에
자리잡고 있어, 쇼핑센터 내 애견용품 판매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이
대형 마트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제품이 다양하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최근 애완견 급증과 함께 애완견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위생문제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들이 증가하고 있어, 애완견 구입시
좀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주인없는 길거리 개들이
급증하면서 매년 안락사 시키는 개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13만5000마리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시티에서 일일 수거되는 애완동물 배설물이 10톤에 달해 시정부는 배설물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작년부터 멕시코시티 내 공원 곳곳에는 애완견 배설물을 주인이 수거하자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으며, Iztacalco지역 Ex Lago Infonavit공원에는 최초로 애완견용
화장실이 5개 설치되었고, 화장실 설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애완용품점에
애완동물 배설물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배설물 처리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지만, 멕시코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배설물용 비닐봉투 제품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멕시코의 애완동물관련 문화는 아직 초기 형성단계라 할 수 있으며, 애완용품
시장 및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1987년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애견용품 전시회의 경우, 그동안 전시업체 참가 규모가
100개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작년에 전시업체 155개사를 기록해 애견용품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했다. 전시업체 대부분이 국내업체였으며, 외국기업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15개 업체가 참가했다. EXPO-CAN MEXICO 2005는 오는 9월
14-25일까지 멕시코시티 WORLD TRADE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규모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멕시코 국내에서 다양한 애견용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례로 애견용 의류의 경우 디자인이
조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애견용품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들의 경우 멕시코 국내업
체보다 경쟁력 있는 고소득계층을 겨냥한 고급애견용품 시장 공략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서 애완견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애견용품시장은 물론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이 발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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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지히트상품/오토바이

<멕시코, 오토바이 판매 급증세>
멕시코에서 최근 4년간 오토바이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협회
(AMIA)에 따르면, 2001년 4만5000대 수준에서 2004년에 12만대로 167% 판매 성장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멕시코 시티가 전체 판매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리스코, 미쵸아칸,
타바스코, 베라크루스, 유카탄, 누에보 레온 순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판매 증가에는 저가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급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전체 오토바이 수입대수 16만1587대 중 12만3848대가 중국산일 정도로 중국산
수입이 77%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도 최근 신용판매 증가 및 다른 운송수단 대비 이동의 편리성이 오토바이 이용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2004년 오토바이 판매 동향 >
브랜드

판매대수

Honda

34,701

Yamaha

15,295

Suzuki

5,496

Kawasaki

4,858

Carabela

3,908

Harley Davidson

1,066

BMW
전 체

640
120,050

* 자료원 : AMIA, 2005. 6월
멕시코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일본 브랜드는 Honda, Yamaha, Suzuki, Kawasaki 순으로
작년에 총 6만대 규모를 판매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다. Yamaha의 경우 최근 중국산
유입 급증으로 인한 판매 저하로 신용판매를 증가하고 있으며, 1000만달러 규모를 투자해
수리센터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중국 브랜드의 경우, Lifan, Loncin, Vento, Dinamo, Kymco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작년 판매량이 4만 4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동 중국
브랜드 제품들은 Liverpool, Soriana, Price Club 등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마트에서도 저가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토바이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우선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이용의 편리함을 경험한 후에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월등한 일본브랜드로 구입을 전환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멕시코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토바이 시장 판매가격대는 9000 30만페소(826 2만752
3달러)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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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멕시코시티의 경우,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교통체증이 매
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우
려도 높아지고 있으나, 이동의 편리함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Yamaha에 따르면, 향후 5년 후 멕시코 내 오토바이 이용 인구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오토바이 이용 증가세 속에서 멕시코 오토바이 시장 내 각
브랜드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7.

진출 성공/실패사례/진출 성공사례 - 아토스 자동차

1. 성공요인
1999년 하반기부터 현대 자동차는 다임러 클라이슬러사와 제휴, 아토스 모델을 수출하면서
서민층 사이에서 디자인과 경제성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임러 클라이스러사는 자사가 소형차를 생산하지 않음에 따라 벤츠, 폭스바겐등 소형차
생산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현대의 오토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현대 또한 자동차
조립생산 공장이 멕시코내에 없어서 시장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이었다.
크라이슬러가 아토스를 수입하기 시작한 99년 하반기부터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기
시작하였으며 소형차이지만 안전함을 강조하고 신용판매를 확대해 나갔다.
2. 거래추진시 문제점
현재 아토스는 현대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클라이슬러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현대 아이애미 지점을 통해 클라이슬러와의 계약하에 간접수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는 수출물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직접 수출보다 수익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지에 조립공장이 없는 업체의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보호법”이 2004년부터 폐지되면서, 직접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나, 비 FTA체결국산에 대한
50%관세 부과로 사실상 직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투자 진출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업무협력 파트너와 협정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8.

진출 성공/실패사례/진출 실패사례 - 섬유류

ㅇ 품목 : 섬유류
ㅇ 실패원인 : 불경기 외상거래
ㅇ 실패시기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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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례 ( B사 사례)
- B사는 멕시코에서 5년간 섬유류를 수입, 유통해 온 업체로 지난 2001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지난 2001년 후반기부터 급속화된 멕시코 섬유□의류시장 경기 악화로 기존
거래바이어들이 결제를 지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이무렵부터 멕시코 정부가 아시아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
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빈번
해지고 이에 따른 세관 검사로 통관이 수개월 지연되는 경우가 늘기 시작하였다고 함.
- 상기 경기 및 통관 어려움 등의 문제로 거래 바이어들이 외상거래를 요청하였고, B社는
시장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 오랫동안 문제없이 거래해 온 바이어들과 외상거래를
늘려갔음
- 그러나 1년 이상 시장경기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외상 판매한 바이어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기고, 오랜시간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B사 또한 멕시코장에서
철수하였음.

19.

진출 성공/실패사례/투자진출 실패사례 - 노동법 인지부족

ㅇ 실패사유 : 멕시코 노동법 인식 부족 (노동조합 불인정)
ㅇ 사례
- 멕시코는 1910년 노동자 농민혁명 이후 헌법상 노동자 권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상 권리이며, 이에 대한 시비는 거의
전무함
- 우리 나라의 멕시코 투자진출 기업인 A사는 이런 관행을 전면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 경영으로 큰 낭패를 보며,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음. (멕시코 마킬라도라 노동자 지원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으로 A사를 규탄)
- 또한, 마킬라도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세계 2000여 노동/시민단체가 그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에 항의편지를 보내는 등 압력을 가하며 A사를 압박하였음
- 한편 이들 단체들은 A사가 납품하는 모기업인 H사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며, H사가
방관하자 H사까지 비난하는 등 파업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음
- 이에 따라 A사는 경영압박과 생산부실로 투자진출 후 큰 애로에 처하였으며, 동
파업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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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진출 성공/실패사례/진출 성공사례 - 캐릭터 문구류

ㅇ 품목 : 캐릭터 문구류
ㅇ 성공 원인 : 신규 수요 개발
ㅇ 사례 (J사 사례)
-

J사는 멕시코에 캐릭터 문구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한 수요를 개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 멕시코 주요 고급 상가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상품을
알리기 시작하였음

-

특히, 주요 타켓층을 멕시코 상류층 특히, 부유층 자녀들을 겨냥하여 고급 백화점에
상점을 오픈, “Y”라는 브랜드로 이들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접근하였음

-

현재는 주요 지방동시 백화점까지 매장을 확장, 널리 보급되고 있음. 지방 상권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현지 경영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짐

-

그 결과, 몇 년이 지난 현재 많은 중상류층 학생들이 모두 몇 가지 정도는 갖고
싶어하는 캐릭터 문구류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교훈
-

21.

틈새시장을 개발,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성공하였음. 특히, 적절한
타겟 시장을 선정, 주요 백화점에 매장을 오픈한 것이 관건이었음.

진출 성공/실패사례/진출성공사례 -오뚜기 라면

<10억불 라면시장을 뚫는다>
최근 멕시코인들의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인스턴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인들은 우리나라사람들처럼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념이 강한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멕시코 식품시장에 우리나라 오뚜기가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에 처음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오뚜기는 2003년부터 멕시코 현지 공장과 제휴, 현지 생산을
가동시켰으며 한국 식품으로는 처음으로 멕시코 월마트, Comercial Mexicana 등 대형
유통체인에 진입했다. 2005년말부터 제 2의 유통업체 Soriana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 라면시장은 일본 브랜드 마루찬이 90%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니신, 우니레벨, 크로느 등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라면업계는 향후
10년후에 멕시코 시장규모가 10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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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뚜기는 끓여먹는 라면 문화에 익숙치 않은 멕시코 소비자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서 라면전문 분식점을 번화가에 2곳 운영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멕시코인의
70%가 이용하는 도매시장 진출에 노력 중이다. 특히, 2004 10월부터 본사인력을 파견, 멕시
코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라면업체에서는 최초로 대형유통마트에 진출해서 멕시코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지
있으며, 인구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경제수준 중하층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공략에도
노력하고 있다.

22.

주요이슈/치안문제 심각화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 상태가 불안한 국가 중 하나로서 납치사건 1위, 차량 절도
8위, 강도 및 강간 사건이 각각 3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치안 문제가 심각한 상
황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에는 범죄율이 450%가량 증가해 전체 차량 중 10%정도가
절도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및 기업에 강도가 자주 출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멕시코 보험협회(AMIS)에 따르면, 연간 멕시코의 도난차량대수는 4만대 이상에 달하며, 그
중 절반이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에서 해마다 강도 건수는 크게 늘고 있으나 경찰력은 제자리 걸음인데다 경찰의 부패
및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치안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지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도 멕시코 시티와 국경도시인 띠후아
나(TIJUANA)는 특히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강도, 납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의
가 요망된다.
멕시코시티 출장자의 경우 시내 택시를 함부로 타서는 안되며, 시띠오 택시(SITIO TAXI)
라고 불리는 콜택시 또는 호텔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야간 이동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출장시 개별 행동보다는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주요이슈/멕시코 통관시 이런 점 유의해야

<통관사 사기 많아 각별한 주의 필요>
아시아산 섬유제품에 대한 통관강화로 인한 우리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멕시코 통관제도를 모르거나 통관사를 너무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멕시코 통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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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 작성시 CIF 표기
우선 B/L(선하증권) 작성시 많은 한국업체들은 FOB로 가격을 명시하고 있지만 통관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C&F 또는 CIF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세관이 FOB Pusan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임이나 보험료를 추가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대멕 수출시 필수서류 가운데 하나인 "원산지증명서(C/O)" 작성시 몇 가지 유의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제품의 HS Code는 반드시 6단위까지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참고로 HS Code는
6단위까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나머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멕시코의 경우 HS Code
8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관시 마지막 2단위는 관세나 통관시 유리한 Code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단위까지만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HS Code를
기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덤핑관세 가운데 최고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code가 틀렸을 경우
즉시 한국에 연락하여 C/O를 정정, 재발급 받아야 한다. 참고로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류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 533%의 반덤핑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Tax Number"를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의미한다.
세 번째 C/O상의 7번 항목인 수입제품의 Criterio de Origen난에는 A, B, C, 3종류를
아래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해야한다.
A :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품목의 모든 원부자재가 한국에서 생산조달된 100% 한국산
B : 수입제품의 원부자재중 일부분이라도 제3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제조된 경우
C : 석유화학관련 제품의 경우
C/O상 한 개의 항목이라도 잘못 기입되어 있으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정정이 중요하다.
한편, 세관신고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관된 가격제시이다. 아직까지 많은 제품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실제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수입할 경우 일관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한국업체들의 경우 통관절차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통관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통관사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통관사에게 수수료의 명목으로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히
서류화해야 한다. 즉, 현금이 아닌 통관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구좌에 입금
해야 한다. 일부 통관사들은 통관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회사 head letter지에 백지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리고 통관사에게 통관서류 제출 후 15일이 지나도 통관가능 여부에
대한 뚜렷한 회신이 없을 경우 즉시 통관사를 변경하거나 준비한 서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재확인하여 재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시일을 지체하다보면 통관유예기간인
두 달이 넘어 통관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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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근 CONSAM이라는 통관회사는 한국인을 비롯하여 통관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들을
속여 과도한 통관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물건을 착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으로
주의해야할 것이다.
3. 보세창고 활용
끝으로 통관시 라벨링이 잘못되어 있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통관이
일단 보세창고로 옮겨, 문제를 해결한 다음 통관하는 방법도
세관보다 창고 보관료도 저렴하고, 라벨링 작업을 다시 한다든지
컨테이너의 부분통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업체들에게 유리할 수

어려울 경우 컨테이너를
있다. 보세창고의 경우
통관비용이 부족할 경우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우리 업체들간에 만연되어 있던 투명하지 못한
수입관행을 하루빨리 벗어 던지고 가능하면 정당한 통로를 통해 수입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 해야 할 것이다.

24.

주요이슈/멕시코 진출기업 상표권 사기 주의

대멕 투자기업, 상표권 사기에 주의
회사이름으로 상표권 등록 후 거액 요구. 만일을 대비, 상표권 사전 등록 바람직
최근 기존 투자 기업명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후에, 상표권 양도를 조건으로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가 등장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우선 최근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 투자기업 D사에서 발생한 상표권관련 사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D사 사례 >
중소기업인 D사는 2001년부터 멕시코 재무부에 회사명을 등록하고 해외투자법인으로 영업을
해왔다. 2004년 4월에 갑자기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D사 이름으로 멕시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등록증 사본과 함께 D사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지적재산권에 위배되어 벌금이
부과되므로 연락을 달라는 레터가 도착했다.
상표등록증에는 D사와 동일한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한 스페인 사람이 2003년 12월에 D사
이름을 멕시코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로 D사는 회사명만 D로 이용하고, 상품 브랜드명은 B, M 등 다른 상표 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스페인측 변호사는 D사에 상표권 포기 혹은 양도를 조건으로 5만불을요구하고 있어
D사는 D사측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D라는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이겠지만, D사명은 전세계적으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D사는 우선 회사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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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에 대한 멕시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비록 D사가 D라는 이름을 회사명으로
만 사용하고 있지만, D라는 이름이 일단 다른 사람 명의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명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계속 회사명을 D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판, 협상 등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송을 할 경우, 스페인회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시점이 최근이므로, D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양사가 같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D사의 본사나 전세계 다른 지점에서 상표권을 이전에 공식 등록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재판과정에서 D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동 건의 경우, 소송이 적게는 12-18개월, 길게는 3-4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혹시 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소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D사는 변호사와 동 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멕시코에서
일단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자금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동 건과
같은 사건이 재멕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상표권 및 회사명 특허청 등록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상표권 및 회사명 특허청 등록 방법이 소요비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상표권 등록 방법 >
회사 이름이나 상표명을 멕시코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데, 멕시코 경제부 산하 특허청에
서는 상표, 광고문구, 특허 등록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사무소 위치 등은
www.impi.gob.mx 참조)
상표는
ㅇ
ㅇ
ㅇ

상표명, 로고, 혹은 상표명 로고 결합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명(Nominativa) : 상표 이름만 등록( 예: Nike)
로고 (Innominada) : 로고만 등록 (예: Nike의 로고 그림)
상표, 로고 결합(Mixta) : 상표 이름 및 로고 둘 다 등록

= 상표명 등록 시 =
1.

상표 등록 여부 확인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이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음성 및 문자가 매우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여부 확인은 특허청 사무실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동 서비스 수수료는 110페소 (US$10)이며, 5-10분 정도 소요된다.
2. 상표권 등록 신청
상표가 기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 4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상표권 등록 수수료는 2,420페소(US$2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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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등록시 =
1. 로고 등록 여부 확인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로고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유사한 로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특허청 사무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2. 로고 등록 신청
로고 등록 신청시, 우선 신청서 4부를 작성하고 각 신청서 양식에 로고를 붙여야 하며,
14장의 컬러 로고 스티커(컬러일 경우), 10장의 흑백 로고 스티커를 제출해야 한다. 로고
스티커 크기는 4x4cm 보다는 크고 10x10cm보다는 커야 한다. 동 로고 등록 소요비용은
2,420페소(US$220)이다.
= 상표, 로고 등록시 =
상표명, 로고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되고, 수수료는
2,420페소(US$220)이다.
= 기타 필요 서류 =
개인이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장에 본인 및 대리인 서명,
2명의 증인 이름 및 주소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을 할 경우 공증한 회사정관 사본과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장에 2명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 회사명 등록 방법 >
회사나 상점 등에서 회사명을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표 등록과는 달리
유효 지역에 제한이 있다. 즉, “실질적인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만 회사명 등록이
유효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1.회사명 등록 여부 확인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명이나 이와 음성, 문자가 유사한 회사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특허청 사무소에서 확인한다. 수수료는 110페소(US$10)이며, 5-10분정도 소요된다.
2.회사명 등록 신청
신청서를 4부 작성하고 서명을 한 후 제출하며, 수수료 400페소(US$36)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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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요이슈/철강제품 관세 인하

<멕시코 철강 및 일부제품 관세 인하. 7월 21일부터 적용>
멕시코 경제부는 2004년 7월 21일(수)부터 일부 철강제품 관세를 30%정도 대폭 인하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인하로 기존에 13%였던 철강제품은 9%로, 18%였던 제품은 14%로 관세가
인하됐다. 경제부는 이 관세인하의 주목적이 전세계적인 철강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멕시코
국내 제조업계의 비용부담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철강제품 이외에도 신발, 섬유, 타이어부문 관세인하도 실시했다. 그러나
신발제품의 경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과테말라산에 한정했으며, 타이어는
콜롬비아산에 한해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제3국에도 적용되는 관세인하는 철강제품과 신문용지, 양모,
항공기용 부품, 기관차용 부품에 한하고 있다. 신문용지(HS CODE 48010001)는 15%, 양모(HS
CODE 51011901)는 9%로 인하됐으며, 항공기용 배전기와 점화코일(HS CODE 85113001),
시동전동기와 발전기(HS CODE 85114001), 기관차용 부품(HS CODE 86079101)는 10%로 인하됐다.
이번 7월 21일부터 관세인하가 이뤄진 철강제품을 HS Code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HS Code별 관세인하안 >
HS CODE
7208.10.01,
7208.26.01,
7208.39.01,
7208.51.03,

변경관세(%)
7208.10.02,
7208.27.01,
7208.40.01,
7208.52.01,

7208.10.99,
7208.36.01,
7208.40.99,
7208.53.01,

7208.25.01,
7208.37.01,
7208.51.01,
7208.54.01,

7208.25.99
7208.38.01,
7208.51.02,
7208.90.99

9

7209.15.01, 7209.15.02, 7209.15.03, 7209.15.99, 7209.16.01
7209.17.01, 7209.18.01, 7209.25.01, 7209.26.01, 7209.27.01
7209.28.01, 7209.90.99

9

7210.20.01, 7210.41.99, 7210.49.02, 7210.49.03, 7210.49.04,
7210.49.99, 7210.61.01, 7210.69.01, 7210.69.99, 7210.70.99
7210.90.01, 7210.90.99

9

7210.30.01, 7210.30.99, 7210.41.01, 7210.49.01, 7210.70.01

14

7211.13.01,
7211.19.02,
7211.23.02,
7211.29.99,

7211.14.01, 7211.14.02, 7211.14.99, 7211.19.01,
7211.19.03, 7211.19.04, 7211.19.99, 7211.23.01,
7211.23.99, 7211.29.01, 7211.29.02, 7211.29.03,
7211.90.99

7212.10.01, 7212.10.99, 7212.20.01, 7212.20.99, 7212.30.01
7212.30.99, 7212.40.01, 7212.40.02, 7212.40.99, 7212.50.01
7212.60.02, 7212.60.03, 7212.60.99
7212.20.02, 7212.30.02, 7212.40.03
7213.10.01, 7213.20.01, 7213.91.01, 7213.99.01, 7213.99.99

9

9
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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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10.01, 7214.20.01, 7214.20.99, 7214.30.01, 7214.91.01,
7214.91.02, 7214.91.99, 7214.99.01, 7214.99.02, 7214.99.99

9

7215.10.01, 7215.50.01, 7215.50.99, 7215.90.99

9

7216.10.01, 7216.21.01, 7216.22.01, 7216.31.99, 7216.32.99
7216.33.01, 7216.40.01, 7216.50.99, 7216.61.99, 7216.69.99
7216.91.01, 7216.99.99

9

7217.10.99, 7217.20.99

9

7217.30.01

14

7217.30.99, 7217.90.99

9

7218.10.01, 7218.91.01, 7218.99.99

9

7219.11.01, 7219.14.01, 7219.23.01, 7219.24.01, 7219.31.01
7219.32.99, 7219.35.99, 7219.90.99

9

7219.32.01, 7219.33.01, 7219.34.01, 7219.35.01
7220.11.01, 7220.12.01, 7220.20.01, 7220.20.99, 7220.90.99
7220.20.02

14
9
14

7222.11.99, 7222.19.99, 7222.20.01, 7222.30.01, 7222.30.99
7222.40.01

9

7223.00.01, 7223.00.99

9

7224.10.01, 7224.10.02, 7224.10.03, 7224.10.04, 7224.10.05,
7224.10.99, 7224.90.01, 7224.90.02, 7224.90.99

9

7225.19.99, 7225.20.01, 7225.30.01, 7225.30.99, 7225.40.99
7225.50.99, 7225.91.01, 7225.92.01, 7225.99.99

9

7226.19.99, 7226.91.01, 7226.91.99, 7226.92.01, 7226.93.01
7226.94.01, 7226.99.99

9

7227.10.01, 7227.20.01, 7227.90.01, 7227.90.99

9

7228.10.01, 7228.10.99, 7228.20.01, 7228.20.99, 7228.30.01,
7228.30.99, 7228.40.01, 7228.40.99, 7228.50.01, 7228.50.99
7228.60.01, 7228.60.99, 7228.70.01, 7228.80.01

9

7229.10.01, 7229.20.01

9

7229.90.01, 7229.90.02, 7229.90.03, 7229.90.99

9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관보
멕시코 경제부는 멕시코 신발 완제품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발 원자재 및 각종
신발용 화학제품의 관세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26.

주요이슈/타이어 관세 인하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 관세 인하
8월 10일부터 타이어 12개 제품 35%로 관세율 인하
대멕시코 타이어 수출 실질적인 재개 예상
멕시코 경제부는 2004년 8월 10일부터 타이어 12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5%로 인하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년초 관세인상으로 수출중단 위기를 겪었던 한국
타이어 업계의 대멕시코 타이어 수출이 실질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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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부는 2004년 1월 1일부로 자국 타이어 산업보호조치의 일환 및 FTA 미체결국
타이어 수입억제를 위해 타이어 HS 코드 세분화 및 12개 타이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조치를 통해 기존 23% 종가세가 종량세 35%로 전환돼
타이어에 대한 실질관세율이 25 80%에 달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상반기 대멕시코
타이어 수출이 2003년 1815만5000달러에서 금년에 179만8000달러로 90.1%나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다.
또한, 이 조치에 멕시코 현지 미생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포함돼 있어 자국산업
보호조치라는 멕시코측의 명분을 약하게 했으며, 한국측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멕시코
정부와의 면담 및 상세 반박자료 제출을 통해 동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8월 9일자 관보를 통해 기존에 종량세로 전환한 12개 품목에 대해 8월
10일부터 WTO 양허관세율인 종가세 35%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변경된 12개 타이어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 및 왜건, 경주용>
HS CODE

수입관세 (%)

4011.1002
4011.1003
4011.1004
4011.1005
4011.1006
4011.1009
4011.1008
4011.1007

35%
35%
35%
35%
35%
35%
35%
35%

* 자료원: 멕시코 관보
< 버스 및 화물차>
HS CODE

수입관세 (%)

4011.2002
4011.2003
4011.2005
4011.2004

35%
35%
35%
35%

* 자료원: 멕시코 관보
또한, 이 12개 품목과 관광용 자동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중고타이어 등 6개 품목(HS CODE
4100.1099, 4011.5001, 4012.2001, 4012.2099, 4013.1001, 4013.2001)의 관세율이 2006년 1월
1일부터 29%로 인하되며, 2007년 1월 1일에는 다시 23%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므로,
2007년에서야 종전의 관세율로 회복될 예정이다.
한국 관련업계에서는 비록 2003년 종전 관세율인 23%보다 높은 35%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최근 전반적인 타이어제품 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전년수준으로 대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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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 소식에 따른 현지 바이어들의 추가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금년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부로 발효 예정인 일-멕 FTA가 한국산 타이어 대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타이어 수입상들에 따르면 일본산 타이어
관세율은 2005년 1월 1일 23%로 시작, 매년 3%씩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4-06년 정도까지는 한국산이 근소하게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후에는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래이디얼 타이어 등 일부 고부가가치 타이어 제품의 경우 멕시코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타이어제품의 지속적인 대멕 수출을 위해서는 한-멕 FTA 추진은 물론 현지
투자 진출을 통한 생산공장 설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관세인하 발표시 멕시코 미생산 타이어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35%로 인하되는데
그쳐 종전 관세율인 23% 수준이하로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지도록 한국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

주요이슈/중-멕 경제관계 급진전

<멕-중 경제관계 급진전. 양국간 FTA 체결 논의는 시기 상조>
중국에서 2004 년 8 월 16-17 일 기간동안 개최된 제 1 회 멕-중 위원회에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관세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되었으며,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멕시코를 국가 공식여행지로
지정하고, 항공운행관련 협정도 체결하는 등 양국간 관광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양국 모두 멕-중 FTA 체결 논의는 시기 상조임을 강조해, FTA 관련
논의는 제외된 것으로 발표됐다.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섬유산업의 경우, 양국 섬유산업 차이점 분석 및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또한, 밀수 및 불법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관련
협정을 체결, 밀수방지 프로그램 실시 및 처벌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멕시코의 대중국 수출 추이
연도

수출액(US$백만)

1999

126.3

2000

174.5

2001

281.8

2002

455.9

2003

463.0

*자료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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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멕-중 위원회 발족에 이어 다음달에는 멕시코수출입은행(Bancomext) 주관으로
20 여개사의 멕시코 수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행사도 예정되어 있으며, Bancomext 는 상해에 이어 중국 베이징에도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중국의 연간 수입규모가 멕시코의 3 배정도인 4600 억달러 규모에 달해 멕시코측은 중국을
기회의 시장으로 간주하면서 수출증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멕시코가 경쟁력이
있는 식료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가구, 의약품 부문에서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멕시코측 기술이 중국보다 우수한 수준이므로,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상호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멕시코 농업부문의 경우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연간 2 배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산물수출만 4 억달러 이상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2003 년말 기준, 멕시코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0.28%에 불과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컴퓨터 액세서리 및 부품, 모터 부품, 맥주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멕시코의
대표적인 맥주 Corona 가 중국에 진출한 가장 히트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멕-중 위원회 결성을 통해 양국간 공식 창구가 마련돼 무역관계 개선은 물론 관광,
문화 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28.

주요이슈/멕, 42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 필요
- 42 개국과 체결한 11 개 FTA 활용 미흡
- FTA 모라토리엄 선언
멕시코는 전세계 42개국과 11개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으나, 그동안 FTA를 제대로
활용해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EU와 FTA를 체결한지 3년이 경과했으나, 17개 부문 수입쿼터중 7개 부문만 활용하고
있으며, 7개 부문에서도 전체 쿼터량의 3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산물 수출의 경우 2000년 대EU 수출량이 2억1,200만달러 수준에서 2003년에는 1억9,7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를 기록했으며, 농산물 부문 수입쿼터중 달걀 33.3%, 아보카도 25%,
천연꿀 18.2%, 오렌지 주스 7.1%, 껌 0.8% 규모만 수출하고 있어 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멕시코는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증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속에서 일-멕
FTA체결 이후 한동안 FTA 추가 체결을 보류하겠다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참고로, 비록 멕시코정부에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MERCOSUR 및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협상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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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FTA 체결 현황
연 도

국 가

1994
1995
1995
1995
1998
1999
2000
2000
2001
2001
2004
2004

NAFTA(미국, 캐나다)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
EU 신규회원국 추가 (10개국)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칠레
EU(15개국)
이스라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우루과이 (의회 통과)
볼리비아

총 계

42개국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이런 상황 속에서 멕시코의 교역패턴 변화 및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FTA체결국 활용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멕시코 교역의 주요 문제점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현재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NAFTA 회원국인 대캐나다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NAFTA 체결 이후 대미 수출액은 4배나
증가한데 비해 대캐나다 수출은 1993년 15억7천만달러에서 2003년에 28억3천만달러로 증가
규모가 2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해 캐나다와의 교역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5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G-3 자유무역협정 체결후의 무역증가세 및 이스라엘과 FTA
체결이후 농산물부문 수출증가 등 FTA로 인한 수출증가효과도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FTA 체결로 인한 교역증가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멕시코는 FTA 모라토리엄 기간 중 국가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인프라 문제 해결, 세제 및 전력 부문 등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구조 개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추가 FTA 협상 진행보다는 기존 FTA활용 방안 마련 및 기본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런 멕시코 현지 분위기가 한-멕
FTA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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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요이슈/입찰시 국내산 비율 증가

<멕시코 에너지부, 입찰시 국내산 비율 높여 기존 최소 25%서 40%로 상향 조정>
멕시코 에너지부(Sener)는 지난 2월 16일 향후 에너지부 프로젝트 입찰시 국내산
제품(national content) 최소 이용 비율을 기존의 25%에서 40%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현재 멕시코 에너지부 입찰시 국내산 이용비율은 평균 28%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엘 까혼(EL CAJON)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40%로 규정한 바 있다.
멕시코 에너지부는 특히 멕시코 전력부문 국내업체들의 대형프로젝트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이용비율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금년에 멕시코 전력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전력프로젝트 규모는 15억달러 규모이며, 에너지부는 이 조치에 따라 멕시코 국내기업의
에너지관련 프로젝트 참여가 대거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부는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 입찰시 멕시코 국내기업 참여 장애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정유소 현대화, 수력발전소 등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가 상존하는 시장이며, 지난
1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멕시코 국영석유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가 2004년 3월부터 6개 Package로 분할 발주하고 있는 Minatitlan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이 6차 Package 공사(고옥탄가 합성가솔린
생산공정)를 1억 54백만불에 수주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2월 14일 공사를 시작, 2007년 11월 12일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
기간은 약 3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향후 2년간 약
3000만 4000만달러 상당의 한국산 기자재 수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에서 국내산 제품 최소 이용비율을 40%까지 높일 경우, 한국기업들의
입찰 참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입찰로 인한 한국산 기자재 수출 효과도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25%라는 국내산 이용비율도 전체 입찰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한국 기업들의 입찰 참여시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시 25%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미준수 금액의 약 8% 정도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외에도 멕시코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 참가자격을 멕시코 업체 및 FTA 체결국가의
업체에만 부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거센 반발로 동 제한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으나, 금년 4월부터 일-멕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기업들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FTA비체결국이라는 제한요인과 함께 이번 국내산 이용비율 상향 조치는
한국기업들의 멕시코 대형프로젝트 입찰 시장 진출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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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요이슈/멕정부, 인도에 러브콜

멕시코 정부, 인도에 러브콜
투자보장 협정 체결 제안. 무역, 투자 관계개선 희망
멕시코 경제부 다자통상국 헤라르도 트라슬로세로스 국장은 멕시코-인도간 투자보장 협정
체결 등 무역, 투자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인도에 양국 고위급 무역투자
위원회 결성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라슬로세로스 국장은 멕-중관계에 있어서
멕시코가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과는 달리, 인도와의 무역, 투자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멕시코는 인도와 투자보장 협정 논의는 물론 산업정책 협의, 양자 경제협력안 마련 등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멕시코정부의 제안에 대해 인도 측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3 월경에 바로 양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 및 업계는 10 억이상 인구를 지닌 인도 시장으로의 무역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인도의 발달된 소프트웨어 산업 교류를 통해 양자간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멕-인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3

수출

487

수입

564

2003(1 11 월) A

2004(1 11 월) B

증가율(%,B/A)

391

449

14.90

510

793

55.39

*자료원: 중앙은행
멕시코-인도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줄곧 멕시코가 무역적자를 기록해왔는데, 2003 년의 경우
수출 4 억 9000 만달러, 수입 5 억 6000 만달러를 기록했다. 2004 년 11 월말 기준, 수출
4 억 5000 만달러, 수입 7 억 9000 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4.9%, 55.39%를 기록해, 최근
인도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의 대멕 투자진출의 경우, 2004 년 6 월말기준, 67 개사가 진출해 있다. 주로
상업(35 개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17 개사, 서비스업 13 개사, 광업 1 개사, 전기
수도 1 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1999 년부터 2004 년 6 월까지 총투자액은 3160 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투자액의 95.9%가 Michoacan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외에 Baja
California 2.0%, 멕시코시티 1.4%, Guerrero 0.4% 등으로 투자액 분포를 보였다.
멕시코정부는 인도와의 투자보장 협정을 통해 인도의 대 멕시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멕시코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브릭스 국가인 인도와의 무역관계 개선을 통해 멕시코 기업들의
대인도 무역확대를 적극 진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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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이슈/1분기 FDI 증감 논란

멕시코 1 분기 FDI 증감 논란
1 분기 FDI 유입액 37.7 억달러 기록
멕시코 1 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이 37.7 억달러를 기록해, 원유수출 57.8 억달러,
해외가족송금 40.6 억달러에 이어 외국인직접 투자가 제 3 위 외화 획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멕시코 언론들은 FDI 유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53%하락했으며, FDI 급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도한 반면, 멕시코 경제부는 작년의 경우 42 억달러 규모의 스페인
BBVA 은행의 Bancomer 은행인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1 분기 외국인직접
투자가 높게 나왔으므로 증감율 계산에서 동 금액을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는 작년 1 분기 외국인투자액을 32.5 억달러로 간주하면서, 전년대비 16%증가
한 것으로 분석했다.
1 분기 투자액 중 15.9%인 5.98 억달러가 신규투자, 17 억달러가 재투자, 8.2 억달러가 회사간
투자로 조사됐으며. 신규투자의 경우, 전년대비 1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수로 보면, 1,055 개사가 동 기간 중 투자를 진행했으며, 전체 투자 중 40.9%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상업부문이 31.7%로 2 위, 운송, 통신이 23.5%로 3 위를 차지했다.
< 주요 국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단위: US$백만)
국가명
미국
스페인

금액
2,665.7
385.1

룩셈부르크

74.0

캐나다

31.4

네덜란드

29.1

프랑스

26.4

*자료원: 상동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2%, 스페인 11.8%, 룩셈부르크가 2.3%, 캐나다 1%, 네덜란드
0.9%, 프랑스 0.8%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에너지, 세제, 노동 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자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미수출에서 멕시코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대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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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이슈/일-멕 FTA 발효

<일-멕 FTA 발효 금일(4 월 1 일)부로 양국 관세 인하안 적용>
일-멕 FTA 가 금일(4 월 1 일)부로 발효됐다. 멕시코 외무부는 3 월 31 일자 관보를 통해
일-멕 FTA 전문을 발표했으며, 경제부도 FTA 첫해인 2005 년 4 월 1 일부터 2006 년 3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관세율 내역을 발표했다(HS CODE 별 상세 관세율 내역 관보 참조). 또한,
매년 3 월 31 일에 일-멕 FTA 관련 관세 변동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일-멕 자유무역협정은 투자, 서비스교역, 정부조달, 세이프 가드, 분쟁해결기구,
경쟁정책,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양자간 협력 조항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협정으로
체결됐다. 또한, 일본은 협상대상 품목 중 91%에 대해서 즉각 무관세 대우를 하고,
멕시코측은 협상 발표 즉시 40%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시작했다. 또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최대 11 년 내에 점진적인 쿼터제 폐지 및 무관세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본측은 동 협정을 통해 대멕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수출 증가는 물론 멕시코를 대미
수출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투자유치 확대 및
돼지고기, 닭고기, 참치, 아보카도 등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이번 FTA 에서 일본이 민감한 농산물부문까지 관세인하를 실시해,
경쟁국인 미국, 브라질 및 아시아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농산물 외에도 섬유, 신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의 대일 수출 확대는 물론
일본산 전자부품 관세 인하가 멕시코 가전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멕시코측은 일본으로부터 연간 12 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8 만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멕시코정부는 연간
대일 농수산물 수출 15%, 제조업부문 수출은 11%, 전체 수출이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멕 FTA 의 주요 산업부문별 관세 인하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산업 부문
□ 일본측의 대멕 양허 내용 골자
ㅇ 일본은 협상대상 품목 중 91%에 대해서는 즉각 무관세 대우를 하고 4%에
대해서는 5 년내에 무관세화 예정으로 있어 향후 5 년 내에 총 협상대상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
ㅇ 일본측이 민감품목이라 판단하고 있는 잔여 5% 품목에 대해서도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정 수입쿼터에 한해 즉각 무관세 대우함과 동시에 10 년내에 쿼터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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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화류 : 타국산에 대해서는 현재 켤레당 40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멕시코산에 대해서는 1 년 차에는 25 만 켤레의 쿼터를 부여하고 연증가율 20%를
허용하되 8 10 년내에 쿼터제를 폐지하고 무관세 대우 부여 예정

-

의류 : 협정 발효 즉시 멕시코산 絲와 직물로 제조된 의류에 대해서는 물량제한
없이 일본시장 접근을 허용하되 타국산 직물로 제조된 의류에 대해서는 연간
2 억달러의 쿼터를 부여하고 현재 타국산은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멕시코산은 무관세 대우 조치

-

바나나, 옥수수가루, 설탕, 일부 주스 등 일부 품목은 11 년간 관세 인하

□ 멕시코의 대일 양허 내용 골자
ㅇ 반면에 멕시코측은 협정 발효 즉시 40%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 대우
ㅇ 멕시코는 협상대상 품목을 크게 A,B,C,D 등으로 구분, 보다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 시장 개방을 양해 받음
즉각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대상 품목군(A군) : 40%에 해당하는 국내산이 없거나
국내 산업용 원부자재, 고도 기술상품, 예컨대 정밀기기, 정밀기계, 자본재, 특정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부품 등에 대해서는 즉각 관세 철폐

-

<즉각 관세철폐 대상 품목 : 예시>
·
·
·

자본재군 : 수력발전 터빈, 특정 컴프레셔, 지게차, 포크레인, 엑스 카베이터 등
전기제품군 : 항공기 엔진, 특정 변압기, 발전기, 조명측정기, 오디오 비디오용
배전판, 오디오 기기용 제너레이터,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용 앰프
전자제품군 :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통신기기, 전화기류, 전화 교환기, 보청기,
음향기기 등

-

8 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B군) : 총 협상대상 품목군중 9%에 해당되는 품목
으로 B1 B8 로 나뉨. B1 의 경우 2006 년 4 월 1 일부로 무관세가 적용되며, B2 는 kg당
일정 관세 지불 및 2010 년부터 무관세 적용, B4 B8 의 경우 제품에 따라 4 년-8 년동안
단계적인 관세 인하 예정. 특정 화학제품, 섬유류, 자동차(엔진부품 등 특정 자동차
부품 포함), 철도 차량 및 기기, 의료기기 등

-

11 년내 관세인하 대상품목(C군) : 총 49.5%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현재 국내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 군으로 제품에 따라 10-11 년간 단계적 관세 인하. 의약품,
화학제품, 화장품, 비누, 사진관련 품목,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목제품, 지제품,
금속기계제품, 유리제품 등.

-

11 년내 관세인하 대상품목(D군) : 총 1.5%에 해당하며 철강제품에 한하며, 5 년간은
현행 관세 유지, 6 년차부터 6 년에 걸쳐 관세 인하 진행

멕시코 - 48

<KOTRA 국가정보>

D군 HS CODE (철강)
72015001, 72015099, 72021101, 72021999, 72022101, 72022199, 72022999, 72023001,
72024101, 72024999, 72025001, 72026001, 72027001, 72028001, 72029101, 72029102,
72029201, 72029902, 72029999, 72043001, 7206 군, 7207 군, 7208 군, 7209 군, 72103001,
72103099, 72104101, 72104199, 72104901, 72104999, 72106101, 72106999, 72107001,
72107099, 72111401, 72111402, 72111499, 72111901, 72111902, 72111903, 72111904,
72111999, 72112301, 72112302, 72112399, 72112901, 72112903, 72112999, 72119099,
72121001, 72121099, 72122001, 72122002, 72122099, 72123001, 72123002, 72123099,
71214001, 72124003, 72124099, 72125001, 72131001, 7213-7216 군, 72171099, 72172099,
72173001, 72173099, 72179099, 72193101, 72193201, 72193299, 72193301, 72193401,
72193501, 72193599, 72199099, 722020 군, 72209099, 72221999, 72222001, 7223 군,
722410 군(72241002 제외), 722490 군, 72251999, 72253001, 72253099, 72254099,
72255099, 72259101, 72259201, 72259999, 72261999, 722691 군, 722692 군, 722693 군,
722694 군, 722699 군. 7227 군
□ 특별 협상 케이스
ㅇ 자동차 부문
자동차부문은 일본측의 관심품목이나 멕시코로서는 민감 품목으로 협상됐는데
내용은,

-

·
·

-

합의

멕시코 자동차 시장의 5%까지 일본산 자동차의 무관세 수입 허용(참고로 현재도
일본산 차는 멕시코 시장의 3%까지 무관세 수출중)
이외 물량에 대해서는 FTA발효 첫해 관세율 23-30%부터 시작, 매년 동일한 %의 관세
인하 후 제품 종류에 따라 7 년이나 10 년후 무관세 적용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 EU 업계와 동등한 조건에서 생산라인 증설과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와 다양한 모델, 품질 및 서비스 제고를 약속

ㅇ 철강 부문
-

멕시코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기강판, 스텐레스 등 특수강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대우
국내산과 경쟁하는 일본산 일반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후 5 년간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그후 6 년간 점진적 관세인하

2. 농림수산업 부문
□ 대 일본 시장 접근
ㅇ 2002 년중 멕시코의 대일본 관련 제품 수출액 3 억 9430 만달러중 99.8%에 해당하는
796 개 품목에 대해서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대우 부여
- 기존 일본의 대멕 GSP 대우 품목군보다 121 개, 8300 만달러 상당 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대우 추가 획득
ㅇ 일본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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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 8 만톤, 쇠고기: 6000 톤, 닭고기: 8,500 톤, 오렌지주스: 7700 톤, 오렌지:
4000 톤
일본은 지난해 10 월까지 최저 물량으로 협상으로 하다가 금년 4 월 최종 협상시
선심을 베푸는 협상전략을 구사. 이외, 커피, 원두, 레몬, 맥주, 아보카도, 아스
파라거스, 호박, 데낄라, 망고, 신선한 브로콜리, 팩틴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 대우 부여
무관세 대우 제외 품목중 포도, 볶은 커피 콩 등은 3 년내, 멜론, 냉동 브로콜리,
소스류, 냉동 딸기 등은 5 년내, 호두, 자몽 쥬스 등은 7 년내 무관세 대우 예정
장기 관세인하 대상 품목으로 요리용 바나나에 대해서는 향후 10 년내 관세인하
조건으로 10 년 동안 매년 2 만톤의 무관세 쿼터 부여
멕시코 대일 수출품목 중 0.2%에 해당하는 파인애플, 과자류, 밀 및 파스타, 설탕,
파인애플 주스 등은 향후 3 년간 양국간 검토과제로 존치

□ 수산물의 대일 시장 접근
대부분 멕시코 관심품목, 예컨대 신선한 참치 및 통조림, 새우, 일부 갑각류, 연체동 및
낙지 등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대우
단, 정어리 및 오징어 등은 쿼터품목으로 존치

33.

주요이슈/멕정부, 무역장벽완화 전격추진

멕시코 정부, 무역장벽 완화 전격 추진
7월부터 통관제도 간소화 계획
효용성 낮은 세관 제도 폐지 예정
멕시코 경제부 산업무역국 로시오 루이스 국장은 지난 3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멕시코 세관시스템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세관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일부 실행상 문제가 있는
제도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국에서는 작년 10월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멕시코 각 산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물론 통상정책, IT,
물류, 내수시장으로 크게 나누어서 각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통상관련해서 무역보호 조치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입절차
간소화, 수입 신고제 폐지, 관세인하, 효용성 낮은 무역제도 개선,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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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및 통관시스템 검토 결과>
제도명
수입허가제(Permisos de importacion)
수출허가제(Permisos de exportacion)
사전수입신고제(Avisos automaticos)
신제품증명서
(Constancia de producto Nuevo)
원산지 증명
(Certificacion de Pais de Origen, ANEXO 3)
최저수입가격제(Precios Estimados)

효용성
있음
있음
없음

개선 방안
중복제도 조정
중복제도 조정
폐지

없음

폐지

없음

폐지

없음

수입허가증(Padron de Importadores)

있음

폐지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전자증명화

품목별 수입허가증
(Padron de Importadores Sectorial)
특정세관지정제도(Aduanas Exlclusivas)
상세수입 내역 게재
(Datos de Idengificacion individual
en el pedimento,Anexo 18)
세관구좌 (Cuenta aduanera)

없음

폐지

없음

폐지

있음

제도시행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음

폐지

* 자료원: 경제부
경제부는 특히, 위의 표에서와 같이, 사전수입허가제, 신제품증명서, 최저수입가격제, 품목별 수
입허가증 등의 경우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동 제도들을 폐지할 계
획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수입가격제는 멕시코 시장의 현실적인 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재무
부에서 산정기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수입업체들로부터 불평이 많았던 대표 적인 제도중 하나다.
또한, 로시오 루이스 국장은 섬유산업협회에서 제시한 통관절차 축소안에 대해서 곧 정부의
검토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섬유산업협회에서 제시한 축소안은 “일곱가지 절차를
하나로(Siete por uno)”라는 프로그램으로서 복잡한 통관 절차를 한가지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해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시오 루이스 국장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특히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교역국과의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산지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 국가에서 바로 멕시코에 원산지 증명이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낄라도라 및 PITEX 제도하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 감면, 통관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진출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그외에도
로시오 루이스 국장은 아직 정확한 품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7월에 원자재 위주로
비FTA체결국 대상 관세를 대거 인하할 계획이며, 품목수가 HS CODE 500 1000개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섬유, 건축용 케이블, 카카오, 설탕, 가공되지 않은 커피
등이 관세 인하 대상에 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멕시코 정부에서 본격적인 통관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축소, 관세 인하 등
무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 및
수입업체들의 멕시코에서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8월에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정부 및 업계에서 검토중인 상황이므로 최종 변경안은
연말에 발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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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 비 자 >
한국-멕시코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4.3.1일부로 관광목적인 경우 멕시코 입국시 3개월
까지 비자가 면제되었으며, 관용여권의 경우에도 '97년부터 비자가 면제됐다. 그러나
2001년부터 한국인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이들의 불법체류 사례가 늘어나면서 2002년
하반기부터는 입국시 1개월 비자만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이상이 체류가 필요할
경우 공항 세관 통과시 요청하면 최장 90일까지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상용비자인 경우 비자 신청시 멕시코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
거래가 없는 경우 멕시코 기업의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상용비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상용 목적이더라도 3개월이내에 업무를 종료하고 출국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멕시코 도착 후 입국카드에 방문목적을 "관광"이라고 적고
입국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공항에서 상용비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능하면 상용비자를 준비해오는 것이 안전하다.
< 비자 발급처 >
o 주한 멕시코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33-6
전화: 02-798-1694/5
대리인 접수 가능 (우편 접수 불가)
발급 시간 14:00 -15:00
접수 시간 8:00 - 12:00(월 -금요일), 공휴일 제외 (한국 및 공휴일)
처리 기간 2박 3일 (급행처리되는 서류 없음)

ㅇ 멕시코 비자 신청 준비서류 안내
1. 관광: 무(NO) 비자 (15 일 에서 90 일 사이,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결정)
* 18 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반하지 않을시 미동반쪽의 여행동의서 지참.
(2004 년 12 월 28 일부터 불필요)
2. 상용(FM3):
- 사진 2 매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유효기간 6 개월 이상)
- 출장 증명서 (TRAVEL ORDER)영문 :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TEL, FAX 번호, 기간등 자세히 기재
- 갑근세 OR 소득금액 증명서(영문번역 불필요)
- 회사법인인감 증명서 OR 개인 사업자 등록 증명원(영문번역 불필요)
- 방문 근거 서류: (초청장과 FAX, LC, INVOICE,등 멕시코의 거래처와 주고 받은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98.00 DLS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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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 (FMVC)
- 사진 1 매,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유효기간 6 개월 이상)
- 출장 증명서 ( TRAVEL ORDER)영문: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TEL, FAX 번호, 기간등 자세히 기재- 갑근세 OR 소득금액 증명서(영문번역 불필요)
- 회사법인인감 증명서 OR 개인 사업자 등록증,
- 방문 근거 서류( 멕시코 거래처에서 받은 기술자 초청장)
- 단기 방문자 (기술지원)용 입국 CARD 이므로 수수료없으며 30 일간 이용가능
4. 선원 (경유 VISA)
- 사진 1 매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선원 수첩 OR 여권
- 항해 일정표(멕시코 입국일, 출국일, 입국항 반드시 기재)
- 출장 증명서 ( TRAVEL ORDER)영문
5. 관용
-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 일간 VISA 면제
6. 기타
- 친지 방문, 경유시 관광과 동일
7. 서류 영사확인
건당 $ 36.00,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시 지불)
8. 입국세 안내
- 멕시코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비행기표에 입국세
USD $20.00 포함되며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 멕시코 입국 지점에서 입국세 USD
$20.00 을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입국세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출입국 절차 >
관광의 경우 입국 비행기내에서 배부하는 입국카드를 작성하여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물어보고 입국카드에 기간을 적는다(통상 30일). 입국카드는 두
장으로 구성되며 사본은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데 동 사본은 잘 보관했다가 출국시
항공사에서 보딩패스를 받을때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는 출국시 별도의 출국심사를 하지 않고 입국시 받은 입국카드 사본을 항공사
카운트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동 카드 분실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상용비자나 관용여권을 가진 경우 별도의 입국카드가 필요한데 비행기내에서 배포하지
않으므로 도착후 입국 심사장에 비치된 안내 데스크에서 양식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빨간색
카드임). 동 카드 역시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입국자에게 돌려주는데 사본은
받아두었다가 출국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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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반입 가능품목 >
의류, 화장품 등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신변용품, 카메라 또는 비다오 카메라, 필름 12통,
책, 운동용구 1점, 담배 20갑 또는 여송연 50개비 또는 가루담배 50그람, 와인 또는 리커
3리터, 개인용 의약품 및 기타용품으로 전체가격이 미화 300불 이내인 물품이다.
외국인의 경우 상기품목 이외에 쌍안경 및 카메라, 휴대용 T.V., 휴대용 카세트 라디오,
레코드 20장 또는 카세트, 휴대용 타자기, 악기 1점, 캠핑장비, 5개까지의 중고 장난감,
낚시대, 스키장비, 테니스 라켓 등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300불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평균 관세율은 32.8%이
며 전체가격이 1,000불이 넘는 경우에는 일단 보세창고 보관 후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혹시 샘플을 가져오는 경우라도 Invoice를 작성하되 Invoice 가격은 US$300이하로
작성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로부터ATA 까르네를
받아오는 것이 좋다. 물론 멕시코는 ATA 까르네 가입국은 아니지만 입국시 세관에서 사안에
따라 까르네를 인정해 주고 있다.
멕시코 공항의 통관시에는 자발적인 신고와 무작위 검사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발적
신고의 경우 특별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품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무작위 검사는 특별히 신고할만한 물건이 없는 경우 세관 검사대 앞에 놓인 신호등을
본인이 직접 누르게 되어 있는데 신호을 눌러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 검사없이 그대로
통과하며 적색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반입물을 전부 검사하게 된다. 적색불이 들어오는 확률은
20% 미만이나 검사에서 과세물품이 나올 경우 물품가격의 4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무작위검사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사전에 관련규정을 모른 것처럼 하여 벌금 없이 세금을 물고
통관하고 있다.
멕시코에 도착전 비행기내에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작성하게 되는데
무작위검사를 택하는 경우 세관신고면은 작성치 않고 서명 날인하는 면만 채우면 된다.
< 출입국 유의사항 >
중남미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의 화물
검색이 심하므로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을 절대 삼가야 하며, 음식류 반입도
금지되고 있다. 중남미인 및 중남미 거주 아시아계인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중남미를 경유해 오는 경우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시 대부분 짐 검사를 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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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환전/화폐단위, 대미환율

< 화폐 단위 >
멕시코 화폐단위는 페소(peso)이며, 단위는 미달러화 표시와 같은 “$”로 표기되므로
단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화폐단위를 M.N.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는 숫자 앞에 쓰는데 반해 MN은 숫자 다음에 쓰며 M.N.이란 MONEDA NACIONAL 의
약자로 “국민폐”라는 의미이다.
현재 유통중인 지폐는 20페소, 50페소, 100페소, 200페소, 500페소, 1000페소 등 6종이 있다.
주화에는 10페소, 5페소, 2페소, 1페소, 50센따보, 20센따보, 10센따보 등 7종이 있다.
< 지폐 도안의 내용 및 의미 >
- 20페소 : 가장 널리 쓰이는 지폐로서 멕시코 역사상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이자
유일무이한 인디오 출신 대통령인 BENITO JUAREZ를 담고 있다. 현 멕시코시티 공항도 그의
이름을 따 베니또 후아레스 공항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멕시코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최대의 대로인 REFORMA거리도 후아레스 대통령의 치적인 혁신적 개혁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혁이란 의미의 레포르마 거리로 명명됨. 또한 3월21일은 후아레스 대통령 탄신일
(NATALICIO)로서 국경일로 되어있다.
20페소 지폐 중심부에 나타나있는 독수리상은 선인장위에서 뱀을 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국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뒷면에는 후아레스 대통령의
동상이 새겨져 있다.
- 50페소 : 앞면에는 1810년 멕시코 독립운동의 기수이자 공화정 제창자인 JOSE MARIA
MORELOS 신부와 독립전쟁 당시의 대포가 인쇄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모렐로스 신부의
고향인 미쵸아깐의 호수풍경 및 동 지역의 상징물이 담겨있다.
- 100페소 : 15세기 신대륙 발견기 아즈텍 시대에 떼스꼬꼬 지역을 다스리던 성군
NEZAHUALCOYOTL왕과
동
왕국의
상징인
태양이
형상화되어
있고,시인으로서
네싸왈꼬요뜰왕이 남긴 싯구도 인쇄되어 있다.
- 200페소 : 멕시코 문학사에 길이 빚나는 17세기 천재 문학가이자 수녀였던 JUANA DE
ASBAJE (세례명 SOR JUANA INES DE LA CRUZ 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와 그녀가 집필한 책과
펜, 잉크 등이 나타나 있음. 후면은 소르후아나 수녀가 몸담았던 SAN JERONIMO 교단
수도원이다.
- 500페소 : 멕시코의 국경일인 뿌에블라 전투 대불 전승 기념일(1862년 5월5일 / 5 DE
MAYO)의 영웅 IGNACIO ZARAGOZA장군과 프랑스군과의 뿌에블라 전투 당시 로레또 격전장
모습이 앞면에 실려있고, 뒷면에는 PUEBLA 대성당과 동 상징물인 천사상이 새겨져 있다.
(싸라고사 장군은 후아레스 대통령을 도와 개혁전쟁(GUERRA DE REFORMA)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 1000페소 : 멕시코 독립의 영웅 미겔 이달고 신부(Muguel Hidalgo y Costilla)가 인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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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미환율

>

2005. 9.18일 현재 대미환율
U$1 = $ 10.81 PESO
< 대미환율 동향 및 전망 >
2004년 멕시코 페소화 환율이 평균 1달러에 11.28페소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11.25페소
내외로 다소 평가절상될 전망이다.
2002년부터 멕시코 페소화는 미달러화 대비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겪어왔으나, 작년 중반
부터 외환보유고 개선, 원유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다소 평가절상돼 왔다. 2002년부터 작년
중반까지의 페소화 약세에는 멕시코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환율 동향>
구 분

단위

연평균환율

페소 /U$1

2001
9.42

2002
9.66

2003
10.78

2004
11.28

2005*
11.25

*자료원 : 중앙은행, Banamex / 주 : * Banamex 전망치
2004년의 경우 1달러에 11.51페소에 달하던 환율이 하반기에 다소 평가절상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이자율 상승, 국제자금의 신흥시장으로의 유입 증가, 멕시코 경제 회복세, 원유가
인상으로 인한 멕시코 재정 상태 양호 및 외환보유고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록 올해 페소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는 미국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므로, 미 달러화 약세, 미 금리 인상 등
미국 경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봐야 한다. 또한, 2006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멕시코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변화 움직임도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36.

환전

멕시코는 1994년12월 22일에 환율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환전이 자유로워 졌으며, 은행 및
환전소에 따라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다.
환전 장소는 은행(BANCO), 환전소(CASA DE CAMBIO), 호텔 등이 있는데, 호텔보다는 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멕시코 공항 도착시, 공항 환전소에서 일부 필요한
금액을 환전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공항 환율이 좋기 때문에 거액의 금액을
공항에서 환전하여 시내로 들어올 경우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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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환전하는 경우 환율이 낮고, 환전 한도도 1인당 U$300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는 현금보다 환율이 좋은 것이 보통이며, 환전시 반드시 여권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한쪽에 서명을 해야 한다.
멕시코는 달러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게나 식당에서는 달러를 잘 받지 않으
며, 달러 여행자 수표는 더욱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페소화 현금을 휴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칸쿤(CANCUN)이나 아까풀코 (ACAPULCO) 등
유명 휴양지에서는 달러화로 거래가 가능하나, 적용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토요일에는 오전까지 환전소나 HSBS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공항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37.

기후

< 기후 특성 >
저지대는 고온 다습한 반면, 고지대는 온난건조하며 연평균 기온이 15-18도이다. 5월-9월
기간 중 많은 비가 내리며, 최저 160mm 최고 450mm 정도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강우량은
230mm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엘니뇨 및 라니냐 등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티후아나 등 북부지방에
홍수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멕시코 중부지역의 경우 최근
이상기온으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 주요 도시의 기후 >
수도 : 멕시코 시티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0M의 고지이기 때문에 고산기후를 보이고 있어 연중기후가 비슷하나,
겨울(11월-1월)에는 밤에 기온이 낮아지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가 쉬어
복장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11월말부터 시작되는 멕시코의 겨울엔 심각한 대기 오염에
급격한 온도 변화로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멕시코 시티의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 건기는 11월-5월 정도이며, 6월10월은 우기인데, 우기에는 보통 오후에 한 차례씩 소나기가 오지만 우리나라의 장마철과
같은 기후는 아니다.
최근 들어 멕시코 역시 이상기온 때문에 유례없는 더위에 최근 우기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은 최근 신규차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오래된 자동차가 폐차되어 예전보다는 상당부분 향상되긴 하였지만 건기에는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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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의 기후표
(단위 : 섭씨)
도

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

21

24

25

26

24

23

23

23

21

20

19

6

6

8

11

12

13

12

12

12

10

8

6

1

2

6

9

14

19

18

17

8

3

2

2

20

22

24

29

31

33

32

33

30

27

22

18

멕시코시티
(2,000m)
몬테레이
(538m)
아까풀꼬
(3m)

9

11

14

17

20

22

22

22

21

18

13

10

3

3

3

4

4

4

4

3

8

5

4

4

29

31

31

31

32

32

32

32

31

31

31

31

21

21

21

22

23

24

24

24

24

23

22

21

0

0

0

0

2

9

7

9

12

6

1

0

자료원 : South American Handbook
주 : 상단은 평균 최고기온, 중단은 평균 최저기온,하단은 월 평균 강우일수,( )는 해발
< 출장시 추천복장 >
멕시코시티의 경우 연교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일교차는 큰 편이므로 복장에 주의가
필요하다. 맑은 날은 낮에 우리나라의 늦봄 내지 초여름 날씨로 약간 덥고 조석으론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 제법 쌀쌀하기 때문에 반팔셔츠와 함께 스웨터가 항상
필요하다.(특히, 12월-1월 사이는 조석으로 초겨울 날씨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즉,
일반적으로 봄, 가을 옷을 준비하면 된다.

38.

공휴일/2005년 공휴일

( 2005년도 법정 공휴일 일정표 )
신 정 (ANO NUEVO) : 1월 1일(토)
제헌절 (ANIV. DE CONSTITUCION) : 2월 5일(토)
베니또 후아레스 대통령 탄신일 (NATALICIO) : 3월 21일(월)
부활절 (SEMANA SANTA) : 3월 24일 - 25일(목, 금)
노동절 (DIA DEL TRABAJO) : 5월 1일(일)
독립기념일 (DIA DE LA INDEPENDENCIA) : 9월 16일(금)
혁명기념일 (DIA DE LA REVOLUCION) : 11월 20일(일)
성탄절 (NAVIDAD) : 12월 25일(일)
( 선택 공휴일 )
대불 전승기념일 (BATALLA DE PUEBLA) : 5월 5일(목)
어머니의 날 (DIA DE LAS MADRES) : 5월 10일(화)
신대륙 발견일 (인종의 날 /DIA DE LA RAZA) : 10월 12일(수)
만성절 (한식일) (DIA DE LOS MUERTOS) : 11월 1-2일(화,수)
성모출현기념일 (과달루뻬 축제) (DIA DE VIRGEN DE GUADALUPE) : 12월 1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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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선택공휴일은 많은 일반 회사들이 휴무이지만, 은행이나 공무원들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임.
* 참고로 다른 유럽 및 중남미 국가처럼 공휴일이 주말에 있을 경우 그 다음날 즉, 월요일
휴무하는 경우는 없음.
* 연말 즉, 12월 20일부터 1월초까지 모든 공무원과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2-3주의
연말휴가를 갖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됨. 또한, 부활절 휴가
기간도 주로 일주일 정도 휴가내는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가 마비됨. 따라서, 동 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39.

시차/근무시간/근무시간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09:00-14:00시까지 오전근무, 14:00-16:00까지 중식시간, 16:00-20:00
까지 오후 근무로 되어있는데, 중식시간이 우리나라와 크게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우체국이나 세관, 전력청 등 일부 관청은 오전 중에만 대민 업무를 보는 곳이 많다.
한편,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들의 경우 1시 또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중식시간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금요일 오후는 중식시간 없이 3시까지 근무한 다음, 퇴근하여
주말 파티문화를 즐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일을 오후 2시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08:00 또는 08:30부터 14:00시까지 오전근무를 하고, 16:00부터
18:00시까지 오후근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중식시간은 보통 14:00-16:00인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09:00에 문을 열며 중식휴무 없이 16:00까지 업무를 보는데,
HSBC은행은 유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9:00시까지 대민업무를 보며, 일부 특정부서
만 16:00까지 근무한다.토요 휴무제로 토요일에는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으나, HSBC은행만
1시까지 오전 영업을 한다.
끝으로 연말에는 12월 중순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 특히,
책임자급은 연말휴가 기간이므로 출장시 이점에 참고해야 한다.

40.

시차/근무시간/시차, 회계년도

< 시 차 >
멕시코와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5시간으로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15시간이 느리다.
동계 기준시 한국시간 자정은 멕시코시간으로 전일 오전 9시, 한국시간 아침 9시면 멕시코
시간으로 전일 오후 6시가 된다.
그러나 4월-10월(하계)에는 서머타임 실시로 KST-14시간의 차가 발생한다. 즉, 하계에는 한국시간
자정이면 멕시코는 전일 오전 10시, 한국시간 아침 9시면 멕시코는 전일 오후 7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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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서머타임 제도는 4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02:00가 03:00로 조정되면서 1시간
빨라지며, 서머타임 해제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 02:00가 01:00로 조정되면서 1시간
늦춰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 회계년도 >
정부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41.

호텔/호텔(공항에서 호텔도착 방법)

< 호텔 >
멕시코의 호텔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패키지 상품이나 여행사를 통하면 1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요금은 호텔 정상 요금 기준임
* 가격은 변동 가능성 있음
가. 특급호텔
- 호텔명 : HOTEL NIKKO
주 소 : Campos Eliseos No. 204, Col. Polanco, C.P. 11560, Mexico
전 화 : (52-55) 5280-1111
팩 스 : (52-55) 5280-9191
요 율 : US$ 300(세금 및 조식 미포함) (* 싱글/트윈 동일)
특 징 : 동 호텔의 아침식사는 한국인 입맛에 비교적 맞는 편임
- 호텔명 : HOTEL MARIA ISABEL SHERATON
주 소: PASEO DE LA REFORMA NO.325, COL. CUAUHTEMOC
전 화: (52-55)5207-3933 FAX:(52-55)5207-0684
요 금: US$ 120 (세금, 조식 포함 / 싱글&트윈 동일 / KOTRA 할인요금)
- 호텔명
주 소
전 화
요 금

:
:
:
:

HOTEL MELIA
PASEO DE LA REFORMA NO. 1
52-55-5128-5000
US$ 185/195 (싱글/트윈, 세금 포함 )

나. 1급호텔
- 호텔명 : HOTEL WESTIN GALERIA PLAZA
주 소 : HAMBURGO 195, COL. JUAREZ, ZONZ ROZA, MEXICO
전 화 : (52-55)5230-1717
팩 스 : (52-55)5207-5867
요 율 : US$ 146(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박 (싱글/트윈 동일)

멕시코 - 60

<KOTRA 국가정보>

- 호텔명
주 소
전 화
요 금

:
:
:
:

HOTEL NH ZONA ROSA
LIVERPOOL 155 ZONA ROSA, COL. JUAREZ
(52-55)5228-9928 FAX:(52-55)5511-3490
US$ 173(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다. 중급 호텔
- 호텔명 : HOTEL BRISTOL
주 소 : PLAZA NECAXA 17, ESQ. PANUCO Y SENA MEXICO
전 화 : (52-55) 5208-1717
팩 스 : (52-55) 5533-0245
요 율 : U$ 75(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트윈)
U$ 65(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싱글)
라. CONDOMINIUM (한국의 콘도미니엄 개념)
- 호텔명 : CONDOMINIUM ESTOCOLMO 30
주 소 : ESTOCOLMO NO. 30, COL. JUAREZ
전 화 : (52-55) 5511-4545
팩 스 : (52-55) 5208-3609
요 율 : 방1개 US$ 115(세금 포함)
특 징 : 간단한 취사가 가능함.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호텔 도착 방법>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E홀)을 나오자마자 동 E홀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는 공항택시
쿠폰 판매소(Taquilla de Taxi: 따끼야 데 딱시)로 이동.
동 쿠폰 판매소에서 쿠폰을 구입(가격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공항에서 무역관 인근
호텔간은 대략 15불선임), 공항 건물밖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등록된 택시로 안전함)를 이용하여 호텔에 도착.
참고로 출국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요금(예를 들어서
50불 이상)을 부담하거나 심한 경우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함.

42.

호텔/ 멕시코시티 주요 호텔 명단

(* 아래 요금은 15%의 부가세를 포함한 미달러화 가격이며, 가격 변동가능)
-HOTEL CAMINO REAL(1급)
주소:MARIANO ESCOBEDO NO.700, COL. ANZUREZ
전화:(52-55)5203-2121 FAX:(52-55)5250-6897
요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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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NIKKO MEXICO(1급)
주소:CAMPOS ELISEOS NO.204, COL. POLANCO
전화:(52-55)5280-1111 FAX:(52-55)5282-3572
요금 : 125 (세금 포함)
-HOTEL INTERCONTINENTAL(1급)
주소:CAMPOS ELISEOS 2008-11 COL. POLANCO C.P.11560
전화:(52-55)5327-7777 FAX:(52-55)5327-7787
요금: 125 + TAX (조식 포함)
-HOTEL FOUR SEASONS(1급)
주소:PASEO DE LA REFORMA 500 COL. JUAREZ
전화:(52-55)230-1818 FAX:(52-55)230-1817
요금:310
-HOTEL MARIA ISABEL SHERATON(1급)
주소:PASEO DE LA REFORMA 325, COL. CAUUHTEMOC
전화:(52-55)5242-5555 FAX:(52-55)5207-0684
요금 : 120 (* KOTRA 할인요금 / 조식 및 세금 포함)
-HOTEL FIESTA AMERICANA REFORMA(1급)
주소:PASEO DE LA REFORMA 80, COL. TABACALERA
전화:(52-55)5705-1515 FAX:(52-55)5705-1313
요금:149
-HOTEL CROWNE PLAZA (1급)
주소:PASEO DE LA REFORMA 1, COL. TABACALERA
전화:(52-55)5128-5000 FAX:(52-55)5128-5050
요금: 182
-HOTEL MARCO POLO(2급)
주소:AMBERES 27,ZONA ROSA, COL. JUAREZ
전화:(52-55)207-1893 FAX:(52-55)533-3727
요금: 현금 150
-HOTEL SEVILLA PALACE(2급)
주소:PASESO DE LA REFORMA NO.105, COL. TABACALERA
전화:(52-55)5705-2800 FAX:(52-55)5535-3842
요금:** 현금 125 / 현금 135
-HOTEL ROYAL ZONA ROSA(2급)
주소:AMBERES 78 , ZONA ROSA, COL. JUAREZ
전화:(52-55)5525-4850 FAX:(52-55)5514-3330
요금: ** 현금 120 / 카드 130
-HOTEL CENTURY ZONA ROSA(2급)
주소:LIVERPOOL 152, ZONA ROSA, COL. JUAREZ
전화:(52-55)5726-9911 FAX:(52-55)5525-7475
요금: ** 현금 115 / 카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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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FONTAN(3급)
주소:COLON 27, ESQ. PASEO DE LA REFORMA
전화:(52-55)5518-5460/9 FAX:(52-55)5521-9240
요금: 73

-HOTEL SUITES MICHELANGELO(4급)
주소:RIO AMAZONAS 78, COL. CUATUEMOC, MEXICO, D.F.
전화:(52-55)5566-9877 FAX:(52-55)5566-9743
요금: 65
** 표시 요금은 한국여행사 등을 통한 특별 할인 요금임.

43.

식당/한국식당

* 멕시코시티 기준 주요 식당임.
- 한국정(PABELLON COREANO)
주소: Estocolmo No. 16, Col. Juarez (Zona Rosa)
전화: (52-55) 5525-2509 / 5514-2462
메뉴: 설렁탕 등 탕류, 김치찌게등 찌게류, 불고기, 갈비, 냉면 등 대부분의 한국 음식이
준비됨.
가격수준: 탕,찌게류가 1인분에 U$10 수준이며 4인 가족이 불고기 4인분과 냉면
등으로 식사하는 경우 약 U$100임.
특징: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식당
- 우래옥
주소 :
전화 :
특징 :
우래옥
제과점

Hambuergo No. 232, Col. Juarez (Zona Rosa)
(52-55) 5511-1233
식당의 내부는 최근 내부수리를 하여 깔끔한 편이며, 값이 저렴한 편임.
옆에는 일명 '코리아 타운'으로 한국 미용실, 비디오대여점, 식품점, 노래방,
등이 같이 있음.

- 영빈관
주소 : Varsovia No. 13, Col. Juarez (Zona Rosa)
전화 : (52-55) 5208-9399
특징 : 숯불갈비 전문식당임. 연중무휴로 일요일도 영업
- 청기와
주소 : Amberes No. 41, Col. Juarez(Zona Rosa)
전화 : (52-55) 5511-6198
특징 : 숯불고기, 찌게류 전문식당임. 대형 홀이 준비되어 각종 모임장소로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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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
주소 : Rio tiber No. 41, Col. Cuauhtemoc
전화 : (52-55) 5533-0268
특징 : 한정식. 가격은 1인당 140페소. 단, 점심식사는 60페소 균일가임.
- 주주
주소 : Londres 177 Piso1 Zona Rosa
전화 : (52-55) 5208-2734
특징 : 보쌈, 생선회, 복요리, 각종 찌게류 및 칼국수가 맛있는 집

44.

식당/일본식당

* 멕시코시티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본식당 기준임.
- 벤카이(BENKAI)
주소:CAMPOS ELISEOS 204 (NIKKO HOTEL 구내)
전화:(52-55) 5280-1111
특색:멕시코내 최고급 일식집으로 가격이 비싼편임.
Hotel Nikko 1층에 있으며, 중요한 손님접대에 좋은 식당임.
음식값은 약간의 주류를 포함 1인당 약 50-80불선임.
- 순토리(SUNTORY)
주소:TORRES ADLID 14,COL. DEL VALLE
전화:(52-55) 5536-9432
특색:Benkey와 함께 최고급 일식당으로 바닷가재 요리와 철판구이 요리로 유명함.
음식맛과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중요한 손님접대에 적당함.
가격은 약간의 주류와 함께 1인당 약 50-80불선임.
순토리는 REFORMA 거리에도 분점이 있는데 ADALID거리의 식당이 규모가큼.
- 후 지(FUJI)
주소: RIO PANUCO 128,COL CUAHUTEMOC
전화: (52-55) 5514-6814
특색 : 초밥이나 생선회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안주에 적합한 구이 또는 꼬치
종류는 괜찮은 편임(3층). 음식값은 중간수준임.
- 나가오까 (NAGAOKA)
주소 : ARKANSAS CO. 38, COL. NAPOLES
전화 : (52-55) 5548-9530
특색 :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으로 분위기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지만 깔끔함. 음식 맛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 위치는 WTC(WORLD TRADE CENTER) 뒷골목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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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Restaurante El Samurai)
주 소 : Nueva york No.85, Col. Napoles 03810, Mexico, D.F.
전 화 : (52-55)5523-1469
특 색 : 일본식 꼬치 요리 및 대판야끼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규모도 크고 깨끗함.
음식 맛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위치는 WTC (World Trade Center) 뒤에 있음

45.

식당/중국식당

* 멕시코시티 한국인 입맛에 맞는 중국식당 기준임.
- CHEZ
주소
전화
특징

WOK
: Tennyson 117, Polanco, Eqq. Presidente Masaryk
: (52-55) 5281-3410
: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중국식당이며, 가격은 다소 비싼 편. 중요한 손님 접대시
무난한 분위기의 식당

- HUNAN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2210, Col. Lomas de Chapultepec
전화 : (52-55) 5596-0123 / 5011
특징 : 고급스럽고 모던한 분위기의 중국식당이며, 가격은 다소 비싼편.
국제화된 중국음식이기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많이 찾고 있음
- EXELENCIA
주소 : Prado Sur No.110, Col. Lomas de Chapultepec
(Paseo de la Reforma 코너)
전화 : (52-55) 5520-7446
특징 : 비교적 고급스런 분위기의 중국식당이며, 가격은 다소 비싼 편
주방장이 한국의 롯데 호텔 주방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한국인 입맛에 맞게
요리해주기도 함. 북경오리가 괜찮은 편
- CHINA GIRL
주소: PRADO NORTE NO.370, COL. LOMAS DE CHAPULTEPEC
전화:(52-55) 5520-3108
특색: 내부는 그리 세련되지 않지만 음식 맛이 괜찮은 편이며, 가격도 부담이 없음
- TAI HONG
주소: PROLONGACION, BOSQUE DE REFORMA, NO.1316, LOMAS CHAMIZAL,
C.P.05129,
전화 : (52-55) 5208-6771
특색 : 식당의 규모는 적으나 음식 맛이 홍콩식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가격도 저렴한
편. 동 식당 주인은 CHINA GIRL 식당주인과 친척 관계로 메뉴와 분위기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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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SSOM
주소: SAN FRANSISCO 360, COL. DEL VALLE
전화:(52-55) 5523-8516 / 682-3478
특색: 멕시코 유명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음식 맛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편임.
북경 오리 요리가 유명함. 최근 Palmas에도 분점이 생겼음

46.

식당/멕시코 식당

* 멕시코시티 기준임.
- HACIENDA DE LOS MORALES
주소: VAZQUEZ DE MELLA NO.525
전화: (52-55) 5281-4569 / 5281-4703
특색: 멕시코의 전통식당이라기보다는 국제화된 서양식당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고급식
당임. 식사비는 통상 1인당 U$50-80 정도. 큰저택을 개조한 식당으로 실내와 정원
분위기가 고급스러움.
- SAN ANGEL INN
주소:DIEGO RIVERA NO.50 ESQ. CON ALTAVISTA, SAN ANGEL INN
전화:(52-55) 5616-1402 / 5616-1527
특색: 멕시코시티 남쪽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고급스런 분위기에 정원이 인상적임.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조금 비싼편임. 한번 정도 가볼만한 식당이며, 동 식 당
주변에는 주말에 전통공예품 벼룩시장이 열림.
- FOCOLARE
주소 : HAMBURGO NO.87-HI, COL. JUAREZ, DEL. CUAUHTEMOC, C.P.06600, MEXICO, D.F.
전화 : (52-55)5207-8503, 8257
특색 : 식사는 별로 맛이 없지만 식당 중앙에 공연무대가 있어 매일저녁 8:45분부터
멕시코 민속무용공연이 있어 볼만 함. 따라서 식사를 하면서 민속춤도 관람할 수 있음.
단, 1인당 입장료 (COVER FEE)가 있음.
- EL LAGO DE LOS CISNEROS
주소 : PRADO NORTE NO. 391, COL. LOMAS DE CHAPULTEPEC
전화 : (52-55) 5202-4244
특색 : 멕시코 서민요리이자 가장 대표적인 요리인 따꼬(TACO) 전문식당으로, 비교적
깔끔한 분위기이며, 다른 TACO 음식점보다 가격이 비싼 편임. 조식으로 다른 요리와
함께 베라크루스식으로 마시는 커피(CAFE CON LECHE)가 권장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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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GUA HACIENDA DE TLALPAN
주소:CALZADA DE TLALPAN 4619
전화:(52-55) 5655-7496
- LA CAVA
주소:AV. INSURGENTES SUR 2465
전화:(52-55) 5550-1106 / 5616-0052

47.

식당/기타

< 프랑스 식당 >
- Champs Elysees
주소: Paseo de la Reforma 316 (Amberes y Estocolmo),Juarez
전화: (52-55) 5525-7259, 5514-0450
특징 : 멕시코 최고의 프랑스 식당 중 하나이며 가격은 비싼 편임
- AU PIED DE COCHON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1층에 위치함)
전화: (52-55) 5327-7756
특징: 멕시코 최고의 프랑스 식당 가운데 하나임. 가격은 비싼 편임.
- MOUSTACHE
주소: RIO RENA NO.88, COL. CUAUHTEMOC
전화:(52-55) 5533-3390
특징 : 정통 프랑스 고급 식당으로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함.
그리고 식사 중 상의를 벗을 수 없음.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당 가운데 하나임.
- AMBASSADEURS
주소: PASEO DE LA REFORMA 12, COL. CENTRO
전화:(52-55) 5566-3546
< 이태리 식당 >
- ALFREDO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2층에 위치함)
전화:(52-55) 5327-7766
특징: 비교적 고급스런 분위기이며, 음식 맛이 깔끔한 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음.
- RAFAELLLO
주소: LONDRES 165, COL. JUAREZ (ZONA ROSA)
전화:(52-55) 5525-1343 / 특징: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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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식당 >
- TORRE DE CASTILLA
Escopo No. 31, Esq. Mazaryk, Col. Polanco,
Tel: (52-55) 5282-3540
특징: 비교적 정통 스페인 음식 맛에 가까운 식당으로 본점은 Hotel Camino Real에 있음.
돼지 뒷다리 오븐구이 요리가 대표적임. 인테리어가 독특함.
- Centro Castellano
Mariano Escobedo 700(Hotel Camino Real), Anzures
Tel: (52-55) 5531 7185
특징: 멕시코의 대표적인 스페인 식당으로 빠에야가 추천할만 함
< 기 타 >
- RESTAURANTE DE LAGO DEL CHAPULTEPEC
주소: LAGO MAYOR 2DA SECCION, BOSQUE DEL CHAPULTEPEC
전화: (52-55) 5515-9588
특색: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공원인 차뿔테빽(CHAPULTEPEC) 공원의 호수 옆에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의 전망이 좋아 분위기가 좋은 식당으로 유명. 식사비용은 비싼 편.
- LA MANSION (* 지점중 유명한 2곳만 소개)
주소: MONTANAS CALIZAS NO. 210, COL. LOMAS DE CHAPULTEPEC
전화: (52-55) 5520-5156
주소: RAINE NO. 332, COL. POLANCO
전화: (52-55) 5545-1838
특징: 숯불 고기요리로 유명한 식당이다.
- RINC0N ARGENTINO
주소: MASARIK NO.177, COL. POLANCO
전화: (52-55) 5254-8775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요리 전문 식당이다. 독특한 실내 인테리어로 유명.
- CAMBALACHE
주소: COL. POLANCO
전화: (52-55) 5280-2080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요리 전문 식당으로 상기 RINCON ARGENTINO보다 약간 고급스런 분위기
- Fisher’s
주소: Av. Dovali Jaime 75-L1, Santa Fe
전화: 5292-4884
특징: 해산물 전문점으로 점심식사 시간에만 영업.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가격은 인당 30-40불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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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통/통신/교통,통신

< 우리나라와의 교통 >
* 항공편
멕시코시티는 교통의 요지이나 한국과의 직항이 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로
L.A를 경유하여 멕시코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테러위험 때문에 미국비자
없는 사람은 미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미국비자가 없을 경우 뱅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를 경유해야 한다. 일반적인 캐나다 경유 노선은 KAL을 이용하여 “인천-뱅쿠버-멕시
코시티”또는 JAL을 이용하여 “인천-동경-뱅쿠버-멕시코시티” 이다. 참고로 캐나다 경유
노선일 경우 미국 경유보다 요금이 다소 비싸다.
멕시코 취항 항공편으로는 멕시코 항공사로 AEROMEXICO(AM)와 MEXICANA DE AVIACION(MX)의
2개사와 미국의 AMERICAN AIRLINE(AA), UNITED AIRLINE(UA), CONTINENTAL AIRLINE(CA),DELTA
AIRLINE(DL) 등이 있고, 기타 편수는 많지 않으나 브라질의 VARIG, 콜롬비아의 AVIANCA,
칠레의 LANCHILE, 아르헨티나의 LINEA AEREA ARGENTINA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JAL도 주2회 멕시코 시티에 취항하고 있다.
L.A에서의 비행기편은 거의 시간마다 1회씩 있으며, 미국항공사와 멕시코 항공사는 주로 낮
시간에 멕시코에 도착하는 반면 중남미 항공사 비행기는 밤 또는 새벽에 도착하는 것이 보
편적이어서 불편하며 또한 결항의 경우에도 미국, 멕시코 비행기는 멕시코시티에 자주 운항
하므로 바로 그 다음 비행기 연결이 가능하나 중남미 비행기는 주 1-2회가 보통이어서 불편
하다.
멕시코까지의 여행 시간은 서울-L.A구간이 약 11시간, L.A-멕시코시티간이 약4시간 정도
소요된다.
* 선

편

멕시코 국적선인 TMM(TRANSPORTACION MARITIMA MEXICANA)이 8일마다 한국을 취항하고 있으며,
한진해운도 98년부터 정기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선적항구는 부산이며, 멕시코
항구는 태평양 연안의 ENSENADA, MANZANILLO, LAZARO CARDENAS 및 SALINA CRUZ 항구 등이다.
극동을 운항하는 TMM의 운항 스케쥴은 홍콩-대만-부산-오사까-요꼬하마-롱비치(미국)-엔세
나다-만사니요-라사로 까르데나스-살리나꾸르스 이다.
부산에서 엔세나다까지는 보통 17일,만사니요까지는 21일,라사로 까르데나스까지는 22일,
살리나 꾸르스까지는 24일이 소요된다.
운송요금은 한국(부산)-멕시코(Manzanillo)간 40"컨테이너 순운임이 약 미화 2,900불,
한국(부산)-멕시코시티까지는 미화 3,900불 수준이다(2005년 1월 한진해운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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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통 >
* 택

시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4.8페소(0.5불)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노란색이 유연 휘발류 사
용 차량이고 초록색은 무연 휘발유 사용 차량임을 나타낸다. 일반 택시(초록색)의 경우
Volkswagen 구형(일명 딱정벌레/Two Door)을 이용하기 때문에 3명 이상 승차가 힘들다.
택시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로 미터요금대로 지불하면 되나 간혹 미터기가 고장 났거나
고장인 것으로 조작해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택시를 타자마자 확인이 필요하다.
붉은색 택시는 ‘콜택시’로 미터기 없이 사전 요금 결정 하에 이용하며 시내 곳곳에
SITIO(시띠오)라 불리는 CALL 대기소가 있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된다. 멕시코 치안이
나쁘고 시내택시가 위험하므로 콜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멕시코시티내 어디에서나 24시간 운행되는 콜택시 전화번호: 5660-1122 (스페인어만 통용)
공항택시는 노란색으로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데 입국장에 있는 택시 티켓 판매소에서 택시
티켓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때 멕시코 시내를 여러 군의 구역으로 나누어놓고
구역에 따라 요금을 책정,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공항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일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터무니 없는 요금을 강요 받거나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등록된 공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관광택시는 주로 호텔 앞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행선지별, 시간별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미터기가 없어 사전에 요금을 정해야 한다. 시간당으로 계약할 경우 통상 시간당 17불 정도
받고 있으며, 대형차가 많아 관광이나 비즈니스, 공항 왕래에 주로 이용된다.
결론적으로 택시요금은 일반택시의 두배가 콜택시(Sitio)이고, 콜택시 요금의 두 배가 바로
관광택시이다.
* 시내 대중교통
- 버스
시내버스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시내 곳곳으로 연결된다. 시내버스 유형은 대형 및
중형 마이크로 버스가 있으며 기본요금은 2페소이며, 5KM 초과시 1KM마다 0.5페소를 추가
징수한다(3.5페소 한도).
- 지하철
멕시코내의 지하철노선은 총 11개선으로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
구분 없이 2페소이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관광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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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통
- 항공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적으로
발달,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띠후아나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보통 항공편을 이용한다.
그러나 비행기요금이 상당히 비싼편이어서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접경지대인 띠후아나까지의
국내왕복항공료가 멕시코시에서 LA까지의 국제선 요금보다 더 비싸다.
- 도로
현재 계속 확장 중에 있으며 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단히 비싸 멕시코시티에서 430Km거리에 있는 휴양지 아까풀꼬
(ACAPULCO)까지의 왕복 통행료가 미화 100불을 상회한다.
- 지방버스
지방버스는 다양한 종류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고급은 우리나라 우등버스 이상의 수준으로
편리한 편이며,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 여행시 우등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철도
멕시코시티와 각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나 기차 성능이 노후와 되어
있고 또한 서비스가 나쁜 편이어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이용을 외면 당하고 있다.
< 국제 통신 >
장거리통신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멕시코 전화회사(TELMEX)"의 독점상태에 있었으나
'96년 8월부터 미국 등 외국 통신회사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었고 '97년 1월에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거리 전화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팩시밀리는 거의 모든 회사에 보급되어 있으나 전화 한대로 전화와 팩스를 돌려가며 쓰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 업체들에게 낮에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전화를 건 후 팩스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밤인 경우 자동으로 팩스 수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렇
지 않은 곳이 많아 시차관계로 항상 이곳 밤시간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한국업체들이 팩스
를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팩스를 전화로 받았을 때에는 TONO, POR FAVOR (또노, 뽀르
파보르)라고 얘기하면 팩스 신호를 넣어준다.
멕시코에서 다른 나라로 국제전화를 걸 경우는 먼저 00을 돌린 후 국가코드,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돌린다.
- 미국내 지역번호 213에 전화번호 795-6789인 경우 00-1-213-795-6789를 돌린다.
멕시코는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이 대단히 비싸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 몇 통화 보내면
호텔요금 보다 전화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호텔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가산하기 때문) 따라서 호텔에서는 COLLECT CALL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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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의 통화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TELMEX의 경우 할인대와 비할인대 시간이 있는데 할인대의
경우 (월-금 05:00-16:59, 토-일 24시간) 분당 U$1.4이며 비할인대 (월/금 17:00-04:59)는
분당 U$2.1불이 소요된다.
멕시코의 국가코드는 "52"이므로 한국에서 전화시 국가코드, 지역코드,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참고로 멕시코의 3대도시인 멕시코시티(MEXICO D.F.), 과달라하라(GUADALAJARA), 몬테레이
(MONTERREY)의 경우 지역코드는 2자리, 그리고 전화번호는 8자리임. 그리고 나머지 도시는
지역코드 3자리, 전화번호 7자리임.
-멕시코 무역관(전화 5514-3172)으로 전화하는 경우
001(또는 002) - 52 - 55 - 5514 - 3172
(국제전화) (멕시코) (멕시코시티) (무역관)
한국에 전화를 거는 경우 국제전화 코드인 00과 국가코드, 지역 코드, 전화번호를 돌린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전화거는 방법)
-서울 3460-7114에 전화하는 경우(00)(82)(2)3460-7114(국제전화)(한국) (서울) (전화번호)
를 돌림.
한국과 멕시코의 시차는 15시간으로 한국의 아침 9시가 멕시코의 전날 오후 6시이므로 통상
한국에서 출근하자마자 멕시코로 전화하면 통화가 가능하다.
하계 (4월 첫째주 일요일 새벽2시 - 10월 마지막주 일요일 새벽2시)에는 섬머 타임이
적용되므로 1시간이 빨라져 한국과 14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참고로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또는 국제팩스를 보낼 경우 지역번호 첫 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통화 또는 송신이 안돼 포기하는 바이어가 부지기수인 바 전화나
팩스번호 소개를 (82-2, 서울의 경우), (82-51, 부산의 경우) 와 같이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 통신 >
전화 1회선 설치 비용은 회선당 미화 2,500페소(약 230불) 이며, 설치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7일 정도이다.
전화요금은 상업지역과 가정요금이 다른데 상업지역은 기본요금이 약 U$24불, 가정요금은
U$18불 정도이다. 가정용 기본요금에는 100통화 또는 500분간의 요금이 포함되며 추가
통화시 통화당 1.31페소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상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에 무료통화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화당 1.26페소이다. 단, 1통화의 통화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반전화로 휴대폰과 통화시에는 분당 4.4페소가 들며, 공중전화를 통해
일반전화와 통화시의 경우 분당 1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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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전화
공중전화의 경우 모두 카드식으로, 카드는 30, 50,100 페소짜리 카드가 있는데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카드식 공중전화 사용시는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사용에도 전혀 불편이 없다. 참고로 약
50페소 짜리 카드면 한국까지 3분정도 통화가 가능하다.
* 시외전화 거는 요령
먼저 시외전화 코드인 '01'을 돌리고 다음 걸고자 하는 도시의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지역번호 33인 과달라하라의 3623-6543을 걸고자 할 때는
01-33-3623-6543을 돌리면 된다.

49.

유용한 연락처/유용한 연락처 - 응급시 비상 연락처

(주요 긴급 연락처)
-

기동경찰 : 060
모든 자문 및 실종신고: 5658-1111
긴급사태구조 : 5683-1154
소방서 : 5768-3700
시간안내 : 030
전화번호 안내 : 040
전화고장신고 : 050
여행자용 비상연락 : 5250-0123

(비상의료대책)
멕시코는 고지이기 때문에 간혹 고지 증세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공해 때문에 먼
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고지 증세는 우선 두통이 생기고 미열이 나며 구토증
세를 느끼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어 회복이 되므로 우선 호텔에서 안정
을 취하고, 심할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을 받을 수도 있다.
급한 병이 나면 호텔측에 문의,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벼운
감기나 두통 등과 같은 경우 약국에서 타이레놀 등 간단한 약품을 사서 복용할 수도 있다.
(주요 병원)
-

ABC 병원 / HOSPITAL ABC ☎ (52-55) 5230-8000 Observatorio 지점
(52-55) 1103-1600 Santa Fe 지점
스페인 병원 / HOSPITAL ESPANOL ☎ (52-55) 5255-9600
ANGEL 병원 / HOSPITAL LOS ANGELES ☎ (52-55)5449-5599 , Pedregal지점
(52-55)5246-5000 Lomas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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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최고의 의료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으로 안심할만하지만 그 대신
비용이 매우 높음. 예를 들어 1일 입원시 1000불이상 소요됨.

50.

유용한 연락처/유용한 연락처 - 관공서

-기관명: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 (공공정책부/ 감사원 기능 편입)
주소: Insurgentes Sur No.1735, Col. Guadalupe Inn, CP.01020,
Mexico, D.F.
TEL : (52-55)5663-4848 (ext. 6300)
FAX : (52-55)5663-3636 / 662-4511
* 국제입찰정보 WEB SITE : http://compranet.gob.mx
-기관명: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SHCP / 재무부)
주소: Palacio Nacional, Patio Central, Piso 3, Oficina 3025,
CP.06066,Mexico, D.F.
TEL : (52-55)5228-1100
FAX : (52-55)5542-2821
WEB SITE: http://www.shcp.gob.mx
-기관명: Secretaria de turismo (SECTUR / 관광부)
주소: Presidente Mazarik 172, Col. Polanco, CP. 11587, Mexico, D.F.
TEL : (52-55)5250-8555
FAX : (52-55)5250-4618
WEB SITE: http://www.sectur.gob.mx/
-기관명: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SRE / 외무부)
주소: Av. ricardo flores Magon No.1, TlaTEL : olco, CP.06905, Mexico, D.F.
TEL : (52-55)5782-4144 /255-0988
FAX : (52-55)5782-4109 /327-3003
WEB SITE: http://www.sre.gob.mx
-기관명: Secretaria de Economia(SE / 경제부)
주소: Alfonso Reyes No.30 Piso 17, Col. Condesa, CP.06140, Mexico, D.F.
TEL : (52-55)5729-9100
FAX : (52-55)5729-9313
WEB SITE: http://www.economia.gob.mx
-기관명: Banco de Mexico (BANXICO/ 중앙은행)
주소: 5 de Mayo No.2, Col. Centro, CP.06059, Mexico, D.F.
TEL : (52-55)5237-2000
FAX : (52-55)5237-2380 /237-2370.
WEB SITE: http: //banxico.org.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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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용한 연락처/유용한 연락처 - 은행

< 주요 일반시중은행 (BANCA COMERCIAL)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Mexico, S.A.(Banamex)
주소: Venustiano Carranza No.64 Mezzanie, Centro, CP. 06000, Mexico, D.F.
TEL : (52-55)5725-3000
FAX : (52-55)5225-5111 /225-5164
WEB SITE: http://www.banamex.com
특징 : 멕시코내 최대 규모의 은행/2001년 CITI GROUP에서 인수하였음
-기관명: BBVA - Bancomer, S.A.
주소: Universidad No.1200, Col. Xoco, CP.03339, Mexico, D.F.
TEL : (52-55)5621-3434 /621-3301
FAX : (52-55)5621-3988
WEB SITE: http://www.bancomer.com.mx
특징 : 멕시코내 제2위 규모 스페인계 은행
-기관명: HSBC, S.A.
주소: Reforma No.156, Col. Juarez, CP.06600, Mexico, D.F.
TEL : (52-55)5721-2222 /721-2719
FAX : (52-55)5721-2060
WEB SITE: http: //www.hsbc.com.mx
특징 : 점포수가 가장 많고 멕시코에서 토요일도 근무하는 유일한 은행
-기관명: Banco Inverlat, S.A.
주소: Blvd. Manuel Avila Camacho No.1, Piso 15, Col. Lomas de Chapultepec,
CP.11009, Mexico, D.F.
TEL : (52-55)5229-2917 /229-2211
FAX : (52-55)5229-2071
WEB SITE: http: //www.inverlat.com.mx
< 개발 은행 (BANCA DE DESARROLLO) >
-기관명: Nacional Financiera, S.N.C. (NAFIN / 산업은행)
주소: Insurgentes Sur No.1971, Col. Guadalupe Inn, CP.01020, Mexico, D.F.
TEL : (52-55)5325-6000 /325-7367
FAX : (52-55)5325-7568
사장 : Mario Laborin Gomez
WEB SITE: http: www.nafin.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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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은행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Publicos, S.N.C.(BANOBRAS / 공공서비스 은행)
주소: Insurgentes sur No.1582, Planta Baja, Col. Credito Constructor,
CP.03940, Mexico, D.F.
TEL : (52-55)5628-5400
FAX : (52-55)5628-5487
WEB SITE: http: //www.banobras.gob.mx
< 대외무역은행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N.C. (BANCOMEXT / 대외무역은행)
주소: Periferico Sur No.4333, Col. Jardines en la Montana, C.P.14210, Mexico, D.F.
TEL : (52-55)5449-9000 / FAX : (52-55)5449-9070
WEB SITE: http: //www.bancomext.com.mx

52.

유용한 연락처/유용한 연락처 - 경제단체

< 경제 단체 >
o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S.N.C
(BANCOMEXT/ 방꼬멕스트 / 멕시코 대외무역은행)
- 주소 : PERIFERICO SUR NO.4333,COL.JARDINES EN LA MONTANA
C.P.14210,MEXICO D.F.
- TEL : (52-55) 5449-9000
- FAX : (52-55) 5652-9408, 449-9070
- 사장 : MR. HECTOR FEDERICO REYES R.
- 성격 : 무역진흥기관. 한국 KOTRA의 기능 + 수출입 은행 기능 병행 수행
o CONSEJO MEXICANO DE COMERCIO EXTERIOR
(COMCE / 꼼세 / 대외무역협회)
-

주소 : LANCASTER NO 15, COL.JUAREZ, PISO 2. C.P.06600 MEXICO D.F.
TEL : (52-55) 5231-7102
FAX : (52-55) 5514-4976
사장 : VICTOR MANUEL GIORGANA JIMENEZ
성격 : CEMAI (쎄마이 / 대외경제협력위원회) 후신
한-멕 경제협력 위원회 사무국 운영. 대한 상공회의소를 카운터 파트너로 하여
매년 양국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o CONFEDERACION PATRONONAL DE LA REPUBLICA MEXICANA
(COPARMEX / 꼬빠르멕스 / 멕시코 경영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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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INSURGENTES SUR. 950 PISO 1, COL. DEL VALLE, C.P. 03100, MEXICO,D.F.
TEL : (52-55) 5682-5547
FAX : (52-55) 5687-2821 / 5536-1698
사장 : ALBERTO NUNEZ ESTEBA

o NACIONAL FINANCIERA, S.N.C (NAFIN / 나핀 / 산업은행)
- 주소: INSURGENTES SUR 1971 COL. GUADALUPE INN TORRE 4, PISO 13
C.P.01020 MEXICO, D.F.
- TEL : (52-55) 5325-6000
- FAX : (52-55) 5661-8418
- 사장 : MARIO LABORIN GOMEZ
- 성격 : 멕시코 국립 산업은행. 중소기업의 투자 금융 지원, 외국기업의 대 멕시코 합작
또는 직접투자 지원
o CAMARA NACIONAL DE LA INDUSTIRA DE LA TRANSFORMACION
(CANACINTRA / 까나씬뜨라 / 공업회의소)
-

주소 : AV. SAN ANTONIO NO. 256 COL. AMPLIACION, NAPOLES,C.P.03849, MEXICO, D.F.
TEL : (52-55) 5563-3400 / 5482-3000
FAX : (52-55) 5598-8044
회장 : MS. CUAUHTEMOC MARTINEZ GARCIA
성격 : 멕시코시티 공업회의소

o CAMARA NACIONAL DE COMERCIO DE LA CIUDAD DE MEXICO (CANACO / 까나꼬 / 상업회의소)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42 PISO 5,COL.CENTRO, C.P.06048 MEXICO D.F.
TEL : (52-55) 5592-2677
FAX : (52-55) 5705-4194
회장 : MR. MANUEL TRON CAMPOS
성격 : 멕시코시티 상업회의소

o CAMARA DE LA INDUSTRIA DEL CALZADO DEL ESTADO DE JALISCO
- 주소 : PROLONGACION AV.ALCALDE NO.1918,SECTOR HIDALGO
C.P. 44270,GUADALAJARA,JAL.MEXICO
- TEL : (52-33) 3824-6040 / 6615 / 9596
- FAX : (52-33) 3853-4983
- 회장 : MR. EDUARDO HUBER FLORES
- 성격 : 멕시코 신발업체의 80%이상이 집중되어있는 JALISCO주 신발협회
o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CANACERO / 까나쎄로 / 철강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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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AMORES NO.338 COL. DEL VALLE DELEG.
BENITO JUAREZ C.P.03100,MEXICO D.F.
- TEL : (52-55) 5543-4443
- FAX : (52-55) 5687-0517
- 회장 : C.P.JULIO CESAR WILLAREAL GUAJARDO
- 성격 : 멕시코 철강협회
o 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 DEL PLASTICO (ANIPAC /플라스틱 공업협회)
- 주소 : AV. PARQUE CHAPULTEPEC 66-301, COL. EL PARQUE,
C.P. 53390, NAUCALPAN EDO. DE MEXICO, MEXICO
- TEL : (52-55) 5576-5547/ 358 1488
- FAX : (52-55) 5576 5548
- 회장 : MR. ANGEL ORIA VARELA
- 성격 :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협회
o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VESTIDO (CNIV / 의류공업협회)
-

주소 : TOLSA NO.54,COL. CENTRO DELEG.CUAUHTEMOC C.P.06040,MEXICO D.F.
TEL : (52-55) 5588-7822,588-3934
FAX : (52-55) 5578-6346
회장 : MR. RAUL GARCIA
성격 : 멕시코 의류협회

o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DE TECNOLOGIA DE INFORMACION / AMITI (IT협회)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295, PISO 6, COL.CUAUHTEMOC, MEXICO D.F.
TEL : (52-55) 5488-3169 / 3170, 5207-0409
FAX : (52-55) 5488-3171
회장 : MR. JAVIER ALLARD TOBOADA / GENERAL DIRECTOR (상근부회장)
* IT협회 회장은 멕시코 HP 사장임. (MR. CARLOS GUZMAN)
- 성격 : 멕시코 최대의 IT협회로서 회원사 160여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o CAMARA DE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ON (CNIC / 건설협회)
- 주소 : PERIFERICO SUR. NO.4839,COL.PARQUES DEL PEDREGAL
C.P.14010,MEXICOD.F.
- TEL : (52-55) 5424-7400
- FAX : (52-55) 5424-7468
- 회장 : ING.JORGE VIDEGARAY VERDAD
- 성격 : 멕시코 건설협회
o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A.C.
(AMIA / 아미아 / 자동차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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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NSENADA NO.90 COL. CONDESA, C.P.06100,MEXICO D.F.
TEL : (52-55) 5272-1144
FAX : (52-55) 5272-7139
회장 : LIC. CESAR FLORES ESQUIVEL
성격 : 멕시코 자동차공업협회

o ASOCIACION NACIONAL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UBLICA MEXICANA (ANIERM / 아니에름 / 수출입협회)
-

주소 : MONTERREY NO.130 1ER PISO COL.ROMA, C.P.06700,MEXICO D.F.
TEL : (52-55) 5584-9668 / 5584-9522 / 5564-8618
FAX : (52-55) 5584-5317
회장 : ING. FILIBERTO VILLALON HERRERA
성격 : 멕시코 수출입업자협회

o ASOCIACION MEXICANA DE DISTRIBUIDORES DE MAQUINARIA,A.C.
(AMDM / 기계류 유통업체 협회)
- 주소 : FRANCISCO PETRARCA NO. 232, COL. CHAPULTEPEC MORALES(PONLANCO),
C.P. 11570,MEXICO D.F.
- TEL : (52-55) 5531-6976
- FAX : (52-55) 5531-6858
- 회장 : ING. NORBERT THULLEN
- HOMEPAGE : www.amdm.org.mx
- 성격 : 멕시코 기계류 수입상 협회
o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TEXTIL
(CANAINTEX /까나인텍스 /섬유공업협회)
-

주소 : PLINIO 220 COL. POLANCO C.P.11510, MEXCIO, D.F.
TEL : (52-55) 5280-8637
FAX : (52-55) 5280-3973
회장 : ROSENDO VALLES COSTAS
성격 : 멕시코 섬유산업협회

o CAMARA MINERA DE MEXICO (CAMIME / 까미메 / 광물협회)
-

주소 : SIERRA VERTIENTES 369, LOMAS DE CHAPULTEPEC,C.P.11000, MEXICOD.F.
TEL : (52-55) 5540-6788/9
FAX : (52-55) 5540-6061
회장 : MR. JOSE CERRILO C.
성격 : 멕시코 광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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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ONFEDERACION DE CAMARAS NACIONALES DE COMERCIO
(CONCANACO / 꽁까나꼬 / 상업협회 총연합회)
-

주소 : BALDERAS 144 3er. PISO COL. CENTRO . C.P. 06079, MEXICO, D.F.
TEL : (52-55) 5709 0433 / 5722-9300
FAX : (52-55) 5722-9300 (EXT. 9401)
회장 : LIC. ARTURO GONZALEZ
성격 : 멕시코 상업협회 총연합회로 상인 및 수입업자 이익 대변

o CONFEDERACION DE CAMARAS INDUSTRIALE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CONCAMIN / 꽁까민 / 공업협회 총연합회)
-

주소 : MANUEL MARIA CONTRERAS 133-7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TEL : (52-55) 5140-7800/-19
FAX : (52-55) 5140-7831
회장 : MR. LEON HALKIN BIDER
성격 : 멕시코 산별조합 총연합회로 주로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 이익 대변

o ASOCIACION NACIONAL DE TIENDAS DE AUTOSERVICIOS
Y DEPARTAMENTALES (ANTAD / 안땃 / 백화점.수퍼마켓 협회)
- 주소 : HORACIO 1855, 6o. PISO, COL. CHAP. MORALES, C.P.11570,
MEXICO D.F.
- TEL: (52-55) 5580 1772
- FAX: (52-55) 5395 2610/11
- 회장 : MR. VICENTE YANEZ
- HOMEPAGE : www.antad.org.mx
- 성격 : 수퍼마켓 및 백화점 협회
o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AC. (CCE / 기업조정회의소)
-

주소 : LANCASTER 15 COL.JUAREZ C.P. 06600, MEXICO D.F.
TEL : (52-55) 5229-1100
FAX : (52-55) 5514-0808, 5229-1143
회장: ING. JOSE LUIS BARRAZA GONZALEZ

53.

유용한 연락처/유용한 연락처 - 한국기관

ㅇ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LOPE DE ARMENDARIZ 110, LOMAS DE CHAPULTEPEC, MEXICO,D.F., MEXICO
- TEL : (52-55) 5202-9866, 202-7160
- 주요인사 : 대사 조규형, 상무관 신기택, 영사 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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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TRA 중남미지역본부 겸 멕시코무역관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EDIF. AVANTEL,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 (52-55) 5514 - 3173
- FAX : (52-55) 5514 - 3170
- 중남미 지역본부 및 무역관 직원 현황(총 7명)
관장겸 중남미지역본부장 : 우제량
부본부장 : 박성기부장
중남미 지역본부 관원 : 강명재 과장
멕시코무역관 관원 - 김영서 차장, 김윤희 과장, 홍정아 과장, 윤의정과장
* 증권거래소 (BOLSA DE VALORES 또는 CENTRO BURSATIL이라 함) 바로 옆 건물임.
ㅇ 한국수출보험공사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EDIF. AVANTEL,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 (52-55) 5514 – 3173 / - FAX : (52-55) 5514 - 3170
- 소장 : 이도열 차장
* KOTRA 멕시코무역관과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있음.
ㅇ 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 350 PISO 8 EDIF. TORRE DEL ANGEL
COL. JUAREZ, MEXICO, D.F.
- TEL : (52-55) 5511-8445
- FAX : (52-55) 5511-8472
- 소장 : 최홍진 부장
ㅇ 교민회
- 주소 : AV. CHAPULTEPEC NO. 408, COL ROMA, MEXICO D.F.
- TEL : (52-55) 5533-0456
- FAX : (52-55) 5533-0457
ㅇ 한글학교
- 주소 : DURANGO NO. 101, COL. ROMA, MEXICO D.F.
- TEL : (52-55) 554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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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유용한 연락처/유용한 연락처 - 항공사

Mexicana
Aeromexico
Delta Airline
Continental
American Air
Air Canada
United Airline
Japan Air Line

55.

(52-55)
(52-55)
(52-55)
(52-55)
(52-55)
(52-55)
(52-55)
(52-55)

5448
5133
5279
5283
5209
5627
5627
5242

0909
4010
0909
5500
1400
0222
0222
0130

여행시 유의사항/여행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여행 준비 >
간단한 약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한국에서 쓰던 약들을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감기약, 진통제, 지사제 등) 특히 장기 체류인 경우 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 (청심환,
유아의 경우 기응환, 정로환, 물파스, 기타 한방의약품)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의복준비 관련 사항은 기후편의 "출장시 추천복장" 참조 요망
< 여행 여건 >
멕시코의 수돗물은 외국인들에게는 식수로 적합하지 못하므로 정수된 물을 마셔야 하며
호텔에서도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한다. 고지증세의 하나로 자다가 갈증이 나는 수가
많으므로 취침 전에 물은 꼭 준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건기). 호흡 곤란 등 고지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적절한 장소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인근 병원에 연락, 산소 공급을 받는
것이 좋다.
멕시코는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택시요금이
그다지 비싸지 않으므로 단기 여행자는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으나 일반택시는
종종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약간 비싸더라도 콜택시
(스페인어로 "SITIO/시띠오"라 함)를 타는 것이 안전하다. 멕시코는 치안이 매우
불안하므로 다음과 같은 출장자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 요망된다.
- 일반 시내택시는 절대 타지 말 것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반드시 공항택시 티켓을 구입, 공항택시 이용
호텔에서는 호텔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장소에는 콜택시(Sitio/씨띠오)를 요청,
반드시 콜택시를 이용해야 함. 참고로 각 지역마다 콜택시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
서나 부를 수 있는 콜택시 전화번호는 5660-1122임.
- 호텔에서 상담 또는 관광에 나설 경우 귀중품은 프런트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현금만
소지하고 약간의 비상금을 별도 소지하고 외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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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중 시내 배회 절대 금지
- 안전지대 호텔 투숙
시내 골목길 근처 호텔 투숙 자제, 안전지대 대로변 호텔 투숙
- 이방인 티를 내지 말 것
- 거리에서는 절대로 지갑을 내보이지 말 것
< 팁 >
식후 팁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계산서 금액의 약10% 정도면 무난하다. 그러
나 고급식당에서는 저녁식사의 경우 금액의 15%까지 팁을 주는 것이 좋다. 한편, 일부 식당
에서는 팁이 포함되어 계산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호텔 방 청소 및 개별 심부름 등의 경우 1불 정도 지불하며, 포터에게는 큰 짐의 경우 개당
1불-1.5불(고급호텔의 경우)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VALET PARKING의 경우 주차요금 외에 팁으로 10페소(약 1불)를 잔돈으로 지불한다.
< 전기 규격 >
멕시코의 전기규격은 110 V, 60 Hz이며
가능하다(승압기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

220V제품은

승압기가

있어야

사용이

< 이발소 >
이발소는 시내 곳곳에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장원 (ZONA ROSA에 6개소 정도)도 이용
가능하다. 이발료는 한국 미용실의 경우 커트만 하는 경우 80-120페소로 차이가 많은데,
100페소가 보통이다. 한국과 같은 공중목욕탕은 없으며, 구두닦이는 시내 곳곳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10-20페소선이다.
< 쇼

핑 >

(물가)
멕시코 물가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나 품목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과일이나 육류의 경우
서울의 50-70% 선이며, 의류 및 가전제품, 특히 자동차 등의 경우 서울의 130-300%선이다.
한국식품은 서울의 3-4배 가격으로 비싸다. 즉, 과일, 야채 등 일차상품은 싸지만 공산품이
나, 외식비 등은 매우 비싸다.
(쇼핑 장소)
멕시코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곳은 (1)백화점, (2)전문점, (3)슈퍼체인, (4)재래시장, (5)노
점상, (6)약국슈퍼점, (7)도깨비시장(일명 TEPITO시장으로 멕시코시티에만 존재)으로 대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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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백화점은 Palacio de Hierro, Liverpool, Sears, Sanborns 등이 있으며, 주로
고급품을 취급하며 상품가격이 비교적 높다. 전문점은 명품 브랜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청담동과 같은 POLANCO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이곳 역시 고급품을 취급하며 가격이 비싸다.
멕시코에는 슈퍼체인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대표적인 체인으로는Gigante, Comercial
Mexicana, Wal-Mart, Soriana, COSTCO 등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은 각 개별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이 혼재해 있다. 멕시코
시티의 경우 구시가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시장은 직물거리, 액세서리 거리, 문구류 거리,
의류, 신발류 거리 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 곳은 주로 저가
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범죄방지
를 위해서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점상들은 주로 시장 거
리를 따라 발달해 있는데 값싼 제품을 더욱 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
하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 수퍼점은 일반적으로 FARMACIA라는 점포로 의약품과 일반 식품.완구 등 잡화류로 품목
이 한정되어 있으나 점포수면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도깨비 시장은 멕시코
내에서도 멕시코 시티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TEPITO 시장을 지칭하는데 기본적으는 재래시
장과 성격이 유사하나 판매물품이 대부분 밀수품 또는 도난물품인 경우가 많아 가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거나 정상가의 2/3 또는 1/2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100% 현금거래이고
A/S는 보장되지 않으며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다.
(특산품)
멕시코의 특산품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떼낄라와 은세공품 등인데, 떼낄라는 일반
수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타 특산품은 다음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o MERCADO ARTESANAL BUENAVISTA
Aldama Frente Ferrocarriles : 은, 오닉스, 가죽제품
o MERCADO INSURGENTE
Calle Londres en Zona Rosa : 화산석 조각품, 가죽제품, 토속그림

56.

관광명소

< 시내 관광 명소 >
* 멕시코시티 기준임.
o Zocalo (소깔로) : 헌법 광장 (PLAZA DE LA CONSTITUCION)
- 대통령궁이 있으며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광장 (시내 중심지에 위치)
- 바로 옆에 Metropolitan Cathedral (대성당) 이 위치. 스페인 식민지시대의 중심 광장이며,
스페인 정복전에는 아즈떼까의 신전이 있던 중심지. 식민지시대의 총독궁(대통령궁)등의
건물과 한쪽으로 아즈떼까 신전의 잔해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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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인류학 박물관 (Museo Nacional de Antropologia)
멕시코 고대문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박물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
위치 : Chapultepec 공원 길건너편
전화 : 5553-6266

o
-

국립
각종
매주
매주
주소
전화

예술극장 (Palacio de Bellas Artes)
문화행사가 열리는 오페라 하우스로 소깔로 광장 옆에 위치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멕시코 전통 민속무용 및 음악 공연
수요일 오후 8시와 일요일 오전 9시 및 오후 8시 (2회) 공연
: AV. Juarez and Eje Central Lazaro Cardenas
: 5585-4888

o 투 우 장
- 객석 5만석의 세계 최대의 투우장
- 시내에 위치, 11 1월 중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경기
o 가리발디 광장
- 멕시코 특유의 악단인 마리아치의 연주 및 노래 청취
- 시내 중심가에 위치, 저녁 9시 이후 관람 가능
< 시외 관광 명소 >
ㅇ 떼오띠와깐 피라미드
- 떼오띠와깐(TEOTIHUACAN)은 신의 도시라는 의미로 기원전 약 2세기에 건립
(멕시코 동북쪽 약 50KM에 위치)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 춘분과 추분시에 태양의 정기를 받기 위한 내국인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룸
< 관광 방법 >
- 주요호텔에는 관광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며 오전 또는 오후 투어, 1일 투어 등
다양한 여행사 프로그램이 있으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임. 예를 들어서 떼오띠와깐
피라미드, 소깔로 광장, 바씰리까(BASILICA) 성당 등의 경우 반일 투어+영어 가이드에
30-50불 수준임. 여행사의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경우 호텔의 관광택시를 이용해도 되지만
가격이 비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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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용한 현지어 표현/유용한 현지어 표현 - 발음 규칙

스페인어는 철자 그대로 읽어주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나 다음과 같이 영어와는 상이한
음가를 가진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 GERENTE - 헤렌떼 - 매니져 MANAGER (G가 단어 첫머리에서 ㅎ 발음)
GIGANTE - 히간떼 - 거인 GIANT, 멕시코내 대형 수퍼마켓 이름
HABANA - 아바나 - 쿠바 수도(H는 묵음임)
JOSE - 호세 - 사람이름 요셉 JOSEPH
LLANTA - 얀따 - 자동차 타이어 TIRE / PLAZA - 쁠라싸 - 광장 SQUARE

58.

유용한 현지어 표현/인사말

o
o
o
o
o

(Muchas) Gracias. (무차스) 그라시아스 ; (대단히) 감사합니다
De nada ( Por nada ) 데 나다 (뽀르 나다) ; 천만에요
Perdon. 또는 Disculpe. 뻬르돈 / 디스꿀뻬 ; 미안합니다
Con permiso. 꼰 뻬르미소 ; 실례합니다
Buenos dias.
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세요(아침 인사)
Buenas tardes. 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세요 (오후 인사)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 안녕하세요 (저녁 인사)
o Mucho gusto.
무쵸 구스또 ;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면 인사)
o Como esta?
꼬모 에스타 ;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구면인사)
o Adios. 또는 Hasta luego. 아디오스 / 아스따 루에고 ; 안녕히 가세요(계세요)
* 기타 중남미 국가에서는 헤어질 때 친구들끼리 주로 CHAO (차오)라고 인사하지만
멕시코는 일반적인 인사말이 아님.
o Cuanto cuesta ? 꾸안또 꾸에스따 ; 가격이 얼마입니까?
o Por favor
뽀르 파보르 ; 부탁합니다

59.

유용한 현지어 표현/숫 자

1 UNO (우노)
2 DOS (도스)
3 TRES (뜨레스)
4 CUATRO (꾸아뜨로)
5 CINCO (씽꼬)
6 SEIS (세이스)
7 SIETE (씨에떼)
8 OCHO (오초)
9 NUEVE (누에베)
10 DIEZ (디에스)
100 CIEN(TO) (씨엔, 씨엔또) 1,000 MIL (밀)
10,000 DIEZ MIL
100,000
CIEN MIL
1,000,000 MILLON (미욘)
* 100 : 씨엔 / 110 : 씨엔또 디에스

60.

국토

o 면적 : 1,958,201 KM2 (한반도의 약9배, 남한의 약20배 크기임)
o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326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와 접경
o 국토 면적 세계 12위,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제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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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민/인구

o 총 105.9백만명('04년말 기준)
* 멕시코는 인구컨센서스 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 실시한 census 조사는
2000년임
-

성 비 : 여성 51.4 %, 남성 48.6 % 로 여성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인구 비중 : 도시인구 70.8%, 촌락 인구 29.2%
경제활동인구 : 전체인구의 54.2%
12세 이상 인구 : 전체인구의 76.3%
인구규모 세계 11위로 도시 집중형 인구분포 형성
평균 수명 : 75세

멕시코의 인구분포상 특징은 14세 전후의 새로운 경제활동 대상 인구층이 36%나 차지하고
있고 14-60세 연령층이 64% 내외로 추정되고 있음
연령별 성별인구

연령

1995
전체

남성

2000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91 158 290 44 900 499 46 257 791 97 483 412 47 592 253 49 891 159

0 - 4

10 724 100

5 449 356

5 274 744 10 635 157

5 401 306

5 233 851

5 - 9

10 867 563

5 515 644

5 351 919 11 215 323

5 677 711

5 537 612

10 - 14

10 670 048

5 404 261

5 265 787 10 736 493

5 435 737

5 300 756

15 - 19

10 142 071

5 022 243

5 119 828

9 992 135

4 909 648

5 082 487

20 - 24

9 397 424

4 538 686

4 858 738

9 071 134

4 303 600

4 767 534

25 - 29

7 613 090

3 652 995

3 960 095

8 157 743

3 861 482

4 296 261

30 - 34

6 564 605

3 152 462

3 412 143

7 136 523

3 383 356

3 753 167

35 - 39

5 820 178

2 804 296

3 015 882

6 352 538

3 023 328

3 329 210

40 - 44

4 434 317

2 173 041

2 261 276

5 194 833

2 494 771

2 700 062

45 - 49

3 612 452

1 763 505

1 848 947

4 072 091

1 957 177

2 114 914

50 - 54

2 896 049

1 418 508

1 477 541

3 357 953

1 624 033

1 733 920

55 - 59

2 231 897

1 083 293

1 148 604

2 559 231

1 234 072

1 325 159

60 - 64

1 941 953

929 650

1 012 303

2 198 146

1 045 404

1 152 742

65 - 69

1 425 809

674 004

751 805

1 660 785

779 666

881 119

70 – 74

1 079 803

521 069

558 734

1 245 674

589 106

656 568

75 - 79

666 196

317 553

348 643

865 270

411 197

454 073

80 - 84

434 120

193 923

240 197

483 876

217 330

266 546

85 이상

421 762

182 800

238 962

494 706

209 654

285 052

미상

214 853

103 210

111 643

2 053 801

1 033 675

1 020 126

*자료원 : INEGI, CENSOS GENERALES DE POBLACION Y VIVIEND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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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도인구
- 멕시코시티 위성도시권역 (ZONA METROPOLITANA) : 1,772만명
- 순수 멕시코시티 (D.F.)만의 인구는 850만명
주별 인구
주
전체

전체

남성

여성

97 483 412

47 592 253

49 891 159

944 285

456 533

487 752

2 487 367

1 252 581

1 234 786

Baja California Sur

424 041

216 250

207 791

Campeche

690 689

344 334

346 355

2 298 070

1 140 195

1 157 875

542 627

268 192

274 435

Chiapas

3 920 892

1 941 880

1 979 012

Chihuahua

3 052 907

1 519 972

1 532 935

Distrito Federal

8 605 239

4 110 485

4 494 754

Durango

1 448 661

709 521

739 140

Guanajuato

4 663 032

2 233 315

2 429 717

Guerrero

3 079 649

1 491 287

1 588 362

Hidalgo

2 235 591

1 081 993

1 153 598

Jalisco

6 322 002

3 070 241

3 251 761

Mexico

13 096 686

6 407 213

6 689 473

Michoacan de Ocampo

3 985 667

1 911 078

2 074 589

Morelos

1 555 296

750 799

804 497

Nayarit

920 185

456 105

464 080

Nuevo Leon

3 834 141

1 907 939

1 926 202

Oaxaca

3 438 765

1 657 406

1 781 359

Puebla

5 076 686

2 448 801

2 627 885

Queretaro de Arteaga

1 404 306

680 966

723 340

874 963

448 308

426 655

San Luis Potosi

2 299 360

1 120 837

1 178 523

Sinaloa

2 536 844

1 264 143

1 272 701

Sonora

2 216 969

1 110 590

1 106 379

Tabasco

1 891 829

934 515

957 314

Tamaulipas

2 753 222

1 359 874

1 393 348

962 646

469 948

492 698

Veracruz de Ignacio de la Llave

6 908 975

3 355 164

3 553 811

Yucatan

1 658 210

818 205

840 005

Aguascalientes
Baja California

Coahuila de Zaragoza
Colima

Quintana Roo

Tlaxcala

Zacatecas

1 353 610
653 583
* 자료원 : INEGI, CENSOS GENERALES DE POBLACION Y VIVIENDA, 2000)
* 인구증가율: 2.1% / 인구밀도: 46명/km2

700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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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종족

o 종족 구성: 혼혈(MESTIZO) 80%, 백인 9%, 원주민(INDIO) 10%, 기타 1%
멕시코 내에서 표면적인 인종차별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상류층과 중하위층의 문화.정치
세력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 즉, 실질적으로 멕시코 사회는 소수 백인층이 지배하고
있으며, 대대로 경제. 사회. 정치적 기득권을 세습하고 있다. 하위층의 경우 상위층과 실제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여건상 하위층의 상위계급 변경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이들 계급층의 지위 변경은 무교육, 무기회의 악순환으로 단시일내
개선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하위층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학금으로 일류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백인들의 인맥을 동원한 급여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멕시코의 일류 대기업, 특히 공기업 우리나라와 같이 공채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인맥을 통한 직원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63.

국민/언어

멕시코의 공용어는 스페인어(ESPANOL)이다.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적인 휴양지인 칸쿤(Cancun), 아까뿔꼬(Acapulco) 등지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한편, 멕시코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영어 구사자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과
상류층은 대부분 영어 구사에 문제가 없다.

64.

국민/종교

o 분포: 카톨릭 89.7%,신교 4.9%, 유대교 0.1%, 기타 종교 1.4%, 유사 종교 0.7%, 무교
3.2% (자료원: INEGI, 2000, 멕시코는 5년마다 인구컨센스 실시)
스페인 지배의 영향으로 카톨릭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카톨릭은 일반국민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79년 멕시코를 처음 방문한 이래 2002년 5번째 방문하는 등 카톨릭계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있으나 카톨릭이 전체의 8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구교도가
많다. 이는 스페인 식민지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며 휴일에
성당을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최근90년대부터 여호와의 증인(TESTIGO DE JEOVA)이 신종교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종교적인 행사는 매우 성대하여 부활절 주간과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추석, 구정과 같은
휴일이며 결혼, 장례 등의 의식행사도 대부분 교회에서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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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민/국민성

멕시코인들, 특히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기질은 미국의 영향때문인지
상당히 타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전통적인 원주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나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지나치게 셈에 밝고 평소에 친분관계를
잘 지하다가도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멕시코인들은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어 약속장소에 늦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
사이다. 이에 따라 기분을 상하여 대화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화된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자체가 원주민들과 스페인사람들 그 이후 여러 나라의 유럽계 이민족이 섞여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족이나 이교도에 대한 배타성은 없는 편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얼마나 잘사는 나라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동양
사람 가운데에도 일본인은 잘사는 사람으로 우대를, 중국과 대만인은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
하는 편이다. 그러나 2002년말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인들의 신뢰도는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약속을
지키는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담시에는 곧 거래를 할 것 같이 말하다가 언제 그랬는가 하는
식으로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
또한 멕시코인들은 NO라는 대답을 별로 안하는 편이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확실해
서 좋으나 대답을 안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화로 대답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전화하면 항상 자리에 없
고, 메시지를 남겨 놓아도 연락이 없고 하는 경우는 대답이 NO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한편으로 한국인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신뢰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멕시코인들이
KOTRA 멕시코무역관에게 하는 불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한국업체들은 도대체 가타부타
거의 회신이 없다는 것이다.
거래의 정확성 및 신뢰도는 나라의 선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국기업들도 좀더
선진화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국기는 역시 축구라고 할 수 있다. 각 주별로 프로 축구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시합에서 이길 경우 시내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광란상태에 빠진다.
권투도 상당히 애호하여 세계적인 권투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바 있다.
야구도 다소 좋아하는 편이지만 농구나 배구 등 기타 구기는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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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춤을 좋아하여 한국사람들이 모이면 노래를 하듯이
이곳 사람들은 모이면 춤을 춘다. 멕시코인들은 크리스마스나 독립기념일 등 축제일이나
파티행사를 비롯하여 생일, 결혼, 은혼식, 금혼식 등의 경우 가족 또는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거의 예외 없이 춤을 즐긴다.
끝으로 멕시코인 노동자의 경우 300년 식민지 유산 때문에 무엇을 잘 못해도 절대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갖가지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대 때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와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많다.

66.

국민/가족생활

o 결혼
결혼 적령기는 남자의 경우 25-30세, 여자는 20-23세 정도이나, 최근 여성의 결혼 적령기도
점차 늦어지는 추세이다. 멕시코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계급끼
리 결혼이 이루어지며 계급을 초월한 결혼은 극히 드물다.
o 가정생활
과거에는 대가족제의 생활이 많았고 여자도 결혼하면 시가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았으나
지금은 핵가족화되어 결혼하면 분가하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어서 결혼
할 때까지는 부모의 간섭이 심한 편이다. 경제권은 통상 남자가 가지고 있으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녀가 장성하여 직업을 갖는 경우 결혼 전까지는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일반적이다.
o 이혼
이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 약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의 경우 자녀양육권은 양측의 타협으로 결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며 어머니가 양육을 할 경우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권이 없으면 이혼도 쉽지 않다고 한다.
o 기타
남아선호사상은 있으나 서양식의 여성존중 예절이 발달하여 LADY FIRST의 예절이 보편화
되어 있다.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은 경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크리스마스,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선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다. 물론 이때 과다한 선물이
아니라 간단한 기념품, 와인 등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러나 결혼식, 장례식 또는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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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역사

역사 개관
< 고 대 >
- 약 4만년전 빙하기에 아시아 유목민들이 알래스카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였
으며 매년 약 1KM씩 따뜻한 기후를 찾아 남하, 현재의 멕시코에 정착
- 기원전 3000년경 정착 생활 및 농경문화 시작
- 기원전 1500년경부터 OLMECA인들이 최초로 조직적인 문화권을 형성한 이래 1521년 스페인
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MAYA, TOLTECA, AZTECA 등 인디오 문화 발달
<스페인 식민 통치>
- 1519년: 스페인의 HERNAN CORTES가 함선 11척, 군사 500명을 이끌고 멕시코 만의
VERACRUZ항에 상륙, AZTECA의 수도인 현 멕시코시 침입
- 1521년: AZTECA의 마지막 황제 CUAUTEMOC을 살해, 이후 300년간 스페인에 의해 본격적인
식민통치 시작. 원주민들은 백인의 지배하에 노예로 전락
<멕시코 독립>
- 1810년: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MIGUEL HIDALGO 신부에 의해독립 운동 개시
- 1822년: 공화국 수립, GUADALUPE VICTORIA장군 초대 대통령 취임
<정치 약사>
-

1821 멕시코-스페인간 강화조약 체결, 스페인군 철수, 동년 9월 16일 독립 선언
1822 공화국 수립, GUADALUPE VICTORIA 장군 초대 대통령 취임
1858 BENITO JUAREZ 대통령 취임
1877 PROFIRIO DIAZ 장군 대통령 취임
1910 멕시코 혁명,MADERO 대통령 취임
1917 현행 헌법 제정
1920 ALVARO OBREGON 대통령 취임
1946 MIGUEL ALEMAN VALDES 대통령 취임
1970 LUIS ECHEVERRIA 대통령 취임
1976 LOPES PORTILLO 대통령 취임
1982 MIGUEL DE LA MADRID 대통령 취임
1988 CARLOS SALINAS DE GORTARI 대통령 취임
1994.12.1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 대통령 취임(임기 6년)
2000.12.1 Vicente Fox 대통령 취임

1.고전기
* 신대륙의 인류 : B.C. 4만-1만년전 빙하기 시대에 아시아인들이 베링해를 거쳐 북미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

멕시코 - 92

<KOTRA 국가정보>

1) 올메까(OLMECA) 문명
o BC. 1000년경에 현재의 베라꾸르스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멕시코 고원 최초의 문명.
거대한 돌로 조각한 두상이 특징.
2) 떼오띠와깐(TEOTIHUACAN)문명
o BC.200- AD.900년사이에 번창한 대표적 멕시코 고전기 문명중의 하나
o 현재의 멕시코시 동북방 5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유적이 현재까지 잘 보존 되어
오고있음. 대표적인 건축물은 가로.세로 각각 224m이고 높이가 65m 인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음.
o 번성기에는 인구가 약 20만에 달했고 '께쌀꼬아뜰'(QUETZALCOATL)이라고 하는 깃털 달린
뱀이 지극한 신앙의 대상이었음.
o 전 신관들 위의 최고의 사제 역시 '께쌀꼬아뜰' 이라 불렸으며, 그는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서 추앙되며 정치상의 지배자이기도 했음. 따라서 떼오띠와깐은 제정일치의
신권정치 도시 국가였음.
o 떼오띠와깐인들은 마야인과도 물물교환을 할 정도로 상업 활동에 적극적 이었음
3) 마야(MAYA) 문명
AD.300 - AD.600 년 동안을 전마야라 하고, 다시
후마야라고 함

부흥한 AD.11C - 16C기간 동안을

가. 전 마야
- 태양력을 사용하였고, 1년을 365일로 세었으며 춘분과 추분도 알고 있었음
- 특히 마야문명에서 독특한 점은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되었고 숫자0의 개념과 20진법을
사용함
- 전 마야의 대표적 신전은 '꼬빤'과'빨렌께'임.
- AD.9C - 10C 사이 멕시코 중앙고원으로부터의 침략에 의해 전마야문명은 막을 내림
나. 후 마야
- AD 11C 경 유까딴반도의 '치첸이사'를 중심으로 번성
- 고대 마야에는 없었던, 살아있는 인간을 제단에 묶고 석제의 칼로 흉부를 절개하여 산
심장을 제단에 바치는 "인신공희" 가 새로 태어남
- 사회는 귀족, 신관, 평민, 노예의 4계급으로 분류
- AD.15C - 16C 사이 도시간에 전쟁이 발발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됨
- AD.16C 스페인인들이 침입했을때 마야제국의 영광은 사라졌었고, 밀림속에서 번창한
마야문명은 아즈테카 문명과는 달리 비교적 스페인인들로 부터의 파괴없이 그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옴.
4) 똘떼까(TOLTECA) 문명
o AD. 980년경 현재의 멕시코시 북방 80Km 지점에 위치한 뚤라에 도읍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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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D.1000년경 또피룻친 왕은 구래의 종교를 개혁하려다가 보수파의 반감을 사게되어 수도
뚤라를 떠나 남방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 이후 마야의 주인공으로 추정됨.
o 또피룻친 왕은 '께쌀꼬아뜰'신의 화신으로 숭앙되었던 바, 그가 수도 뚤라를 떠나면서
언젠가는 다시 환도할 것을 선언 했다함. 그로부터 500년후 동방의 CARIBE 해에서 상륙해
오는 에스파냐인들을 '께쌀꼬아뜰'신의 환도인양 오판 함으로서 거대한 '아즈테카' 제국이
약 600여명의 스페인 병사들에 의해 쉽사리 정복되는 결과를 초래함.
o AD 11C 에 용맹스런 '치치메까'족에게 패망
5) 아즈테카(AZTECA) 제국
o AD 1325년, 현재 멕시코시 위치인 '떽스꼬꼬' (TEXCOCO)호수 가운데'떼노치띠뜰란'
(TENOCHITITLAN)이란 도읍을 세움. 아즈테카 고대전설에 의하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위에 앉는 자리에 도읍을 정하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그곳에 수도를 정했다함.
현재 멕시코 국기에 그 그림이 새겨져 있으며, 국가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o 사회는 귀족, 평민, 상인, 노예의 4계급으로 분류
o 대신전(TEMPLO MAYOR)
500m x 500m 크기의 정사각형 신전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철저히 매몰 된 바, 파괴된
돌들이 바로 옆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대성당 (CATEDRAL) 건축시 주춧돌로 사용되었다 하며,
1970년대에 전선 케이블 지하공사시 발견 되었음.
- 이 신전은 태양신과 비신을 모시던 곳으로 이곳에서 태양신을 위한 대규모의 인신공희가
행하여 졌는데, 아스테카족의 세계관, 우주관을 살펴보면 왜 이들이 인신 공희를 행했는지
알 수 있음. 즉, 낮의 태양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지만 저녁이 되면 힘을 잃고 서쪽
지평선에 떨어져 재규어로 변신하여 땅속 어둠의 세계를 돌아 다닌다는 것임. 그리고
원기를 잃은 태양이 또다시 독수리가 되어 비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산 심장으로 활력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임. 따라서 매일 태양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인신공희를
해야 했던 것이라함.
o 태양석
약 30여톤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돌인데, 이것이 바로 아즈테카인들의 우주관이 담긴 달력임.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땅속 깊숙히 묻혀 있던 것을 지하철 공사시 발견함.
2.정복 및 식민시대
o 아즈테카 정복자 '에르난.꼬르떼스' (HERNAN CORTES)
o '꼬르떼스'는 쿠바총독 '벨라스께스'에 의해 제3차 탐험대 대장으로 임명되어 1518년말
11척의 선박에 600여명의 병사를 태우고 유까딴 반도에 도착, 1520년 베라꾸르스 지방에서
처음으로 아즈테카왕 '목떼수마' 병사와 조우,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당시 신대륙에는
없었던 말을 타고 있는것을 본 아즈테카인들은 이들이 곧 500년전 멕시코 고원을 떠났던
'께쌀꼬아뜰' 신의 환도인양 생각함에 따라 어떻게든지 이들과 싸우지 않고 달래어 돌려
보내려 했다함. '꼬르떼스' 는 이를 묵살하고 정복에 착수, 온갖 지혜를 짜내어 1521년
최소한의 희생으로 '아즈테카'제국의 정복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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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신적 정복
정복과 함께 가장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카톨릭 선교사들임. 이들은 구대의 종교를 일소하고
카톨릭을 선교하는 주임무 외에도 식민 정부에 여러 가지로 공헌하는 일을 하게됨.
o 경제적 정복
식민지 경영의 대표적 제도로 '엔꼬미엔다'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백인인 엔꼬
미엔다 주인이 인디오들의 복지와 종교적 교화에 책임을 지는 반면, 그댓가로 1년중
일정기간을 인디오들에게 사역을 부과하는 제도. 이제도는 인디오들을 평등한 인간이나
스페인 국왕의 신민으로서 취급 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실제는 식민자들에 의해
인디오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하는 기구로 변질됨.
o 부왕 제도
부왕은 1535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스페인 국왕의 분신으로서 막대한 정치, 경제적 권한을
행사
o 학교 설립
1551년도에 최초로 대학이 설립됨. 주로 카톨릭 계통의 학교이며 라틴어, 수사학, 신학,
법률 등 강의
o 현재의 멕시코시는 원래는 호수였는데 정복이 시작되면서 점차 인구가 증가하자 매립에
매립을 거듭하여 거의 매워지고 지금은 '소치밀코' 라고 하는 호수의 잔재가 남아 있을
뿐임. 따라서 멕시코시는 지반이 약하여 지진이 나면 커다란 피해를 입게됨. (예:1985년)
o 식민지시대에 멕시코 특산품은 은이었으며 한때 세계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했음.
o 스페인은 식민지 국가간의 자유무역을 금지하고 모든 귀금속 및 원자재를 식민지로부터
착취해 갔으며 스페인산을 고가로 식민지에 판매하는 이중적 착취를 함.
3.독립시대
o 독립의 선봉 '끄리오요' (CRIOLLO)
'끄리오요' 란 스페인 본국인들의 식민지 태생 자녀들을 가리킴. 이들의 생김새는 본국인과
똑같지만 식민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등대우를 받아야만
했음.
특히, 이들이 유럽 각지에서 공부를 하게 됨에 따라 당시 유행이던 프랑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게되고 자신들이 스페인의 신민이라기 보다는 식민지 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함. 여기서부터 독립의 싹이 트기 시작함.
o 당시 유럽상황
1804년 나폴레옹의 요구에 응하여 프랑스와 함께 대영 선전포고를 한 스페인은 '트라팔카'
해전에서 대패하여 주력함대를 상실, 국력이 쇠퇴함에 따라 식민지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호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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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립의 영웅 '미겔 이달고' 신부
끄리오요 출신의 '이달고' 신부는 1810년 9월 16일 '돌로레스'지방에서 최초로 독립을 선포
하는 종을 침으로써 멕시코 독립의 불길을 당김. 그는 다음해 1월 부왕군에 의해 처형되었
지만, 그를 이은 또다른 신부 '모렐로스'에 의해 독립운동은 계속 되다가 1821년에 완전한
독립이 달성됨. 현재 멕시코 어디에서나 이달고 신부의 동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멕시코
독립기념일이 독립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최초로 독립의 종을 친 9월16일임을 볼때도 '이달
고'신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 했는가를 엿볼수 있음.
4.'까우디요' ( CAUDILLO) 시대
o 까우디요란 독립과 함께 탄생한 돈과 권력을 가진 지방 실력자를 일컫는데 독립 후
1860년 까지는 이들사이에 정권획득을 위한 무력 공방전이 전개 되었는 바, 이들중 대표
적인 인물이 '산따.아나'임.
o 산따아나
1847년 TEXAS 주의 독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미-멕간의 전쟁에 멕시코측 사령관으로 참전했
다가 패퇴하여 결국 1천5백만 달러에 지금의 TEXAS와 CALIFORNIA 주를 매각한 바 있으며,
1854년에도 지금의 뉴 멕시코와 아리조나주를 미국에 1천만 달러에 매도한 장본인임.
o 개혁 전쟁 (1857 - 1860)
군인들과 교회 성직자들을 포함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보수파와 이에 반대하는 자유파
사이에 벌어진 3년간의 전쟁에서 자유파의 지도자 였던 '베니또 후아레스'(BENITO JUAREZ)
가 이겨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시 교회 및 군대가 가지고 있던 특권을 모두 박탈함.
- 이중 특기할만한 것은 당시 전 국가 재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교회에 재산 몰수
법을 제정하여 개혁을 단행한 바, 1857년 개혁 헌법이 그것임.
- '후아레스'는 최초이자 유일한 인디오 출신 대통령이며 지금도 멕시코의 영웅으로 추앙받
고 있으며 그의 탄신일 3월21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 멕시코 시내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름이 개혁을 뜻하는 '레포르마'(REFORMA)
인것을 보아도 이전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은 증명되고 있음.
5.근대화
o '포르피리오.디아즈'(PORFIRIO DIAZ) 대통령
1876년에 정권을 잡아 1910년 멕시코 혁명 발발시까지 30여년간을 지배 하였으며, 모든
관직을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이 독점하였음 Diaz 대통령이 30년이란 오랜기간 동안
독재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자본투자 시장을 찾던 영.불.미가 국내 지주와
결탁, 자본을 유입한 덕분이었음. 그러나 그 자본으로인한 막대한 원자재의 착취로 인해,
이 시기의 경제적 발전은 내실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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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멕시코 혁명
- Diaz 대통령은 토지 측량회사를 설립하여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이를 장악함.
- 공유지 분할법을 실시하여 토지 서류가 없는 대부분의 인디오땅을 몰수
- 따라서 '아시엔다'(HACIENDA) 라고 하는 중세기의 장원과 같은 대농원이 생겨나고 95%
이상의 농민이 대농장의 노예로 전락함.
- 이 정권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위 과학자들 (CIENTI
FICOS)이라 불리웠고, 꽁트의 실증주의에 심취된 자들이었음. 이들은 '디아즈' 정부의 요직
에 기용되어 인디오 문화를 멸시하고 유럽문화를 숭앙하며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인디
오들은 유럽 문명에 의해 문명화 되어야 한다고 외침. 따라서 이들은 '디아즈' 독재정 권의
1급 공로자들이라 할 수 있음.
- 1910년 '디아즈'가 6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혁명지도자 '마데로' 는 이선거가 불법
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후 임정설치. 미국에서 혁명가들에 의해 혁명의 기운이
전국에 퍼지고 6개월후 '마데로'는 혁명에 성공한 후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됨.
- 1917년 '까란사'가 최초로 혁명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됨.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권 수행.
- 1933년 '라사로.까르데나스'가 대통령에 당선됨. 그의 업적은 멕시코 근대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김. 예를들어 1910년 혁명 후 혼란스럽던 노동자, 농민조직을 와해시키고
정부여당 (PNR) 예하에 모든 노동자 조합을 복속시킴으로서 오늘날 정부-노조간의 관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던 것을 비롯 석유산업국유화를 단행하여 '디아즈' 시절 외국자본에
종속되었던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동시,국가주권을 회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함. 현재 그의
아들 '꾸아우떼목.까르데나스'는 강력한 야당(PRD당) 지도자로 1997년 최초의 민선 멕시코
시장으로 취임함.
- 멕시코 혁명의 3단계 구분
. 제1기 : 1910-1920 : '디아즈'의 구체제를 타파하는것이 주된 과제
. 제2기 : 1921-1940
: 농지개혁을 비롯한 교육, 문화, 사회 제분야의 개혁과 동시에
사회, 금융제도들이 탄생되는 시기
. 제3기 : 1941-1970
: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과
석유생산 증가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진보를 이룬 근대화시기
- 지난 72년간 단독집권해온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PRI / PARTIDO REV0LUCIONARIO
INSTITUCIONAL)의 시대는 지난 2000년 12월 1일 취임한 비센테 폭스(VICENTE FOX)
국민행동당(PAN / PARTIDO DE ACCION NACIONAL)이 장기집권의 “PRI시대”를 마침대 막을
내렸음. PAN 당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멕시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폭스정부 들어 멕시코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어 폭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해 왔으나, 2004년부터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집권당인 PAN은 국회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각종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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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가조직

< 행정부 >
ㅇ대통령 중심제의 연방 공화국 (부통령 및 총리제는 없음)
- 대통령: 임기 6년의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중임 금지
- 행정부: 17부 1청 (ZEDILLO 정부 이전에는 18부 1청)
- 주정부: 임기 6년의 31개주 주지사 직접 선거
- 연방구: '97년 최초 직선시 임기 3년제, 차기 시장부턴 6년제로 직접 선거
< 군사력 >
ㅇ 군조직은 국방부와 해군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다시 육군과 공군으로 관구사
36개, 해군부는 해군과 해무(해병)로 해역사 6개로 구성되어 있음.
- 국방부와 해군부가 있으며 국방부의 경우 육군 및 공군을, 해군부의 경우 해군과 해병대
병력을 관할하고 있음.
- 병력면에서는 여타 중남미 국가의 5-10만 내외 수준에 비해 훨씬 큰 18만명을 유지하고
있어 중남미 중에서 가장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ㅇ 병력은 육군 130,000명(예비군 300,000명 별도), 해군 37,000명(해군 산하공군,
해병포함), 공군 8,000명으로 총 175,000명임.
ㅇ 방산: 소통, 화포, 탄약 등 재래식무기는 자체생산하나 특수 군수품은 수입함.
ㅇ 국방비: GDP대비 0.3% (연간 약 US$8억)
ㅇ 군사력
-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이 군부에 의해 독립이 쟁취됐으며 건국의 중심이 군인이어서
군부가 사회전반에 지대하나 영향을 미쳐왔으나 멕시코의 경우는 민정이양과 민주화가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선행된 결과 비교적 군부의 영향력은 낮은 편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의 군사력 수준은 병력 10만 내외이나 멕시코는 약18만을
유지하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ㅇ 모병제도 : 1년 의무제 및 3년 지원제 혼합
- 육사 및 공사 3년제, 해사 5년제
< 사법제도 : 3심제 >
ㅇ 대법원 :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임기 15년, 재임 불가)
-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득해야 함.
- 대법원장은 임기가 개시되는 해 1월1일 대법관회의에서 선출 (임기 4년, 연임불가)
ㅇ 고등법원 : 11개의 순회재판소로 구성(형사,행정,민사,보조재판소)
- 6개는 일반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임.
- 고등법원 판사의 임기는 6년임
ㅇ 지방법원 : 각지방에 소재(민사,형사,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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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회 : 양원제 >
ㅇ 상원 : 128석 , 임기 6년단임제 (* 연임 금지)
하원 : 495석,임기 3년
※ 헌법에 의거 어떠한 경우에도 1개 정당이 하원 300석 이상 차지 불가.
ㅇ 회기
- 정기회기 : 1기 (9.1-12.15), 2기 : (3.15 - 4.30)
- 임시회기 : 상임위원회 2/3의 요청으로 소집
- 휴회기간중에는 18명의 상원의원과 19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양원 합동 상임위원회가
의회기능 대행
ㅇ 정치적 비중 :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므로 의회의 정치적 비중은 약함
ㅇ 의 장 : 하원 의장의 경우 각 정당별로 1명씩 배분, 현재 하원 의장은 복수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상원의장 : MARIA DE LOS ANGELES MORENO (PRI당 소속/ 여성)
- 하원의장 : PRI(제도혁명당) - ARTURO NUNEZ JIMENEZ
PRD(민주혁명당) - PORFIRIO MUNOS LEDO
PAN(국민행동당) - CARLOS MEDINA PLACENCIA

69.

정치제도

< 선거 제도 >
o 대통령, 상하의원, 주지사, 주의회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됨
o 주지사 선거는 각주별로 임기 만료시점에 각각 실시함.
< 정당 현황 >
o 국민행동당(PAN): 집권여당, 1939년 창당 (상원 31석, 하원 120석).
대표MR.LUIS FELIPE BRAVO MENA
o제도혁명당(PRI):1929년 집권이래 2000년까지 집권여당의 위치를 지
(상원 76석,하원 239석). 대표 MR. ROBERTO MADRAZO
o 민주혁명당(PRD) : 좌익 성향, 1948년 창당 (상원 15석,하원 125석). 대표
MR.ROSARIO ROBLES
o 멕시코 민주당(PDM) : 우익 중소정당. 대표 MR. BALTAZAR IGNACIOVALADEZ
o 노동당(PT) : 좌익 중소정당. 대표 MR. ALBERTO ANAYA GONZALEZ
o 녹색당(PVEM) : 환경 보호론자들이 창설한 신정당.
대표 : MR. JORGE EMILIO GONZALEZ MARTINEZ
o 사회주의 인민당(PPS) : 막스주의 신봉 정당. 대표 : MR. NANUEL FERNANDEZ FL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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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상원

하원

계

비고

제도혁명당(PRI)

60

222

282

우익

국민행동당(PAN)

46

151

197

중도우익

민주혁명당(PRD)

16

95

111

중도좌익

녹색당(PVEM)

5

17

22

노동당(PT)

0

6

6

CDNVERGENCIA

1

5

6

PSAN

0

3

3

PAS

0

2

2

무소속
계

0

2

2

128

496

624

중도좌익

주) 2004년 12월 기준

70.

정치사회동향/정치동향

<2005년 정치 동향>
2005년 멕시코 정치계는 2006년 대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멕시코 주요 3개 정당, PRI, PAN,
PRD 내부에서도 후보에 따라서 당파가 나누어 지고 있어, 향후 당선 가능 후보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현재 야당인 PRI, PRD측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급진적인
경제 정책 변화 및 구조개혁 추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년까지 71년간 여당의 위치를 지켜왔던 PRI가 여전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법률적인
면에서의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대선에 PRI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혁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당 내부에 개혁파와 보수파가 맞서고 있어 경제개혁
달성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PRI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로베르토 마드라소이며, PRD는
멕시코 시장 로페스 오브라도르이다.

71.

국가원수/국가원수(Vicente Fox)

* 비센테 폭스 (Vicente Fox)
; 2000년 12월 1일 취임
; 폭스 대통령은 양당출신으로 72년 동안의 단일당시대의 막을 내리게 한 장본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신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받았음.
; 그는 과거 코카콜라 멕시코 및 중남미 사장을 역임한 Vicente Fox는 기업인 출신답게
신정부 내각 구성시 헤드헌터(head hunter)식으로 분야별 전문가 (그 가운데 다수는 기업인
출신)를 영입한 것이 특징적임.
; 취임 직후에는 큰 인기가 있었지만 집권 후부터 국내경기가 침체되기 시작,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없자 2003년 이후 폭스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급락했으며, 최근 정치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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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 사이에서 폭스정권 4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

인적사항 )
이름 : Vicente Fox Quesada
생년월일 : 1942년 7월 2일
출생지 : 멕시코시티
가족관계
. 영부인 : Martha Sahagun Jimenez (2001년 7월 2일 재혼)
. 4명의 자녀(양자)

( 학 력 )
- 경영학 학사 : Universidad Iberoamericana (멕시코)
- 최고경영자코스 : Harvard University (미국)
(
-

주요 경력 )
1964년 코카콜라 멕시코 법인 입사
코카콜라 멕시코 및 중남미 총관할 사장 역임
80년대 PAN(국가행동당, 현재의 여당) 입당
1988년 과나후아또(Guanajuato)주 레온(Leon)시 의원 당선
1995년 과나후아또주 주지사 당선

(*주지사 시절 과나후아또주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멕시코에서 4번째의 경제규모를 갖게
되었음)

72.

주요인사

< 각료 명단 >
- 내무부 (SECRETARIA DE GOBERNACIOIN)
: SANTIAGO CREEL MIRANDA 장관
1954년 12월 11일 멕시코시티 출생, UNAM 법학 전공, 미시간대학 석박사,
20년간 변호사 활동, 야당 국회의원
- 외무부(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 LUIS ERNESTO DERBEZ BAUTISTA 장관
1947년 4월 1일 멕시코시티 출생, SAN LUIS POTOSI대학
경제학 학사, OREGON UNIVERSITY 경제학 석사,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몬테레이 대학 경제학 교수, ITESM 학장, AMERICAS 대학 부총장 역임,
14년간 세계은행 경제연구원 역임
- 국방부(SDN;SEDENA;SECRETARIA DE LA DEFENSA NACIONAL)
: GENERAL GERARDO CLEMENTE RICARDO VEGA GARCIA 장관
1940년 3월 28일 PUEBLA 출생

멕시코 - 101

<KOTRA 국가정보>

- 해군부(SM; SECRETARIA DE MARINA)
: ALMIRANTE MARCO ANTONIO PEYROT GONZALEZ 장관
1940년 6월 10일 멕시코시티 출생
- 재무부(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 JOSE FRANCISCO GIL DIAZ 장관
1943년 9월 2일 멕시코시티 출생, INSTITUTO TEC.
AUT. DE MEXICO대학 경제학 석사,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
통신회사(AVANTEL) 사장, 중앙은행,
재무부 경제연구원 및 주요 보직 역임
-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구 SECOFI)
: FERNANDO CANALES CLARIOND 장관
1946년 출생, MONTERREY 사립대 법학 학사 및 경영학 석사,
파리 Soborno 대학 문명학 석사, 네덜란드 Haya대학 국제관계 석사,
1997년 7월 6일 NUEVO LEON주 주지사 당선
* 현 FOX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 울 정도로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임.
- 사회개발부(SEDESOL;SECRETARIA DE DESARROLLO SOCIAL)
: JOSEFINA EUGENIA VAZQUEZ MOTA 장관
- 검찰.행정부(구 SECODAM / SECREATARIA DE LA FUNCION PUBLICA)
: EDUARDO ROMERO RAMOS 장관
치와와(CHIHUAHUA)대학 법학 학사,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학,
영국의Solihull, 멕시코 ITESM, IPADE 등의 각종 연수과정 수료,
PANAMERICANA대학 검사법 석사, 치와와(CHIHUAHUA)주 내무부 장관 역임
- 동력자원부(SE; SECRETARIA DE ENERGIA)
: FERNANDO ELIZONDO BARRAGAN 장관
Tec de Monterrey 경영학 석사
- 농.목.농촌개발부(SAGAR; 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Y
DESARROLLO RURAL)
: JAVIER USABIAGA ARROYO 장관
1939년 8월 20일 과나후아또주 출생,
회계학 전공, 캐나다 온타리오주 HAYS FARMS회사를 비롯,
여러 농업관련 회사 근무, 과나후아또주 농축산 및 농촌개발부 장관 역임,
과나후아또주 CELAYA시 의원
- 환경.천연자원부(SEMARNAP; SECRETARI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 ING. ALBERTO CARDENAS JIMENEZ 장관
스페인 마드리드 UNIVERSIDAD POLITECNICA 산업공학 박사
- 교통.통신부(SCT;SECRETARIA DE COMUNICACIONES Y TRANSPORTE)
: PEDRO CERISOLA Y WEBER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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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3월 13일 멕시코시티 출생, UNAM 및 IBEROAMERICANA 건축학,
TELEFONOS DE MEXICO SA DE CV 근무, 교통통신부 항공국장
- 국민교육부(SEP; 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
: REYES S. TAMEZ GUERRA 장관
1953년 4월 18일 레온시 출생, 레온자치대학 화학과 졸업, 공립공대
SCIENCE 석사 및 박사, 프랑스 VILLEJUIF대학 박사, UANL대 면역학 학장,
생물학 학장 및 총장 역임
- 보건부(SS; SECRETARIA DE SALUD)
: JULIO FRENK 장관
1953년 12월 멕시코시티 출생, 미시간대학 공공보건학 석사 및 박사,
세계보건기구 정책수립 DIRECTOR 및 폭스 보건정책 자문관
- 노동부(STPS; SECRETARIA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 CARLOS MARIA ABASCAL CARRANZA 장관
1949년 6월 14일 멕시코 출생, USEM대학 교수 및 노동문제 유명 학자
- 농지개혁부(SRA; SECRETARIA DE LA REFORMA AGRARIA)
: FLORENCIO SALAZAR ADAME 장관
게레로(GUERRERO)주 1948년 4월 5일 출생
대통령 비서실 근무, 게레로주 의원
- 관광부(SECTUR; SECRETARIA DE TURISMO)
: RODOLFO ELIZONDO TORRES 장관
1946년 7월 18일생
미국 KANSAS 대학 경영학 전공
- 보안부(SECRETARIA DE SEGURIDAD PUBLICA Y SERCICIOS A LA JUSTICIA)
: RAMON MARTIN HUERTA
1957년 1월 24일 할리스코주 출신, UNIVERSIDAD DEL BAJIO 경영학 전공
* 검찰청(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
: GENERAL RAFAEL MARCIAL MACEDO DE LA CONCHA 청장
1950년 5월 6일 멕시코시티 출생, UNAM대 법학 전공, UNMA대 및
LATINOAMEICANA대 법학 교수, 국제무대에서 인권 및 불법무기 거래관련
멕시코 대표자로 참가
* 중앙은행(BANCO DE MEXICO)
: GUILLERMO ORTIZ MARTINEZ 은행장
1948년 7월 21일 멕시코시티 출생, UNAM대 경제학 전공,
UNIVERSITY OF STANFORD 경제학 석박사, ZEDILLO 정권 교통.통신부
및 재무부 장관, '98년부터 중앙은행 총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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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행정구역/행정구역 개황

1. 행정구역 개황
멕시코는 1개 연방 특별구와 31개 지방주로 구분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 지방주는 자체 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독립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주별로 경제력,
인프라, 인구 등의 격차가 매우 크다.
2. 각 주별 면적 및 인구 동향
주명

면적(km2)

인구(명)

1

Aguascalientes

5,589

1,028,279

2

Baja California

71,777

2,999,899

3

BajaCaliforniaSur

73,677

424,041

4

Campeche

56,858

729,471

5

Chiapas

75,634

4,295,692

6

Chihuahua

247,087

3,340,157

7

Coahuila

151,571

2,411,783

8

Colima

5,455

598,579

9

D.F.(Mexico City)

1,483

8,674,256

10

Durango

123,181

1,454,282

11

Estado de Mexico

21,419

14,669,557

12

Guanajuato

30,460

5,027,179

13

Guerrero

8,720

3,347,559

14

Hidalgo

20,987

2,321,423

15

Jalisco

80,137

6,619,686

16

Michoacan

59,928

4,073,054

17

Morelos

4,956

1,688,463

18

Nayarit

28,874

920,185

19

Nuevo Leon

64,210

4,110,311

20

Oaxaca

95,364

3,574,382

21

Puebla

33,394

5,662,425

22

Queretaro

11,687

1,543,993

23

Quintana Roo

50,843

1,030,719

24

San Luis Potosi

62,304

2,385,748

25

Sinaloa

58,092

2,519,155

26

Sonora

184,934

2,309,138

27

Tabasco

24,535

1,996,952

28

Tamaulipas

79,829

2,925,523

29

Tlaxcala

4060

1,055,648

30

Veracruz

72,420

7,003,747

31

Yucatan

43,379

1,730,072

32

Zacatecas

75,040

1,415,634

*자료원: BANCOMEXT, 200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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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외관계

< 외교 노선 >
o 기본원칙: 내정불간섭, 민족자결, 모든 국가의 법적 평등,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세계평
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분쟁의 평화적 해결,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 금지
o 대외관계: 보편주의 외교 기본 목표 하에 공상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비동맹에는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음.
o 인접국 관계: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 미국과의 관계강화 추구. 과테말라, 벨리
즈와 선린우호관계 유지. 다만, 최근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한 것에 대한 미국의 감정이
있어 미국내 멕시코인들에 대한 비자문제 등 멕시코에 대해 불편한 상황임.
o 지역내 문제해결 및 결속 강화: 쿠바, 니카라과 등 역내 좌경세력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미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해왔던 쿠바와는 최근 인권문제로 불편한 관계임.
o '93년 12월 APEC에 가입하여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4.4월
에는 OECD에도 가입하여 유럽국가들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
o 국제무대: '93년 12월 APEC에 가입하여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94.4월에는 OECD에 가입, 선진국들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
< 지역 협력체 참여 정도 >
1. 주요목적 및 배경
-

개방경제 지속으로 지역경제간 실질적인 교류 확대 분위기 조성
국가 주권주의 퇴색 및 경제활성화 우선 추진으로 정책기조 변화
공동 언어권을 공동경제권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 달성
멕시코를 연결고리로 한 미국시장 접근
EU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 추진

2. 멕시코의 지역경제통합 추진 현황
o '80년 LAIA(ALADI, 중남미 통합연합) 협정발효
(회원국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돌,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등 총 11개국
o '92년 1.1부로 멕시코-칠레 경제보완협정 발효
o '94년 1.1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NAFTA 발효
o '95년 1.1부로 멕시코-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발효(94.4월 체결)
o '95년 1.1부로 멕-볼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94.9월 체결)
o '95년 1.1부로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94.6월체결)
o '98년 7월1일부 멕시코-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 발효 ('97.12.18 체결)
o 범미주 자유무역협정(FTAA) 추진
o 중미공동시장 및 카리브 제국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o 멕시코-페루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o EU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00년 7월 발효)
o 멕시코-중미 3국 자유무역협정 발효 ('0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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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3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임.
ㅇ 멕시코-우루과이 자유무역협정 체결(04년)
o 일본-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 서명(05년 4월 발효)
3. 자유무역협정별 주요내용
(가) NAFTA의 주요내용
1) NAFTA에 따라 미국상품은 94부터 향후15년(2008년)내에 모두 관세가 면제
2) 품목에 따라 A,B,C,D로 나뉘어 지며 94년 1.1부 관세면제되는 A 품목은 전체의 약 40%
정도이고 기타품목은 5,10,15년 한도로 관세가 면제됨.
3)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
o A
o B
-

품목
관세인하 : 1994.1.1부로 관세가 면제됨.
해당품목 : 멕시코에서 생산이 안되는 품목이 주로 해당되며 전체의 40%
품목
관세인하 : 1994년부터 5년간 매년 동일 비율로 관세가 인하되어 1998년부터
관세면제 / - 해당품목 : 멕시코산의 경쟁력이 약한 품목

o B6 품목
- 관세인하 : 1994년에는 현행관세율의 %만큼 인하되며(관세율 20%품목은
20%인하, 관세율 15%인 품목은 15% 인하)1995년 부터는 매년
20%씩 동일하게 5년간 인하되어 1999년 부터 관세 면제
- 해당품목 : 섬유류 일부
o B1 품목
- 관세인하 : 1994년부터 매년 16.7%씩 관세 인하, 1999년부터 관세면
- 해당품목 : 섬유류 일부
o B+ 품목
- 관세인하 : 1994년 기본관세에서 20% 인하, 1995년에는 인하없고 1996년
부터 5년간 기본관세의 10%씩 인하,2001년에 관세면제
- 해당품목 : 섬유류 일부
o C 품목
- 관세인하 : 1994년부터 매년 10%씩 10년간 관세인하, 2003년부터 관세면제
- 해당품목 : 멕시코산의 경쟁력이 약한 품목
o C10 품목
- 관세인하 : 1994년 기본관세의 20%인하, 1995년에는 인하 없고 1996년부터
매년 기본관세의 10%씩 인하, 2003년 관세 면제
o C+ 품목
- 관세인하 : 1994년부터 15년간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인하, 2008년부터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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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 품목
- 기존의 관세면제품목으로 1994년부터도 계속 관제가 면제되는 품목
- 해당품목 : 기초의약품 등
(나)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중남미통합 연합
o '80년 8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회원국간의 특혜관세 적용
o 회원국: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돌,파라과이,
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11개국)
o 특혜관세율: 각회원국의 산업발전도에 따라 특혜관세율이 달라지며 또한 전품목에 일
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품목에 대해 20-100%까지 특혜관세 적용. 따라서
같은 품목이라도 예를들어 브라질에 대해서는 20%의 혜택을, 볼리비아에 대해서는 80%
의 혜택을 주는 등 달라짐.
o 관세율인하 스케쥴: 궁극적으로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원국들간의
경제,산업발전도가 다르고 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형편임.
(다)G-3 자유무역협정
o 체결 및 발효: 1994.6.13체결 95.1월부터 발효
o 회원국: 멕시코,베네수엘라,콜롬비아
o 특혜관세율: '9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인하,'95년부터 대콜롬비아 수출품의
약 40%,대베네수엘라 수출 공산품의 대부분이 면세
o 관세인하 스케줄: '95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라)멕시코-칠레 자유무역협정
o 체결 및 발효 : '91.12월 체결, 92.1월부터 발효
o 특혜관세율
- 발효즉시 무세화품목은 없으며 '92년부터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최고 10%로 인하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4년간, 일부는 6년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무세화
시키기로함.
o 관세인하 스케쥴
- 4년간 관세인하품목은 1996년부터, 6년간 관세인하품목은 1998년부터 무세화되어 '98년
부터는 양국간 관세가 철폐됨.
(마)멕시코-코스타리카 자유무역 협정
o 체결 및 발효 : '94.4월 체결 및 95.1월부터 발효
o 특혜관세율 :
- 멕시코의 코스타리카 수출시 : '95년부터 전체수출의 약 70% 무관세,20%는 5년간 단계
적으로, 10%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또한 '95년부터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95년부터 일률적으로20%의 관세 적용
- 코스타리카의 멕시코 수출시: '95년부터 전체수출의 약 75% 무관세,15%는 5년간 단계적
으로, 10%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또한'95년부터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9%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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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세인하 스케줄
-상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양국간의 관세가 완전 면제됨.
(바)멕시코-볼리비아 자유무역협정
o 체결 및 발효 : '94.9월 체결, 95.1월부터 발효
o 특혜관세율
-발효즉시, 5년간,10년간의 3단계로 관세철폐
-멕시코의 볼리비아 수출시 : 전체수출의 97%가 '95년부터 관세 면제
-볼리비아의 대멕시코 수출시 : 전체수출의 92%가 '95년부터 관세 면제
o 관세인하 스케쥴
-상기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양국간은 전면 무세화
(사) 멕시코-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
o 체결 및 발효 : '97.12.18 체결, '98.7.1부터 발효
o 관세인하 스케쥴
- 니카라과의 대멕 수출시 : 전체수출의 77% 발효즉시 무세화, 3%는 5년내 무세화, 6%는
10년내, 나머지 14%는 15년내 무세화
- 멕시코의 대니카라과 수출시 : 전체수출의 45% 발효즉시 무세화, 35%는5년내, 19%는
10년내 무세화, 나머지 1%는 계속 관세부과(무세화 예외)

75.

국가경쟁력/IMD 국가경쟁력 2005

* 종합순위: 56 위(2005 년)
< 요소별 경쟁력 순위 >
부문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운용성

27 위

40 위

47 위

52 위

46 위

정부행정 효율성

25 위

31 위

42 위

50 위

48 위

기업경영 효율성

41 위

44 위

54 위

57 위

54 위

인프라

42 위

46 위

57 위

58 위

59 위

*자료원: IMD, 2005.8 월

76.

도량형

멕시코는 거리에 m, Km 단위를, 무게에는 g, Kg 단위 등 미터법을 쓴다. 온도는 섭씨를
사용하며, 전기규격은 110V, 60HZ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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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관공서 관행

최근까지도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관공서의 부패문제였다. 스페인어로 속칭
CORBATA(꼬르바따, 넥타이)라고 하여 넥타이만 매고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VICENTE FOX 정권 등장 이후 과감한 부정부패 척결 운동으로 이러한 사례는 많이
줄어 들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 관련하여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
한 신고 전화번호가 벽에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움직임이 일고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관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일일이 정식레터를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소모적인 일 처리 관행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간단한 등록 업무에도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78.

국제공항 및 항구/국제공항

o 멕시코 근대화의 아버지 베니또 후아레스(BENITO JUAREZ) 대통령의 이름을 딴 BENITO
JUAREZ 국제공항이 멕시코시티의 관문임
- 공항에서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위치해 있는 시내 중심부 소나로사(ZONA ROSA)
까지는 택시로 약 30분 소요됨 (요금은 15-20불선) 단, 교통 체증시에는 1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음
o 멕시코 내 총 56개 국제공항, 29개 국내 공항이 있음
o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이 증가하고 있는 항공 운행량을 소화하지 못해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떽스꼬꼬(TEXCOCO)지역에 신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바 있었으나 정부의
토지보상 문제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무산되었음. 이에 따라 멕시코시티 정부
는 현재의 국제공항을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운행량을 소화해나가고 있음. 2005년
현재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o 멕시코는 영토가 넓기 때문에 항공 운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각 도시가 항공으로
연결됨
o 공항에서 시내 각 지역으로는 택시편을 이용해야 함. 공항택시는 미터기가 아니고 입국장
옆에 있는 티켓 판매소에서 목적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 티켓을 구입하여 공항
지정택시(흰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비행기 그림이 있음)를 이용해야 함. 간혹
입국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100% 바가지를 씌운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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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제공항 및 항구/국제항구

o 대서양연안
; 땀삐꼬(TAMPICO), 베라끄루즈(VERACRUZ), 꼬앗사꼬알꼬스(COATZACOALCOS) 항구
o 태평양연안
;
아까뿔꼬(ACAPULCO), 만사니요(MANZANILLO), 라사로 까르데나스 (LAZARO CARDENAS),
살리나 꾸르스(SALINA CRUZ) 항구
o 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화물은 태평양쪽인 아까뿔꼬 항, 만사니요 항, 라사로 까르데나스
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만사니요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80.

매스미디어

< 방 송 >
o 라디오 : 멕시코 전역에 1,30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 소재.이중 70여개는 국영방송,
나머지는 민간 방송임. 라디오 주요 방송은 아래와 같음
- GRUPO ASIR : 99.3 FM, 95.3 FM, 106.5 FM, 88.9 AM, 1260 AM, 1180 AM, 1590 AM.
- GRUPO RADIOFONICO 690 AM, 930 AM, 100 FM.
- GRUPO RADIOCENTRO 91.3 FM, 92.1 FM 93.7 FM, 97.7 FM, 107.3 FM, 690 AM, 790 AM, 1030
AM, 1110 AM. 1150 AM.
- INFORED 1320 AM, 1560 AM, 102.5 AM.
- INSTITUTO MEXICANO DE LA RADIO 108 AM, 105 AM, 1350 AM, 115 AM, 710 AM, 94.5 AM, 1220
AM, 660 AM,
- NUCLEO RADIO MIL 100.1 FM, 100.9 FM, 590 AM, 1011 AM, 1430 AM.
o TV : 멕시코 전역에 500개의 TV 방송국 소재. 이는 전국 방송과 지방 방송으로 구분
되는데 전국 방송국으로는 멕시코 최대의 방송사인 TELEVISA와 TELEVISION AZTECA의 2개회
사가 있음.
- TELEVISA: 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음.
.채널 2: 24시간 방영하며 뉴스와 연속극을 주로 방영.주요뉴스 시간은 22:00 (1시간)
.채널 4: 24시간 방영.뉴스 및 여러 가지 기획물 방영.
.채널 5: 정오부터 밤 11시 까지 방영.극영화,만화영화 주로 방영
.채널 9: 오전 8시부터 밤 2.30분 까지 방영,연속극,영화,교육프로그램등 방영
- TV AZTECA S.A.:채널 7 및 채널 13의 2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채널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영.주요방송 내용은 문화 및 오락 프로그램임.
- INSTITUTO POLITECNICO NACIONAL:국영 교육 방송으로 채널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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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매 체 명

발간부수

발간지역

성

격

LA PRENSA

33만부

전국

1928년 창간, 종합 일간지

EL GRAFICO

25만부

전국

1922년 창간, 종합일간지

EL UNIVERSAL

15만부

전국

1916년 창간,친정부적

REFORMA

15만부

전국

1993년에 창간된 일간지

EL FINANCIERO

12만부

전국

1981년 창간, 경제전문지

LA JORNADA

11만부

전국

1984년 창간,정부비판적

EXCELSIOR

6.5만부

전국

1917년 창간, 정부비판적

MILENIO DIARIO

5.8만부

전국

2000년 창간,대중적인 종합일간지

DIARIO MONITOR

4.7만부

전국

대중적인 종합일간지

LA CRONICA

4.5만부

전국

1996년 창간,종합일간지

EL SOL DE MEXICO

4.5만부

전국

1965년 창간,우익성향

EL ECONOMISTA

4.2만부

전국

1988년 창간,경제전문지

EL OCCIDENTAL

4만부

과달라하라

EL NORTE

13만부

몬테레이

제3의 산업도시 발간 지방지

EL MEXICANO

4만부

띠후아나

미.멕 국경도시발간 지방지

EL SOL DE TAMPICO

6만부

땀삐꼬

제 2의 도시 발간 지방지

땀삐꼬지역의 지방지

주요 주간지 및 월간지 현황
간행물명

발간주기

발간지역

TIEMPO

주 간

멕시코시티

친정부적 시사주간지

CONSUMIDOR

월 간

멕시코시티

소비자용 잡지

AMERICA ECONOMIA

월 간

멕시코시티

경제 전문지

BUSINESS MEXICO

월 간

멕시코시티

경제 전문지

GENTE

월 간

멕시코시티

정치 전문지

EXPANSION

주 간

멕시코시티

경제 전문지

PROGRESO

월 간

멕시코시티

경제 전문지

PROCESO

주 간

멕시코시티

시사 전문지

EPOCA

주 간

멕시코시티

시사 전문지

81.

비 고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멕시코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6
전화: 02-798-1694/5
팩스: 02-79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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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물가정보

< 도시명 : 멕시코시티 >
항 목

식 품
기호품

주 택
사무실

교 통
차 량

통 신
전 기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김치찌게

6.14

1인분

햄버거

2.63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58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4,50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2,500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4,500

150m2/월

자동차 2000cc

21,809

Toyota Camry 기준

시내버스 요금

0.18

1구간

택시요금

0.56

기본요금

택시요금

0.35

추가요금, Km당

공중전화요금

0.44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1.32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22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60.42

1개월 기본료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5,000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9,50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골프장 그린피

114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3.95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병원진료비

70.17

의료보험
내과초진

특급호텔 숙박료

120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72

할인, 싱글 1박

사무실비서 월급여

500

초임, 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1,000

대졸, 초임

교 육

레져.오락

의 료

제외,

몸살감기,

호 텔

임 금
*주: 적용 대미환율 1불당 11.4페소 , 2005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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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제발전사

< 개 황 >
멕시코는 1910년 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 풍부한 자원
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1934년 추진된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1938년에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국내산업 보호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구체적인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어 60년대에는
6.3%, 70년대 중반까지는 5.9%의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1940-70년대에 걸친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제1차 석유파동이 있은 직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76년에는 연평균 2.1%에 불과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2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22년만에 과대평가되었던 페소화의 실질적인 평가절하가 단행되었다. '76년12월에 들어선
호세 로뻬스 뽀르띠요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은 78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원유
수입과 원유를 발판으로 한 외자도입으로 적극적인 성장정책으로 전환, 중화학 부문과
관광부문에의 투자확대, 총수요 및 고용의 증대 정책을 감행하여 1978-81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8%에 달하는 높은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국제수지 및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었다.
1981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선진국의 심각한 경기후퇴,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 상승과 함
께 원유수입의 현저한 감소는 재정적자의 급증을 초래하였으며, 1982년에는 그간 지나친
성장정책의 부정적인 여파가 국내 경제전반에 걸쳐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2차에 걸친 페소화
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및 달러화의 해외 도피가 가속화되었다.
82년8월에는 외채상환불능 사태까지 초래되자 멕시코 정부는 동년 9월 달러화 구좌 동결,
외환시장의 전면폐쇄, 민간은행의 국유화, 이중 환율제 실시 등 비상조치를 취했으나 물가
폭등,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부족으로 기업도산 속출, 50%가 넘는 엄청난
실업률 등 멕시코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를 비롯한 IMF, BIS (국제결제은행), 국제민간은행 채권단 등의 구제조
치와 82년 12월에 정권을 이양 받은 델라 마드리드 정부의 수습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델라 마드릿 정부는 긴축 경제정책을 기조로 하는 국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83-4년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둬 경상수지는 82년 62억불 적자에서 84년에는 42억불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동기간 재정 적자도 GDP의 17.6%에서 7.1%로 축소되었다.
1985년 들어 경기호전에 따른 민간부문 수요증대와 공공부문 지출증대로 고질적인 인플레가
재연되었으며 86년에는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내 저축 유도를 목적으로 이자율 인상을 단행했으며, 외환시장 균형을 위해 페소화 평가
절하를 계속했으나 인플레압력을 가중시켜 소비자물가상승률 105%, 실질경제성장률 -4%를
각각 기록했다. 더구나 '86년 GATT가입 이후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개방정책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제악순환을 깨기
위해 '87년12월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노동자, 농민, 기업대표들과 정부 등 4자가 경제연대
협약(P.S.E.)을 체결하는 동시에 최고수입관세를 40%에서 20%로 인하하여 인플레압력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88년4월부터는 차츰 안정세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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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12월 집권한 살리나스(SALINAS) 정부는 인플레 억제를 위한 안정정책에 치중하는 한편
OECD 가입 및 NAFTA 체결 등 대외개방정책과 더불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민영화 정책
등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4자간 경제성장 및 안정 협약 (PECE)으로 물가 및 임금, 환율인상
등을 통제, '88년 114%였던 인플레를 '89년에는 20%로, '90년에는 26.7%로, '91년엔 18.8%로,
'92년엔 11.9%로 안정시켰으며 '93년과 '94년엔 8%라는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 안정면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2000년 12월 취임한 폭스(FOX) 정권 역시 물가 안정을 최대의 경제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어 2001년부터 평균 4-5%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20002년
5.7%에 이어 2003년에는 3.98%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2004년에는
5.36%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다.
몇 년째 계속되는 미국경기 침체로 대미경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는 오랜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3년 말부터 미국 경기회복세에 따라 멕시코 경제도 활성화 추세를 보여,
2005년에도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세제 및 에너
지 개혁안이 금년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제, 에너지, 노동부문 개
혁 부재가 멕시코 경쟁력 향상 및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무역통상정책 >
멕시코의 무역정책은 국가경제 발전, 산업보호 차원에서 1940년대부터 고관세, 수량제한 등
보호무역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1970년대 들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적용하던 수입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등 자유무역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불경기로 인한 자국산업 위축, 자국화폐 과대평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등
자유무역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1980년부터 수입세 인상, 수입허가품목 확대 등 보호무
역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80년대 들어서도 자국산업의 낮은 경쟁력, 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보호무역정책을 계속 실시
해 왔으나 '86년 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재전환, 수출입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변경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수입개방의 여파로 1991년 이후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산업에 피해가 예상되
자 멕시코 정부는 불공정 무역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1993년 7월 27일 신대외무역법을 공포,
덤핑, 상계관세, 수입할당, 긴급수입제한(SAFEGUARD)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점차 높인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NAFTA 협정으로 멕시코 대외무역정책은 상당부분 개방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미체결국 특히, 아시아산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
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가의 중국산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로 각종 수입통관
엄격화, 최저수입가격제도, 덤핑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산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산까지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정부는 수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어 2005년 9월 현재
멕시코 정부는 43개국과 12개의 FTA를 맺고 있는 등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 - 114

<KOTRA 국가정보>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멕-일 FTA가 발효되었다.
2003년말 NA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주요 산업계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제부는 당분간 더 이상의 추가 FTA 협상은 없고, 기존 FTA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84.

경제정책/2005년 경제운영 계획

<2005년 멕시코 경제운영 계획>
멕시코 정부는 2005년도에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성장둔화를 전제로 내년 정부예산을
세입은 2004년보다 4.1% 감소한 1조7,132억페소(1,477억불), 세출은 4.6% 감소한 -4.6%
감소한 1조7243억페소(1486억달러)로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2005년 GDP 3.8% 성장, 멕시코산 중질유의 1일 수출규모 190만배럴에 가격은
23달러/배럴, 인플레 3%, 28일물 Cetes 채권이자율 7.8%, 페소화 대미환율 11.6페소, 미국
경제성장과 산업생산이 각각 3.7%, 5% 증가하고, 미국 인플레는 2.2%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재정적자 규모를 9년만에 가장 적은 규모인 -0.1%(-111억 페소)로
줄여 최대한 재정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수관련 부가세를 현재의 15%에서 12%로 낮추고 3%의 소비세를 신설해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2%와 1%씩 분배하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4% 의 부가세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세제개혁단(CNH)의 최종 건의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2005년 경제정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조개혁과제의 추진기반 조성
칠레, 한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페인 및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성공적인 구조개혁추진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구조개혁성공
의 원동력은 지속적인 성장,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생산성 향상 증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위의 국가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내년도에는 에너지,
노동, 세제, 연금제도, 국영석유회사 Pemex의 재정독립, 그리고 예산안제도 운용의 틀 확립
등 6가지 분야의 개혁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에너지개혁 : 에너지분야에 외국인투자를 포함 민간분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에너지 품질향상도모
ㅇ 노동개혁 : 노동자들의 자기발전기회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노동문화 유도
ㅇ 세제개혁 :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과 세출세입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금징수제도와
세제조정시스템 구축방향 등에 대해 국가세제개혁단(National Fiscal Convention)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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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금제도개혁 : 최소연금지급의 보장, 개인부담의 확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연금제도 구축
ㅇ Pemex 재정독립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관련제품의
판매수익의 사용권한을 Pemex에게 부여, 급증하는 가솔린, 천연가스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유전탐사 및 개발을 위한 투자에 활용
ㅇ 새로운 예산제도 확립 : 세입부족 및 초과발생시 정부가 예산안을 조정 및 처분할 수 있
는 법적 근거 마련
□ 거시경제 안정기조 유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은 투자이익 환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민간부문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환경조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책임있게 사용하고 소비자물가 하향 안정, 안정된 이자율 유지 등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안정은 빈곤 완화를 촉진시키고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멕시코정부의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빈곤해소 프로그램이 빈곤문제 개선과
소득재분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적자 축소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거시경제 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금년에 세계금융시장의 요동 속에서도 멕시코가 신흥시장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05년도에는 재정적자를 금년도의 GDP 대비 -0.3%에서 -0.1%로 줄일 계획이며 2006
년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재정적자 감소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
실성 감소, 추후 경제위기에 효율적인 대처, 오일쇼크로 인한 재정의 취약성을 축소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제유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면서 세출예산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자동지출안정화장치(Automic Expendi
ture Stabilzer)가 구축되어 있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세출 우선순위로 교육, 보건, 기회균
등, 지역개발, 인프라구축 등 순이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국제 원유가를 배럴당 23불로
보수적으로 책정해 비교적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 지출예산안은 세입 초과발
생시 재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 원유 관련 수입
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투자와 저축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GDP의 21.6%인 1조7천억 페소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2004년도 작년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GDP 대비 1.7% 낮다. 이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원유관련 수입이 GDP의
약 1.1%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비석유부문 세금수입은 FTA 체결국의 증가로 관세수입이
GDP의 0.1%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석유 세금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경영 잉여금의 감소와 브래디본드를 통한 금융자산 추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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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수립하되 경제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지출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며, 이를 위해 비투자 지출을 합리화하고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비투자 지출(non-investment expenditure)을 2004년 대비 2.9% 축소하고, 개인서비스
지출은 1.6% 증가하게 된다. 연금관련 지출은 1711억페소로 2004년 연금지출예산보다 11.5%
증가하며, 개인서비스와 연금을 제외한 다른 경상경비는 11.8% 하락하게 된다.
국민안전과 개인재산의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강화를 위해 2004년보다 22% 늘어난 135억
페소 배정되며, 이중 69억 페소는 공공안전부, 66억 페소는 국립안전시스템(National Public
Safety system)에 배정된다. 공공치안유지를 위한 예산이 2004년 예산의 2배로 증액된다.
빈곤층 해소 등 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게 되는데, 사회개발지출은 7,772억 페소로
2004년도에 비해 3.2% 증가하며, 사회개발지출비 중 10%가 보건관련예산인데 국민의료보험
기금을 확충하여 3백만명의 가구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관련 사업추진에 3,001억
페소를 지원, 문화관련 사업예산은 17.3% 증액, 빈곤경감을 위한 지출은 9.8% 증가, 낙후지
역개발을 위한 예산은 5.4% 증가한 214억 페소가 배정된다.
세출예산의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출예산배정에 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사용될 예산은 각각
25.1%와 35.9%, 나머지 세출예산은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예산통제하에서 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은 금년보다 10.4% 증가한
1,252억 페소 배정되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출이
지난 5년동안 지원되었던 것보다 32.7% 증가된 것이다.
그외에도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확대에 나설 예정인데, 공공부문에 의한
인프라투자는 1,788억페소로 금년보다 3% 증가, 도로망 확충에 투자될 예산은 114억 페소로
2004년보다 52.7% 증가, 에너지 부문에는 PIDIREGAS를 통해 1,444억 페소 배정하게 된다.
재래시장개발을 위해 금년보다 4.5% 증가된 1,263억페소를 배정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지출은 2004년보다 11.7% 증액한다.
□ 공공부채
공공부채 정책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국가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멕시코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부채가 관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공공부채 정책은 이자율과 환율변동의 위험으로부터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멕시코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공공부채를 5억불 상환할 예정이며, 공공부문의 부채
는 국내금융시장을 통해 해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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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외채가운데 단기외채는 가급적 조기상환이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기
외채로 전환을 시도하여 2004년 말에는 외채의 평균 만기일이 1000일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2005년 말에는 140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적인 신용기관들의 멕시코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도입할 수 있도
록 노력할 예정이다.
거시경제지표 (2004-2005)
부문

2004

2005

GDP
성장률(%)
총액(10억페소)
인플레(Dec/Dec,%)
대미환율(페소/1달러)
28일물 Cete이자율

4.0

3.8

7,350.4

7,934.4

3.9

3.0

11.3

11.6

6.7

7.8

경상수지
금액(백만달러)

-8,887.8

-14,237.4

비율(GDP 대비,%)

-1.4

-2.1

재정수지(GDP 대비,%)

-0.3

-0.1

미국 GDP 성장률(%)

4.4

3.7

산업생산증가율(%)

5.1

5.0

인플레(%)

2.3

2.2

29.2

23.0

1,857

1,900

2.2

3.2

2.0

3.0

원유
평균유가(불/1배럴)
평균수출량(md/d)
해외조달금리
LIBOR(%)
연방기금율(%)
*자료원: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재무부는 지속적인 수출확대, 민간소비 및 자본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2005년
경제성장률이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미국의 산업생산과 GDP가
각각 5.0%,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경제가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유가의 경우, 원유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세계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원유수요의 감소,
안정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석유시설 확보, 베네수엘라 국민투표의 평화적 마무리,
러시아의 원유수출 위험감소 등의 요인을 분석해 볼 때 2005년에는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멕시코산 혼합유의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2005년도에는
배럴당 23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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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8년 기간의 중기경제의 경우, 미국경제가 점차적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도 2003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중 미국경제 및
국제유가 등 대외적인 요소들이 멕시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평균 4% 성장이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2006년에 재정균형을 이루고,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민간부문의 가용자원 확충하기 위해 공공부문 기채수요(PSBR)
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공공부채를 2008년까지 GDP의 35% 이내로 감소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비순환수입(non-recurrent revenues)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고로, 원유판매수입과 비순환수입은 2004-2008년 기간중 각각 GDP의 1.9%와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 노동, 세제, 연금제도, Pemex의 재정독립, 예산안제도 운용의틀 확립 등
6대 부문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연금제도에 대한지출이 2004-2008 년 기간
동안 GDP의 2.1%에서 2.8%로 증가하고 민간에 의한 투자지원이 1.1%에서 2.4%로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4%대, 2005년 3.8%의 경제성장으로는 그동안 침체됐던 멕시코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
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멕시코 경제가 계속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회복세 유지를 위해서 생산성 향상 및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경제
부문 개혁 과제 추진 가속화 및 세금징수제도를 효율적으로 보완해 세금징수율을 높이는 것
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높은 국제 유가의 호기를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 활용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에는 의회, 정부, 민간 대표로 구성된 국가세제 개혁단의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예산안 부속문서로 권고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므로 의회에서 최종 결정
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5.

경제정책/수출지원정책

[ 수출지원 정책 ]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업계 수출지원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
○ 주관부서
- 멕시코 정부의 대업계 수출지원정책의 주관부서는 경제부임.
- 경제부는 독립기관인 수출입은행(BANCOMEXT)를 두고 주요 수출지원정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다음과 같은 두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은 수입관세 수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대외무역위원회(Comision de Comercio Exterior / COCEX)
□수출진흥위원회(Comision Mixta para la Promocion de Exportaciones / COM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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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진흥 활동
- 각종 무역정보 제공 (인쇄 및 전자 매체)
- 각종 수출진흥 이벤트 및 포럼 (BANCOMEXT 전담) 개최
- 융자 제공 (BANCOMEXT 전담)
2. 수출지원제도 핵심내용
가. 수출업체 지원제도
멕시코 경제부는 아래 7개 수출지원 제도를 통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수출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수입관세 및 부과세 면제, 부과세 환급, 대출 조건 완화, 각종 행정절차
편의 제공, 수출절차 단순화 등이다.
○ PITEX(Programa de Importacion Temporal para Producir Articulos de Exportacion
수출가공용품 잠정수입 지원)
○ ALTEX (Empresas Altamente Exportadoras / 수출업체 지원)
○ ECEX (Empresas de Comercio Exterior / 대외무역업체 지원)
○ DRAW BACK (Devolucion de Impuestos a Exportadoras / 관세환급)
○ MAQUILADORA (마낄라도라 / 보세가공)
○ PROSEC (Programas Sectoriales / 산업별 산업진흥정책)
○ PRONEX (Proveedor Nacional de Expotacion /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자 지원제도)
나. 무역정보 제공 매체 운영
○ 무역관련 전문정보 제공 시스템
(SIC / Sistema de Inteligencia Comercial)
- 동 싸이트는 수출 진흥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멕시코 경제부 싸이트
(www.economia.gob.mx)와 연계되어 있음.
동 싸이트 운영은 경제부뿐만 아니라, 관광부, 농림수산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공공
정책 담당부 및 BANCOMEXT가 적극 참여하고 있음.
○ EXPORTANET (BANCOMEXT 무역정보 싸이트)
- 동 싸이트는 해외 인콰이어리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수출진흥은행인 BANCOMEXT 싸이트(www.bancomext.gob.mx)에 하나의 메뉴로 연계되어
있음.
- 동 싸이트 연간 회비는 2,500페소(237불)임.
* 적용환율: 1US$ = 11페소
○ Programa Nacional de Eventos Internacionales y Agenda de Comercio Exterior
(BANCOMEXT 전지정보 싸이트)
- BANCOMEXT 싸이트와 연계되어 각종 해외 전시회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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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시행 프로그램
가. 수출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 PITEX (Programa de Importacion Temporal para Producir Articulos de
Exportacion)
- 동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는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NAFTA산 원부자재 및 기계류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IVA/15%)의 잠정면제 혜택을 받음.
-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50만불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의 10% 이상을 수출해야 함.
- 그리고 기계류 및 기기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는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동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매년 4월 30일까지 관련부처에 연
간 수출내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ALTEX (Empresas Altamente Exportadoras)
- 동 제도 참여업체는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이내에 부가세(IVA)를 환급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음.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연간 최소 2백만불을 수출하거나
총 매출의 4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이어야 함.
○ ECEX (Empresas de Comercio Exterior)
- 동 제도는 멕시코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수출대행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가세(IVA : 15%)를 면제해주고 있음.
- ECEX 기업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컨소시엄 무역회사 : 연간 3백만불 이상 수출업체
(* 다수의 소기업 수출을 전담하는 컨소시엄 회사)
□무역회사 : 연간 25만불 이상 수출업체
○ DRAW BACK (Devolucion de Impuestos a Exportadoras)
- 잠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제품이 이에 해당됨.
□원자재, 부품, 포장재, 용기, 연료, 윤활류 및 기타 수출제품에 필요한 자재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제품
□수리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
- 관세환급 승인이 있고 환급 받는데 까지는 최대 10일이 소요됨.
○ MAQUILADORA (마낄라도라 / 보세가공)
- 동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PITEX와 유사한 제도로서 PITEX 업체가 누리는 혜택에 낮은
소득세(ISR)율을 적용받음.
- 참고로 동 제도는 현재 가장 많은 한국업체들이 속한 제도이며, 멕시코 수출산업 진흥
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2002년부터 NAFTA 협정에 따라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그 매력을 잃고 있음.
○ PROSEC (Programas Sectoriales / 부문별 산업진흥정책)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03조에 따라 2002년부터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멕시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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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낄라도라 및 PITEX 대상업체로서 PROSEC에 등록할 경우 산업별로 등록된 제품에 대해
특별관세(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도 가능케 하였음.
○ PRONEX (Proveedor Nacional de Expotacion)
- PITEX, ECEX, 마낄라도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제품
에 대해 부가세(IVA)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이때 구매하는 제품이 수입산이던 국내
산이던 관계없음.
나. 수출자금 융자
○ BANCOMEXT의 융자 제공
수출진흥 은행인 BANCOMEXT는 다음과 같은 융자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 낮은
금리로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음.
- Pyme Digital (중소기업 IT제품 수입 지원 융자)
- Crediexporta Capital de Trabajo
- Crediexporta equipamento
(기계 및 설비 수입 융자)
- Creditos para el Sector Turismo
(관광업 지원 융자)
- Creditos para Importacion de Productos Basicos
(생필품 수입 융자)
수출자금을 융자 받기 위한 조건은 수출업체,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또는 수출업체에
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융자 규모는 자산의 50% 이내임. 기본 제출 서류
는 납세자 등록증, 정관 등이다.
다. BANCOMEXT 회원제도 (PROGRAMA DE MEMBRESIA)
○ 회원사 연간회비
- Platium : 20,000페소
- Gold : 15,000페소
- Silver : 10,000페소
- Bronce : 5,000페소
○ 주요 BANCOMEXT 서비스
- 수출업체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 박람회 정보 제공
- 특별 수출자문
- 해외시장 조사대행
- 세일즈 출장 지원
- 융자 제공
- BANCOMEXT 매체(인쇄 및 전자) 광고 대행
- 회원사 디렉토리 제공 (9,000개의 수출업체와 2,700개의 무역대행업체 수록)
- 해외 바이어 디렉토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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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에 대한 혜택
- 기본 서비스 : 월간지 제공, Exportatel을 통한 개인 자문 서비스 제공, 연간 회원
가입시 할인 제공 등
- 상기 유료 서비스에 대해 10˜25%의 할인 제공.
* 2005.6.23 현재 환율 US$1=11.18

86.

금융통화제도

< 은행 제도 >
가. 중앙은행
멕시코의 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인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독자성이 부여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시중은행
(1) 개발은행 및 상업은행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시중은행은 개발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구분되고 있다.
ㅇ개발은행: 개발은행은 농업금융, 수출금융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들이다.
-

NAFINSA(NACIONAL FINANCIERA S.A): 산업개발 목적으로 설립, 중소기업 지원
BONCOMEXT(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 대외무역 지원
BANOBRAS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PUBLICOS) : 공공건설 및 서비스

ㅇ상업은행: 상업은행은 당좌구좌나 단기 대출금융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BANAMEX,
BBVA BANCOMER, HSBC, SANTANDER SERFIN 등이 대표적인 은행이다. 상업은행들도 자본재 및
부동산 구매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2)융자제도
과거 멕시코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민간부문 산업 및 상업부문에 대한 융자 한도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매우 높은 지불준비율 유지 및 가용자금의 타 부문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금융을
통제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늘날에는 지불준비율 요건이 철폐되면서 역전되고 있는데, 저축
구좌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은행들은 민간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이자창출을
위해 주식투자 등 다양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멕시코 재무부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공 및 민간의 외채채권발행을 승인했는데 이는 높은
이자율 또는 이자 할인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시중은행의 이자지급보다 약간 높은 수익
률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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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환거래의 위험성을 기피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일부 증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지급하
는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다.
< 특별금융제도 >
금융지주회사들은 은행, 리스금융, 팩토링 금융, 제한된 목적의 금융보조금 등의 분야에서
형성되고 있다.
멕시코의 상호 기금투자회사는 기금의 숫자면, 규모, 거래량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해왔는데 특히 다음의 3가지 타입의 기금이 주목되고 있다.
ㅇ 고정소득기금: 멕시코 재무부 증권, 회사채 및 상업어음 등의 페소화로 발행된 고이자의
고정소득 증권류에 주로 투자하는 기금을 말한다.
ㅇ 가변소득 기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에 자신들의 자산의 상당비율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위임 받은 기금.
- 위험평형 자본 기금
투자 및 상호기금은 재무부에 의해 승인되며 중기업자 또는 은행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재무부 당국은 개인, 회사자금,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저축 및 퇴직 기금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타입을 검토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보험위원회로부터 이사회에서 재량권에 의해 자신들의 기술적인
유보한도를 초과하는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승인 받게 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기업들에 금융지원도 할 수 있다.
(특수금융시장)
멕시코에도 금융 선물시장이 존재하나 매우 제한된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오다 '99년
4월15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인 주가지수 선물시장 (MEXDER)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987년부터 농산물시장이 형성과정에 있으나 동년의 주식시장 폭락사태 후 사실상 중단상태
에 있으며 다른 귀금속과 같은 1차 상품은 멕시코은행과 주식 중개업체 등 여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나 귀금속의 선물환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국제금융시장 >
멕시코 내에는 활발한 외환거래시장은 있으나 미국과 근접되어 있으며 미국이 핵심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외환의 매매, 송금 등은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1987년이 후 다른 외국통화 예컨대 구주 유로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는 멕시코 페소화에 역 연동 효과를 가져와 유로본드의 경우 멕시코 내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나 멕시코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시장에서 유로 본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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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멕시코 기업들의 해외은행에 예금, 차입, 송금 및 이전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멕시코 은행들도 해외 지점의 개설 및 해외에서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서의 영업활동 등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승인이 되고 있다.
< 금융시장 >
1. 단기 금융
민간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단기 금융은 민간상업은행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데 주로 신용대
부, 담보대출 또는 고객 발행 어음의 할인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당좌대월의 경우
도 드물게 허용이 되고 있다.
이자율은 매우 높으며 민간은행의 단기 상업대출은 연율 25-30% 이상이며 신용도가 높은
모기업의 지불보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자율 부담은 높다. 또한 대출기업(자)는 대출은행에
대출에 상응하는 저축구좌를 유지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일반은행들의 제조업 및 도매업체의 어음할인을 통한 단기 페소화 기준 대출이자는 비록
재고 또는 고정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던가 산업용 부동산을 대출담보로 잡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산업용 부동산 대출은 해당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대출한도가 평가가액의 80%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국내 자본시장
멕시코내에서 장기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채나
대형 상사 등은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멕시코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장된 업체들에 의해 30일물, 60일물 등의 상업어음도 발행될 수 있다.
국내 민간자본 시장은 대부분이 멕시코 민간업체들이 자본을 공급하고 있고 일부만이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
저축이자율의 자유화 및 영업활동상의 융통성, 산업의 재 민영화 등으로 은행의
대출이자율의 자유화와 함께 대출 가능한 기금 확보능력이 개별 은행별로 재정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가장 대출상 유리한 기금을 결정하기
전에 몇몇 은행과 각 은행의 대출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해 상담 및 협상을 해야한다.
3. 외국인 투자자의 사용
멕시코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접근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으나 국내 금융조달 비용이 외국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별로 활용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에 일부 제재 조항이 있는 분야는 이들이 정부채 또는
국내 기업의 사채에 대한 투자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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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멕시코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우선 멕시코 은행들의 국제영업
파트나 국제금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개업소들과 상의해야 한다.
4. 금융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 및 NAFTA의 영향
최근 들어 멕시코의 시장개방으로 금융제도 관련 법규도 시대 조류에 맞게 수정되어 왔는데
주요 지향하는 목적은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 유도 또는 외국 금융기관이
멕시코 국내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통제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멕시코 금융시장 참여
외국인의 멕시코 금융시장 최대 소유 한도는 49%이다.
- 보험, 환전소, 기타 금융권 등
(2)보험산업부문 투자
NAFTA의 가동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의 보험업체도 멕시코 국내 보험시장에 투자진출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멕시코의 업체들과 합작투자업체를 설립하고 적용 초년도인1994년에는 지분율을
30%에서 1998년에는 51%로, 2000년에는100%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방법으로, 이 방법은 최대
시장점유율이나 산업 지배한도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가 100% 자기자본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는 개별기업
의 멕시코 보험시장 참여한도 1.5% 지배한 규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출하고 있는 업체전체
의 멕시코 보험시장 지배한도 6%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NAFTA체결 이후 보험회사들은 참여한도의 제한없이 보험 브로커 서비스업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3) 비 은행계 금융회사
이외 멕시코는 외국인의 소비자 금융, 상업 금융, 부동산 대출, 신용 카드서비스 등을 위한
비은행계 금융업체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과도기간 중에는 총 은행자산과
제한된 목적의 비은행계 금융서비스 업체들의 총자산을 합한 총 규모의 3%에 해당하는
규모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자신이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와 관련된 자동차회사의 자회사 설립은 이러한 제한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증권시장 >
멕시코내 주식거래 및 이와 관련된 브로커와 딜러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의 위임기관인 국가
주식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주식거래법에 따른다. 주식은 국가 주식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국가 주식 등기소에 등록된 주식만이 거래가 중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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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주식 위원회 승인 요건
법인 설립서류 및 기타 상세한 약관 등 서류 외에, 임원들에 대한 정보 및 영업내용에 대한
설명, 국가 주식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위원회에 제시해야 하며 전년도의 감사의견을 담은 재무제표 및 감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당해 년도의 6개월간 또는 가장 최근 회계 년도의 장부마감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승인을 받는데는 정상적인 경우 1-4개월이 소요되는데 결과적으로 추가로 감사과정을
거친 재무제표를 위원회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2. 멕시코의 주식거래
멕시코내 주식거래는 주식거래 브로커 또는 브로커-딜러 자격으로 등록된 업체에 의해
거래가 추진되고 있는데 특정기업의 주식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주식 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상장업체는 매년 감사를 필한 재무제표와 매 분기별로 감사를 받기 전의 잠정 재무제표
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이 공공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주식의 매수 및 합병에 관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 이외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시키고 있다.
3. 브로커 또는 브로커- 딜러
멕시코 주식시장법에는 딜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브로커-딜러로 등록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등 브로커-딜러 또는 개별 주식 거래 브로커 업체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예컨대 개별 주식 거래 브로커는 반드시 멕시코인 이거나 멕시코 영주
이민 외국인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브로커-딜러는 반드시 개별 등록된 브로커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멕시코
기업이어야 하며 영주이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나 멕시코 은행 또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이어서는 안된다.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멕시코 금융기관 또는 은행의 관리자들은 반드시 등록된
브로커여야 하며 모든 브로커나 브로커-딜러는 반드시 국가 주식 위원회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는 국가 주식거래 및 중개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87.

주요산업동향/금융업

< 현 황 >
금융,보험업(부동산업 포함)은 총 경제인구의 약 15%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 GDP에서
1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산계층의 확대, 소비자 신용제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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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은 제도나 서비스면에서 아직까
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외국계 은행은 1937년 LAZARO CARDENAS 대통령에 의해 전면 추방당한 바 있는데 '94년이후
다시 외국인의 금융업 진출이 허용되고 있다.
멕시코의 금융계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 재무부
멕시코의 중앙정부에 소속된 부처로서 금융 및 관련기관 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의 금융정책을 계획 조정하며, 중앙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한다.
이 외에 국가재정 및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홍보, 조정, 통제 및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증권거래소와 환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에 대한 감시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의 예산문제에도 개입하여, 그들의 정책을 조정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
기도 한다.
- 중앙 은행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나, 그들의 기능이나 행정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임명한 5년 임기의 위원장과 임기 8년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자치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정부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향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정책 설정시, 경제의 안정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며, 주로 금융제도의 건전한
발전방향 설정, 부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제도의 안정에 중점을 둔다.
이 외에 화폐발행, 환거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중계자 역할도 수행한다.
- 금융 및 증권위원회
먼저 금융위원회는 1925년 1월 대통령령으로 금융기관이 그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후, 증권위원회는 재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1946년 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창설되었으며,
금융 및 증권시세의 정상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1995년 4월 28일
재무부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술고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 및 증권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 기관의 주요 활동은 금융 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정
책을 조정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의 주된 목적은 금융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이 기관은 금융기관 및 그 산하기관의 역할수행에 대한 감독과 금융기관과
소비자사이의 중재역할 또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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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시장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시장에는 공기업 및 민영기업과 정부기관, 일반투자자들 모두 참여 가능하다.
멕시코에는 그 외에, 이러한 증권시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
으로 창설된 기관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먼저 AMIB (Asociacion Mexicana de Intermediarios
Brusatiles)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금융문화의 형성과 금융기관에 수준높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증권공탁기관 ( Institucion para el Deposito de Valores ) 는 1977년과 1980년에 증권시장
의 과열로 인해 증권시장의 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정부산하기관으로써 창설되었다.
그후 정부기능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형성과정에서 1987년 10월 1일 정부의 산하
기관이 아닌 민영기관의 성격을 띈 SDINDEVAL로 창설되었다. 현재 이 기관는 증권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 증권의 양도 및 청산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또한 업무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 증권거래소
멕시코의 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띄며 조직된 기관으로 그들의 업무활동은 재무부
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각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업무의 편의를 돕는 기관이며, 국
가경제가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증시의 발전을 위한 목
적으로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나 주로 증권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관계 및 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 증권거래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증권중개소
증권에 대한 거래 행위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리인을통해
가능한데, 이러한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단체는 CNBV (Comision
Nacional Bancaria)와 BMV (Bolsa Mexicana de Valores ) 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인은 증권시장 및 거래에 관한 규정하에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 자체가 이러한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멕시코의 주요한 금융기관이다.
-BANAMEX, BANCOMER, SERFIN, BITAL, PROMEX, BANORTE, BANCRECER, INTERACCIONES, INBURSA,
INVERLAT, BANPAIS, SANTANDER MEXICANO, BILBAO VIZCAYA, IXE, CITY BANK, J.P. MORGAN, CHASE
MANHATTAN, FUJI BANK, BANK OF TOKYO, BANK OF AMERICA, BANKBOSTON, REP. NAT. B. OF N.Y.
FIRST CHICAGO BANK, AMERICAN EXPRESS B., NATIONS BANK, B.N.P., DRESDNER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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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성 >
금융기관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2종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상업은행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수표업무와 구좌관련업무,
투자, 환거래, 현금이체, 세금 지불등 일반적인 업무가 주로 이루어진다.
둘째, 개발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초로 하여, 특정지역 혹 특정경제분야에 대한 지원
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주택, 농업, 광업, 관광, 축산업, 상업,
부동산의 산업부문들이 이러한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은행 중
BANCOMEXT는 대외무역업무에 관련한 서비스와 중공업기계와 교통수단관련 무역매매거래시,
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며, 선적전과 선적후 수출업무에 관련해 주로 지원하는 등
국가의 수출진흥을 주 목적으로 한다.
< 전 망 >
1995년의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의 토대가 서서히
재구축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기초확립은 멕시코의 경우
특히 각 산업부문의 발전에 필수적인 외국자본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외환 및 금융위기를 겪은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리라 예상되며, 현재 금융제도의 재검열 및 조정 그리고 현대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금융제도상의 모순점을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안이 대두고
있다.
< 진출 방안 >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금융지원을 원할 때, 필요한 자금의 액과 대출을 통해
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상황과 대출의 조건 등에 따라
서 신청금액과 실제로 대출 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자율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멕시코에는 현재 신용대출의 종류에 따라
이자율이 연 20%, 25%, 40%까지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자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출
받는 총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하여 볼 때, 신용 대출를 받는 기업
들은 이자율, 상환기간과 그 외의 기타 조건들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40%에 달하는 경우 기업의 생산능력 및 효율과 이윤을 고려하
여,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과연 기업이 이윤을 획득하는데 유리한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은행 뿐 아니라, BANCOMEXT나 NAFINSA와 같은 개발은행을 통한 신용대출
제도 또한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개발은행들은 수출산업기업들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
으로 금융지원을 해준다. 한국기업인들은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의 종류와
조건을 알아야 하며,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는 것이 자 기업에게 유리한지 판단하여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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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자율 이외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개료, 담보감정에 관한 서류, 공증비,
각종세금, 그리고 이러한 경비를 지불할 때 국내통화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시세에 따른 변동
등의 기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

88.

주요산업동향/최근 멕시코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멕시코 자동차부품 산업은 제조업 전체 GDP의 16%, 전체 자동차 산업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부문이다. 동 부문은 최근 생산량 감소를 보여왔으나, 2004년 경기회복 추세
속에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3년 멕시코 자동차 부품 생산량은 195억 4,600만불
규모로 전년대비 4.3% 감소를 기록했으나, 2004년의 경우 6.5%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국내 자동차부품 판매 현황
2003년 전체 자동차부품 생산량은 195억 4,600만불이며, 이 중 58%가 수출용이고, 나머지
42%가 내수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판매량의 경우, 전체 생산량과 유사한 195억
4,300만불을 기록했다.
<그림-1> 멕시코 자동차 부품 판매 현황

Sales Composition of Nationally Produced Autoparts
by Product
System, Includes OEM, Spare Parts and Direct Exports Includes Maquila (Value), 2003
Others
10%
Oil, Lubricants & Liquids
6%

Body Stampings & Parts
4%

Tires & Pneumatics
3%

Fabrics, Mats & Seats
6%
Automotive Rubber Products
2%
Brakes & Parts
4%

Accessories & Automotive Use
Parts
4%

Glass & Winshields
1%

Suspension, Steering & Parts
4%

Transmissions & Parts
1%

Electric Parts
14%

Clutches & Parts
7%
Engine Parts
15%

Gasoline Engines
16%

Bodyworks
3%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 부품 협회(INA)
국내 자동차부품 판매 현황은 위 <그림-1>과 같으며, 가솔린 엔진이 1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엔진부품이 15%, 자동차용 전자부품이 14%로 3개 품목이 전체 자동차
부품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클러치와 부분품이 7%, 자동차용 천,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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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가 6%를 차지하고 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엔진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2>에서와 같이
자동차용이 74%, 6,8 실린더용 엔진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4 실린더

<그림-2> 엔진 종류별 판매 현황

Sa le s Comp ositio n ( N a tion a l & Ex p orts)
o f G a solin e En g in e s, ( V a lu e ) , 2 0 0 3

6 & 8-Cylinder
Vehicles
26%

4-Cylinder
Vehicles
74%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 부품 협회(INA)
가솔린 엔진 다음으로 엔진부품 판매가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엔진 부품 중에서 엔진
헤드가 27%, 엔진 모노블럭이 16%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림-3> 엔진 부품 판매 현황

Sa le s Co mp o sitio n ( N a tio n a l & Ex p o rts)
o f En g in e Pa rts, ( V a lu e ) , 2 0 0 3

Silencers
2%

Rings, Bearings
and Seating Metals
for Engines
3%

Other Non-Generic
Products
7%

Engine Heads
27%

Engine Jackets
1%

Crankshafts
2%

Other Secondary
Products
40%

Oil & Gas Pumps
2%

Engine Monoblocks
16%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 부품 협회(INA)
자동차 부품 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용 전자부품의 경우, 자동전기장치가 34%,
자동차 완충장치가 3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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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전자 부품 판매 현황

Sa le s Co mp o sitio n ( N a tio n a l & Ex p o rts)
o f Ele c tric Pa rts, ( V a lu e ) , 2 0 0 3

Wires & Cables for
Automotive

Alternators

Accumulators for

Harnesses

6%

Automotive Vehicles
31%

3%
Automotive Electric
Harnesses
34%

Other Non-Generic
Products

Sparking Plugs,

0%

Contact Points &
Automotive

Other Secondary
Products

Condensers

22%

4%

*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 부품 협회(INA)
전체 부품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용 천, 매트, 의자부문에서는 의자판매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6%를 차지한 오일, 윤활제 부문에서는 자동차용 오일이 61%, 자동차
윤활제용 첨가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의 69%가 자동차 제조
업체에 오리지널 부품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31%가 수리용 부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2. 자동차 부품 산업 구조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2)
3)
4)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거나 수입 판매중인 다국적회사
멕시코 자동차부품 제조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멕시코 중소기업

멕시코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다국적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멕시코에 소재한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높은 상황이며, 주로

대표적인 기업으로 Delphi, Visteon, Denso를 들 수 있는데, Delphi Automotive는 General
Motors 자회사이며 국내시장에서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Visteon의 경우, Ford
Motor Company의 자회사이며 멕시코내 5개 주에 15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Ford는
물론 Nissan, Mopar, VolksWagen 등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80%를 수출하고 있다. Denso는 일본계 기업으로 세계 5대 자동차 부품 회사 중
하나이며 주로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부품 제조 대기업으로 Desc, Vitro, Condumex 등이 대표적이며,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다국적기업과 제휴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A/S용
제품을 생산해 국내 자동차 수리센터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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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멕시코 자동차 부품 수출입 현황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은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자동차
판매 증가세로 인해,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
1분기의 경우,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산이 캐나다와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림-4>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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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www.economicindicators.gov
2003년 자동차부품 수출량은 114억 9,800만불을 기록했으며, 수입량은 154억 7,300만불을
기록했다.
2004년 1-2월 기간의 경우,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엔진이 54.7% 증가를 보였다. 유일하게 수출 감소를 기록한 제품은 타이어로 76.2% 감소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수입의 경우, 금년 1-2월 2개월동안 전년동기대비 6.7%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타이어제품이 36.7%로 큰 감소를 보였다. 반면 CKD 부품 수입은 157.3%로 높은 증가를
기록했으며, 엔진 및 부품 수입도 7.6% 증가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에서 종류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반 자동차부품이 60%, 엔진 및
부품이 28%, 타이어가 4% 등을 차지하고 있다. 타이어부문의 경우, 한국산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타이어 특정 관세제로 인해 수출이 90%이상 감소된 반면, 일본산 타이어
수입은 2005년 일-멕 FTA 발효와 함께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산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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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자동차 부품 종류별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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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 부품 협회(INA)
4. 맺음말
2004년 미국 경기회복으로 인해 멕시코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부터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멕시코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자동차 구매도 증가세를 보여, 이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004년 자동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신모델 도입 확대 및 수입차량 증가
역시 자동차 부품 수입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멕시코 시장에 아직 한국 자동차제품이 H사 및 D사 일부 모델에 국한되어 대멕 자동차부품
수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나, 다른 브랜드와 호환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시장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제품의 경우, 자동차 수리센터 등 A/S 마켓을
겨냥한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89.

주요산업동향/대형유통망시장 현황

1. 멕시코 유통시장 개요
멕시코는 NAFTA 가동이후 급속히 유통망 형태가 미국형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유통부문에
미국자본 진출이 급진전되고 있다.
멕시코 대형유통시장은 현재 “대형유통체인 및 백화점협회(ANTAD)"와 Wal-mart로 양분화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Wal-mart는 몇 년전부터 ANTAD에서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말 기준 대형유통체인 총 매출액은 236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Wal-mart 매출액만 109.
4억불을 기록해 전체 대형유통체인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멕시코 대형유통시장에서 Wal-mart 다음으로 Soriana 32억불, Comercial Mexicana 31억불,
Gigante가 28억불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4개 대형업체가 이들 시장을 주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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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매장수

매출액
(백만페소)

매출액
(백만달러)

Wal-Mart Mexico

641

120,280

10,934

Soriana

138

35,780

3,252

Comercial Mexicana

219

34,963

3,178

Gigante

492

31,117

2,828

주) 적용환율 : US$1=11페소
이들 업체 중 Wal-Mart는 미국 자본으로 계속 체인점 매장수를 확장하면서 멕시코 대형 유
통망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 본사로부터 독자적 구매권을 부여받아 멕시코 법
인이 직접 구매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Soriana는 멕시코 동북부 Monterrey를 근거지로 연간 70%대의 급성장을 하면서 북부
지역의 유통망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멕시코 대형 유통망 시장을 미국자본인 Wal-Mart가 주도해 나가는데 위기감을 느
끼고 멕시코 국내 자본기업인
Soriana, Comercial Mexicana,
Gigante
등 3개사가 Sinergia 라는 공동구매법인을 설립하여 가격경쟁력 제고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 유통구조
멕시코는 아직까지 유통구조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운송 및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단계별 운송비가 비싼 편이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동일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
비들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유통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제품 최종 소비자가격이 공장 출고가 또는 수입가격의
평균 2.5배에 달한다.
멕시코시티를 기준으로한 북부지역은 철도운송이 활발하지 못해 주로육로를 통한 운송이 일
반적이며, 이에 따른 물류 비용이 높은 편이다. 일례로 멕시코의 대표적인 무역항 Manzanil
lo항에서 수도인 Mexico City 까지는 주로 철도(기차)를 통한 운송이 일반적이지만, 제 2의
도시인 Guadalajara는 철도(기차) 50%, 트럭 50%정도이며, 북부지역 Chihuahua 는 80%이상
이 트럭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운송기간도 긴편인데, Manzanill에서 Mexico City간 트럭운송의 경우 최소 1박 2일, 기차운
송의 경우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멕시코의 대형유통체인들은 유통구조를 최대한 단순화시켜 물건을납품받아 유통비 절감가를
가격에 반영, 타 상점에 비해 고품질의 가격 경쟁력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
지만, 아직 선진국 유통체인과 비교시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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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유통업체 구매성향 개관
가. 구매조직 및 구매성향
멕시코 대형 유통체인들은 일반적으로 중앙구매센터를 통해 공급선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형 유통체인은 해외로 Outsourcing팀이나 구매팀을 파견해 직접 공급선을 물색하기
도 한다.
대부분의 유통체인의 중앙구매센터는 품목별 담당자가 있으며, 해당 품목 담당 구매책임자
가 독립적으로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유통체인에의 진출을 위해서는 판
매하려는 제품의 구매 담당자와의 접촉이 필수이다.
대형 유통체인의 대부분이 상품가격인하를 위해 제조업체와 직거래를선호하며,무역업체를
통한 거래는 기피하고 있다.
대형 유통체인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므로, 우선 저렴한 가격 제시를중시하며, 대량 물량 제
공 가능여부도 구매결정시 중요한 요소이다. 주로 대량물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정
책을 이용하고 있다.
구매의사가 있는 업체에 최초 자료요구시 가격과 함께 1년간의 해당사 제품판매 전략계획서
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동계획서는 유통체인별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연간 정
기바겐세일 횟수, 바겐세일시 유통체인 및 공급선의 분담비율, 제품 홍보전략과 기간 및 공
급선 부담률, 유통체인 마진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 물품인수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중앙물류센터나 각 매장에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수입절차를 밟아 물건을 수입통관하기보다는 공급자가 물건을 수입,
통관하고 이를 유통업체 물류창고 또는 각 매장에 인도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일단 공급선으로 지정되면 중앙물류센터보다 각 매장으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대금결제
대형 유통체인의 대금결제방식은 대부분이 신용거래가 일반적이며 물품 인수 후 60일, 90일
혹은 120일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4. 관련 조합 및 전시회
가. 관련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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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형 유통체인 및 백화점 협회
공식
명칭

Asociacion Nacional de Tiendas de Autoservici
oy Departamentales (ANTAD)

주소

Horacio 1855 piso 6 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Mexico, D.F.

Tel

(52 52) 5580 1772

Fax

(52 52) 5395 2610

담당자

Lic. Vicente Yanez Solloa.

직위

Executive President

설립
연도

1983

회원수

총 104 개사
47개 유통체인, 18개 백화점, 39개 전문점

종업원수

47

홈페이지

www.antad.org.mx

e-mail:

vicente.yanez@antad.org.mx

주요
활동

- 회원사간 정보 공유
- 대정부정책 건의
- 소비자 반응 및 동향 분석
- Food Marketing Instituo,National Housewares
Manufacturers Association등 해외 기관들과
지속적인 업무 교류
-멕시코내에서 유통시장관련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정평이
나있음

나. 관련 전시회
◦Expo Merchandising Latin Shop
-일정 : 8월 25-27일
-장소 : World Trade Center
-전화 : 52-55- 5488 2566
-이메일 : info@exposwtc.com
◦Mercancias Generales
2004
- 일정 : 8월 31일 - 9월 2일
- 장소 : Centro Banamex, 멕시코시티
- 전화 : 52-55-5580 1772
- 이메일 : kornelas@antad.org.mx
- 멕시코 대형 유통체인 및 백화점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전시회로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이 전시업체로 참가하며, 각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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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arrollo tu Negocio
- 일정 :7월 13-14일
- 장소 : Cintermex, Monterrey
- 전화 : 52-81- 8369 6969, 8369 6911
- 이메일 : tlara@cintermex.com.mx
◦ANAM 2004
- 일정 :
- 장소 :
- 전화 :
- 이메일

10월 1-2일
Poliforum Leon, 레온주
52-477- 710 7000
: mercadotecnia@poliforumleon.com

◦Expo Venta 2004
- 일정 :10월 28일-11월 6일
- 장소 : Expo Guadalajara, Guadalajara
- 전화 : 52-33-3343 3000, 3343 3030
- 이메일 : infoexpo@expo-guadalajara.com
5. 한국제품의 유통시장 진출방안
가. 진출유망품목
□ 전자제품
기술수준이 높은 고기능 전자제품보다 대중적이고 저렴한 단순기능 가전제품 및 오디오, 비
디오 전자제품 공급이 바람직하다.
□ 연장도구
연장도구는 멕시코인들이 대형마트에서 많이 구입하는 품목 중 하나이므로, 저렴하고 우수
한 품질의 가정용 연장도구 제품 공급이 유망할것으로 보인다.
□ 미용 제품
멕시코시장에서 미용용품 판매가 최근 3-4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남성 및 여성용 각종
미용 소품 공급도 진출가능분야라 할 수 있다.
□ 인스턴트 식품류
멕시코내 인스턴트 식품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라면종류도 많이 보급되어 있다. 따라
서, 국수 종류 및 각종 인스턴트 식품 중 국제화된 제품의 경우 대형마트를 통한 멕시코 시
장 진출을 검토 해 볼만하다.
나. 진출제약요인
□ 관세 장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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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NAFTA(미국, 캐나다), EU, G3(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등 다
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는 일-멕 FTA도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멕시코 수출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비해 품목에 따라 10-20%이상의
고관세를 지불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 물류 비용 과다
한국에서 멕시코의 만사니요 항구까지 40Feet컨테이너가 US$2,400-2,700정도로 비싼 편인데
다가, 멕시코시티까지 내륙운송비도 컨테이너당 US$1,200-1,500 수준으로 매우높은실정이다
이런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해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장기 신용거래 요구
멕시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은 주로 물품공급시 60-120일 정도 기간의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제품 공급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 효과적인 진출방안
□ 해당 품목 구매담당자와 지속적인 접촉
대형유통체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품목의 구매담당자를 접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매담당자는 수많은 업체들에게 오퍼를 받기 때문에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의 가격이 매우저
렴하거나 디자인이 새롭고 기존 시장에진출하지 않은 아이디어 제품 등 특징이 없으면 담당
자를 만나기 매우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 샘플 송부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담당자와 지속적인 연락을시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 유능한 에이전트(대리점) 선정
대형유통체인 진출을 위해서
경우 언어장벽, 시차 등으로
형마트와 꾸준한 거래관계가
척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장기적으로 꾸준히 담당자와 연락을취해야하나 국내업체들의
지속적인 접촉이 힘든실정이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고 대
있는유통체인 납품업체를 현지 에이전트로 선정하여 시장을 개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길 희망하므로, 에이전트는 대리점이나 지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기적인 마케팅 필요
대형 유통체인 진출은 보통 1년 이상의 노력을 통해 성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한국의 모식품업체는 Comercial Mexicana에 진출하기 위해 실제로 2년 이상의 노력을 거쳐
간신히 초기 납품에 성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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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카탈로그, 샘플 발송, 견적서, 납품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
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멕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급
한국제품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비해 고관세를 지불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경쟁
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장기적인 대멕 수출확대를 위해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90.

주요산업동향/대형유통업체 현황

1. 대형체인 및 할인매장
가. Wal-mart
ㅇ 개요
멕시코 대형 유통체인 중 Wal-mart 가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Gigante, Comercial Mexicana, Soriana 세 곳이 가장 대표적인 대형 유통체인이라 할 수
있다. 3개사 전체의 2003년 매출액은 92.5억불(1,018억페소)로 Wal-mart 보다 16% 적은
금액이다.
Wal-mart Mexico는 전국적으로 641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 Sam's Club : 53개
- Bodegas Aurrera : 140개
- Wal-mart Supercenter : 83개
- Superama : 44개 - Suburbia :52개 - 269개 레스토랑 체인
2003년 109.4억불(1,203억 페소)이라는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동 매출액은
2002년 대비 14.2%나 증가한 금액이다. 참고로 종업원수만 전국적으로 99,881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Wal-mart Mexico는 향후 18개월동안 77개 체인점 확장을 위해 6억5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Sam's Club :9개
- Bodega Aurrera :38개
- Walmart Supercenter : 6개
- Superama :10개
- 14개 레스토랑 체인점 등
ㅇ 구매성향
Wal-mart는 그룹내 중앙구매센터가 있으며, 동 구매센터는Wal-mart, Superama, Bodega
Aurrera 등 3개 계열사 제품을 공동구매하고 있다. 기타 다른 계열사는 각회사별 구매부서
에서 독립적으로 제품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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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mart Mexico는 미국 Wal-mart 의 개입없이 국내외 모든 물품 구매여부를 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구매하고 있다.
Wal-mart는 전자제품, 식품, 의류 등 세분화된 품목별로 구매담당자가 있으므로, Wal-mart
에 제품 공급을 위해서는 품목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찾아 접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Wal-mart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있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대량 물량 공급이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공급자를 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Wal-mart가 시장가를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Wal-mart 공급업체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 납기일 준수가 필수조건이다.
또한, 창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창고 저장하는 제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로 공급업체
가 매장으로 직접 제품을 운송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구매 담당자
주소

Av. Universidad No. 936-A Col. Santa Cruz Atoyac C.P. 03310 Mexico D.F.

Tel:

(52 52) 5420 0200 ext 5261

Fax:

(52 52) 5420 0020 ext 1601

담당자
직위

Alvaro Arrigunaga
일반제품 구입 디렉터 Director Mercancias Generales

설립년도

1991

종업원수

99,000

홈페이지

www.walmartmexico.com.mx

e-mail:

maarrig@wal-mart.com

업종

유통 마트

매출액

100억불 이상

나. Comercial Mexicana
ㅇ 개요
Comercial Mexicana는 전국적으로 219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 Comercial Mexicana : 76개
- Mega Comercial Mexicana :21개
- Bodegas Comercial Mexicana : 35개
- Sumesa :18개
- California 레스토랑 : 49개
- Costco : 20개
Comercial
증가했다.

Mexicana의

2003년

매출액은

31.7억불(349억페소)

규모로

전년대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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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rcial Mexicana는 2년 연속 멕시코시티 시정부의 1억 3천만불 규모 상품권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참고로 동 입찰시 Comercial Mexicana는 26.62%의 할인금액, Gigante는 26.27%,
Wal-mart는 24.11% 할인금액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 및 대기업 상품권입찰 계약에 대형
마트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ㅇ 구매성향
Comercial Mexicana는 Sinergia를 통한 3개사 공동구매 정책이 제품 판매가격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사는 크게 생필품, 식료품, 의류, 일반제품 등 네 부문으로 구매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며,
생필품부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년반동안 Wal-mart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사항이 가격조건이었다.
특히, 일부제품의 경우 Wal-mart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제품가격을 낮추고 손해액
을 다른 부문에서 흡수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구매 담당자
회사명
주소
Tel
Fax
담당자
직위
설립연도
종업원수
홈페이지
e-mail
업종
매출액

Tiendas Comercial Mexicana S.A. de C.V.
Av. Adolfo Lopez Mateos No. 201 Santa Cruz Acatlan,
Naucalpan Edo de Mexico, C.P. 53140
(52 52) 5270 9485
(52 52) 5270 9484
Lic. Alfonso Cortina
일반구매부 Sub-director
1930
43,000
www.comercialmexicana.com.mx
acortina@mail.comerci.com.mx
유통마트
30억불

다. Gigante
◦ 개요
Gigante는 식료품, 일반소비재, 의류 등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 유통체인으로 전국적으로
492개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

Gigante : 102개
Bodegas Gigante : 54개
Super Gigante : 61개
Gigante USA : 8개
Super Precio : 42개
Radio Shack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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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Depot :89개
- PriceSmart :3개
- 레스토랑 Toks : 46개
2003년말 기준 28.3억불 (311억 페소)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한 금액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체인점을 기준으로 2003년 4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6.8%나 판매가 감소했다.
Grupo Gigante는 2004년에 9천만불(10억 페소)을 투자해 4-5개 대형유통마트, 5개 레스토랑,
15개 Radio Shack, 12개 Office Depot, PriceSmart 1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구매담당자
회사명

Grupo Gigante

주소

Ejercito Nacional No.769-A, Col. Nueva Granada,
C.P. 11520, M?xico, D.F.

Tel:

(52 55) 5269 8261

Fax:

(52 55) 5269 8105

담당자

Lic. Jaime Alverde / Martha Aboites

직위

Director Comercial /Secretaria Personal

설립연도

1962

종업원수

45,000

홈페이지

www.gigante.com.mx

e-mail:

maboites@gigante.com.mx

업종

유통마트

수입국

세계 각국에서 수입 중

매출액

28.2억불 규모

라. Soriana
멕시코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몬떼레이에 본사를 둔 Soriana는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주로
인지도가 높으며, 최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에 2억 5천만불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멕시코 시티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Soriana는 특히, 멕시코 북부 미국 국경지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있는데, 국경지대의
경우 미국 대형 유통체인과 경쟁을 위해 별도의 가격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Soriana는 2003년말 기준 27개주, 54개 주요도시에 138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Soriana, Soriana mercado, City Club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Soriana의 2003년 매출액은 32.5억불(357.8억페소) 규모로 전년대비 7.1% 성장세를 보였다.
2003년에 20개의 체인점을 신규 개장했으며, 2004년의 경우 2억 3천만불규모를 투자해 25개
체인점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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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 성향
크게 의류, 일반품목, 식료품, 생필품 네부문으로 구매담당이 나누어져 있다.
동사는 주로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며, 중앙 구매센터에서 전체 물건구입량
및 각 점포별 배포물량을 결정한다.
Soriana는 어느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 등의 형태로 구매하지 않으며, 다양한 공급선으로
부터 3-4만 가지의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국산품, 수입품에 상관없이 더 좋은 가격과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납품업체 교체가 가능하도록 복수 거래를 하고 있다. 동사는 가격조건도 중요하지만, 제품
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므로,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 공급이 중요하다.
공급업체들은 제품 품질 규격 및 멕시코 포장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엄격한 납부기한 준수도
중시된다. 특히, 외국업체의 경우에도 멕시코규정에 따른 스페인어 제품 설명기재, 원산지
증명 등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구매 담당자
회사명

Organizacion Soriana S.A. de C.V.

주소

Alejandro de Rodas No 3102-A, Colonia Cumbres 8o. Sector,
Monterrey, Nuevo Leon, Mexico 64610

Tel:

(52 81) 8329 9000 ext 8203

Fax:

(52 81) 8329 9211

담당자

Vicente Perez Roji

직위

잡화부문 Sub Director

설립연도

1905

종업원수

43,000

홈페이지

www.soriana.com.mx

e-mail:

vperez@soriana.com.mx

업종

유통마트

매출액

30억불 이상

2. 백화점
가. Liverpool
ㅇ 개 요
멕시코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은 Palacio de Hierro와 Liverpool을 들 수 있다.
Liverpool은 전국적으로 52개 체인을 운영중이며, 그 중 Liverpool이 26개, Fabricas de
Francia가 2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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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자체 백화점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자수는 150만명에 달하며, 전체 판매의
52.4%가 백화점 카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매출액은 20.9억불(230억페소)를 기록했으며, 전국적으로 2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ㅇ 구매성향
일반적으로 구매담당은 의류부문, 전자제품 및 기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구매부서 담당
자는 가격, 품질 등을 고려 적정한 공급선을 선정한 후 구매 디렉터의 결제를 받아 구매여
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백화점의 경우, 대형 마트와는 달리 가격조건 이외에 우수한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를 중시
하는 경향이 있다. Liverpool 구매담당자들은 각 부문별 신제품 및 새로운 유행상품을 찾아
구매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며, 항상 새로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물색하는 경향이 있다.
동사는 신규공급자에게 보통 90일 크레딧을 요구하고 있어, 첫 거래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공급업체들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위주이므로 크레딧 제공에 큰 문제가 없
는 상황이다.
구매 담당자
회사명

Liverpool

주소

Mariano Escobe 425, Sotano y Primer Piso, Col.
Polanco, M?xico D.F. 11570

Tel:

(52 52) 5328 6400 ext 6717

Fax:

(52 52) 5328 7809

담당자

Jose Manuel Campuzano

직위

Subdirector 전자제품 및 잡화부문 담당

설립연도

1847

종업원수

25,000

홈페이지

www.liverpool.com.mx

e-mail:

jcampuzano@liverpool.com.mx

업종

백화점

매출액

20억불

나. Palacio de Hierro
ㅇ 개요
Palacio de Hierro는 멕시코에서 가장 고급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Liverpool이나 Sears
보다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Palacio de Hierro는 전체 8개 매장을 운영중이며, 2003년말 기준 매출액은 6.9억불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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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담당자
회사명

Palacio de Hierro

주소

Valladolid No. 85 Col. Roma C.P. 06700 Mexico D.F.

Tel:

(52 52) 52295400 / 52295408

Fax:

(52 52) 5229 5400 전화팩스 겸용

담당자

Ernesto Izquierdo / Carlos Gonzalez

직위

Director Comercial / Subdirector Compras

설립연도

1893

종업원수

6,000

홈페이지

www.totalmente.com.mx

e-mail:

cgonzalez@palaciohierro.com.mx,
eizquierdo@palaciohierro.com.mx

업종

백화점

매출액

6.9억불

91.

주요산업동향/섬유산업 현황

1. 멕시코 섬유산업 개관
멕시코 섬유산업은 1999년 NAFTA 체결 이후 미국시장으로의 유리한 시장 진입조건을 활용해
급성장해 왔으나, 최근 멕시코 제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위기를 겪어왔다.
멕시코 섬유제품은 미국시장 및 멕시코 내수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경쟁력을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1분기의 경우, 멕시코 섬유산업이 만명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서 회복세를 보
였으며, 멕시코 섬유산업협회는 금년 동 부문 성장율을 4%대로 예상하면서 3만명 이상의 고
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유입된 섬유, 의류제품이 내수 시장
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밀수가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멕시코 회사정보시스템 (SIEM)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2003년 기준 전체 GDP의 1.26%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GDP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말 기준 동 부문에
36,632개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Mexico City, Puebla Estado de Mexico, Guanajuato, Jalisco,
Tlaxcala, Hidalgo, Aguascalientes 등에 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2. 섬유산업 생산 및 수출입 동향
ㅇ 섬유산업 생산 동향
멕시코 통계청(INEGI)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섬유, 의류부문 생산금액은 2003년 기준 45억
불 수준이며,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동 통계에는
마낄라부문 생산량은 포함되어 있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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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섬유, 의류 부문 생산량 >
(단위: 백만페소)
연도

금액

1999

51,464

2000

55,538

2001

52,005

2002

51,498

2003

49,437

2004 (1-4월)

16,306

주) 마낄라도라 생산량 미포함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INEGI), 2004. 7
ㅇ 수출입 동향
섬유의류 부문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총수출규모가 95억불 규모이며, 그 중 마
낄라부문이 62억불, 비마낄라부문은 33억불 규모로 마낄라도라 부문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섬유, 의류부문 수출이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연평균 -5.5% 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HS CODE 2단위별로 비교해보면, 면제품의 경우 2003년에 전년대비 -24.5%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며, 수출주력품목인 인조스테이플 섬유도 -16%를 기록했다.
멕시코 섬유산업 수출의 90%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에 캐나다, 온두라스,
홍콩, 과테말라, 케이만군도, 도미니카 공화국, 스페인, 벨기에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내 멕시코 섬유 제품 점유율이 중국산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멕시코 섬유업계에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섬유부문 수입의 경우, 2000-2003년 기간 동안 연평균 -3.2%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인조 스테이플 섬유 제품 수입은 2003년에 전년대비 -11.4%나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불법으로 유입되는 섬유, 의류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멕시코 시장에 유입되는
제품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2003년 기준, 면제품 수입이 15.2억불, 인조 필라멘트 섬유가 11.3억불로 수입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멕시코 섬유산업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최근 2년간 멕시코 섬유산업은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며, 멕시코는 중국, 중미국가 등의
경쟁국에 비해 높은 에너지비용, 임금 등으로 최근 섬유산업 투자지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밀수 등을 이용한 중국산의 국내 유입 증가, 미-중미, 도미니카
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대미시장에서 NAFTA 수혜 감소 등도 섬유산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업계는 2005년 미국의 섬유쿼터 폐지
가 멕시코 섬유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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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봉제산업 임금 비교 >
(단위: US$)
국가

평균임금(월)

멕시코

398

과테말라

250

도미니카공화국

184

온두라스

150

주) 평균임금에 기본급,인센티브,잔업수당 및 사회보장세등 고용주 부담분포함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 도미니카 중앙은행, 과테말라 경제조사기관(ASIES), 온두라스 PRES
A LIBRE , 2004. 7
그러나, 멕시코는 섬유산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미국시장과의 근접성, 수출경험
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최근 멕시코 섬유, 의류 산업의 경쟁력 하락 추세 속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섬유소재-직물-의류 산업 경쟁력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패키지 체제
(총체적 의류생산라인) 구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섬유소재-직물-의류 산
업간 가격구조 개선,3개 부문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개 부문에
대해 중미 및 중국 등 경쟁국과 유사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주요골자로하고 있다.
멕시코 섬유, 의류업계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조립 공장
위주에서 패키지 체제(총체적 의류생산라인)로의 변화 및 최신 유행제품 생산 등 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2.

주요산업동향/플라스틱 산업 현황

1.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개관
멕시코는 세계 10대 플라스틱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플라스틱산업이 2003년말 기준 전체
GDP의 0.6%, 제조업부문 GDP의 3%를 차지했다. 2003년 플라스틱 산업 성장율은 3.1%, 수출
은 12%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 플라스틱 원자재 및 완제품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내 플라스틱산업부문 종사업체는 4,500개사에 달하며, 18만명 이상이 동 산업에 종사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기업 중 84%가 종업원 100명 이하일 정도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플라스틱 산업 기업규모별 현황 >
종류
마이크로

매출액(백만페소)

종업원수

1.5이하

1-15

소기업

1.5-10

16-100

중기업

10-20

101-250

대기업

20이상

250이상

* 자료원: 멕시코 플라스틱기업협회,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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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플라스틱 산업에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수는 488개사에 달하나, 비닐 및 비닐봉투
제품 생산 기업이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부문 주요 투자국은 미국, 네덜란
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이다.
최근 높은 원자재 가격 및 플라스틱 부문 투자 부족으로 멕시코 플라스틱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플라스틱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석유화
학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 협회(ANIPAC)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석유화학부문에 6억불, 플라스틱 제조부문에 12억불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멕시코에서는 동 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페닉스
프로젝트(EL FENIX) 등 대규모 석유화학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 생산 및 소비 동향
멕시코 플라스틱산업의 연간 생산량은 500만톤 규모이며, 그 중 43%가 포장용기,소비재 19%,
건설 자재 14%, 가구 6%, 전자산업 5%, 자동차산업 3%, 농업 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플라스틱 제품 중 70%에 레진이 사용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레진 종류별
2003년 판매동향은 아래 표와 같다.
< 레진 종류별 판매 동향 >
레진 종류

천톤

%

PP

690

15.82

PEAD

639

14.65

PEBD

553

12.68

PET

485

11.12

PVC

392

8.99

PEBDL

282

6.47

PS

285

6.54

PUR

97

2.22

UF

85

1.95

ABS

155

3.55

PA

44

1.01

TPO

60

1.38

UP

32

0.73

PC

64

1.47

PMMA

42

0.96

SI

30

0.69

SAN

24

0.55

PF

23

0.53

EP

21

0.48

POM

20

0.46

MF

10

0.23

PBT

6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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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E

5

0.11

기타

317

7.27

전체

4,361

100

*자료원: 플라스틱기업협회, 2004.8
멕시코내 플라스틱 제조방식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제품 중 38%가 사출성형방식으로 제조되
며, 압축성형 32%, 사출중공성형 16%, 발포플라스틱 3%, 적층성형 2%, 회전성형 1% 등으로
생산되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중 1,710개사가 사출성형, 1,440개사가 압축성형,
720개사가 사출중공성형, 135개사가 발포플라스틱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제품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비닐 및 비닐봉투, 산업용 성형제품, 포장용기 등이
멕시코내 주요 생산제품으로 나타났다.
< 제품별 생산현황 >
(단위: 천페소)
플라스틱 종류

2001

2002

2003

비닐 및 비닐봉투

9,688,309

9,853,551

11,014,485

플라스틱제 산업용
성형제품

8,564,552

8,654,959

8,771,975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5,602,280

5,815,024

6,287,179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4,558,496

5,110,183

4,580,967

플라스틱의관,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2,495,884

2,661,100

3,200,826

PVC제품

1,938,125

1,972,367

2,003,618

적층성형 제품

1,429,065

1,469,817

1,567,214

라미네이팅 제품

1,839,168

2,024,979

1,511,177

플라스틱 장난감

794,508

875,921

843,744

플라스틱 신발

617,663

591,100

537,869

기타

1,018,432

1,003,789

1,420,418

Total

38,548,483

40,034,792

41,741,475

*자료원: INEGI, 2004.8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은 멕시코시티, Jalisco, Nuevo Leon,
Guanajuato, Puebla, Baja California Norte, Queretaro, Chihuahua를 들 수 있다.
멕시코내 플라스틱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1년 380만톤에서 2002년 410만톤, 2003년에는
450만톤으로 증가해, 각각 8%, 10% 증가세를 보였다.
< 플라스틱 소비량 >
연도

소비량(단위: 천톤)

2000

3,350

2001

3,800

2002

4,100

2003

4,500

*자료원: 플라스틱기업협회, 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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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 동향
2003년말 기준,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수출액은 31.7억불, 수입액은 111.6억불 규모로
80억불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금년 5월까지 수입액이 48억불에 달할 정도로
플라스틱 제품 수입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이 주 수입국으로 자리잡
고 있다. 특히, 전체 수입 중 플라스틱 원자재 수입이 52%나 차지하고 있어, 멕시코 플라스
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 증가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플라스틱 제조기계의 경우에도 국내 기술지원 및 투자 부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90년대 초 40개사에 달하던 플라스틱 제조기계업체가 현재 20개사로
축소되었다.
<플라스틱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US$천)
구분

2001

2002

2003

수출

1,741,620

2,572,819

3,179,309

수입

9,751,120

10,220,943

11,168,783

무역수지

8,009,500

7,648,124

7,989,474

* 자료원: SICM, Bancomext , 2004.8
4. 향후 전망
멕시코는 석유화학 및 프라스틱 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24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석유화학 복합단지 '엘 페닉스(El Fenix)'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동 석유화학 복합단지가 2006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경우, 연간 에틸렌 생산량이 100만톤,
기타 석유화학 부산물이 19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멕시코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내 에틸렌, 석유화학 부산물 수요가 모두 국내 생산으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석유화학 복합단지 '엘 페닉스(El Fenix)'건설이 완료될 경우, 멕시코 플라스
틱 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물론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3.

주요산업동향/자동차 산업 현황

<멕시코 자동차 산업 현황>
최근 2 3 년간 경기 침체로 판매부진을 보이던 멕시코 자동차 산업이 작년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2004 년 멕시코 자동차 판매대수의 경우, 109 만 5796 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의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2.1% 성장한 수치이며, 총 수출량인 109 만 4306 대를 능가한
수치이다. 특히 , 작년 12 월 판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0.4%나 증가한 14 만 6607 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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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자동차 산업 동향
구분

2003

2004

증감률(%)

판매

977,870

1,09 5 ,796

12.1

수출

1,170,121

1,09 4 , 306

-6.5

생산

1,540,565

1,507,175

-2.2

*자료원 : AMIA
자동차 생산의 경우, 비록 2004 년에 150 만 7175 대를 기록, 전년대비 -2.2%를 기록했지만,
Ford 및 Volkswagen사가 회사 전략변화로 신모델 제품 생산을 2005, 2006 년으로 늦춘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돼, 금년부터 생산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04 년 자동차 수출도 -6.5% 감소를 보였는데, 일부 브랜드 제품의 미국시장에서의 수요
하락이 수출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경우, 2 월부터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의 경우 1 2 월 누적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를 보였다.
2005 년 1 2 월 자동차산업 동향
기간

판매

수출

생산

2005 년 2 월

89,444

89,342

126,635

2004 년 2 월

84,799

87,459

117,799

5.5

2.2

7.5

4,665

1,883

8,836

2005 년 1-2 월

182,743

151,034

218,563

2004 년 1-2 월

171,899

164,916

234,406

6.3

-8.4

-6.8

증가율(%)
차이(대수)

증감률(%)
*자료원 : AMIA

2002 년부터 멕시코 자동차부문에 투자가 집중돼 총 80 억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추가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4 월 1 일부로 일.멕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며, 금년에 Subaru, Suzuki, Isuzu 등 신규브랜
드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는 2005 년에 멕시코 자동차
생산 증가 17%, 판매 12%, 수출 17%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 및 소비 회복세와 함께
금년에도 멕시코 자동차산업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 2004 년 자동차 시장 개방
2004 년 1 월 1 일부로 멕시코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 자동차산업보호를 위해 유지해 온
'자동차 산업개발 프로그램' 을 철폐하면서 멕시코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 그러나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방은 하되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면서, 한국산은 높은 관세를 납부하면서 멕시코와 FTA 를 체결한 국가의 무세 수입차
량과 경쟁해야 하는 실질적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멕시코 - 153

<KOTRA 국가정보>
그간 멕시코 자동차 시장은 1994 년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 2001 년 EU 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거치면서 세계 10 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변모해
왔다. 한편 멕시코는 자동차산업 투자 유치 방안으로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수입쿼터제도를 부여해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 빅 3, 독일 폴크스바겐,
일본 닛산 등 멕시코 투자진출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을 넓혀왔다.
멕시코 자동차 수입시장은 더 이상 장벽을 만들 명분이 취약해지면서 그간 멕시코 자동차
시장 보호막으로 활용했던 '자동차 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철폐하게 됐는데, 이 배경에는
멕시코가 32 개국과의 FTA 체결하면서 자동차 시장개방을 단행해 온 점도 큰 역할을 했다.
다만 문제는 멕시코가 멕시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FTA 미체결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율
상향조치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한국 등 멕시코와 FTA 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실질
적인 수입 차별 제도를 신규 도입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처럼 멕시코와 FTA 를 체결하
지 못한 국가 제품의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형편에 처하게 됐다. 멕시코 시장은
2004 년 1 월 1 일부로 북미산 자동차는 전면 무관세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EU 산 및 중남
미산(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도 일정량 쿼터에 의해 거의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 이다.
4 월 1 일부터 FTA 가 발효된 일본산의 경우 멕시코 자동차 시장의 5%까지 일본산 자동차의
무관세 수입 허용되며, 이외 물량에 대해서는 FTA 발효 첫해 관세율 23 30%부터 시작, 매년
동일한 %의 관세 인하 후 제품 종류에 따라 7 년이나 10 년 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2. 자동차 생산 현황
금년 1 2 월기간 멕시코 자동차 생산 누계가 전년대비 6.8% 감소했으나, 2 월부터 생산 증가
세를 보이고 있어 자동차 산업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문 생산 증가는 전반적인
멕시코 경기 회복세로 인한 내수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의 경우
150 만 7175 대의 생산량을 기록, 전년대비 -2.2%를 기록했지만, Ford 및 Volkswagen 사가
금년부터 신모델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회사별 멕시코 자동차 생산 현황>
(단위 : 대)
회사명
BMW

2001

2002

2003

2004

2005(1-2)

1,001

1,046

308

--

--

다임러크라이슬러

395,119

380,518

308,738

341,575

48,594

포드

239,690

185,874

143,707

107,804

16,852

GM

447,802

508,003

471,619

486,076

62,843

혼다

23,825

24,962

21,624

21,824

4,192

닛산

327,923

328,950

291,902

313,512

58,997

르노
폴크스바겐
전체

1,757

12,141

15,414

11,042

2,376

380,690

332,876

287,253

225,342

24,709

1,817,807

1,774,370

1,540,565

1,507,175

218,563

*자료원 : A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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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동차 생산부문의 특징은 각 자동차회사별로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모델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Ford 사 Focus 모델의 경우, 멕시코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으며, 멕시코에서는 Futura 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 Volkswagen 의 경우
멕시코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뉴비틀의 판매부진 속에서 금년부터 Golf, Jetta 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멕시코 제 2 공장 설립을 위해 2000 만달러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0 대 이상의 승합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Chrysler 의 경우, 멕시코에서만 생산되는 PTCruiser 가 판매 부진을 겪었으나,
컨버터블 모델 출시를 통해서 이를 만회할 계획이다. 2002 년에 멕시코 시장에
Toyota 는 1 억 4000 만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띠후아나 공장에서 승합차 Tacoma
시작해, 연간 3 만대이상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6 년부터 대미 수출에
계획이다.

금년에
진입한
생산을
들어갈

3. 자동차 판매 현황
2005 년 1 2 월 기간 중 자동차 판매량은 18 만 2743 대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를 보였다.
작년의 경우 전체 12.1% 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지프, 밴 등 소형 승합차 판매가
26.1%나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6.8% 증가에 머물렀다.
최근 멕시코에서의 자동차 판매 증가는 전반적인 국내 소비 증가세와 함께 각 자동차
브랜드별 장기 할부판매 등 각종 신용판매 활성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시장내
다양한 차종 도입으로 선택의 폭이 증가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 및 SUV 차량의 경우, 2000 년에 155 개 모델에서 2004 년 말에 219 개 모델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현재 미국 238 개 모델, 캐나다 228 개 모델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4 년 기준, 전체 판매 중 승용차가 67.5%, 소형 승합차가 3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소형승용차가 경제적인 가격대와 신용판매로 인해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 년에 SUV 차량 판매가 39.9%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스포츠카의 경우 Mustang 을 제외하고 판매 감소를 보여
-13.5%의 판매 급감을 보였다.
브랜드별로 판매동향은 GM이 24 만 3748 대 판매(11.8% 증가)로 1 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23 만 4853 대(9.7% 증가) 판매를 기록한 Nissan, Ford가 17 만 7825 대(12.1% 증가),
Volkswagen이 17 만 449 대(0.7% 증가), DaimlerChrysler(15.8%)가 11 만 5744 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GM 이 22.24%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Nissan 이 21.43%,
Ford 가 16.23%, VW 이 15.55%, DaimlerChrysler 가 10.56% 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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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별 판매대수 및 시장점유율>

회사명

2001

2002

2003

GM

205,726

230,636

닛산

190,537

포드

시장
점유율

2004

2005

217,965

243,748

41,758

22.24

211,648

214,011

234,853

36,924

21.43

160,202

160,483

158,591

177,825

29,389

16.23

폴크스바겐

165,323

159,782

169,235

170,449

27,369

15.55

다임러크라이슬러

130,449

115,501

99,949

115,744

19,770

10.56

혼다

28,276

30,430

29,016

29,667

5,599

2.71

르노

3,150

15,386

18,431

24,091

3,988

2.19

--

--

9,839

23,876

3,932

2.18

11,843

25,116

22,130

22,704

4,046

2.07

6,139

9,148

13,353

16,308

3,015

1.49

--

--

3,922

10,647

2,498

0.97

BMW

6,116

5,506

4,461

5,059

908

0.46

메르세데스벤츠

3,779

3,312

3,313

3,830

588

0.35

아우디

3,082

3,625

2,866

3,610

611

0.33

볼보

2,381

2,700

2,721

3,353

560

0.31

링컨

--

--

2,549

2,746

541

0.25

메르세데스벤트

--

113

908

2,384

352

0.22

미니

--

1,545

1,801

1,750

278

0.16

랜드로버

760

945

760

800

105

0.07

MG ROVER

--

--

797

775

128

0.07

재규어

887

1,400

764

659

97

0.06

포르세

185

282

347

452

76

0.04

스마트

--

--

141

403

88

0.03

기타

--

--

--

63

123

0.03

전체

918,835

977,558

977,870

1,095,796

182,743

100

도요타
SEAT
PEUGEOT
미쓰비스

(자료원 : AMIA)
주) 시장점유율 : 2004 년 기준
General Motors, Nissan, VW, Ford, DAIMLERCHRYSLER 사 판매량이 전체의 86% 를 차지할
정도로 5 개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 작년 수입차 시장 개방과 함께
최근 멕시코 시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금년 내수
판매가 12%대 이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멕시코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판매 중 수입차량이 68 만 182 대로 62% 차지해 수입차량 판매 비중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inter, Corsa, Sedan 모델이 대표적인 수입품이다.
그러나 , 가장 많이 판매된 Chevy, Tsuru, Platina 등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델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산 24 만 3116 대, 메르코수르(Mercosur)산 24 만 2966 대,
아시아산 10 만 1898 대, 유럽산 9 만 2200 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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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경우, 현재 ATOS, VERNA, MATIZ, H100 4 가지 모델이 Daimlerchrysler
및 General Motors를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VERNA 및 MATIZ가 작년에 높은
판매 성장을 보였으며, ATOS 는 택시용으로 도 인기를 끌고 있다. 봉고차인 H 100 도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다.
<한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 현황>
(단위 : 대)
모델명

2003 년

2004 년

ATOS

16,811

15,033

VERNA

248

17,126

MATIZ

1,694

7,142

H-100

4,372

4,106

(자료원 :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2004 년에 가장 많이 팔린 10 대 승용차를 살펴보면 , Chevy, Tsuru, Platina, Jetta 등 멕시
코에서 생산된 소형차들이 가장 높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 브랜드 모델 Verna 가 최초로 10 대 인기 소형 승용차 모델에 합류했다.
<2004 년 10 대 인기 승용차 모델>
순위

모델명

브랜드 국산 / 수입

1

*Chevy

GM

국산

78,139

2

Tsuru

Nissan

국산

68,381

3

Pointer

VW

수입

59,412

4

Jetta

VW

국산

57,086

5

Platina

Nissan

국산

55,869

6

Corsa Sedan

GM

수입

34,840

7

Sentra

Nissan

국산

29,952

8

Fiesta

Ford

수입

25,706

9

Verna

Chrysler

수입

17,126

10

Stratus

Chrysler

수입

16,761

10 대 자동차 모델 판매대수

판매대수

443,272

(자료원 :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AMIA))
주 : Chevy의 경우 문 3,4,5 개 모두 포함, Pointer의 경우 문 2,4 개 모두 포함
승합차의 경우, FORD사 ECOSPORT 2 만 2785 대, CHRYSLER사 LIBERTY 1 만 4277 대, CHRYSLER사
VOYAGER가 1 만 3449 대, HONDA사 CR-V 1 만 59 대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인기리에 판매됐다.
4. 자동차 수출 현황
자동차 수출 부문은 지난 4 년간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금년 1 2 월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8.4% 의 수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미국의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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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의 경우 전년대비 6.5% 감소한 109 만 4306 대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GM 사가
37 만 6271 대 수출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DaimlerChrysler 가 33 만 6647 대를
기록해, 양사 수출 차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9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표 -2> 자동차 회사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회사명

2005
(1-2 월)

점유율
(%)

336,647

46,972

31.1

106,000

70,200

9,352

6.2

2001

2002

2003

2004

다임러크라이슬러

395,066

372,636

305,087

포드

190,184

135,899

GM

351,926

397,484

391,876

376,271

46,722

30.9

혼다

15,007

12,598

14,497

14,483

2,125

1.4

닛산

151,970

143,771

119,774

134,371

26,644

17.6

르노

--

--

--

120

112

0.1

299,562

263,387

232,887

162,214

19,107

12.7

1,403,715

1,325,775

1,170,121

1,094,306

151,034

100

폴크스바겐
전체

(자료원 :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AMIA))
최근 멕시코산 자동차는 브라질, 동유럽산 자동차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전세계 43 개국과의 FTA 체결, 미국시장과의 근접성, 숙련된 노동자 보유 등이
멕시코 자동차 수출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금년 4 월부터 발효된 일본과의 FTA
체결로 인해 멕시코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일부 자동차 브랜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대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맺음말
작년부터 멕시코 경기회복세에 따른 소비 증가, 다양한 모델 도입, 각 회사별 할부판매 및
금융대부 등의 영향으로 금년에도 국내 자동차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각 자동차회사별 판매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작년에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금년에는 멕시코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띄면서 생산 및 수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자동차의 경우, 50%라는 높은 관세로 인해 직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멕시코에
기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제휴, 일부 모델을 멕시코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나, 신규 도입 모델의 멕시코 시장에서의 인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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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개요

1991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과거의 관련법에 비해 특허권 부여대
상 확대 및 여타 보호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지적소유권 보호환경이 한층 개선되었다.
멕시코는 세계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사후 75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작품뿐만 아니
라 컴퓨터 프로그램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멕시코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법복제품이 일반화되
어 있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95.

지적재산권/특허권 및 상표권

신규특허나 기존특허품 개선시 14년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특허품이 3년간 실용화되지
않을 경우, 동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동식물의 종자, 생물학적 물질,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물질 등의 특허는 인정되지 않는다.
1991년 6월 '기술이전의 등록 및 관리법'이 폐지됨으로써 기술 이전 계약은 사전 승인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사용료 지급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계약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노하우 및 기술 수입에 대해서는 15%, 특허권 및 상표권 수입에
대해서는 35%의 로얄티 TAX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1983년 파리협약의 체약국이나 민간업계는 이 분야 법의
재검토를 계속 요청해 왔으며, 정부로서도 국내산업의 근대화 및 국가경제의 개방체제화를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함을 인정해 왔었다.
1991년 6월 28일부로 발효된 신지적재산권 보호 및 장려 법에서는 76년도부터 발효되어 온
의장 및 특허법이 대체되었으며, 나아가서 기술이전 통제 및 등록법과 의장 및 상표사용
개발법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특허, 의장 및 상표, 상호 또는 기술적 지원이나 know-how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 체결시 사전 승인 또는 등록요건이 필요 없게 되었다.
가. 특

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멕시코의 특허를 소지한자는 특허 소지자가 특허품 또는 특허공정
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부여 받은 후 3년이내 특허를 이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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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허 소지자가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산업부는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독점적인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지불해야 할 로얄티 및
다른 허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다.
만약 의무적인 허가가 부여되고 2년이 경과되고도 특허 소지자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는 특허가 취소될 것이다.
나. 상

표

관련 법에 의거 상표는 1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무한정으로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아니면
등록 자체를 재검하게 된다.
동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허가, 매매시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다. 해적판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저작권 보호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멕시코 정부 공공교육부내
저작권국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들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보호 받고 있는 소재를 이용하거나
재생산하는 제품은 동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해당 기업의 사용 승인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멕시코내에 법적으로 등록된 저작권을 해적 사용했을 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적물 및
해적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기자재 일체의 압수 등 엄중처벌을 가하고 있다.

96.

지적재산권/상표권 등록 방법

< 상표권 등록 방법 >
회사 이름이나 상표명을 멕시코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데, 멕시코 경제부 산하
특허청에서는 상표, 광고문구, 특허 등록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사무소 위치
등은 www.impi.gob.mx 참조 )
상표는 상표명, 로고, 혹은 상표명 로고 결합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명(Nominativa): 상표 이름만 등록( 예: Nike)
로고 (Innominada): 로고만 등록 (예: Nike의 로고 그림)
상표, 로고 결합(Mixta): 상표 이름 및 로고 둘 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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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명 등록 시 =
1. 상표 등록 여부 확인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이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음성 및 문자가 매우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여부 확인은 특허청 사무실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동 서비스 수수료는 110페소(US$10)
이며, 5-10분 정도 소요된다.
2.상표권 등록 신청
상표가 기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 4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상표권 등록 수수료는 2,420페소(US$220)이다.
= 로고 등록시 =
1.로고 등록 여부 확인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로고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유사한 로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특허청 사무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2. 로고 등록 신청
로고 등록 신청시, 우선 신청서 4부를 작성하고 각 신청서 양식에 로고를 붙여야 하며,
14장의 컬러 로고 스티커(컬러일 경우), 10장의 흑백 로고 스티커를 제출해야 한다. 로고
스티커 크기는 4x4cm 보다는 크고 10x10cm보다는 커야 한다. 동 로고 등록 소요비용은
2,420페소(US$220)이다.
= 상표, 로고 등록시 =
상표명, 로고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되고, 수수료는
2,420페소(US$220)이다.
= 기타 필요 서류 =
개인이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장에 본인 및 대리인 서명,
2명의 증인 이름 및 주소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을 할 경우 공증한 회사정관 사본과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장에 2명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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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소비자보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 공여하는 국영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 및 개인은
연방소비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동 법은 최소한의 제품 및 서비스의 규격 및
내용의 충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부는 벌금부과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아직 제조물 하자 책임배상법(PL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PROFECO)이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가. 수입상품
멕시코 경제부는 수입 상품(특히,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완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내용(성분), 품명 및 원산국,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 대한
제품정보를 스페인어로 된 상표를 부착토록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모든 수입상품들은 멕시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건,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예비부품을 공급해야 하며 수입제품은 포괄적으로 'NOM(멕시코
표준규격제도)'이라 하는 멕시코 품질규격에 일치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 전기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나. 식품 및 의약품
멕시코 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모든 가공 및 포장 식품, 음료수, 의약품 및 육류,
기타 관련 제품 등은 반드시 품질 검사 및 성분 검사 등의 절차를 거처 승인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및 등록을 요하는 제품들은 보건 복지부에 사전 승인 및 등록하기 전에는 수입할 수
가 없으며 따라서 일부 수입품의 경우 여전히 사전 수입승인제가 유효하게 되어 있다.
다. 독과점금지
1993.6.22일부로 경쟁촉진 및 독점관행 퇴치를 위한 경쟁촉진법(또는 반트러스트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의해 독과점금지를 감독. 시행토록 연방 경쟁촉진 위원회(LA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가 설립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기업의 독과점행위에 대해 절대적 독점(ABSOLUTE
MONOPOLISTIC PRACTICES), 상대적 독점(RELATIVE MONOPOLISTIC PRACTICES) 및 집중(CONCENTRATIONS)의 3가지 형태로 구분, 완전독점의 경우 U$170만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대적
독점 및 집중의 경우 이보다 완화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집중은 보통 자산이나 지분취득 또는 합병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지칭하는데 사전에
연방경쟁촉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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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정책 >
1. 개

요

새로운 반트러스트법(연방경쟁법 Ley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은 독점, 독점적
영업활동 및 비합법적인 기업집중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동법은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을 원용한 법으로 종전의 독점법으로 불리던 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법으로 주요 목적은 고정가격 및 경쟁배제 등의 독점적 행위를 예방하는데 두고
있다.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방 경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부분적 혹은 완전 기업집중여부를 심사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아직 동법의 집행은 경쟁위원회의 결정 및 장래 규칙에 의해 좌우되겠지만이 법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의 반트러스트법 원칙과 일치하고 있다.
2. 독점 및 반트러스트
1934년에 제정된 멕시코 헌법 제 28조의 시행법률 및 일반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 또는 동결
등을 결정하는 기업인과 독점적 관행간의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후속 시행 법률
등은 연방 경쟁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3. 매수 및 합병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진출에 불리한 경쟁을 감수해야 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법인을 매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1973년부터 기존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해당 기업 고정자산의 49%를
매수하려는 외국인 투자는 사전에 멕시코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과 1993년 외국인 투자법, 1998년 신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대폭 자유화시켜 오고 있다.
기업의 매수 또는 합병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세제부문의 경우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며 또 관련 거래가 사전 승인 대상인지 또는
무엇을 투자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 가격통제 >
가격 통제법은 73년도 이후 시작되었던 인플레가 심했던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을
겪었는데 경제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통제대상 품목 수는 최근 들어 계속 감소되어 현재는 4개 타입의 품목만이 정부의 공식
가격 통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통제대상 품목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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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격한 가격 통제 대상; 백설탕 및 표준설탕, 옥수수 가루, 저온 살균 우유 등
2) 생산비용의 변동에 연동된 가격통제 대상; 특정 공업용 원자재, 가정용품, 비료,
철강제품, 자동차 등
3) 현재는 통제대상은 아니나 가격 등록대상 품목; 일부 식료품, 의류, 원자재류
및 가정용품
상기 카테고리 가운데 3)항의 종류는 현재는 정부의 가격통제 대상은 아니나 해당품목의
생산, 분배 및 판매시 가격 변화가 발생할 경우는 10일 이내 정부측에 협의토록 되어 있다.
가) 엄격한 가격 통제 대상품목
엄격한 가격통제 대상 품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설탕 및 표준설탕, 옥수수 가루,
저온 살균 우유 등이다. 이들 품목은 경제부의 물가통제당국의 장기 조사활동 후 공식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관계당국이 정부소유의 1차 상품 구매 및 유통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엄격한 가격
통제 대상품목의 판매시장을 통제하거나 적절한 공급물량을 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가격인상은 적정 이윤 폭 및 산업구조 등을 포함한 관련 요인을 면밀히 조사한 후 허용되며,
동 인상승인은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한 관련 부처간 정부 물가조절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나) 변동 가격통제 대상
아직도 상당수의 품목이 이 카테고리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일부 산업용 화학제품, 철강, 셀룰로스, 가정용품, 트럭, 버스, 트랙터, 특정 학용품,
종이 등의 일부 기초산업제품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가격인상은 생산업체의 기본 이윤 폭을 포함하여 5%이상의 생산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 경제부(SE) 생산가격 검증과정을 쳐 승인을
받게 되는데 비교적 용이하게 가격인상을 승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노. 사 및
정부와의 3자 합의차원에서 가격인상이 연기되거나 또는 임금동결을 전제로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 의약품류
모든 의약품류는 보건복지부의 생산 및 판매 승인 대상품목으로 판매가격은 반드시 시판전
에 경제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가격은 민간부문 시장과 공공부문의 기초 공급 의약품류 시장으로 구분 적정 판매이윤
마진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이외 저소득층을 위한 제 3시장 시판용 최저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는 멕시코 정부의 의약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국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대멕시코 의약품 산업에 대한 투자 참여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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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수입관리제도/수입관리제도 개황

멕시코 수입관리 제도의 기조는 수입자유화 정책에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ㅇ 수입금지: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없다.
ㅇ 수입제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ㅇ 규격 인증: '94.3월 HS 8단위 기준 424개 품목이던 규격인증 대상품목이
'99년6월9일에는 741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동 품목들은 의무적으로 멕시코
표준규격(NOM)을 사전에 득해야만 수입 및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ㅇ 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불공정 무역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국내시장 점유율이 25% 이상 되는 제조업체 또는 관련조합은 반덤핑제소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가 직권으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ㅇ 수입쿼터 및 긴급수입제한: 93.7.27자로 발효된 신 대외 무역법에 의하면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입쿼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ㅇ 원산지 규정: 수입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93년 4월
중국상품에 대한 대규모 덤핑관세 부과 이후 아시아 13개국(한국 포함)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별도 양식의 원산지증명서(ANEXO III)를 세관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들 대상 품목을 주로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직물류, 의류, 신발류, 잡화,
가전제품, 유리 등으로 아시아 13개국산에 한해 멕시코 정부가 만든 양식에 의해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및 발급자의 서명을 멕시코 정부에 등록한 후 규정에 따라
발급토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ㅇ 통 관: 수입상품의 통관시 세관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설치된
신호등을 화주 또는 통관사가 눌러 청색등이 켜지면 검사 없이 통과하고 적색등이
켜지면 상품검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한국산을 비롯한 동남아산에 대해서는 모두
적색 등이 켜지게 하여 통관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수입 규제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저가의 중국산이 높은 덤핑관세 때문에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어 수입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섬유제품의 경우 세관이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산에 대한
덤핑관세와 일반관세 중간으로 세관에서 임의로 몇 백%에 달하는 인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한편, 멕시코 세관에서는 이와 같은 통관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우량수입기업(연간 수입규모 1백만불 이상)을 선정,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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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입관리제도/반덤핑 제도

1. 제도 개요
o 제 소: 국내생산의 25%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제소 가능. 또한 제소가 없어도
경제부 직권으로 조사 가능
o 행정조사: 제소 접수 후 30일 내에 조사여부 결정, 조사결정시 관보에 게재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 개시
o 예비판정: 행정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 판정
o 최종판정: 행정조사 개시일로부터 260일 이내에 최종 판정
o 최종판결 효력: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 가능
2. 시행배경 및 현황
수입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경제부 국제통상팀(La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에 따르면, 2005년 6월 20일 기준 멕시코에서 조사중인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282건이며, 반덤핑 256건, 상계관세 22건, 세이프가드 4건으로 반덤핑이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규제 건수는, 전체 93건 중 중국이 39건으로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13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2건의 규제를 받고 있음
3.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현황
o
-

면직물 (무혐의 종결)
제소일 : 1992.5.22
제소자 : 멕시코섬유산업 연합회
피제소자 : 한국,홍콩,미국등 8개 수출업체
결과 : '92.12.10 예심에서 무혐의 종결

o
-

POLYESTER STAPLE FIBER (2004년 12월 반덤핑관세 부과 재연장 발표)
제소일 : 1992.3.19
제소자 : CELANESE MEXICANA S.A. DE C.V.
피제소자 : 삼양사, 삼성물산, 대우 등
결과 : '93.8.19 최종 덤핑 판정
삼양사 : 3.74%, 대우:14.81%, 삼성물산:4.49%, 기타업체:32%

* 멕시코 정부는 '99. 7. 29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5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2004년 12월 10일 관보를 통해 2003년 8월
20일 기준으로 추가 5년 연장한다고 발표.
o
-

고무벨트 (무혐의 종결)
제소일 : 1992.4.8
제소자 : GATE DE MEXICO S.A. DE C.V.
피제소자 : 동일고무벨트
결과 : '93.8.9 덤핑관세 부과없이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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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간냉식 투도어 냉장고 (무혐의 종결)
제소일 : 1993.4.24
제소자 : 멕시코 가전기기협회
피제소자 : 삼성전자,금성사,선일금속,한일정밀
결과 : '93.12.28 예비판정에서 일부사 덤핑예비판정
(대우전자:21.43%, 금성사:5.15%, 삼성전자:무혐의,기타업체:55.47%)
-> '94.11.11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판정

o 철 강(열연 코일) (무혐의 판정)
- 제소일 : 1993.10.27
- 제소자 : ALTOS HORNOS DE MEXICO S.A. DE C.V.
HYLSA S.A. DE C.V.
- 피제소자 : 한국,미국등 7개국업체
- 제소사유 : 덤핑 및 보조금 지급
- 결과 : '95.4.17예비판정에서 덤핑관세부과 없이 계속 조사 결정, 1995. 12월 무혐의 최종 판정
o 철 강(냉연 강판) (무혐의 판정)
- 제소일 : 1993.10.28
- 제소자 : ALTOS HORNOS DE MEXICO S.A. DE C.V.
HYLSA S.A. DE C.V.
- 피제소자 : 한국,미국등 7개국업체
- 제소사유 : 덤핑 및 보조금 지급
- 결과 : '95.4.14 예비판정에서 덤핑관세부과 없이 계속 조사 결정, 1995.12월 무혐의 최종 판정
o
-

필라멘트 원사 (덤핑 최종판정)
제소일 : 1999. 9. 7
제소자 : FIBRAS QUIMICAS S.A. DE C.V.
피제소자 : 한국
제소사유 : 덤핑
결과 : 2001. 6. 22일자 한국산 16.03%, 대만산 11% 덤핑관세 부과

o
-

냉장고 (무혐의 최종판정)
제소일 : 2000. 6. 2
제소자 : MABE, VITRO사
피제소자 : 대우, 삼성, LG전자 등 한국 가전3사
결과 : 2002. 3. 8일 최종 무혐의 판정

4. 멕시코 덤핑 제소의 문제점
o 조사능력 부족
- 반덤핑제소가 증가한 것은 '92년 이후이며 당시 상공부의 불공정무역조사국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한국산 냉장고 조사시 멕시코의 직원이 한국에 출장 조사하여야 하는 것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국 기술자를 불러들여 조사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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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현재 멕시코 경제부 국제통상팀(La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
nales)에 70여명이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임.
o 경제부 직권조사의 남발
- 특히 중국산을 대상으로 제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을 규제
o 조사의 지연
- 규정상 예비판정은 조사개시일로 부터 130일, 최종판정은 260일이내에 내리기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사가 지연
o 미국으로부터 우회 반입분에 대한 제소
- 미국의 수입상이 수입한 한국상품 재고가 염가로 멕시코에 반입되어 덤핑제소되는 사례 발생
- 고무벨트는 생산업체인 동일 고무벨트가 멕시코에 수출한 적이 없는데도 미국 바이어가
이를 멕시코시장에 재수출 덤핑제소를 당함.

100. 수입관리제도/NOM 마크 제도
I. 멕시코 公式標準(NOM) 마크 제도 槪要
1. 제도의 성격
멕시코 공식표준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마크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2. 근거규정 및 연혁
o 도입(시행)시기 : 강제검사제도 최초 운영년도 - 1993년 10월
o 1946. 2. 11 "연방 공업표준법" (LEY FEDERAL SOBRE NORMASINDUSTRIALES) 제정
o 1976. 12. 29 제정된 "연방 공공행정조직법" (LEY ORGANICA DE LA ADMINISTRACION PUBLICA
FEDERAL)에 의거 통상산업개발부(SECOFI) 공업표준 및 상역서비스 담당 차관 휘하 표준국
(DGN /DIRECCION GENERAL DE NORMAS) 설치, 1977년1월3일부터 활동개시
o 1992. 7. 1 "연방 도량형 및 표준화 법" (LEY FEDERAL SOBREMETROLOGIA Y NORMALIZACION)
제정, 연방 공업표준법 대체, 동 표준화법에 의거NOM마크 제도 운영틀 마련, 동법 제정
15개월 경과시점인 1993년 10월1일부터 강제검사제도 본격 시행 개시. 1996. 12. 24
표준화법 1차 개정, 1997. 5. 20. 2차 개정
o 1999. 1. 14
"연방 도량형 및 표준화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SOBRE
METROLOGIA Y NORMALIZACION)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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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배경 및 목적
가. 운영배경
o 대내적 요인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품질문화 (CULTURA DE LA CALIDAD)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o 대외적 요인
경제개방조치이후 가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 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운영목적
o 소비자 보호 차원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풍토 조성-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와 제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o 산업정책적 차원
NOM획득 품목과 비획득 품목을 차별화함으로써 멕시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신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4. 규제지역 (제도 적용지역)
NOM 마크 제도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수입품의 경우 NOM마크 획득여부 심사는 관세국 (DGA) 또는 일선 세관에서 담당하며,
내국산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청 (PROFECO)에서 NOM 마크 획득여부를 심사한다.
5. 제도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대상 제품 및 라벨링 대상 제품 이원화 운영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내에 유통될 수 있다.
멕시코는 동 제도를 안전검사대상 제품과 라벨링 대상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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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검사대상 제품 :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
2) 라벨링 대상 제품 : 라벨링 요건 품목(NORMA DE ETIQUETADO)
-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 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나. 주요품목별 제도 내용
1) 보호신발(안전화)의 기술표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노동자들이 신는 보호신발(안전화)
기술규정
노동.사회보장부 (STPS)
NOM-113-STPS-1994, 1996.1.22일자 관보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안전화의 최소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특성 등을 명시
시행일 : '96. 1. 23

2) 섬유류의 라벨링 제도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
:
:
:

섬유 및 의류, 액세서리
라벨링 제도
통상산업개발부 (SCFI / SECOFI)
NOM-004-SCFI-1994, 1996.1.24일자 관보 및
Resolution amending Mexican Official Standard
NOM-004-SCFI-1994, 1997.2.25일자 관보
ㅇ 내용요약 : 멕시코 섬유/의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승인 및 멕시코 영토내 판매를
위해서 섬유, 의류 및 액세서리류에 부착해야만 하는 '상업적 정보'를 명시
시행일 : '96. 2. 12
3) 전기.전자제품 및 가정용 전기기구의 라벨링제도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
:
:
:

전기.전자제품, 가정용 전기기구
라벨링제도
통상산업개발부
NOM-024-SCFI-1994, 1995.1.12일자 관보
1999.1.15 개정내용 관보 게재
ㅇ 내용요약 : 멕시코 국내의 전기.전자/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들이
멕시코 영토내에서 해당제품 판매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품에 명시해야 할 '상업적
정보(즉, 사용법, 주의사항 및 보증 요건 등)'를 설정
시행일 : '9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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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수기의 기술표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온수기
기술규정
통상산업개발부
NOM-027-SCFI-1994, 1995.1.12일자 관보
최대용량 11,562 KJ/H(36,200 kcal/h) 이하이면서 LPG 또는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온수기의 기술명세서 및 시험방법 등을 명시

5) 장갑의 기술표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전기취급시 사용되는 고무장갑
안전 및 품질요건
노동.사회보장부
NOM-118-STPS-1995, 1996.4.26일자 관보
전기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 장갑의
최소 안전기준 및 품질요건과 시험방법 등을 규정

6) 성냥의 안전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성냥
안전요건
통상산업개발부
NOM-118-SCFI-1995, 1996.7.5 일자 관보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성냥의 안전요건 명시

7) 향수 및 미용제품의 라벨링제도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포장된 향수류 및 미용제품
라벨링제도
보건부
NOM-141-SSA1-1995, 1996.7.1일자 관보
향수류 및 미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사용할 때 건
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위생 및 라벨링 요건
규정. 동 제품의 제조 및 수입과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의무
적으로 동 규정(기준)을 준수해야만 함.

8)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기준 및 라벨링 제도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중앙집중식 에어컨
에너지효율기준 및 라벨링
에너지부
NOM-011-ENER-1996, 1996.7.26일자 관보
중앙집중식 에어컨의 최소 에너지효율성 기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및 라벨링 요건을 명시

멕시코 - 171

<KOTRA 국가정보>

9) 타이어의 안전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타이어(경트럭, 밴, 중장비, 버스 및 트레일러용)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통신교통부
NOM-016-SCT2-1996, 1996.9.9일자 관보
멕시코에서 운행되는 경트럭, 밴, 중장비, 버스 및 트레일러용 타
이어의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명시

10) 냉장고 및 냉동고의 에너지효율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에너지효율기준
에너지부
NOM-015-ENER-1997, 1997.2.13일자 관보
밀폐형 모터 컴프레샤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최
대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소비량과 총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라벨링 요건 등을 명시

11) 램프의 에너지효율기준
ㅇ 대상품목 : 자동 스위치가 내장된 소형 형광램프 및 밸러스트(120V,127V,
220V, 60Hz용), (* 자동스위치가 내장되지 않은 램프,칼라램프,
자외선 램프 등은 제외)
ㅇ 제도유형 : 에너지효율기준
ㅇ 관할기관 : 에너지부
ㅇ 근거규정 : NOM-017-ENER-1997, 1997.2.7일자 관보
ㅇ 내용요약 : 28W이하의 소형 형광램프의 최소 에너지 효율성 및 색도, 이들 형
광램프에 사용되는 밸러스트의 최소 에너지 효율성 등을 규정
o 시행일 : '99. 1. 1
12) 변압기의 에너지효율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변압기
에너지효율기준
에너지부
NOM-002-SEDE-1997, 1997.9.4일자 관보
변압기의 최소 안전기준 및 에너지절약요건 규정

13) 시간 기록기/등록기의 기술규정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
:
:
:

전자식 시간 기록기 및 등록기
기술규격 및 시험방법
통상산업개발부
NOM-048-SCFI-1997, 1998.1.12일자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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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요약 : 전자식 시간기록기 및 시간표시에 사용되는 문서송신기기 등의
기술규격 및 시험방법 규정
o 시행일 : '98. 12. 1
14) 압력 조리기구의 기술규정
ㅇ 대상품목 : 음식을 만들기 위한 압력 조리기구(21리터 이하 용량, 최대온도
127도 및 표준압력 0-0.15MPA 이상인 것)
ㅇ 제도유형 : 기술규격 및 시험방법
ㅇ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ㅇ 근거규정 : NOM-054-SCFI-1997, 1998.1.14일자 관보
ㅇ 내용요약 : 압력 조리기구(국내산 및 수입산 모두)의 기술규격 및 시험방법
규정
o 시 행 일 : '98. 11. 4
15) 페인트류 및 코팅제의 기술규정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페인트 및 코팅제품
기술규격(성분규제, 강제기준)
환경.자원.수산부
NOM-123-ECOL-1997, 1998.2.17일자 관보
솔벤트를 사용하는 페인트와 코팅제의 성분중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에 모두 적용

16)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의 표시요건
ㅇ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 및 가정용 전기기구, 부품 및 액세서리, 컴퓨팅 소
프트웨어(최종 소비용) 등
ㅇ 제도유형 : 포장, 안내서 및 보증서 표시제도
ㅇ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ㅇ 근거규정 : NOM-024-SCFI-1998, 1998.4.8일자 관보
ㅇ 내용요약 : 전기.전자제품 및 가정용 전기기구 등의 포장, 안내서 및 보증서
에 포함되어야 할 상업정보들을 규정 (멕시코 영토내에서 판매되
는 모든 신상품, 조립품, 중고제품 등에 적용되나, 대체품으로 사
용되는 부품이나 액세서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o 시행일 : '99. 3. 15
17) 완구 라벨링제도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완구
라벨링제도
통상산업개발부
NOM-015-SCFI-1998 (NOM-015/1,2-SCFI-1994 대체),1998.10.17일자 관보
멕시코 영토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 표시되어야 할 정보
표시요건 등을 규정 / 시행일 : '9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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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목적 전기계량기의 기술규정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다목적 전기계량기
기술규격 및 시험방법
통상산업개발부
NOM-127-SCFI-1998, 1998.10.20일자 관보
다목적 전기계량기의 특성, 기술명세, 품질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19) 산업용 램프의 안전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산업용/상업용 램프 및 가로등 램프(가정용, 비상용, 경고용 램프는 제외)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통상산업개발부
NOM-064-SCFI-1998, 1999.1.15일자 관보
산업용 혹은 상업용 램프 및 가로등 램프에 적용되는 안전요건과
시험방법 규정
o 시행일 : '99. 7. 23일부 발효
20) 보행기의 안전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유아용 보행기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통상산업개발부
NOM-133/1-SCFI-1998, 1999.2.15일자 관보
멕시코 영토내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보행기의 안전요건과 시험방법 규정

21) 램프 밸러스트의 안전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가스방전 램프의 밸러스트
안전요건
통상산업개발부
NOM-058-SCFI-1998, 1999.3.1일자 관보
전기로 활성화된 가스방전 램프의 밸러스트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명시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형광램프 어댑터에도동 기준 적용)
o 시행일 : '99. 7. 23일부 발효
22) 안전놀이용 울 및 담의 안전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유아용 안전놀이울 또는 담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라벨링
통상산업개발부
PROY-NOM-133/3-SCFI-1998, 1999.5.1일자 관보
멕시코 영토내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안전놀이울 또는 담의 안전요
건과 시험방법, 라벨링요건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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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모차의 안전기준
ㅇ
ㅇ
ㅇ
ㅇ
ㅇ

대상품목
제도유형
관할기관
근거규정
내용요약

:
:
:
:
:

유모차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통상산업개발부
PROY-NOM-133/2-SCFI-1998, 1999.5.3일자 관보
멕시코 영토내에서 판매되는 유모차의 안전요건 및 시험 방법을 규정

II. NOM마크 制度 主管機關 (運營機關)
1. 주관기관
통상산업개발부(SECOFI) 공업표준 및 상역서비스 담당 차관 휘하 표준국
(DGN / DIRECCION GENERAL DE NORMAS) 에서 주관
2. 연락처
o 주소 :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ESTADO DE MEXICO,MEXICO
o TEL : (52-5) 729-9475
o FAX :
729-9484
o WEB : www.secofi.gob.mx/dgn1.html
o E-MAIL : ssanchez@secofi.gob.mx
o 담당 : LIC. CARMEN QUINTANILLA MADERO
(표준국장 / DIRECTORA GENERAL)
3. 기관 성격
o 표준국(DGN)은 통상산업개발부(SECOFI) 공업표준 및 상역서비스 담당 차관 휘하 內局으로
설치되어있는 연방정부기관임.
4. 설립년도
표준국은 1976. 12. 29 제정된 "연방 공공행정조직법" (LEY ORGANICADE LA ADMINISTRACION
PUBLICA FEDERAL)에 의거 1977년1월3일부로 통산부(지금의 경제부)내에 설립되었다.
5. 운영예산
연방정부기관이라는 조직 특성상 예산
1999년의 경우 479만불이었다.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며, 연간

예산규모는

6. 운영체계
가. 인원수: 표준국 인원은 정규직 94명, 계약직 27명, 총 12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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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간부진 (MANDOS MEDIOS /국장, 부국장, 과장, 계장) 41명,평직원 80명
* 박사 및 석사의 수와 전문직.연구기술직,기능.행정직 등 직군별 분류에 의한 인원현황은
대외비로 분류, 정보제공 거절.상세한 조직도 및 과별 인원현황 등도 대외비 처리.
7. 주요기능
가. 설립 목적
국가 표준화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표준규격 제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기업
들로 하여금 생산 및 유통활동상 품목별 표준규격의 적용을 촉진하는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국(DGN) 설립되었다.
나. 주요 업무
o 표준화 (NORMALIZACION)
- 품목별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및 전파
o 인증 (CERTIFICACION)
- 안전검사 실시 및 NOM마크의 승인. 발급
o 판정.자격부여 (ACREDITACION)
- 검사.시험 기관 자격부여 및 감독
o 기타 주요 업무
- 표준화 자문 위원회(CCNN) 운영, 조정, 주재
- 표준규격안 마련시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아울러 표준화 관련 자체 조사.분석 활동 전개
- 계측 (MEDICION) 및 라벨링 검증 (VERIFICACION) 지침 마련
- 유관기관.단체의 표준화, 인증, 검증 등 관련 제반활동 조정
8. 제도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 기관 및 주기
o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 기관 : 표준국 (DGN)
NOM마크 제도 운영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업무는 표준국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되 해당
품목별로 관할 9개 정부기관과 각각 협의하여 공동 추진
. 9개 기관 : 사회개발부(SEDESOL), 환경.자원.수산부(SMARNAP), 에너지부 (SE), 통상산업
개발부(SECOFI) 여타 관련 부서,농목축.농촌개발부(SAGAR), 통신교통부(SCT), 보건부(SS),
노동.사회보장부(STPS), 관광부 (SECTUR)
o 운영기준 개정 주기 : 5년
- 매5년마다 정기 심사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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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檢査 및 試驗機關
1. 검사 및 시험기관
가. 멕시코의 검사.시험기관 개요
o 검사.시험기관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OM마크 신청시 안전검사 또는 라벨링 검사
등과 함께 NOM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INSTITUTODE CERTIFICACION)과 NOM신청 예비단계로
이용하게 되는 실험소(LABORATORIO) 등으로 2대별된다.
o 특징
인증기관과 실험소는 공히 통산부(SECOFI)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았다.
NOM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은 전자부문 표준화.인증 협회(NYCE),전기부문 표준화.인증
협회 (ANCE), 건축자재 표준화.인증기구(ONNCCE), 떼낄라 규제원 (CRT) 등이 있으나,
OONCCE는 비강제검사제도인 NMX (NORMA MEXICANA) 마크제도 위주로 운영되며,CRT는 떼낄라
단일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관련 주요 NOM 인증기관은
NYCE와 ANCE 2대기관을 꼽을 수 있다.
강제검사제도 예비단계로서의 실험소는 다시 시험소(LABORATORIODE PRUEBAS)와 계측소
(LABORATORIO DE CALIBRACION)로 2대별되며, 관련 업체나 협회 등이 실험소로 지정된다.
이중 시험소는 화학분야(Q) 169개소, 식품분야(A) 47개소, 섬유사.직물 및 의류분야(TV)
14개소, 전기.전자분야(EE) 62개소, 금속.기계분야(MM),89개소, 건축분야(C) 39개소 등 총
420개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계측소는 음향측정소(A)가 2개소, 용적측정소(D)가 20개소, 강도측정소(DZA)가 6개소,
전기측정소(E)가 21개소, 용제측정소(FL)가 2개소, 효력측정소(F)가 16개소, 습도측정소(H)
가 3개소, 충격측정소(I)가 1개소, 질량측정소(M)가 34개소, 참고물질(MR) 측정소가 9개소,
압력(P) 측정소가21개소, 염력.회전우력(PT) 측정소가 1개소, 온도(T) 측정소가 26개소,템
포.주파수(TF) 측정소가 5개소, 체적(V) 측정소가 10개소 등 총 177개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나. 주요 검사.시험 기관명
o 전자부문 표준화.인증 협회 (니쎄)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A.C.(NYCE)
전자제품, 전산정보 및 통신 관련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 검사 시행 및 NOM 발급
o 전기부문 표준화.인증 협회 (안쎄)
ASOCIACION NACIONAL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DEL SECTOR ELECTICO, A.C (ANCE)
전기제품, 가스 관련제품, 가정용 기기 등 분야 검사 시행 및 NOM 발급
* 기타부문은 통산부 표준국 (DGN) 인증과에서 검사 및 시험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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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락처
가. NYCE (니쎄 / 전자부문 표준화.인증 협회)
o 주소 : FUENTE DE TECAMACHALCO NO. 6-BIS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ESTADO
DE MEXICO
o TEL : 52(55) 5520-9026
o FAX :
5520-8800
o E-MAIL : ance@mail.internet.com.mx
o WEB : www.ance.org.mx
o 담당 : ING. MARIA ISABEL LOPEZ MARTINEZ
나) ANCE (안쎄 / 전기부문 표준화.인증 협회)
o 주소 : AV. LOMAS DE SOTELO NO. 1097 COL. LOMAS DE
SOTELO, CP. 11200, MEXICO, D.F.
o TEL : 52(55) 5395-0810
o FAX :
5395-0700
o E-MAIL : nyce@nyce.org.mx
o WEB : www.nyce.org.mx.
o 담당 : ING. ARTURO LEAL SILVA
3. 기관 성격
o NYCE : 전자, 정보, 통신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9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협회, '97년말에는 타이어 등 고무분야도 포함.
o ANCE :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
4. 설립년도
o NYCE : 1994. 11. 19 안전성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
1995. 9. 25 전자, 정보, 통신 분야 표준화기관으로 지정
1997. 2. 4 제품 유통정보 검증기관으로 지정
1997. 9. 22 계측기기 검증기관으로 지정
1997. 12. 16 타이어 등 고무분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o ANCE : 1992. 7. 1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분야 표준화기관 및 안전성 인증
기관으로 공식 지정됨
5. 운영예산
o
o
-

NYCE : 연간 예산액 324만불 (전액 자체충당)
인증서비스 수익금 U$ 2,890천불
회원사 기부금 (회비) U$ 350천불
ANCE : 연간 예산액 291만불 (전액 자체충당)
인증서비스 수익금 U$ 2,510천불 / - 회원사 기부금 (회비) U$ 400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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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체계 (인원수)
o NYCE : 총 65명
o ANCE : 총 71명
7. 검사 및 시험기관 인정조건
가. 자격요건
o
o
o
o

합법적으로 규정된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협회일 것
국제규범에 따른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전국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있을 것
신청기관의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경제부에
제출하여 관할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것

* 지정 신청서 구비서류
-

정관, 특히 세부 기능 구조 詳解 필요
조직 체계 詳解, 총회, 이사회, 기능위원회 등
인적.물적 자원 보유현황, 학력 수준 및 경력 등 명시
재정능력 증빙서류
활동영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
각 전문분야별 유자격 유경험 기술인력의 상시 보유 증빙서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약정이 맺어져있을 경우 동서류 유첨
검사.시험 서비스에 적용.징구할 최고요금 설명서

나. 검사.시험기관 제한여부
주관부처인 통상산업개발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공식의견을 구해 승인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통산부는

해당

품목별

관할부처의

검사.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산부 (SECOFI)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경제부의
승인은 9개 유관 정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국가 표준 위원회(COMISION NACIONAL DENORMALI
ZACION) 위원 과반수의 긍정의견을 선결요건으로 한다.
. 9개부처 : 사회개발부(SEDESOL), 환경.자원.수산부(SMARNAP), 에너지부 (SE),
통상산업개발부(SECOFI) 여타 관련 부서,농목축.농촌개발부(SAGAR), 통신교통
부(SCT), 보건부(SS),노동.사회보장부(STPS), 관광부 (SECTUR)
8. 검사 및 시험기관 이용방법
가. 국외에서 이용하는 방법
NOM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
(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APODERADOLEGAL)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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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으로는 동분야 전문 법률사무소(BUFETE)들이 주로 이용되며, 법률 사무소별 수속
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사무소명 : GOODRICH, RIQUELME Y ASOCIADOS
- 담당 : LIC. JAIME DELGADO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 265-2, COL. CUAHU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 (52-55) 5533-0040
- FAX :
5525-1227
- E-mail : goodrich@iserve.net.mx
- 수수료 : 건별로 상이하나 평균 $8,605.20페소 (U$935불) 소요
2) 법률사무소명 : A. FERNANDEZ MANZO Y ASOCIADOS
- 담당 : LIC. SALVADOR PETROSA
- 주소 : PUEBLA NO. 174-2, COL. ROMA
CP. 06700, MEXICO D.F.,
- TEL : (52-55) 5525-5586
- FAX :
5207-3911
- E-mail : fmalaw@dfl.telmex.net.mx
- 수수료 : 건당 평균 $ 7,171페소 (U$ 779불)
3) 법률사무소명 : BUFETE FERNANDEZ SAGARDI SC
- 담당 : LIC. AUGUSTO FERNANDEZ
- 주소 : MONTECITO NO. 38-19 COL. NAPOLES
CP. 03810, MEXICO D.F.,
- TEL : (52-55) 5488-0557
- FAX :
488-0947
- E-mail : fsagardi@mpsnet.com.mx
수수료 : 건당 평균 $ 6,370페소 (U$ 692불)
나. 검사.시험 소요기간
1) 안전검사 대상품목 (NORMA DE SEGURIDAD)
o 검사 대상품목이 신품인 경우
DGN이나 NYCE, ANCE 공히 인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검사 완료, 인증서
발급된다. 단, 제출 서류에 하자(DEFICIENCIA)가 없어야 하는데 하자 발견시 미비점을
적시하여 서류 반송된다.
o 검사 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등인 경우
- 공히 인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검사완료,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상 하자 발견시 미비점 적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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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벨링(상업정보) 검사품목 (NORMA DE ETIQUETADO)
o ANCE :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근무일이내 완료
o NYCE :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근무일이내 완료
o DGN : 표준국에서는 라벨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ANCE와 NYC에서 대행 처리
다. 검사.시험 비용
1) 안전검사(CERTIFICACION)의 경우
o 검사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NYCE의 경우 최저 $ 1,748 페소(U$ 190불)에서 최고 $
3,560페소 (U$ 387불) 소요됨
o ANCE의 경우 품목별로 최저 $ 1,821.60페소 (U$ 198불)에서 최고 $ 3,643.20페소 (U$
396불) 소요됨
o DGN은 평균 $ 1,628.40페소 (U$ 177불) 소요
2) 라벨링(상업정보) 검사(VERIFICACION)의 경우
o NYCE는 $ 379.50페소 (U$ 41불), ANCE는 $ 575페소 (U$ 63불)
* $는 멕시코 페소화 단위 표기임. 미달러화는 U$로 구분표시.
- 환율 ('99.6.25기준) : U$ 1 = $ 9.2
3) 시험소 검사 (PRUEBA DE LABORATORIO) 비용
품목별로 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 800-18,000페소범위내에서 결정되나 $1,500-5,000
페소가 보편적이다.
IV. NOM 마크 取得 節次 (强制檢査 承認 節次)
1.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가. 대 표준국 (DGN) 신청시 서류
o 안전검사 신청서 (SOLICITUD DE CERTIFICACION NOM)
- 양식 유첨 # 1
* DGN에서는 안전검사 인증만 시행하며 라벨링 검증은 하지않음
o 검사 서비스료 (인지대) 납부 영수증 (COMPROBANTE DE PAGODE DERECHOS) 원본
o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o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의견서(DICTAMEN)
- NOM 신청전에
견본품(3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하여
긍정 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보고서를 사전에 득한후 NOM신청서 등 여타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DGN)에 제출
- 공인시험소는 통산부가 품목별로 지정.관리하며 연락처는 유첨#6 참조
o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ONTEC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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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렛 또는 제품 사진, 기술 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TECNICAS),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o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ON)
- 신청품목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나. 대 NYCE 및 ANCE 신청시 서류
1) 안전검사(CERTIFICACION) 신청시 :
안전요건 품목 (NORMA DESEGURIDAD)의 경우
o 안전검사 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ON)
o 안전검사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DE CERTIFICACION)
o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L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o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DE PRUEBA) 또는 소견서
(DICTAMEN)
- NOM 신청전에 견본품(3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하여 긍정 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보
고서를 사전에 득한후 NOM신청서 등여타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ANCE, NYCE)에 제출
- 공인시험소는 통산부가 품목별로 지정.관리하며 연락처는 유첨 # 6참조
o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ONTE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렛 또는 제품 사진, 기술 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o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ON)
- 신청품목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2) 라벨링 검증(VERIFICACION) 신청시 : 라벨링 요건 품목 (NORMADE ETIQUETADO)의 경우
o 라벨링(상업정보) 검증 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VERIFICACION DE INFORMACION
COMERCIAL)
o 라벨링 검증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SERVICIOS DE VERIFICACION DE
ETIQUETADO)
o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A) 사본
o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안전검사 신청시나 라벨링검사 신청시 공히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CARTAPODER)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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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과정
가. 평가방법 (평가유형)
o 예비평가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평가시에는 서류심사 형태로
이루어짐.
o 일단 NOM을 획득한 뒤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평가는 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공장방문(내국산의
경우) 내지 창고방문 또는 판매현장방문(수입품의 경우)의 형태로 이루어지되 사전통지 후
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짐.
나. 승인절차 (NOM 획득절차)
1) 예비신청
NOM을 획득코자 할 때 내국산의 경우에는 통산부 지정 품목별 공인시험소에 바로 시험의뢰
를 하면되지만, 수입품의 경우에는 먼저 DGN 등 NOM발급기관에 견본 수입허가신청을 내야한다.
견본 수입수량은 품목별 해당 NOM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 위한 시험소 검사의뢰용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견본수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기관별 견본수입 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소는 해당 공인시험소중 1개처를
신청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기관

제출서류

신청수수료(품목당)

처리기간

DGN

신청회사
레터헤드지상
신청서

무 료

3-7근무일

NYCE

견본수입신청서
(유첨 양식 #7)

$ 184 페소

24시간이내

ANCE

견본수입신청서

$ 276 페소

48시간이내

* 동 신청서상에는 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세
관명, 견본 개수, 선택 공인시험소명 등 명기 필요
승인을 득하면 견본을 들여와 기신고한 공인시험소에 시험검사를 의뢰한다.
2) 예비평가
표본검사를 의뢰받은 공인시험소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면밀분석 및 적부 소견서를 작성한다.
기준미달 불합격시에는 의뢰자가 미비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미달내용 적시(摘 示)
o 의뢰자에게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및 적부소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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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신청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 인증기관에 출두하여 각종 NOM 승인 신청서류
제출한다.
4) 본평가
인증기관은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소관부서로 이첩된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등 모든 서류
면밀검토 및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이때 제품의 품질 및 특성뿐 아니라 생산과정,
유통 및 A/S, 창고 보관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5) 평가회의
평가종료 후 최종판정에 앞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의뢰자 또는
대표자를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시행하여 의문점을 해소한다.
6) 승인서 교부
기준 충족 판정시 NOM 인증서를 발급 및 교부한다. 미충족시 사유를 명시한 불합격통지서
발부, 미비점 보완 후 재신청을 유도한다.
다. 절차도
+--------------------------------------+
|1. 견본수입허가 신청 (대 인증기관)
|
+--------------------------------------+
|
+--------------------------------------+
|2. 견본수입 허가 취득후 견본수입
|
+--------------------------------------+
|
+---------------------------------------+
|3. 시험검사용 견본 대 시험소 제출
|
+---------------------------------------+
|
+---------------------------------------+
|4. 견본 시험.분석.검사 실시
|
+---------------------------------------+
|5. 시험분석결과보고서 및 | 부적격 | 부적격 문제점 해소후 시험 재신청 |
|6. 적부소견서 발급|-------> +----------------------------------+
+---------------------------+ 소견시
적격 소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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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 인증기관 NOM 발급신청서류 제출 |
+---------------------------------------+
|
+----------------------+ 서류상 하자시 +-----------------------+
|7. 신청서류 심사
|
--->
| 하자 서류 보완 재신청 |
+----------------------+
반려
+-----------------------+
|
+----------------------------------------+
|8. 신청서 등록 및 품목별 담당부서 이첩 |
+----------------------------------------+
|
+----------------------------------------+
|9. 시험분석결과보고서 등 제반제출서류 |
| 정밀 심사
|
+----------------------------------------+
|
+----------------------------------------+
|10. NOM 기준 충족여부 판정
|
+----------------------------------------+
|
+---------------------------+ 불합격 +----------------------------+
|11. 판정결과 통보
| ----> |
NOM 미발급, 종료
|
+---------------------------+ 판정시 +----------------------------+
합격 | 판정시
+-------------------------------+
| 12. NOM인증서 수령
|
+-------------------------------+
3. 공장검사(현장검사) 내용
가. 현장 실사여부 : 사전 미실사, 사후 실사
NOM 인증서 발급 신청단계에서는 표본검사 및 서류심사로 하되 NOM 교부 이후 계속적인
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1회씩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NOM 최초획득 후 NOM 효력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데, 동 갱신시DGN 등
인증기관에서 불시에 공장 또는
창고, 판매소 등 현장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검사방법, 검사범위 등을 설명한 다음 NOM의 계속적 준수 여부를 실사하게 된다.
동 불시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될 경우 NOM인증을 상실케되며 적격판정을 받아야 NOM
효력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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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원수
기업의 규모, 검사 내용 및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나 공장방문시(내국산품의 경우)에는
보통 2-4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원단에는 평가원(EVALUADOR)과 동인을 보조하는 검사원(EXAMINADOR)이 모두 포함되며,
검사원은 관련분야 전문 엔지니어가 맡게 된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상의 창고 또는 판매소 등을 불시방문,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심사원은 평가원 및 검사원 각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검사내용에 따라 평가원
1명으로만 단독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다. 현장심사일수
현장실사는 불시에 시행하되 평일 근무시간중에만 이루어지며, 실사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일-3일 범위내에서 시행됨 공장실사인 경우 2-3일, 창고나 판매소 실사인 경우
보통 하루로 끝난다. 공장실사인 경우 제조공정까지 실사가 이루어지나 수입품인 경우 동
공정실사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라. 현장심사 방법
현장심사는 현장실사 위주로 진행되나 실사로 부족한 경우 또는 실사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를 즉석에서 요구,서류검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현장실사는 무작위
표본 검사 (MUESTREO ALEATORIO), 육안검사, 추출표본의 상업정보 분석 등 검사형태로
진행된다. 현장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의 적부성에 관계없이 심사기관장이 서명한 현장
검사필증 (ACTA)이 발부되며, 정밀 심사분석 후 적격 판정이 나면 현장검사일로부터
21-35근무일내에 NOM 갱신인증서 CERTIFICADO)를 발급 받게 된다.
4. 불합격시 처리내용 및 재시험
가. 불합격판정 및 재시험
제반평가단계에서 서류상 하자로 실격당하건 NOM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 처리되건 부적격
내용이
신청자에게 고지되므로 동 부적격
사항이 일단 시정되면 언제든지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불합격시에는 어떤 사항이 기준에 미비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기관장
명의로 통지서가 발부되며, 재시험 절차는 초시험 절차와 동일하다.
나. 판정불복시 재심 청구
시험.인증기관의 불합격판정 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판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15근무일이내에 서면으로 시험.인증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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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E
. 담당 : ING. MARTIN FLORES RUIZ (DIRECTOR OF OPERATION)
. 주소 : AV. PUENTE DE TECAMACHALCO NO. 6-BIS,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ESTADO DE MEXICO, MEXICO
. TEL : (52-55) 5520-9026
. FAX :
5520-8800
. E-MAIL : mflores@ance.org.mx
- NYCE
. 담당 : ING. JUAN PABLO NAVA (MANAGER OF OPERATION)
. 주소 : AV. LOMAS DE SOTELO NO. 1097, COL. LOMAS DE SOTELO,
CP. 11200, D.F.,MEXICO
. TEL : (52-55) 5395-0777
. FAX :
5395-0700
. E-MAIL : nyce@nyce.org.mx
시험.인증기관은 불복신청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10근무일이내에 답변할 의무를 갖고 잇다.
동 답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15근무일이내에 동 기관 관할관청 주무부서
(통산부 표준국장실)에 불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 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주소 :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ESTADO DE
MEXICO,MEXICO
- TEL : (52-55) 5729-9475
- FAX :
5729-9484
- WEB : www.economia.gob.mx/dgn1.html
- E-MAIL : ssanchez@secofi.gob.mx
- 담당 : LIC. CARMEN QUINTANILLA MADERO (표준국장 / DIRECTORA GENERAL)
관할관청 주무부서는 동 불복소 서류 사본을 해당 시험.인증기관으로 이송하면 해당
시험.인증기관은 5근무일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주무부서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 후 시험.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비위 등 불합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담당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5. 승인획득 비용 및 소요기간
가. 승인획득비용
승인획득비용 (NOM취득비용)은 III. 8.번 다.항 검사시험비용 참조
나. 승인획득제품의 사후관리 비용
NOM 발급 후 사후관리차원의 공장이나 창고 등 현장실사비용은 제조업체나 수입상 등 NOM
기취득업체가 부담하는데, 그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실사기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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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페소)
주 별

첫날 실사비

둘째날이후 1일 추가 실사비

- 멕시코시티 및 주변도시

$1,475.45

$1,475.45

- MEXICO주, PUEBLA주
TLAXCALA주, MORELOS주

$1,721.55

- GUANAJUATO주, HIDALGO주
MICHOACAN주, QUERETARO주

$1,821.60

$1,821.60

- AGUASCALIENTES주
COLIMA주, GUERRERO주
JALISCO주, OAXACA주
S.L.POTOSI주, VERACRUZ주

$3,607.55

$1,829.65

- DURANGO주, NUEVO LEON주
ZACATECAS주

$3,878.95

$1,902.10

- CAMPECHE주, CHIAPAS주
NAYARIT주, Q.ROO주
SINALOA주, TABASCO주
YUCATAN주

$3,909.00

$1963.05

- B.C.주, CHIHUAHUA주
COAHUILA주, SONORA주
TAMAULIPAS주

$7,046.05

$2,073,45

$1,721.55

다. NOM 신청에서 취득까지 소요기간
o 예비신청단계 소요기간
시험소에 견본검사를 의뢰하여 시험분석결과보고서 및 적부소견서 를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보통 4주정도 소요된다.
o 본신청단계 소요기간
NOM 인증서 발급기관에 NOM을 신청하면서부터 이를 취득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근무일
기준 약 10-15일 소요된다.
o 기관별 총소요기간
견본수입 승인신청으로부터 예비신청을 거쳐 본평가 완료 및 NOM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을
합산해보면 기관별로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 견본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개로
한다.
기관별

DGN

NYCE

ANCE

총 소요기간

약 39-43일

약 37일

약 38일

6. 승인확인 방법 (NOM 식별방법)
NOM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곧 NOM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NOM 취득 여부는 NOM 마크 표시 (CONTRASENA OFICIAL)로 쉽게 식별되며 별도 증지 등의
첨부는 없다.

멕시코 - 188

<KOTRA 국가정보>

NOM마크는 "NOM"자를 먼저 쓰고 NOM고유번호와 NOM발급기관명을 병기하는 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예컨대 NOM-930-NYCE, NOM-003-ANCE, NOM-000-DGN 등
7. 승인획득제품의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의 특징
NOM 최초 취득시에는 현장검사없이 표본검사와 서류검사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승인획득제품 곧 NOM마크인증제품의 사후관리는 NOM기준의 지속적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현장 또는 보관현장, 판매현장 등 현장검사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NOM마크의 최초발급은 의뢰자의 신청(SOLICITUD)에 의해 개시되는데 반해 사후관리는
의뢰자의 신청없이 NOM발급기관의 자체결정으로 불시에(SIN PREVIO AVISO) 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 사후관리방법
승인획득 제품의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은 앞에서 이미 서술된 바
있으므로 중복설명은 생략한다.
- 상기 3.번 현장검사내용 및 5.번 나.항 사후관리비용 등 참조
V. NOM 마크 未取得時 制裁事項
1. 제조, 수입, 수출, 판매업체에 대한 책임소재
NOM마크 의무 취득대상 제품으로서 NOM 인증없이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최종 책임은
내국산품일 경우 제조업체가, 수입품일 경우 수입상이 져야한다.
수출업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는 떼낄라 등 강제검사 대상인 멕시코산 수출품을 NOM마크
획득없이 수출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기타 내국산품의 경우에나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출업
체에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NOM미취득 제품의 단순 판매업체의 경우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판매제품이 NOM 취득대상품목으로서 NOM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이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압수 및 벌금부과 등 제재를 받게되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품은 압수당하지만 벌금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상에게 부과되며 압수당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상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재내용
가. 통관보류
수입품의 경우 NOM마크 미취득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수입통관이 금지되고, 제품은 세관에
억류된다. 이 경우 물품을 반송하든가 NOM마크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 통관을 진행하든가
양자택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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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물품압수는 물론 무거운 벌금까지 물어야
하나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나. 물품 압류
내국산품의 경우에나 불법통관 수입상품의 경우 NOM마크 미취득 상태에서 물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류는 물론 위반정도에 따라 무거운 벌금까지 물게된다.
제조나 수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NOM 의무 취득
대상품목으로서 NOM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입상
이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압수물품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나
제조업체는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
* NOM 마크 취득여부 감시 활동은 소비자 보호청(PROFECO)에서 시행
다.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NOM 미취득 제품 영업업체는 제조업체든 수입상이든 또는 판매상이든 위반 정도에 따라
일단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라. 인신 구속
NOM 미취득제품 영업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현장에서 체포되어 최장
36시간 구금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담당책임자나 수입상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마. 벌금부과
o 벌금(MULTA)은 위반형태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되어 부과됨.
벌금부과 기준은 법정 1일 최저임금(SALARIO MINIMO DE 1DIA)의 배수로 산정된다. 참고로
2004년 1월부터 멕시코 최저임금은 A지역의 경우 1일 45.24페소, B지역의 경우 1일
43.73페소, C 지역의 경우 1일 42.11페소이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시티는 A지역에
포함된다.
벌금 구분

적용 위반 내용

20 - 3,000배

NOM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제시 경우 등

500 - 8,000배

NOM 규정내용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시 등

3,000 - 14,000배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사기를 친 경우 등

5,000 - 20,000배

보건위생, 생명 및 안전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CONDUCTAS U OMISION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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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수입관리제도/최저수입가격제도

멕시코 정부는 덤핑 및 저가 수입방지를 위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가전, 섬유, 신발,
완구, 잡화, 유리 등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도를 고시하여 이보다 낮게 수입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최저수입가격제도 (PRECIO ESTIMADO)”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될 경우 수입자는 관세차액만큼 예치금(FIANZA)으로
세관에 입금한 다음, 15일 이내에 정상 수입가격임을 입증하여 인정될 경우 그 예치금을
돌려 받는다. 만약 15일을 넘기면 6개월 후에 예치금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동 제도 운영에 있어서 최저수입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즉,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원가 하락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최저수입가격이 현실화
되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체의 주장이다.

102. 수입관리제도/비관세장벽
1. 수입쿼터(수량제한)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가금류 기타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0105.9999

가당연유

쿼터 44,200,000kg

Hs Code 0402.9999

Egmont치즈

쿼터 1,600,000kg

Hs Code 0406.9006

강남콩

쿼터 67,196,239kg

Hs Code 0713.3302, 03,99

매니옥
(카사바)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0714.1099

커피

쿼터 9,000,000kg

볶은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Hs Code
0901.1101

메슬린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001.1001

보리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003.0001은
제외

밀과 메슬린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Alfalfa 제외

귀리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004.0099

옥수수

쿼터 3,359,790,900kg

Hs Code
1005.9003, 1005.9004

수수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007.0002

밀가루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10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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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107.1001

대두

쿼터 1,650,000톤

Hs Code 1201.0003

곡물의짚과
껍질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213.0001

알팔파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1214.1001

식물성 납

쿼터 250,000kg

Hs Code 1521.1001

당밀

쿼터 275,000톤

Hs Code 1703.1002
제외

코코아두

쿼터 6,000,000kg

Hs Code 1801.0001

인스턴트
커피

쿼터 372,400kg

Hs Code
2101.1101,1102,1199,1201

포도주
또는 증류주

쿼터 2,250,000리터

Hs Code 2208.2002

시가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2402.1001

2004년 219,664대
(금년 쿼터 미정)

Hs Code
8702.1001,1002,9002,9003,
8703.2199,2201,2301,2401,3101,
3201,3301,8704.2102,2103,2199,
3103,3199

10명이상
승차가능
승합차

*자료원 : 경제부, 2005. 3
2. 수입허가제도(import licensing)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국영석유공사(PEMEX)의 공식의견서 필요
석유함유제품
LP가스의 경우 에너지부 의견서도 필요
무기류,폭파물,군사차량 국방부(SEDENA) 공식의견서 필요
중고 의류
내무부(Secretaria de Gobernacion) 공식의견서 필요
재생용 중고타이어
재생담당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서 필요
자동차 반제품 일시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 멕시코에서 완성 다시 수출할
수입시
경우, 동 반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 필요
외무부의 증빙서류 및 재무부에서 발행한
해외공관직원 차량
임시수입허가증 사본 제출
최근 6개월이내 공식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장애자용차량
건강증명서(장애 상세내용 포함)
방탄차량
방탄관련 멕시코 품질협회(NORMEX) 증명서 필요
제조업회의소(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견인차
Transformacion)에서 발행된 동 제품의 국내생산이
없다는 증명서 필요
치즈 및 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 제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필요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용으로 수입할 경우, 교육부의
중고컴퓨터
허가서 필요
수입 첫해는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입
시가,
두번째해부터 수입내역에 대한 세관서류를 사전 제출,
카라멜, 껌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원 : 경제부 ,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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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감시(import monitoring)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석유화학제품

헌법상에 제한되어 있는 제품

모터, 차량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요소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 실시

총기류

헌법상에 제한되어 있는 제품

중고 기계류

중고제품이 관련 멕시코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최종 목적지 모니터링

중고 의류

중고제품이 관련 멕시코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최종 목적지 모니터링

중고 컴퓨터

중고제품이 관련 멕시코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최종 목적지 모니터링

*자료원 : 경제부 , 2005. 3
4. 수입금지(Import prohibition)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살아있는 생선

농어, 숭어, 미꾸라지, 메기,
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
민어 등

Hs Code 03019901에 해당되는 생선

종자와 분과
조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Hs Code
1208.9003,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 종자 및
관련제품

Hs Code 1211.9002, 1302.1102
1302.1903, 1302.3904
Hs Code 2903.5903, 2903.5903,
2903.5905, 2910.9001, 2925.1901,
2931.0005, 2929.1101, 3003.4001

화학제품
멸종위기
동물

거북이, 거북이 알,
까구아마 자라

Hs Code 4103.2002

폭력적인 이미지의
전사지
(디칼커매니어)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아동용
디칼커매니어

Hs Code 4908.9005
4911.9105 내 해당

*자료원 : 경제부 , 2005. 3
5. 수출세(export tax)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조개 및
갑각류 껍질

조개, 갑각류 껍질, 거북이 껍질 등에
50%세금 부과

Hs Code 0507.9001
해당 품목

고고학, 사학
수집품과 표본

공공교육부에 의해 고고학적 유물로 지정
되지 않은 수집품과 표본. 50% 세금 부과

Hs Code 9705.0006에
해당

100년이상된 골동품

50% 세금 부과

Hs Code 9706.0001에
해당

*자료원 : 경제부 ,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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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허가제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석유관련
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 공식의견서 필요

LP가스의 경우 에너지
부 의견서도 필요

화폐, 금

중앙은행 공식 의견서 필요

옥수수 가루

수출물량이 국내 옥수수가루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 필요

거북이 및 야생동물
가죽

수산자원부(SEMARNAT)의 공식적인
의견서 필요

야생동식물

수산자원부의 야생동식물국의 기술적인 의
견서 또는 농산부 농업개발국의 의견서필요

*자료원 : 경제부 , 2005. 3
7. 수출금지제도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살아있는 생선

농어, 숭어, 미꾸라지, 메기,
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
민어 등

Hs Code 03019901에
해당되는 생선

종자와 분과
조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Hs Code
1208.9003,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 종자 및
관련제품

Hs Code
1211.9002, 1302.1102
1302.1903, 1302.3904
Hs Code
2903.5903,
2903.5905,
2925.1901,
2929.1101,

화학제품

2903.5903,
2910.9001,
2931.0005
3003.4001

멸종위기
동물

거북이, 거북이 알,
까구아마 자라

Hs Code 4103.2002

폭력적인 이미지의 전사지
(디칼커매니어)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아동용
디칼커매니어

Hs Code 4908.9005
4911.9105 내 해당

역사유물

공공교육부에서 고고학적
유물로 지정된 역사적인 물품

Hs Code 9705.0005에 해당

*자료원 : 경제부 , 2005. 3
8. 수출쿼터(생산량 제한 등)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정제 설탕

쿼터 2,954,000kg

비정제 설탕

쿼터 7,258.000kg

*자료원 : 경제부 ,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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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관세제도
o 멕시코 상품분류는 '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o 상품 분류는 21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9,800개의 FRACCION으로 세분된다.
ㅇ 2005년 현재 멕시코의 비FTA체결국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6.0%이다.
ㅇ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3, 35% 9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0% :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있어야만 가치를 갖는 품목
-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및 일부 기계류
-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및 부품
- 15-18% :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는 일부 자본재 및 부품류
- 23% : 일반 소비재
- 3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품목
o 총 수입품목 가운데 50% 이상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o 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104. 통관절차
멕시코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품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90일 기한이 만료되기 몇 일전
세관은 공문으로 수입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재수출시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멕시코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물 검사는 통관대에 신호등이 부착되어 있어 통관시 통관사 또는 화주가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적색불이 들어왔을 때만 실시함. 적색불의 확률은 보통10% 수준이나 한국 등 아시아산
수입물품은 품목에 따라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화물 검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전에
간주해야 한다. 순수 통관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5시간 정도이나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는 1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통관시 구비서류로는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상업송장,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수입허가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기타 제증명서(필요한 경우/ 예: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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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통관사 선정 -> 수입면장 작성
결정 -> 화물검사 -> 화물 인수

-> 제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검토

-> 화물검사여부

통관은 직접 개인이 해도 무방하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화물이 선편으로 도착하는데 일부 세관에서 인정한 업체 이외에는
최종목적지가 멕시코시티일지라도 멕시코시티서 통관할 수 없고 항구에서 일단 통관절차를
끝낸 다음 멕시코시티로 운송하기 때문에 항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통관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화물가격의 0.8%정도이다.
<“아시아산 제품 대상 자동수입신고제도 (API)” 도입 ('98년8월27일부터 발효) >
아시아 상품 수입상은 수입코자 하는 물품이 멕시코 영토내에 상륙하기 전에 경제부 상역
서비스국에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경제부가 발행해주는 수입신고필 확인서(ACUSE DE
RECIBO) 사본을 수입면장 (PEDIMENTODEIMPORTACION)과 함께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수입면장상 단가가 사전에 수입업자가 승인 받은 자동수입신고서상
단가 대비 상하 5%미만의 변동폭내에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자동 수입
신고서를 또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동 신고 단가가 재무부(SHCP)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 보고서(INFORME DEVERIFICACIO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 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자체 가격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수입 상품 총액이 미화 천불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동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 승인 또는 반려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익일부터 10근무일이 경과하면
수입신고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제부는 신고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상기 기한내에 해당 수입신고서에 대한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할 세관에
통지, 신고자가 수입절차를 밟게 되며, 동 자동수입 신고는 경제부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4개월간 유효하다.
동 제도 해당국별 적용대상품목은 섬유류 및 철강재 등 총74개품목으로 2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 참고사항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산 섬유제품, 신발, 잡화, 완구 등에 대한 통관검사가 까다로워
지면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압류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 현재 주요 통관사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
시 통관검사를 100%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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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월마트 등 우량수입업체로 인정 받을 경우 1년간 통관검사 생략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1년간 수입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1년간 자격을 부여하며, 1년 후 다시 갱신할 수 있다.

105. 유통구조
[ 개

요 ]

멕시코 시장의 유통구조는 자본재와 소비재가 서로 다른데 자본재의 경우 수입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의 경우 도매상 또는 전문 판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수도 있다.
소비재의 경우 “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전통적인 단계가 일반적이나 대형 소매
상이나 수퍼체인 등의 소매점은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입상이 판매인을
고용하여 직접 소매상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제품, 기계류, 시계류,공구류 등 브랜드 제품들은 전문 수입 에이전트들이 각 지역에
판매 대리점을 두고 독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에서는 첫 거래시부터 독점 수입권을 요구할 만큼 에이전트제도가 발달해 있는데
전문 에이전트들은 시장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에이전트를 잡는 것이 수출 확대의 관건이라고 할 만큼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하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10%가 일반적이다.
[유통구조 특성]
o 자본재시장과 소비재 시장 분리
- 자본재 시장 :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유통 참여 판매
- 소비재 시장 : 생산업자나 수입업자에서 중간상을 거쳐 소비자 판매
o 수입상은 도매업 겸업
- 대부분 수입상은 도매업을 겸하며 시장 장악
- 수입상은 주로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며 전국유통망 통제
- 수입개방 이후 지방상권 발달과 지방수입업체 다수 발생
o 유통망 발달
-

도시 중심으로 대형체인점이 발달
대규모 체인점은 전국적으로 200개 내외 체인점 소유
백화점, 수퍼마켓이 전국적으로 분포
NAFTA 이후 COSTCO, WALMART, SAM'S CLUB 등 미국 유통업체 진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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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소매점 >
멕시코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곳은 (1)백화점, (2)전문점, (3)슈퍼체인, (4)재래시장, (5)노점상,
(6)약국슈퍼점, (7)도깨비시장(일명 TEPITO 시장으로 멕시코시티에만 존재) 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백화점은 Palacio De
Hierro, Liverpool, Sears, Sanborns 등이 있으며, Palacio De
Hierro의 경우 주로 고급품을 취급하며 상품 가격이 비교적 높다. 또한, 이들 백화점은
소수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류전문점 특히, 명품을 파는 매장은 우리나라 서울의 압구정동, 첨담동과 같은 POLANCO
(뽈랑코)라는 지역 특히, MAZARYK이라는 거리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곳 역시 고급품
을 취급하며 가격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비싼 편이지만, 멕시코 부유층은 가격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면 쇼핑하러 온 고급승용차가 이 지역이 가득하다.
o 멕시코에는 슈퍼체인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1개 브랜드의 슈퍼가 멕시코시티에만 30-40개
체인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각지방에는 그
지역에만 체인을 갖고 있는 슈퍼도 있다. 슈퍼체인도 물건값이 비교적 비싸 주로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슈퍼체인들이 서민 주거지역에 침투하면서 가격차별화
정책을 쓰기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슈퍼체인으로는 Gigante, Superama, Comercial Mexicana,
Wal-Mart, Soriana, Chedraui 등을 들 수 있다.
o 재래시장은 각 개별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이 혼재해 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구시가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시장은 직물거리, 액세서리 거리, 문구류
거리, 의류, 신발류 거리 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 곳은 주로
저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리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o 멕시코에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범죄방지를 위해서 노점상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점상들은 주로 시장거리를
따라 발달해 있는데 값싼 제품을 더욱 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때 정부에서 이런 노점상을
단속했더니 노점상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범죄율이 증가했던 사례가 있어 쉽게 단속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 약국 수퍼점은 일반적으로 FARMACIA라는 점포로 의약품과 일반 식품. 완구 등 잡화류로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나 점포수면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자본의 할인 약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o 도깨비 시장은 멕시코내에서도 멕시코시티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TEPITO(떼삐또)시장을
지칭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과 성격이 유사하나 판매물품이 대부분 밀수품 또는
도난물품이다. 따라서 가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거나 정상가격의 2/3 또는 1/2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100% 현금거래이다. 단 A/S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도깨비시장은 일종의
암시장으로서 공공연한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현지인들은 이 지역
치안이 매우 취약함으로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닐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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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제입찰제도/멕시코 입찰제도
1. 개관
가. 관련 법규
□ 조달(입찰)관련 기본 법규
◦ 멕시코 정부의 조달관련 법률은 아래 두가지 법률에 근거.
- 공공부문 입찰, 임차, 서비스법 (Ley de Adquisiciones,Arrendamientos y del
Servicios del Sector Publico, LAASP)
- 공공건설 및 관련서비스 법 (Ley de Obras Publicas y Servicios Relacionados con
las Misma, LOPSRM)
◦ 그 외에 공공부문 입찰, 임차, 서비스법에 관한 실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del Servicios del Sector Publico) 을 통해
LAASP 법률 관련 상세정보 설명.
□ 주요 정부기관
◦ 공공정책부(옛 SECODAM)
- 정부조달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진흥하는 곳.
◦ 재무부(SHCP)
- 재무부는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매년 제출하는 “연간
공공입찰, 임차, 서비스 프로그램(PAAAS)“ 및 ”연간 공공건설
프로그램(PAOP)“ 을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승인해주는 역할수행.
◦ 경제부
- 경제부는 PAAAS 와 PAOP 를 수집하여 조달내용을 대내외에
공표하며 민간기업들의 대정부 조달공급 참여를 촉진.
나. 시장 규모
□ 개 요
원자재 및 완제품 등 정부물품, 서비스부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정부입찰이
진행되며, 2005-6 년에 대형 기간산업(에너지,교통) 인프라 공사가 다수 예정되어 있음.
멕시코의 조달 시장 규모는 2004 년에 226 억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는 219 억달러
규모가 진행될 예정. 또한, 석유공사 (PEMEX), 전력공사(CFE), 사회보장기금
(IMSS) 등이 주요 입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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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분야별 시장 규모
(단위: 백만페소)
분야

금액

비율

물품구매

126,994

55%

서비스

57,725

25%

공공건설

46,180

20%

전체

230,898

100%

(자료원: 재무부)
주) 2004 년 평균환율, US$=11.28 페소
주요 기관별 조달 규모
(단위: US$백만)
기관명

2004 년

2005 년*

PEMEX

10,658

9,893

CFE

2,005

1,603

IMSS

791

1,399

소계

13,454

12,895

기타

9,238

9,065

총계

22,692

21,960

(자료원: 공공정책부)
주) * 는 예상치
2. 조달(입찰) 절차
가. 입찰 공고 및 접수
1) 입찰정보 공표
입찰정보는 멕시코관보(Diario Oficail)에 매주 화, 목요일에 게재되고 있으나, 당일 주요
입찰정보 5 건만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음. 단, 화,목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연방관보를 발간
하지 않음.
공공정책부는 멕시코 전자정부조달시스템인 Compranet (http://compranet.gob.mx)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인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찰 공고 주요내용
-

전자입찰 가능 여부
Tender 번호
국내입찰인지 국제입찰인지 여부 및 FTA 관련 여부 명기
입찰공고기관 연락처 등 기초 데이터
입찰안내서(bases) 구입 장소 및 일시, 구입비용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장소, 일시
조달 희망 품목의 특성 및 수량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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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서(bases) 주요 내용 (LAASP 제 31 조)
-

발주기관명
응찰기업의 법적지위 관련 자료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응답 설명회(junta de aclaraciones) 일자,시간, 장소 안내
및 서류 개봉, 낙찰자 발표 일자, 시간, 장소 안내
입찰제안서 실격(descalificacion) 요인에 대해 응찰업체에게 통보해줄 의무가 있음
스페인어 이외에 사용가능한 언어 소개, 기술제안서 별첨자료의 경우 자국언어로 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페인어 번역과 함께 제출 가능.
입찰제안서 제출시 사용 통화 안내.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 통화로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으나, 추후 지불통화는 멕시코 페소화로 지불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역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장소 내역
응찰자 자격요건 명시
가격 및 지불 조건
개런티 조건
물품 및 서비스 지연시 및 불이행시 패널티 조건 등

2) 입찰제안서 제출
입찰제안서는 기술입찰제안서 및 경제 입찰제안서 2 개 봉투로 봉인하여 제출해야함
입찰제안서에 오퍼제시를 위한 조건, 납품 시기 장소, 규정, 지불방법, 선불 및 보증,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함.
또한, 입찰제안서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하게 됨.
나. 입찰서류 심사단계
1) 서류 개봉
◦ 제 1 단계 : 기술 입찰제안서 개봉
- 밀봉된 기술 입찰제안서를 개봉한 후 소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입찰제안서는 바로 폐기 처리.
- 요건을 충족시켜 통과된 기술 입찰제안서들에 대해 구매기관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면밀 분석 작업을 함.
-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의 경우, 보통 1 개월정도 기술 분석 진행.
◦ 제 2 단계 : 경제 입찰제안서 개봉
- 1 단계를 통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입찰제안서 개봉.
- 응찰 기업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각 회사의 입찰가격 발표.
- 입찰가격 발표 이후, 경제 입찰제안서를 검토결과 발표 일자,시간,장소 등 공지.
PEMEX 의 경우 일반적으로 15 일 후에 낙찰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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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요건을 충족시키는 입찰제안서가 2 개 이상 있을 경우, 최저가로 낙찰자 결정.
- 경제요건을 충족시키는 입찰제안서가 없을 경우, 유찰을 선언하고
새로 입찰 공고.
2) 응찰자 심사기준
◦ 프로젝트 수행 경험
- 입찰서류 제출시 보통 멕시코 시장에서의 프로젝트경험 및 경험연수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함.
◦ 입찰 참가사의 기술수준
- 1 단계 기술제안서 검토시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인지 여부에 대한
기술심사 진행.
◦ 재정능력
- 프로젝트 수행시 파이낸싱 조달 조건 및 신용도 평가.
◦ 응찰가격
- 타업체와 동일한 조건일 경우, 통상 응찰가격이 최저가인 기업이 낙찰자가 됨.
다. 낙찰자 결정단계
1) 낙찰 통보
- 낙찰자는 응찰자들이 참가한 공개회의석상에서 발표. 또한,
추후 COMPRANET 을 통해서 낙찰자 및 낙찰금액을 살펴볼 수 있음.
- 입찰시행 기관은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들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판정일로부터 72 일이내에 낙찰자 내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2) 계약
-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의 경우, 낙찰 판정일로부터 20 일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공공건설 및 관련 서비스의 경우, 낙찰 판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
야함.
만약 입찰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동 기한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낙찰
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경비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하며, 낙찰자는 여하한 물품공급
의무도 갖지 않음.

3) 대금 지불
-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의 경우, 입찰기관은 계약서상 약정 금액을
지불예정일로부터 최대 45 일 이내에 지불해야함.
- 공공건설 및 관련 서비스의 경우, 입찰기관은 승인된 공사 소요
비용을 승인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지불해야함.
4) 불만 발생시
- 불만발생시 공공정책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자로부터
입찰진행과정상 또는 낙찰판정상 개입된 부조리 등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여기는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가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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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멕시코는 별도 벤더 등록시스템이 없으며, 각 입찰공고 규정 및 기본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찰에 관심있는 기관은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음.
멕시코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와 정부 물품조달관련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EU, 일본 등과 조달관련
협정이 맺어져 있음.
국제입찰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 참가자격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07. 외환관리제도
멕시코는 1991년 11월 11일 외환 자유화 조치로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으며 누구든
마음대로 외환을 사고 팔 수가 있고 외환 보유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외화 구좌도 개설할
수 있다. 단, 일반 개인의 경우 외화 구좌 보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입대금의 송금에도 제한이 없으며, 일반 여행객들도 자유로이 외환을 매매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절차가 간단하고 환율이 비교적 좋은 환전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매일 중앙은행의 고시환율에 의해 환전해야 한다.
-

수출입 대금의 결제
현지투자 기업의 자금 환전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로열티 등의 지불

이때문에 멕시코에서는 환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액(2,000불 이하)의 경우 환전시 특별한 서류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환전해주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다. 그리고 일부 유명 관광지(예:칸쿤)에서는 가격이 달러화도 함께
표시되어 있거나 달러를 받는 곳도 많다.
참고로 공항의 환율이 다른 시내 환전소보다 좋아 일부 공항에서 고액을 환전해서 시내로
들어오다가 환전소 직원과 내통하는 강도에게 모든 현금을 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국을 제외하고는 공항 환전소에서 고액을 환전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108.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 시장규모 >
멕시코는 1인당 국민소득 5,969불 (2004년말 기준)의 1억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이며, 연간 수입규모가 1,951억불대에 달하는 중남미 최대의 교역시장이다. 그러나
대미교역이 전체교역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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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진출대상으로서의 실제 시장 규모는 외형만큼 크지 않지만 여전히 대규모 소비시장
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는 2004년말 기준 한국으로부터는 약 29.9억불을 수입했으며, 1990년부터 시행한
수입개방 정책으로 그 이후 연평균 약 15%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MAQUILADORA(마낄라도라 /보세가공 제조업)의 발달로 재수출 가공용 원부자재 및
부품수요가 방대하여 마낄라도라 시장이 450억불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일반 수입시장은
850불 규모를 갖고 있다.
한편, 지역별 9,700불대에서 1,900불대까지 지역별 소득 격차가 심하며, 중산층이 얇고
저소득층과 소수의 상류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재의 경우 중산층을 겨냥한
상품보다는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상품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다.
< 시장특성 >
멕시코는 국토가 한반도의 9배나 되며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어 있는 관계로 지방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 멕시코내 제1시장은 멕시코시티로 전국의 약 40%에 해당하는 상권이
집중되어 있지만 제2도시인 과달라하라(GUADALAJARA) 및 제3도시인 몬테레이(MONTERREY)에
도 상권의 약 21%가 포진되어 있어 이들 3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멕시코에서 가장 수입규모가 큰 시장은 기계류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연간 수입규모가
25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요는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
정)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수입수요가 큰 품목으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및 섬유류 등을 들 수 있다.
소비특성을 보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또한 빈부격차가 극심한데,
소득분포를 보면 극빈층이 35%, 빈곤층이 50%, 중산층이 10%, 부유층이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유층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값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은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하는 “가격시장”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역도 부유층이 사는 지역과 서민층이 사는 지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 상품의
가격에 차이가 나며 일부 수퍼체인들은 이들 지역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고 있다.
구매시즌은 통상적으로 일반 소비재의 경우 가장 큰 구매시즌은 X-MAS를 전후한 연말인데,
이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선에게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로 꼽힌다. 기타 주요한 날들을 살펴보면
발레타인(2월 14일) 연인의 날(DIA DE VALENTIN 또는 DIA DE AMOR Y DE AMISTAD), 5월 10일
어머니의 날, 6월 16일 아버지의 날, 6월 30일 어린이의 날 및 3월말 내지 4월초순경의
부활절(SEMANA SANTA)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의 휴가철은 7-8월 및 12-1월인데 여름보다는
겨울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휴가용품의 구매시즌은 통상 12월경이며, 학교는 9월
학기제로 8월말에 새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문구류 등은 8월부터 9월까지가 통상
구매시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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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실태를 보면, 멕시코 경제는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인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유태인들의 상권 진출이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 특히 섬유류 수입의 경우 이들이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주는 일이 많다.
멕시코는 소득격차가 심해 수입품도 고급품과 저급품으로 크게 대별된다. 고급품들은 주로
일류 백화점들이나 부유층 거주지역의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데 브랜드가 가장 큰 구매
요인이 되고 있다. 고급품은 이태리, 프랑스 등의 유명상표가 거의 다 진출해 있으나
이같은 상품의 소비는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이며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반 수퍼 및
재래시장에서 값싼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109. 시장특성/시장특성(요약)
1. 시장 규모면

☞ 중남미 최대의 수입품 소비시장

연간 수입 시장 규모 1,951억불대 (2004년말 기준)
▶
-

중남미 최대의 교역시장, 대한국 수입 29.9억불대
수입개방('90년) 이후 최근 연평균 수입 증가율 15% 유지
'95년 724억불 ▶'97년 1,098억불 ▶'99년 1,421억불 ▶ '00년 1,735억불
'01년 1,682억불 ▶ '02년 1,686억불
1인당 국민소득 5,969불의 인구 1억 육박 대형 소비시장 (2004년말 기준)
단, 지역별 9,700불대에서 1,900불대까지 지역별 소득 격차 현격

2. 시장 구조면

☞ 대미 의존형 시장, 상권 지방 분산

대미 교역이 전체교역의 80%로 압도적 비중 점유 및 의존도 심화
- 총수출액중 대미 수출비중 89%
- 총수입액중 대미 수입비중 73%
미국과 3,300 Km의 국경 인접 및 NAFTA이후 미국의 생산·판매 기지화
- 미국이 멕시코내 외국인투자 총액의 약 60% 차지
상권의 지방분산 및 3대도시 집중
- 상권의 수도 집중에서 지방 대도시로 상권 분산,
멕시코시(40%), 과달라하라(21%),몬테레이(19%) 등 3대도시에 상권의 80% 집중
3. 시장 수요면 ☞ 방대한 원부자재, 부품시장, 대형 프로젝트 시장
Maquiladora(보세가공) 발달로 재수출 가공용 원·부자재 및 부품 수요 방대
- 멕시코 총수입액중 마낄라 점유 비중 : 34%
- 멕시코 총수출액중 마낄라 점유 비중 : 45%
대형 국제입찰 프로젝트 시장 발달
- 특히, 석유화학 및 발전 등 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거대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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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형태(관행)면

☞ 가격시장, D/A 보편화 시장

뚜렷한 가격 우선 소비 패턴
- 멕시코 소비자 80% 이상이 제품구입시 가격요인을 최우선 고려
D/A, D/P 방식 상거래 보편화
- L/C방식보다 D/A, D/P 선호, 통상 60～90일의 D/A 요구 상관행

110.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 문화적 특기사항 >
멕시코 사람들과 비즈니스시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멕시코 사람들은 친절하다. 길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바쁜
시간이라도 짜증을 내지 않고 친절히 설명해주며 잘 모르면 옆 사람에게 되물어 보아서라도
가르쳐준다. 그러나 잘 모르고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일러주는 경우도 있어 바이어와의
상담약속 시간을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서로
다른 사람에게 3번 이상 물어보고 가는 것이 확실하다.
멕시코인들의 전반적인 기질은 미국의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타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전통적인 원주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나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지나치게 셈이 밝고 평소에 친분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지방사람들은 멕시코시티 사람들을 칠랑고(CHILANG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다소 경멸하는 뜻이 있다.
남아선호사상은 있으나 서양식의 여성존중 예절이 발달하여 LADY FIRST의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은 경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선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많이 사용되는 선물은 인삼차로 현지인들도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
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품위 있는 토속적인 장식품도 많이 한다.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공 등의 선물도 좋다.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고리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관행 >
멕시코시장이 중남미 국가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지만 그래도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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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상들은 한국상품에 대해 아직까지도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무역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해왔고 수입이 개방된 것도
1987년부터 비교적 수입에 종사한 경험이 짧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몇 개 업체에 카타로그 몇 부 보냈는데 거래가 안된다고
조바심 내서는 안된다. 멕시코와의 거래에는 무엇보다도 끈기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금방이라도 주문을 할 것 같은 바이어도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는데 심지어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래시작을 위한 교신에 있어서도 당장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회신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급한 성격을 보유한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점을 참고해야 한다.
< 거래시 유의사항 >
“현지에 판매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에이전트를 확보했다고
해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 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해가는 힘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수출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관리와 제품관리가 필요하다.”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저가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저가품 시장과 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델은 무엇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8월 및 12월은 휴가시즌으로 휴무를 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현지 출장시에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
아울러 전형적인 멕시코인의 하루 일과는 서구와 조금 다르다. 점심시간은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이며, 관공서의 경우 대체로 3시부터 5시까지가 중식시간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기업이나 관청도 저녁 7시까지 업무를 하는데, 오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모든 공식 업무는 2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영어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의사나
기업인 등 중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어가 능숙치 못해 상호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페인어 통역을 대동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인들은 여간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민지시절
부터의 뿌리깊은 문화적 소산이다. 따라서 멕시코 바이어와의 거래관계시 문제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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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도록 심히 추궁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못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마음자
세가 필요하다.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 "아오리따(AHORITA)"라는 말을 흔히 듣게되는데, 이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측
수출상의 오파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면 아오리따 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면또 아오리따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따라서 아오리따 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다간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
를 볼 수 있기때문에 5분 이내 또는 1시간이내랄지 오늘중이랄지 또는 몇 월 몇일까지랄지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비즈니스 에티켓 >
ㅇ 호칭 관련 에티켓 : 학위 호칭
멕시코에 첫 출장오는 우리 세일즈맨들이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한 뒤이름 앞에 붙은
릭(Lic.) 또는 잉(Ing.)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는 호칭을 중시한다. 호칭은 곧 사회적 신분이며 자존심의 표상 이다. 우리의 경우
박사가 아닌이상 이름 앞에 또는 뒤에 석사니 학사니 하는 호칭을 붙히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반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나 스페인 등에서는 이름 앞에 반드시 학위를
붙혀서 명함을 파며,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학위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문사회계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이름 앞에 LIC.라는 표시를 하며,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ING.라는 표기를 한다. LIC.란 LICENCIADO의
약자이며, ING.은 NGENIERO의 약자인데,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할 때 명함에 LIC.가 있으면
상대방을 "리쎈씨아도" (여성인 경우에는 리쎈씨아다)라고 호칭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ING.이 찍혀있으면 "잉헤니에로" (여성인 경우에도 동일)라고 불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석사의 경우 MAESTRO라는 호칭이 있긴 하나 일반적이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아니며 보통 LIC.나 ING.를

그런데 이름앞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경우 또는
상대방의 호칭을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SENOR (세뇨르 / SIR 또는 MR.의 의미) 또는
CABALLERO (까바예로 / GENTLEMAN의 의미)라고 칭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SENORITA(세뇨리따)라고 칭하는 것이 좋다. 원래 세뇨리따는 영어의
MISS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MISS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며,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경우라도
영어의 MRS.에 해당하는 SENORA(세뇨라)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세뇨리따 라고 불러주는 것이
무난하다. 왜냐하면 기혼자라 할지라도 세뇨라로 부르면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뇨라로 불러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멕시코 - 208

<KOTRA 국가정보>

ㅇ호칭관련 에티켓 : MIDDLE NAME과 LAST NAME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인들과 스페인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만을 쓰거나 두개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성은 반드시 두개를 쓴다 (물론 기혼여성인 경우에는 남편성까지 세개를
쓰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종종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미국식 관점에서 흔히들 LAST NAME이 곧 성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스페인어권
에서는 LAST NAME은 모계성을 의미하며 LAST NAME 직전의 것 곧 MIDDLE NAME이 부계성, 즉
진짜 성이다.
이들의 성명은 보통 3단어 또는 4단어로 구성되는데 이름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개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뒤에서 두번째가 성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물론 예외도
있음. 멕시코 과거 대통령의 성명이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인데 에르네스또는
이름이며, 세디요가 부계성, 뽄세델레온이 모계성임. 그런데 모계성이 세단어로 떨어져
있어 어느 것이 진짜 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이렇게 이름사이에 DE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것이 성인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함)
이를 뒤집어보면 이해가 한결 쉬어질 것이다. 예컨대 홍길동의 경우 영문 표기시
길동홍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MR. 동 또는 MR. 동홍으로 부르는 경우를 왕왕
접하게 된다. 이는 결국 뒤에서 두번째를 성으로 파악하는 이들의 관습 때문이다.
(모계성만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례가 됨).
ㅇ기타 일반적 에티켓
멕시코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인사치례의 말을 매우 즐긴다. 하찮은 도움에도
Muchas gracias. (Thank you very much.)를 연발하며, 상대방에게 발을 밟혀도 먼저 Perdon.
(I'm sorry.)을 외친다. 이는 가식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며, 남을 기분나쁘
게 하는 일을 극히 꺼리는 문화에서 배태되어 나온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여간해
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않는 동양인들이 매우 무례한 족속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비단 멕시코인뿐만 아니라 서양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는다.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교양없는 무식한 행위로 비난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소리를 내면서 그것도 재빨리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을 당혹케 하곤 한다. 이들
눈에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동양인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는 하나 식사시에는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다. 음식을
음미하며 "즐기는" 멕시코 문화와 서둘러 한끼 "떼우는" 한국의 문화간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성사시키거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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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 유의사항 >
o 악수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 "아, 이 사람은 못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측 세일즈맨에 대
해 처음부터 불신감이 싹트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갖는 경우도 있으
므로 이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악수는 너무 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
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악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
o 유머상술
비지니스를 시작함에 있어 유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놀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두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하다 (유머는 곧 상술).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랄지
문화유적이랄지 카리브의 아름다운 해변이랄지 또는 멕시코인의 친절성이나 떼낄라와
꼬로나 맥주의 한국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스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할인상술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멕시코인들은 값을 깍으려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턴 상대하려
들지 않게 된다. 이들은 값을 깎는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감안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인하를 요구시 못이긴체 하며 할인을 해주는 상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격을 적당히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놓으면 아예 깍으려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 제시가 요망된다.
o 신뢰도
멕시코인들은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어 약속장소에 늦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따라 기분을 상하여 대화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화된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인들의 신뢰도는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약속이행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시에는 곧 거래를 할 것 같이 말하다가 언제 그랬는가
하는 식으로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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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멕시코인들은 NO라는 대답을 별로 안하는 편이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확실해서 좋으나 대답을 안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화로 대답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전화하면
항상 자리에 없고, 메시지를 남겨 놓아도 연락이 없고 하는 경우는 대답이 NO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111.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 투자 매력도 >
멕시코 투자의 장점으로는 우선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이 옆에 있어 대미 우회수출
기지로 적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멕시코 시장 자체가 인구가 1억에 달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체 수요도 많고, 인근 중미, 카리브 제국으로의 수출도 용이하다.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외에2000년 7월부터 유럽연합(EU)과도 자유무역협정
이 발효된 바 있으며, 현재 43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다.
NA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대미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현지 생산이 유리할 수가 있으며, 멕시코의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싸고 노동력의 질이
중남미 국가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멕시코가 서양문화권이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고
동남아국가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비교우위에서 떨어지며,
또한 NAFTA 원산지규정이 국내 부품비율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업의
미비로 부품 비율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
과거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제도는 '멕시코 투자촉진 및 외국인 투자 조정법'을 기조로 하여
1938년 석유산업을 국유화시키고 이어 전력, 통신, 철도산업을 국유화시키는 등 내셔널리즘
의 성격이 강했다. 멕시코에 외자유치가 활발히 된 것은 1965년부터 시작된 마낄라도라산업
의 영향이 크다.
마낄라도라는 1965년 "멕시코 국경산업화 계획(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외자유치에 의한 국경산업 개발로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982년 외채로 인한 경제파탄이 일어나면서 외자도입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투자를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살리나스 정부 등장 이후
잇따른 경제개혁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자본 부족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멕시코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고용 및 외화획득 증대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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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에는 종전 73년 외국인 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
차별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웠던 점을 감안,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금지 및 제한부문을 제외한 모든 생산부문에 대해 100%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체결한 NAFTA
발효에 맞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93년12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POSITIVE 시스템을 NEGATIVE 시스템으로 변경했으며, '98년 9월에는 전력시장까지 개방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투자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원부자재 조달 가능성은 품목에 따라 달라지나 현지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모국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품질 또는 가격 등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원부자재 조달문제는 특히 멕시코내 단순 가공.조립 후 대부분 미국 등 제3국
수출지향 성격의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마킬라도라 기업의
멕시코산 조달수준은 2%내외로 사실상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특히 현행 마킬라도라 제도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이 2001년 1월 1일부터 NAFTA 협정 303조에 따라 폐지되면서 부품조달의
현지화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마낄라도라 업체들의 경우 멕시코 국내산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수입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본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수입하는 부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관세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멕시코 마낄라도라가 지닌 최대 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치안상태는 '94년이전만 해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으나 '94년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치안
불안이 악화되어 왔다. 한편,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관료주의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업을 수행해야 차질이 없다.
대멕시코 투자기업의 판로는 미국, 인근 중남미제국, 내수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NA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멕시코 진출 외국기업도 미국, 캐나다 수출시 NAFTA
관세특혜를 수혜받으며,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만 아니라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소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시 이들 국가에 대해서 관세특혜하의 수출이 가능하다. 내수를 위한 현지투자인 경우
자동차의 경우 국내부품 사용 의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끝으로 NAFTA 303조에 의거, 폐지된 마낄라도라 업체에 대한 관세면제를 보전해주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그 대안책으로 2001년부터 PROSEC(Programa Sectorial/ 산업별 개발
프로그램)을 신설, 동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품목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시
일반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0-5%)를 적용하게 했다. 아울러 마낄라도라 업체들이 생산한
완제품도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미국시장에 수출할 경우 쿼터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은 아직 있다. 다만 북미시장이 아닌 유럽이나 기타시장으로 수출하는 마낄라도라
업체에 한해서는 기존 원부자재 및 기계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줬던 혜택이 아직 유효하다.
멕시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 PROSEC 보안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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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전반적 투자여건/투자 메리트
ㅇ 대미 시장 진출 교두보
멕시코의 전체 교역 중 80%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멕시코는 미국 제 2 의 교역국으로 자리잡아왔다.
외국인투자부문에서도 1994-2004 년 기간 중 미국의 대멕 투자액이 925.2 억불로 전체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62.8%를 차지할 만큼 미국 기업들의 대멕 투자 비중이 높으며,
멕시코에서 조립,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NA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대미수출이 가능하므로,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대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멕시코에 투자진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 경기회복세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투자 진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ㅇ 미주대륙 생산 및 물류거점으로서의 전략적인 위치
멕시코는 지리적인 위치상 북미 및 중미, 카리브, 남미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및 물류거
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운송비 절감이 가능하며, 제품 적기 공
급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있으며, 대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도 활용 가능하다.
ㅇ 전세계 43 개국과 FTA 체결
멕시코는 NAFTA(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중남미 G3 국가, 일본 등 전세계 43 개국과
13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2005 년 4 월 1 일부로 일-멕 FTA 가
발효되면서, 멕시코는 전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과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다. 대멕
투자 진출시 멕시코의 전세계 FTA 체결망을 활용한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
ㅇ 인구 1 억이 넘는 내수 시장
멕시코는 1 억 590 만명 인구의 대규모 내수 시장이므로, 대미 수출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 진출도 가능한 곳이다.
ㅇ 풍부한 노동력
멕시코는 인구의 55%가 25 세 이하의 젊은층이며, 전체 인구 중 74%가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 지역에 풍부한 노동력을 구비하고 있다.
2004 년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28.88%가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우 숙련된 노동자가 풍부한 편이다.
ㅇ 전세계 19 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멕시코는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19 개국과 투자 상호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 협정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2 년에 멕시코와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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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투자유치정책
1. 외국인 투자정책(법)
가. 개요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후 멕시코 정부는 1993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on Extranjera)을
제정하였으며,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01년에 최종 개정을 시행했다. 또한, 1998년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rey de inversion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위원
회 활동,등록 절차 등 투자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
시설을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투자 제한 분야
ㅇ 국가 독점 분야 (외국인 투자법 5조)
-석유 및 그외의 탄화수소물
-기초 석유화학제품
-전기
-원자력 발전
-방사선 광물
-전신
-무선 전신
-우편 업무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ㅇ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조)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휘발유 소매 및 천연 가스 유통
-케이블 TV를 제외한 라디오, TV 방송
-신용 조합
-개발 금융 기관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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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 (외국인 투자법 7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최대 25% 지분의 사업 : 국내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항공 운송
최대 49% 지분의 사업

: 금융그룹의 지주회사, 복합 금융기관, 중개소, 증권 거래,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회사,
잡화도매상, 금융리스 회사, 팩토링 회사, 유한 취지 금융회사,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
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기금 운용회사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지를
소유한 회사의 T계열 주식, 케이블 TV, 전화서비스, 경제제한 구역 및 연안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선박의 국내 수로 이용 관리(관광용 크루즈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윤활유 공급

ㅇ 승인 하에 49%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조)
- 다음과 같은 12개 부문의 경우, 멕시코 투자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Inversion, CNIE)의 승인하에 49%이상의 해당하는 기업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시 49%이상 투자 허용 부문 >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공용 비행장 피면허자
교육부문의 사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법률 서비스
신용정보회사
유가증권 평가기관
보험중개사
이동전화 서비스
석유 및 수송 도관 공사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ㅇ 지분을 획득하고자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7.12억 페소(약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한다.(외국인 투자법 9조).

6,472만불)를

다.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략지역인 미-멕 국경 100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해안 50킬로미터 이내 지역 부동산 취득
의 경우, 비거주 목적일 경우에 한해 외국인 투자가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투자가가 동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다면,
소유권 신탁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거주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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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사용.
- 일부 거주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업 혹은 관광 업종
- 신용기관, 금융 중개업 및 신용 보조기관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
- 토지 매매, 주거지화, 건축, 지역 개발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시적인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영업활동
- 일반적인 상업, 산업, 농업, 목축, 어업, 임업 및 서비스 활동
< 토지구입관련 외무부제출 서류>
- SRE-02-003 제한구역 토지 구입시
http://www.cofemer.gob.mx/forms/SRE2-03.DOC
- SRE-02-004 비제한 구역 토지 구입시
http://www.cofemer.gob.mx/forms/SRE2-04.DOC
- SRE-02-005 제한구역에 토지 신탁제도 신청시
http://www.cofemer.gob.mx/forms/SRE2-05.DOC
2. 투자 인센티브 정책
□ 투자 인센티브 개요
멕시코 정부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세제상 양허조치는 없다. 각 지역별 세제상 인센티브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 면제, 주세나 지방세 감세 또는 면제, 지급급여세
감세 또는 면제 정도 수준이다.
각주정부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차이가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급급여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자산등록비용 감면
토지 이용세 면제
건축면허 면제
각종 인지대 감면 등

ㅇ 투자업체에 대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노동자 교육
- 신규 또는 전문 산업공단 조성
- 자재 및 기계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물색 지원
- 각종 전시회 정보 제공
- 투자업체에 대한 각종 법률 자문
- 주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비용 할인
- 노동자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 수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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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예정 업체가 구체적인 투자검토 작업에 들어갈 경우 협상과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토지 무상제공, 세금 감면 등 주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정도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 각 주별 기본 인센티브 내역 >
주명

인센티브 내역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또는 면제
주 또는 지방세 감세

Aguascalientes

재산등기소 등록시 수수료 인하
재산세 면제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Baja California(북부)

노동자 교육 지원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노동자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Baja California(남부)

재산세 감세
건축면허세 감세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또는 면제

Chiuahua

주 또는 지방세 감세
재산등기소 등록시 수수료 인하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Mexico D.F.
(멕시코 시티)

주 또는 지방세 감세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노동자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재산등기소 등록시 수수료 인하

Estado de Mexico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지급급여세(payroll tax) 면제

Guanajuato

주 또는 지방세 감세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동자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또는 면제
주 또는 지방세 감세

Jalisco

재산세 면제
재산등기소 등록시 수수료 인하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Nuevo Leon

주 또는 지방세 감세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산세 면제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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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기소 등록시 수수료 인하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또는 면제
주 또는 지방세 감세
Puebla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각종 인허가 원스탑 서비스
지급급여세(payroll tax) 감세 또는 면제

Queretaro

주 또는 지방세 감세
재산등기소 등록시 수수료 인하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주 또는 지방세 감세

San Luis Potosi

재산세 면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사설립시 법률 자문

114. 외국인투자제한
1. 투자 권장 부문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용 산업, 자본재 산업,
고용 증대 및 기술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있음.
2. 투자 제한
멕시코는 1989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 규정에 의거, 대부분 산업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 참여 비율 제한 분야 또는 국가 독점 분야 및 내국인만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참여 제한 분야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49% 이상의 지분 참여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위원회(CNIE; COMISION NACIONAL DE INVERSION EXTRANJERA, 사무국은 경제부
외국인투자국에 설치되어 있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동 위원회는 정부
7개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
- 고용 창출 및 노동자 기술 향상도
- 기술발전 기여도
- 환경규정 준수여부
- 멕시코 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 향상
NAFTA의 발효에 맞춰 멕시코는 캐나다, 미국인의 멕시코내 금융 서비스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기존 외국인 투자 제한규정을 개정하였음.
멕시코 금융서비스업 개방과 관련, BANAMEX(멕시코 국민은행), BANCOMER(상업은행), SERFIN
등 멕시코 3대 은행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총 주식의 49%
이내로 규제되어 왔으나 2004년 1월1일부로 멕시코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완전 해제되면서 외국인투자가 100%까지 완전 개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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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가. 투자 제한 분야
ㅇ 국가 독점 분야 (외국인 투자법 5 조)
-석유 및 그외의 탄화수소물
-기초 석유화학제품
-전기
-원자력 발전
-방사선 광물
-전신
-무선 전신
-우편 업무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ㅇ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 조)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휘발유 소매 및 천연 가스 유통
-케이블 TV 를 제외한 라디오, TV 방송
-신용 조합
- 개발 금융 기관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ㅇ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 (외국인 투자법 7 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의 사업 : 국내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의 사업
: 금융그룹의 지주회사, 복합 금융기관, 중개소, 증권 거래,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회사, 잡화도매상, 금융리스 회사, 팩토링
회사, 유한 취지 금융회사, 증권거래법 12 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기금 운용회사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지를 소유한 회사의 T 계열 주식, 케이블 TV,
전화서비스, 경제제한 구역 및 연안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선박의 국내 수로 이용 관리(관광용 크루즈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윤활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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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인 하에 49%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 조)
-

다음과 같은 12 개 부문의 경우, 멕시코 투자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Inversion, CNIE)의 승인하에 49%이상의 해당하는 기업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시 49%이상 투자 허용 부문 >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공용 비행장 피면허자
교육부문의 사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법률 서비스
신용정보회사
유가증권 평가기관
보험중개사
이동전화 서비스
석유 및 수송 도관 공사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ㅇ 지분을 획득하고자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7.12 억 페소(약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한다.(외국인 투자법 9 조).

6,472 만불)를

다.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ㅇ 전략지역인 미-멕 국경 100 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해안 50 킬로미터 이내 지역 부동산
취득의 경우, 비거주 목적일 경우에 한해 외국인 투자가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투자가가 동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신탁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거주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공동 사용.
- 일부 거주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업 혹은 관광 업종
- 신용기관, 금융 중개업 및 신용 보조기관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
- 토지 매매, 주거지화, 건축, 지역 개발과 제 3 자에게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시적인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영업활동
- 일반적인 상업, 산업, 농업, 목축, 어업, 임업 및 서비스 활동
4.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가. 개 요
멕시코 정부는 98년9월8일 '93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한규정을 완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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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령의 기본 취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
단. 명료화했는데, '89년5월의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애매했던
규정과 기준을 명료화함.
미국,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멕시코 경제의 개방화에 맞춰 '93년 12월 27일
발표 ('96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법은 보다 자유화되었는데 특히 다음분야에서 폭넓게 자유화되었음.
- 헌법이나 특별법에 의거 제한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49% 이상 소유시
사전승인 요건의 폐지
- 외환의 포지티브 상태 유지, 고정자산에 대한 추가투자 또는 생산제품의 일정비율 수출
의무 등의 이행 또는 공약요건 철폐
- '89년 법에 의거 승인 취득시 합의된 요건의 이행 또는 공약 관련 웨이버(Waiver) 취득
가능성
나. 서류 수속 처리절차의 신속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의한 사전 승인을 요하는 서류 수속절차 관련
법정근무일 기준 4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여 서류절
차의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음.
다. 제재 조항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법 및 동 규칙의 위반에 대해서 위반시점의 멕시코 시티내 일반적인
최저 급여수준의 30배에서 5000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음.
제한구역에서의 부동산사용에 관한 법의 위반시는 벌금액수는 관련 거래 금액까지 올릴 수
있으며 특정 케이스는 통상산업부가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폐기를
선언할 수도 있음.
관계 당국은 벌금액수를 산정할때 위반의 성격,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 의무의 이행 요구시
점과 관련 규칙의 제정시점간의 시차, 총 거래가액 규모 등을 고려함.
5. 외국인 투자규제
가. 외국인 투자의 정의
다음사항을 외국인 투자법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로 해석함.
1) 멕시코 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비율의 다소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 의 참여행위
2)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지하는 멕시코 기업과의 합작투자관계
3) 외국인 투자법상에 열거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행위
◉ 외국인 투자법은 멕시코내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투자행위는 투자법상에
멕시코인 또는 기업에 한해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 산업분야 또는 국경 또는 해안지대의
토지 소유 등에 대한 투자행위가 아닌 한 내국인 투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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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별히 법에 의해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가
아닌 한 사전승인이나 제한 없이 멕시코내에 투자할 수 있음.
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음의 투자를 할 수 있음.
1)
2)
3)
4)

멕시코 기업의 주식 매입 등 자본 참여
고정 자산 취득
새로운 경제활동 또는 신제품 생산 참여
부록 16항의 예외를 제외한 기존 기업의 재배치, 운영 및 확장 등의 투자행위

일반적으로 다음 6개 카테고리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
1) 카테고리 1 : 멕시코 국가 독점산업 분야
2) 카테고리 2 : 멕시코 인 또는 기업에 한해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
3) 카테고리 3 : 외국인의 투자 참여가 지분비율 1-49% 까지만 허용되는 분야
4) 카테고리 4 : 외국인 투자자가 49%이상의 지분참여를 위해서는 별도 승인을 요하는
분야
* 동 요청 승인시 멕시코에 가져올 경제사회적 혜택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5) 카테고리 5 : 국제 육상 운송분야
6) 카테고리 6 : 멕시코 기존기업의 주식 중 49%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특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당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분야
새로운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비율의 다소에 관계없이 해당 멕시코 기업은 종
전의 국경 및 해안지대 등 제한 지역내에서 거주목적이 아닌 산업, 상업 및 관광 산업 목적
으로 외무성에 등록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외국인 및 외국인 멕시코 기업의 제한구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규정에 의거 신탁과정을 거쳐야 함.
1) 제한구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신탁자로서 멕시코은행이 외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2) 신탁의 수혜자는 외국인 개인 및 지분 참여자를 포함한 외국인 소유 멕시코 기업들이 될
수 있음.
3) 신탁기간은 50년으로 하되 당사자 측의 요청에 따라 갱신될 수 있음. 동 요청시, 신탁의
승인 및 등록 요건에 대한 검증권한은 외무부가 고유권한을 행사함.
4) 외무부는 동 요청의 승인시 멕시코에 가져올 경제, 사회적 혜택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
5) 외무부는 제출된 모든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고 적법할 경우 접수된
후 공식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함. 만일 외무부가 해당
30일기한내 회신을 하지않을 경우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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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기업의 지사
외국기업들이 직접투자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멕시코내에서 상업 거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상업등기소에 멕시코내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 멕시코 통상 경제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이경우 동 승인을 위해서는 공식 근무일 기준 15일의 기간이 소요됨.
라. 중립 투자 (무의결권 투자)
새로운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은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기업에 한해 참여가 허용되고
외국인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할 시는
멕시코기업이 투자한 것으로 간주되는 중립투자 (Neutral Investment)형태의 투자
참여형태 또는 해당 멕시코 기업의 주식은 취득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신탁형태로의
참여 길을 터놓고 있음.
(1)중립투자 방법
멕시코 경제부는 멕시코 금융단에 신탁자로서 소지자에게 특정 경제적 권리만을 인정하는
중립투자 참여 증명발급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방법은 중립투자 참여 증명 소지자가 해당 멕시코기업의 주주로서 투표권 등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2)중립투자자의 권리행사
새로운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은 중립투자 방법의 외국인 투자는 사전에 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비의결권주이거나 제한된 의결권을 보유하는 투자방식으로 해당 주식은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니 멕시코 증권 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3)금융부문의 중립투자
멕시코 통상.산업 개발부는 재무부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탁자가 금융지주 회사 또는
은행의 주식을 대표하는 "B"계열인지 아니면 브로커-딜러의 주식을 대표하는 "A"계열인지
에 따라 멕시코측 신탁자가 발행한 일반 중립투자 참여 확인서를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중립투자 참여를 승인해줄 수 있음.
(4)국제금융개발업체의 중립투자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국제 금융 개발업체가 해당 규정의 제 조건에 따라 멕시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려 할 경우 중립투자를 승인해 줄 수 있음.
마. 마낄라도라(Maquiladora)
일종의 보세가공산업으로 100%까지 외국인 소유투자가 가능함. 당초에는 100% 수출산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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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근에는 내수 판매 허용을 확대, 2001년부터 100% 내수판매 가능한 대신 비역내국산
원부자재의 면세수입이 불가능하게 제도가 변경됨.
바. 합작투자 협정
합작투자 협정 또는 계약은 합작투자 업체들의 반대에 따라 이제는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비율관련 규제나 요건 충족 대상이 아니나 일부 변호사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이 총 주식의 49%를 상회할 경우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계약내용을 적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합작투자 계약이 용이한 점을 이용, 단기 합작투자형태로 활용해 왔는데 현행
멕시코 법상의 합작투자 계약의 성격 및 세제상 대우 등에 대해서는 본자료의 세제편을
참조 바람.
사. 기타 규제형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희망 업종 및 투자 희망 대상지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계획단계에서 세밀한 조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함.
아. 쌍무 투자협정
멕시코는 1997년이래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프랑스, 핀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스위스, 체코공화국, 한국, 쿠바, 아르헨티
나, 우루과이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2005년 현재 호주, 아일랜드, 영국, 파나마와
투자보장협정 체결 협상을 마무리 중임.
또한, 2004년 10월부터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2005년에 인도 및 이스라엘과 투자보장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유럽국가들과 기존에 체결된 투자보장
협정 내용을 검토, 확대할 예정임.
6. 정책 추이
멕시코 정부의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방향은 계속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93년 12월에 제정된 신 외국인투자법과 '98년9월의 동법 시행령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
고용창출과 멕시코내 산업기술발전을 유인하는 수출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개발지역 및 환경보호 지역 등에 대한 공장 설치는 신청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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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투자진출절차/투자 기업 청산절차
1.

공증사무소에서 기업청산서류 작성

ㅇ 공증사무소(notaria publico)나 대서소(correduria publica)에서 서류
(Acta de disolucion)작성
ㅇ 멕시코 회사법에 따라 청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ㅇ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대서소
정보는 http://www.sat.gob.mx/sitio_internet/sitio_aplicaciones
/padron_fedatarios_notarios/notarios.html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경제부에 외국인투자 등록취소 서류 제출

ㅇ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작성했던 서류 중 첫페이지(caratula) 및 등록취소
서류부분(modulo)을 경제부 외국인 투자 등록부서(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에 제출
ㅇ 첫페이지 및 등록취소 양식은 http://204.153.24.57
/cgi-bin/rnie.sh/documentos/formatos.html.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ㅇ 100% 외국인 자본, 합작 투자 등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다르며, 각 사가 어떤
분류(Seccion)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서류 준비해야함
* 각 분류별 필요 서류
- Seccion I : caratula, modulo II
- Seccion II : caratula, modulo VI
- Seccion III: caratula, modulo II (preguntas 7, 8 y 9) y modulo III
ㅇ 동 과정은 외국인투자 철수를 통보하는 절차이며, 수수료는 없음
ㅇ 그러나, 부족한 정보나 거짓 정보를 경제부에 제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관련 법률 및 벌금부과 내역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www.economia.gob.mx/?P=921&URL=http://204.153.24.57/cgi-bin/rnie.sh/documentos
/pres.w%3Fpreg%3D1%26sec%3D2%26vmodo%3D1
ㅇ 멕시코시티의 경우 아래 장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주의 경우 각
주별 경제부 사무소에서 처리
기관명 :경제부 외국인투자 등록부
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RNIE)
주소 : Insurgentes Sur # 1940, piso 8, Col. Florida, CP 01030, Mexico, D.F.,
Tel. 52-29-61-00, Ext. 3397,3530, 3531, 3532, 3533, 3541, 3542, 3543, 3544, 3558 y 5782.
ㅇ 동 서류 제출은 법적대리인을 통한 수속도 가능하며, 팩스, 우편을 이용한
송부도 가능함
ㅇ 참고로 동 2단계는 다른 단계 이후에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다른 단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동 단계를 진행할 것을
경제부에서 권유하고 있음
3.

기업청산통보 서류 작성, 재무부 제출

ㅇ 기업청산 통보를 위해 납세자 등록을 했던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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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o)에 양식(R-2)과 함께 기업청산서류(Acta de disolucion)를 제출하며 수수료는 없음
ㅇ R-2 서류는 http://www.sat.gob.mx/sitio_internet
/informacion_fiscal/formatos_fiscales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ㅇ 각 지역별 재무부 사무소 위치를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sat.gob.mx/sitio_internet/sitio_aplicaciones/modulos_atencion.
4. 재무부에 기업 자산처분내역 통보
ㅇ
ㅇ
ㅇ
ㅇ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에 처분내역을 재무부에 통보해야 함
R-2서류와 함께 공증된 자산처분 내역서를 재무부에 제출
자산처분과 관련된 세금 일체를 지불해야 함
동 단계를 마치면, 재무부관련 절차는 마무리됨

5. 외무부에 기업청산서류(acta de disolucion) 사본 제출
ㅇ 외무부에 기업청산서류(acta de disolucion)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청산통보( “Aviso de Liquidacion, Fusion o Escision de Sociedades” )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ㅇ 양식 작성 예시를 http://www.sre.gob.mx/tramites/sat5.htm 에서 볼 수 있음.
ㅇ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청산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 를 제출할 경우
210페소, 30일 경과시 1,150페소 지불
6.기타 노동법에 주의
ㅇ 노동법에 규정된 직원 퇴직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퇴직금 일체를 노동변호사와 함께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서명을 받은 서류를 보관
ㅇ 멕시코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와 협의 노동법 준수 필요
ㅇ 참고로 노동법관련 사항은 노동부(Secretaria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연방노동조사국(Direccion General de Inspeccion Federal del Trabajo) 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참고로 수수료는 없으며, 월-금 9:00-13:00, 15:00-18:00 상담 가능
주소: Carretera Picacho – Ajusco Km. 1.5 No. 714, Col. Torres de Padierna, C.P. 14209
Tel. 5644.1000 ext. 2945 y 2948

116. 투자 진출 절차
가. 외국인투자 진출 형태에 따른 절차
< 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 절차 >
* 아래 절차는 통상적인 순서를 정리한 것이며, 회사 사정 및 소요기간에 따라서
4 단계이후 순서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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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외무부에 회사 설립 등록>
ㅇ 외무부(Secretara de Relaciones Exteriores: SRE)에서 외국인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
을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 업종변경, 회사명 변경, 회사종류 변경 등도 담당
ㅇ 제출처 : 외무부 법제국(Direccion General de Asuntos Jurdicos)
-

담당자 : Lic. Luis Hernndez
주소 :Ricardo Flores Magn No.2, Col. Tlatelolco, C.P. 06995, Mexico, D.F.
Tel: (52-55) 5063-3000 ext. 4068 또는 4059
홈페이지 : www.sre.gob.mx/tramites/legales/
근무시간 : 월-금 09:00 -14:30

ㅇ 제출서류 : 회사설립허가 신청서(SA-1 양식), 수입인지 납부증서 추후 회사관련 정보
수정시에는 SA-2 양식 기입 제출
< 외무부 제출 서류 >
-

SRE-01-001 Certificate for setting up a foreign company.
SRE-02-001 Registration of company and name
http://
www.cofemer.gob.mx/forms/SA-1.DOC
SRE-02-002 Any modification to the company
by-laws.
www.cofemer.gob.mx/forms/SA-2.DOC

ㅇ 소요비용 : 555 페소, 510 페소(추후 회사정보수정시)
ㅇ 소요기간 : 오전 11 시이전에 신청할경우, 당일에도 등록가능 보통 2 일 이내에 처리됨
< 2 단계 : 정관작성 >
ㅇ 공증사무소(Notario Pblico)에서 회사 정관을 스페인어로 작성. 동 정관
(acta
constitutiva) 에는 최소 2 명의 주주명 및 주소, 자본금(최소 5 만 페소 이상), 회사 청산
방식 등에 대한 상세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회사 정관 등록 시점에 전체 투자액의 최소
20%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1 년 이내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함.
ㅇ 소요비용 : 투자액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자본금 50,000 페소일 경우
수수료는 8,500 페소정도, 200,000 페소일 경우 10,000 페소정도, 500,000 페소일 경우
14,000 페소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됨
< 3 단계 : 재무부에 법인 납세자 등록>
ㅇ 재무부의 납세자 등록 서비스(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를 통해서
납세자번호(RFC)를 부여받게 됨. 동 납세자번호는 정부의 각 공식적인 서류 기입시
사용하며, 회사의 지출행위에 따른 공식 영수증 발급에도 사용됨(납세자 번호가 없을 경우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음).각 지역별 재무부의 납세자
등록소에 등록 할 수 있으며, 멕시코시티의 경우, 아래 장소에서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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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처 : Servicio de Administracin Tributaria
-

주소 : Av. Insurgentes Sur No. 14, P.B., Col. Jurez, Deleg. Cuauhtmoc, Mxico, D.F.
C.P. 06600
Tel: (52-55) 9157-2661
Fax: (52-55) 9157-2660
근무시간 : 월-금, 09:00-14:00, 16:00-17:30

ㅇ 제출서류 : 법인 납세자 등록 신청서(R-1 anexo 1), 정관 사본,신분증
ㅇ 소요비용 : 없음
ㅇ 소요기간 : 15 일이내
< 4 단계 : 외국인투자국에 투자기업 등록 >
ㅇ 외국인투자기업은 납세자번호(RFC)를 부여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경제부 외국인투자국
(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 외국인투자 국가 등록시스템(RNIE)에 투자기
업으로 등록해야 함.
ㅇ 제출처 : 외국인 투자국 (Direccin General de Inversin Extranjera)
-

주소: Insurgentes Sur 1940, piso 8, Col. Florida, Mxico, Distrito Federal, C.P.
01030
Tel. (52-55) 52 29 61 00
Fax (52-55) 52 29 65 07

ㅇ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등록 신청서(서식 SE-02-001, 004)
-

SE-02-001 Registration at the RNIE
SE-02-004 Application form for registering a company with the RNIE.

ㅇ 소요비용 : 1,554 페소
ㅇ 홈페이지 :www.economia.gob.mx
< 5 단계 : 재산등기소 등록>
ㅇ 재산등기소(Direccion General del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등록은 3, 4 단계와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음. 멕시코 시티의 경우, 아래 기관에 등록할 수
있음
ㅇ 등록기관 : 멕시코시티 재산등록소(Direccion General del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del Distrito Federal)
-

주소 : Manuel Villalongn N ° 15, Col. Cuauhtmoc, C.P.06500, Mexico, D.F.
Tel: (52-55) 5140 1700
근무시간 : 월-금, 09: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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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비용 : 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차이. 자본금 5 만페소일 경우 875 페소 수수료
ㅇ 소요기간 : 15 일 이내
< 6 단계 : 보건부 등록>
ㅇ 업종상 보건관련 등록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번호(RFC)를
이내에 멕시코 보건부에 회사설립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함.

부여받은

후

10

일

ㅇ 제출서류
-

SSA-03-002-A Communication for setting up company
http://www.cofemer.gob.mx/forms/03-002.RTF
SSA-06-002 Communication for operation and sanitary license.
http://www.cofemer.gob.mx/forms/ssa/FSSA-06-002.DOC
http://www.cofemer.gob.mx/forms/ssa/FSSA-06-001.DOC

ㅇ 연락처 : 보건부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국
(Unidad de Atencin al Pblico de la Direccin General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

주소 : Donceles 39, Col. Centro, Delegacin Cuauhtmoc, Mexico, D.F., C.P. 06010.
Tel : (52-55) 5510-1075, EXT. 214.
Fax : (52-55) 5510-1075 ext. 239, 55-12-96-28
홈페이지 : http://www.cofemer.gob.mx
이메일 : dgcsbysmex@mail.ssa.gob.mx
근무시간 : 월-금 9:00-14:00
소요비용 : 무료
소요기간 : 24 시간 이내 등록 완료

< 7 단계 : 환경면허 신청 >
ㅇ 환경면허신청을 위해서 해당업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환경보호과(Subdelegacion
de Gestion para la Proteccion Ambiental)와 협의하고, 각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환경영향 관리과(Direccino General de Impacto y Riesgo Ambiental)에 면허 신청.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과정에 따른 폐기물처리관련 등록 필수.
ㅇ 연락처 : 환경부 (Secretaria de Medio Ambiente)
환경보호과 (Subdelegacin de Gestion para la Proteccion Ambiental) Mr. Jos Luis Prez
- Tel: (52-55) 5628-0600 ext. 12119
- 환경영향 관리과 (Direccin General de Impacto y Riesgo Ambiental)Lic. Ricardo Jurez
Palacios
- Tel: (52-55) 5624-3362
- 이메일 : Njuarez@semarnat.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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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기간 : 30-45 일정도
ㅇ 제출서류 : 회사등록신청서, 위험 폐기물처리관련 등록
- INE-04-004-A Registration of the company
- INE-04-001-A Registration of a corporation that generates dangerous residues
<8 단계 : 노동부 등록>
ㅇ 노동부에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교육 위원회 설립 등록
노동부에서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보통 24 시간내에 등록 완료됨.
ㅇ 연락처 : 노동부
담당자: Juan Carlos Alonso Pando
(Jefe del departamento de Normatividad de la Inspeccion)
주소 : Torres de Padierna 14209, Tlalpan, Sugundo Edificio Primer Piso
Tel : (52-55) 3000-2700 (ext 2947)
이메일 : jalonso@stps.gob.mx
ㅇ 제출서류
STPS-04-001-A Registration of plans and training programs.
http://www.cofemer.gob.mx/forms/DC2.XLS
STPS-04-004 Establishment of the training
commission.
http://www.cofemer.gob.mx/forms/DC1.XLS
STPS-05-001-A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and health commission.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음)
<9 단계 : 회사 및 피고용인 사회보험 등록 >
회사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회보장기구(IMSS)에 등록. IMSS 등록과 동시에 주택기금청
(INFONAVIT) 및 국가연금기구(Comision Nacional del Sistema de Ahorro para el Retiro)에
자동등록됨.
ㅇ 직원채용 5 일이내에 사회보험에 등록해야함
ㅇ 신청서류
a) 회사 회사 등록양식(AFIL-01),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CLEM-01),
사회보험 가입신청, 정관사본, 납세자번호(RFC) 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자 신분증

근로자

b) 근로자신분증,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FM-3 비자(외국인일 경우)
ㅇ 소요기간 : 3 일내외 소요
ㅇ 소요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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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계 :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 등록>
ㅇ 동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 및 제품 분류(Clasificacin Mexicana de Actividades y
Productos: CMAP)를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함.
- www.siem.gob.mx > Estadsticas > Actividad >por sector:
이 부분에서 활동내역 선택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중 하나 선택)
ㅇ 각 상공회의소에서 SIEM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CMAP 에서 업종을 확인한 후 해당
상공회의소에 등록.
ㅇ 소요비용 : 제조업(industria)의 경우 150-670 페소 , 상업 및 서비스 업(comercial,
servicio)인 경우 100-640 페소
ㅇ 소요기간 : 상공회의소에 따라서 5 일 이내 소요

117. 투자진출절차/멕시코 회사형태
< 회사형태 >
멕시코에서 설립,운영되는 회사의 주요형태는 다음과 같음.
회사형태

비 고

SOCIEDAD ANONIMA/S.A.(주식회사)

CORPORATION

SOCIEDAD ANONIMA DE CAPITAL

CORPORACION W VARIABLE

VARIABLE / S.A. DE C.V.(가변자본 주식회사)

CAPITAL
멕시코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 기업의
일반적인 회사형태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 DE R.L.(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
간혹 사용됨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 S.en C.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매우 드뭄

SOCIEDAD en NOMBRE COLECTIVO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SUCURSAL DE SOCIEDAD EXTRANJERA
(외국법인 지점)

BRANCH OF A FOREIGN CORP.

EMPRESA DE PERSONA FISICA(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영구 거주인 또는 이민자만 해당

ASOCIACION CIVIL(민간 협회)

CIVIL ASSOCIATION
주로 자선.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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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외국인투자회사는 멕시코 진출 목적에 따라 지사, 현지법인, 대표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표사무소의 경우 직접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 단계가
간단한 편임.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무부에 회사 설립 등록 >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 회사 등록 > 정관
작성 > 재무부에 법인 납세자 등록> 사회보험등록 순으로 진행하면 됨.
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절차는 현지투자 진출 절차 항목과 같으며, 공장 설립의 경우에도
기본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 절차는 동일함. 단, 전력 및 가스 사용량이 많을 경우,
전력청(CFE) 및 전기공사(Luz y Fuerza)에 별도로 등록을 하는 등 공장 설립시에는 추가
절차가 수반됨.
멕시코 기업 형태의 경우, 주식회사(Sociedad Anonima/S.A.), 가변자본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de Capital Variable/S.A.de C.V.),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de R.L), 합명회사(Sociedad en Nombre Colectivo/SNC),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SCS), 및 협동조합(Sociedad Cooperativa/SC) 등 6가지 기업 형태로
분류되어 있음.
주로 주식회사(S.A.) 및 가변자본 주식회사(S.A.de C.V)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119. 공장설립
1. 원부자재 조달 여건
원부자재 조달 가능성은 품목에 따라 달라지나 현지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모국에서
반입하고 있음. 이는 현지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품질 또는 가격 등에 문제가 많기
때문임.
멕시코의 원부자재 조달문제는 특히 멕시코내 단순 가공, 조립 후 대부분 미국 등 제 3 국
수출지향 성격의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음.
2. 생산여건
공장입지는 투자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부지
획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노동력문제 관련, 단순 노동력을 고용, 훈련시키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숙련공이나,
고급인력 고용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조달방법을 강구해야 함.
임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현지투자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 국경지대,
멕시코시티의 경우 단순 노동자 급여가 월 500불 정도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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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상태는 매우 불안하므로 별도의 경비 용역회사들을 접촉, 대비를 해야 함.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관료주의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3. 판매여건
멕시코 투자기업의 판로는 미국, 인근 중남미제국, 내수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0년7월부터 EU-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EU시장도 주요 판로로 새로이
부상했음.
NA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멕시코 진출 외국기업도 미국, 캐나다 수출시 NAFTA
관세 특혜를 수혜 받음.
한편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특혜하에 수출이 가능함.
멕시코는 인구 1억이상의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이며, 상권이 수도권뿐 아니라 과달라하라
및 몬테레이 등 지방 대도시에도 고루 분산되어 있고 유통망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어
현지판매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120. 산업단지
< 산업단지 현황 >
멕시코 산업공단협회(AMPIP)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국경 및 내륙지역에 걸쳐 총 336개의
산업공단이 개발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비등록 산업공단이 등록 공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총 산업공단 수는 약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멕시코의 산업공단은 한국에서의 산업공단과는 다소 개념이 다름. 즉, 멕시코의 경우
대부분이 (일부는 주정부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음) 민간 건축업자가 자의적으로 공단을
개발하고 여기에 전기,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설비를 갖추어 공장 입주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
규모면에서는 1개 산업공단당 대체적으로 10여개의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중소규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멕시코내에는 145개 산업개발 공단업체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산업공단협회가 조직되어 있음.
공식명칭은 AMPIP (ASOCIACION MEXICANA DE PARQUES INDUSTRIALES)으로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전화 : (52-55) 5281-4422
- 팩스: (52-55) (55) 5281-5984
- 주소 : Solon No. 352, Polanco, Mexico, D.F. ,CP 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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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AMPIP
회원사 산업공단에 입주하고 있듯이
인프라 설비 등의 면에서 AMPIP회원사 산업공단이 일반 산업공단보다 입주여건이 유리함.
< 산업단지의 특징 >
멕시코는 산업의 지역분산, 산업공단을 통한 기초인프라 개발, 국내외 기업설립 촉진을
위해 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 336개가 분포함.
멕시코에는 산업공단 입주에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없으며, 산업공단 입주업체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인센티브는 없고 지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세제 및 행정 절차
등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됨.
GUANAJUATO주에 위치한 가죽, 신발 업종 전용 산업공단을 제외하고 멕시코내에는 업종별
전용 산업공단은 없고 업종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의 입주가 가능함. 입주업체는
대체적으로 식품, 섬유, 봉제,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학, 건축, 수송장비 조립, 목재
가공 등의 업종임.
멕시코 산업공단은 한국과는 규모나 성격이 다소 다름. 규모가 대체적으로 크지 않고 또한
민간
건축업체가 임의적으로 개발, 매각
또는 임차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따라서
공단개발은 다소 임의적이고 별다른 규제 없이 가능하고 또한 특정지역의 산업 공단에
입주하려는 업체 역시 서로 다른 많은 산업공단을 별도로 접촉, 인프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리고 산업공단마다 인프라 개발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특정 인프라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 차원의
지리, 수송, 물류관리 여건을 고려해야 함.
한국업체가 입주한 상당수의 공단이 정식 공단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토지주로부터 토지
매입 후 공장을 건축한 경우도 많음.
산업 단지의 지역별 분포
주명

산업단지 수(개)

Baja California

49

Nuevo Leon

46

Coahuila

28

Sonora

28

Chihuahua

25

Estado de Mexico

22

Jalisco

20

Tamaulipas

19

Puebla

13

Queretaro

11

Guanajuato

6

Michoacan

6

San Luis Potos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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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loa

6

Tlaxcala

6

Campeche

5

Durango

4

Hidalgo

4

Veracruz

4

Yucatan

4

Aguas Calientes

3

Morelos

3

Oaxaca

3

Quintana Roo

3

Chiapas

2

Distrito Federal

2

Tabasco

2

Zacatecas

2

Baja California Sur

1

Colima

1

Guerrero

1

Nayarit
전체

1
336

*자료원 : AMPIP, 2005. 6월
< 산업단지 내역 >
산업공단협회(AMPIP) 홈페이지(http://www.ampip.org.mx)에 주요 회원사 공단이 크게 북서
부, 북동부, 중서부, 중남부 4개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음. 또한, 각 지역별
주요 공단명 및 연락처가 소개되어 있어 산업단지 검색시 동 사이트 활용이 유리함.
현재 산업공단협회 회원 공단에 멕시코에 진출한 FORTUNE 500대 기업의 60%이상이 진출해 있음.

121. 자유무역지대
멕시코에는 엄밀한 의미의 자유무역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3년 7월 1일부터 미국
국경지대인 누에보 레온주에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가 신설되어 운영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재무부 및 관련 기관간 의견차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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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세제도
< 세제 개요 >
과세대상: 멕시코 거주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는 소재지역을 불문하고 과세됨. 멕시코
비거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는 오직 멕시코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o 세금의 분류
-연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 및 수출세, 사회보장세 등
-지방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등
o 세금의 종류
-소득세: 법인 소득세는 세전 이익금의 32%
-부가가치세: 15%, 단 식품 및 의약품 서적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자산세: 회사의 회계연도 자산의 1.8(법인소득세 부과시 납부한 자산세를 세액 공제해줌)
-연방 급료세: 모든 임금의 1%
-사회 보장세: 고용인 임금의 12.6%
-부동산 취득세:부 동산 감정가치의 약 10%
-로얄티세: 기술자문 및 KNOW-HOW에 대해서는 15%, 기타는 35%
-배당금세: 55%
-이자수익 원천 징수: 등록된 외국계금융기관은 15, 외국자본재 공급업자 및
멕시코은행의 대외이자 지불의 경우 21%,기타 차관은 35%
< 자산세 >
회사의 회계년도 자산의 1.8가 부과되는데 외국투자기업은 2년간 동 자산세 부과가 면제됨.
그러나 영업 3년째는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로 경상이익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은 동세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멕시코 재무부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와 세수감소 현상에 따라 중요 세입원으로 지속적인 운용계획임을 시사하고
있음.
< 소득세 >
과세대상: 거주법인 및 개인,기타 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하며 비거주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는 멕시코내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세
율: 연방법인 세율은 '89년 37%가 부과되었으나 '91년 이후 35%로 인하되었고
'98년에는 34%로 인하됨. 2005년에 32%로 인하되었음.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고 40%까지 부과됨.
< 부가세 >
현재 일반 공산품의 경우 15%의 부가세(IVA)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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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회간접자본
< 전력 >
1960년에 전력산업이 국영화된 이후 국영전력회사가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매년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 일부에서는 56억불의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의
추가투자가 없을 경우 2006년에 정전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0년 출범한 현 폭스 정권에서는 민간 및 외국인기업의 전력분야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
현재까지 의석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PRI당의 강력한 반대로 4년째 지연되고 있음.
이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 동 개혁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자 엔지니어 출신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에너지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야당의원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임.
사용전압은 산업용의 경우 110V와 220V이며
공급되고 있음.

가정용은 모두 110V 전압(60HZ)의 전력이

전력사정은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되어 단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압이 일정치 못해
기계에 해를 미치는 일도 잦음. 또한 최초 설치시 전력회사의 서비스 미비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허비되는 수가 있음.
일반 가정의 월 전기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환경이 좋은 주거지역의 경우 2개월에 한번씩
미화 150$ 정도를 납부하므로 우리 나라보다 다소 비싼 편임.
< 통신 >
90년대부터 광통신이 보급되어 전화 설치가 용이해졌음. 멕시코시티의 경우 설치비(약
250불)를 지불하면 1주일 내에 설치해주고 있음.
한편 장거리통신의 경우 "멕시코전화회사(TELMEX)"가 독점의 상태였으나 '96년 8월부터
미국 등 외국 통신회사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현재는 상당히 개선된 것임.
팩시밀리는 거의 모든 회사에 보급되어 있으나 전화 1대로 전화와 팩스를 돌려가며 쓰는
업체들이 많음. 이들 업체들에게 낮에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전화를 건 후 팩스로
전환 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밤인 경우 자동으로 팩스 수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 시차관계로 항상 이곳 밤시간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한국업체들이
팩스를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음.
전화요금도 상업지역과 가정요금이 다른데 상업지역은 기본요금이 약 U$20, 가정 요금은
U$10 정도임. 기본요금에는 150통화 또는 450분간의 요금이 포함 되며 추가시 추가요금이
부과됨.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할인대와 비할인대 시간이 있는데 할인대의 경우
(월-금 05:00-16:59, 토-일 24:00시)분당 U$1.2이며 비할인대(월/금 17:00-04:59)는 분당
U$1.8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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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o 항공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적으로
발달함. 따라서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띠후아나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보통 항공편을
이용하지만 비행기 요금이 상당히 비싼편임. 멕시코시티에서 미국 접경지대인 띠후아나까지
는 왕복 항공료가 약 U$400에 달하기도 함.
o 도로
현재 계속 확장 중에 있으며 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음.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단히 비싸 멕시코시티에서 430Km거리에있는 아까풀꼬(ACAPULCO)까지의
왕복 통행료가 미화 150$에 달함.
o 택시
택시의 종류에는 일반택시(LIBRE), 콜택시(SITIO)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 택시인
LIBRE의 경우 기본요금이 3페소(0.3불) 정도.
택시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로 미터 요금대로 지불하면 되나 간혹 미터기가 고장 났거나
고장인 것으로 조작해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택시를 타자마자 확인이
필요함.
콜택시를 SITIO라고 부르는데, 시내 곳곳에 SITIO라 불리는 CALL 대기소가 있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됨. 최근 들어서는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공항택시는 노란색으로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데 미터기가 없고 사전에 지역별로 요금이
구분되는 티켓을 구입하여 이용함. 공항에는 택시 티켓 판매소가 있어 멕시코 시내를
구역으로 나누어놓고 구역에 따라 요금을 책정, 티켓을 판매함. 동 티켓을 이용하면
요금시비를 피할 수 있어 편리함. 참고로 공항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잘 모르고 헤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가지를 씌우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됨.
관광택시는 주로 호텔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행선지별, 시간별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미터기가 없어 사전에 요금을 정해야함. 통상 시간당 10$을 받고 있으며 대형차가 많아
관광이나 비즈니스, 공항왕래에 주로 이용됨. 택시 이용료 가운데 관광택시가 가장 비싸고.
가장 안전한 택시임.
o 버스
시내버스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시내 곳곳으로 연결됨.시내버스 유형은 대형 및 중형
마이크로 버스가 있으며 기본요금은 2.5-4페소임. 그러나 종종 강도들이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급적 승차를 피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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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하철
멕시코내의 지하철노선은 총 11개선으로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음. 지하철 요금은
2페소이며 1회 승차로 환승이 가능함. 역시 저녁으로는 강도가 많이 있어 안전하지 않음.
o 도로망
멕시코시티는 인구 2,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해 있으나 대부분이
일방통행 도로임.
o 철 도
멕시코시티와 각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나 기차 성능이 노후와 되어
있고 또한 서비스가 나쁜 편이어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이용을 외면 당하고 있음.
< 상하수도 >
o 상하수도 시설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음. 단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치 않은데, 석회분이 많고 곳에 따라 아메바가 있어 배탈을 일으키는 수 있기 때문임.
o 이에 따라 수도에 정수기를 부착하고 끓여먹어야 하며 정수 처리된 물을 사먹어야 함.
o 공업용수의 경우도 충분치는 않아 곳에 따라서는 단수가 되는 일이 많으니 현지 공장
건설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우편제도 >
o 우편서비스는 비교적 좋지 않으며 우편요금도 비싼 편임.
o 우선 우편제도는 신속성이 결여되어 멕시코시티 시내 우편인 경우도 1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또 곳곳에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기적으로 수거하지도 않고 다시
분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시 직접 우체국에 가서 발송함. 참고로
우체국의 근무시간은 통상 오후 6시까지임.
o 또한 인쇄물 등은 일반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나 기타 국제소포는 반드시 세관이 붙어있는
국제우편물 취급 전문 우체국에서 발송해야 함. 동 우체국의 근무시간은 09:00-13:00까지임.
근무시간이 짧고 멕시코시티에 1개소 밖에 없어 대단히 불편함.
o 우편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시티내에서도 급한 우편물과 중요한 서류, 초청장
등은 민간 속배제도를 이용함. 각도시마다 동 속배 회사가 많은데 보통 편지 1통 배달
비용은 4-6 페소(0.8-1.2$) 정도임.
o 한국까지 항공우편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주일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
걸리는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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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DHL, FEDERAL EXPRESS, UPS 등 특사배달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음. 급한 우편물이
나 중요서류는 국내우편인 경우에도 동 제도를 많이 이용함.
o DHL의 경우 한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근무일기준 4일(토.일.공휴일 제외) 정도이며 요금은
서류의 경우 0.5KG 단위로 약 U$20, 서류가 아닌 경우 KG단위로 약 U$40임.

124. 노동여건
< 고용절차 >
o 광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됨.
o 외국인의 채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멕시코 법인은 90% 이상 현지인을 고용하여야 함.
< 휴가제도 >
o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로 6일간의 휴가를 주며 근무기간 1년 추가시마다
휴가일수가 2일씩 증가함. 그러나 근무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휴가 일수가 3년에 2일씩증가
o 휴가기간에는 정규임금 이외에 임금의 25%가 상여금으로 지급됨.
< 사회보장제도 >
o 사회보장기금: 1942년 멕시코 사회보장협회(IMSS)가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법에 의해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직업상 위험과 관련, 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멕시코사회보장협회는 불구 및 노후연금과 함께 질병, 임신, 직업병및 사고시 피고용인 및
부양가족의 진료, 입원, 실업 보상금을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함.
o 적용범위:IMSS제도는 자영인,협동농장 근로자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인에
의무적임.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IMSS에 등록하여야 함.
o 분담금:사회보장기금은 피고용인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총소득을 기초로 매2개월마다
적립되는데 근로자 보상금을 제외한 총의료경비 및 노후연금 중5%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피고용자 보수에서 25%가 공제되며 고용인인 70% 를 부담함.
o 혜택:근로자가 근무와 관련한 사고를 당하여 3일 이상 결근하게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급료의 60-80%를 지급받게 됨.
< 보험제도 >
o 직업 위험보험은 전적으로 고용인이 부담하는데
분류됨.

위험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 종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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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그룹:전문직,경영진
그룹:일부 상업,창고업,일부 경공업,실험실
그룹:경공업,섬유 등
그룹:금속,화학 및 열을 사용하는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산업
그룹:건설,광업,중공업등 최고 위험분야

< 급여기준 >
o 최저임금:최저임금은 노동단체,산업계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지방위원회와의 협조하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각 지역별로 결정되며 매년 갱신됨.
< 초과근무수당 >
o 매주 9시간 범위내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9시간을 초과시에는 3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함. 또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에
도 정규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일요일 근무에는 동시간외수당
이외에 25%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함.
< 해고절차와 조건 >
o 노동법에 의거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용인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 해야
하며 20년 이상 장기근속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됨.
o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노동단체에 제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보상 이외에 특별보상 없이 피고용인을 해고 할 수 있음.
o 합당한 사유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하여 복직을 주장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2년이하 근속한 피고용인은
복직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경우 실업 수당은
3개월간의 임금에 1년 근무당 20일치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 노조결성조건 >
o 법에 의하면 20명 이상의 피고용인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고용조건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음.
o 제조업 부문의 경우 대부분 노조가 조직되어 단체노동협약이 시행되고 있으나 20명
이상의 피고용인이 있는 경우에도 노조가 없는 곳도 있음.
o 연방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의해 노조의 활동은 보장되어 있음
< 임금이외의 비용 >
o 장기근속수당:정규 피고용인은 매년 12일치의 급료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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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여금:매년말 급여의 최저 50%를 상여금으로 지급
o 퇴직충당금:피고용인별로 퇴직충당금(SAR) 구좌를 만들어 매월 급여의 2%를 적립함.
동구좌는 피고용인이 타회사로 옮길 경우 같이 이관됨.
o 주택기금:고용인은 피고용인에 대해 적정 주택마련 의무를 지며 정부는 이를위해 1972년
근로자주택기금협회(INFONAVIT)를 설치, 근로자주택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용인은
피고용인 총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주택기금으로 적립해야함.
o 기타:피고용인의 교통비,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형저축을 들어주기도 함.
이와 같은 비용은 회사의 소득세 산출시 공제되기 때문에 일부회사들은 급여보다는 이와
같은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도함.
o 이와 같은 FRINGE BENEFIT로 최소한 급여의 25%가 지급되며 많은 경우 70%까지
나가기도함.
< 노조활동실태 >
o 노조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한편이며 특히 강력한 노조는 석유,석탄,섬유,식당,전기,전화,
신문 부문임.
o 연방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에 의거 보통 단체협약은 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강화하거나
추가하게 되며 늦어도 매 2년마다 재 협상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1974년 9월 노동법 개정에
의해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관련 계약조항은 매1년마다 재협상할 수 있게 됨.
o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단체협상기간중 파업을 위협하여 경영층에 압력을 행사함.그러나
통상 파업 이전단계에서 협상은 타결됨.
o 노동부는 노사분규를 조정,중재하고 노동자측이나 사용자측의 노동법 침해에 대해 시정
을 요구할 권한을 가짐.
< 임금수준과 생산성 >
o 급여수준은 각 지역별로 또한 직종별로 다양함.
o 현지 진출한 아국전자업체의 단순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시간당 2.0$수준임.
그러나 기술자의 경우 월급여가 1,200$ 정도이며 부장급의 중간 관리자는 월2,000-3,000
불을 지급함.
o 사무직의 경우 마케팅요원은 능력에 따라 월 1,000-2,500불로 다양하고 조사요원의
경우도 월 1,200-3,000불로 학력, 경력, 영어 가능 정도에 따라 달라짐.
o 비서직의 경우 대졸자로 영어를 하는 경우 월 700-1,200$수준이고 영어를 못하면 월500700$정도를 지급함. 고졸 사무보조원은 통상 300-500불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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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성은 통상 우리 나라의 70%정도 수준이나 훈련정도에 따라서는 90%까지 올릴 수도
있음. 그러나 한국사람들과는 사고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 한국사람들은 일을 통해 성취감
을 느끼고 일을 통해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멕시코인들은 일이라는 것이 생활
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일이 많아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음.

125. 노동여건/부당해고 유형 및 고용주 부담액
< 부당해고로 취급되는 유형 (노동법 제 51조) >
① 근무개시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 측이 고용조건을 속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고용주, 고용주의 가족, 최고 경영인,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
대해 부정이나 불미스러운 행동, 폭력, 위협, 학대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
③ 업무 이외의 일로 ②항의 행위가 발생하여 고용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근로자의 급여를 감봉한 경우
⑤ 근로자의 관례 혹은 합의에 따라 고정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받아야 할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⑥ 고용주가 고의로 근로자의 비품이나 도구들을 파손한 경우
⑦ 사업장의 미흡한 위생상태나 법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위배하여 근로자의
또는 그의 가족의 안전이나 복지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
⑧ 고용주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위로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⑨ 상기 항목들과 유사한 이유 들러서 중대차하고 근무에 비슷한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
⑩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통지문을 근로자와 해당 분쟁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상기에 언급된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30일이내에 고용관
계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 제 52조)
< 부당해고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
-> 부당해고로 판정시 보상기준임. (노동법 제 48조)
① 복직 or 3개월치의 급료 (노동자가 선택함)
②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로 중재위원회 재정이 처리된 날까지의 체불 임금(sueldo
caido)
★ 복직의무에서 벗어나는 배상금(indemninizacion) (노동법 제 50조)
; 1년미만 근무의 근로자, 가내근무자, 임시근로자의 경우 해당
① 고용관계가 1년 미만의 특정기간(tiempo determinado)일 경우, 총 근무기간의 ½에
해당하는 기간의 총 급여액을 지불한다.
②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 특정기간(tiempo determinado)일 경우, 근무 첫해에는
6개월치의 급료를 지불하고, 매해 추가될 때마다 20일치의 급료를 추가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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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관계가 불특정기간(tiempo indeterminado)일 경우에는 각 근무연수에 대해 20일
치의 급여를 지불한다.
④ 앞에서 언급한 보상 외에도 3개월치의 급여와 법정 체불 임금(sueldo caido)도 지불
한다.

126. 노동여건/멕시코 연방노동법 요약
제 1 부 총칙
3. 근로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이며, 상품이 아니다. 근로자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존중
받아야 하고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며,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는 인종, 성별, 나이, 종교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치 견해들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5. 다음과 같은 서면상의 혹 구두상의 조항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1)14세 미만의 아동 고용
2)법이 허용하는 노동 시간 이상의 장기간 근로 시간
4)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시간 외 근무
5) 최저 임금 미만의 급료
7) 한 주간 이상의 간격으로 행해지는 육체노농자의 임금 지불
9)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상점에서 소비재를 구입할 직/간접적 의무
10) 사용자가 벌금으로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
11) 동일 사업체나 사업장에서 같은 분야에 속하는 업무로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일에 대해 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
12) 16세 미만의 아동들의 산업체 사업장에서의 야간 근무(혹은 상업 시설에서
10시 P.M 이후)
7. 모든 사업체나 사업장의 사용자는 멕시코 근로자들을 최소한 90% 고용해야 한다.
사업체에 복무하는 모든 의료원들은 멕시코 국적 소지자여야 한다. 단, 본 조항은 이사,
관리이사 및 총책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중개인’이란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 혹은 사람들의 근무를 위한 계약에서 직접
계약을 하거나 중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4. 2) 중개인은 근로자 임금에서 어떤 보상이나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17. 헌법이나 본 법, 혹은 이하 조례, 혹은 6항에서 언급된 계약에 명문이 없다면, 헌법 제
123조의 법 일반론, 사회정의 일반론, 판례법과 판례, 관습법과 형평법을 고려한다.
18. 노동 기준 해석시 의문이 생기면, 근로자의 편에서 더 유리한 해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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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 개별 고용 관계
제 1 장. 총칙
22. 14세 미만의 아동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4 16세 사이의 아동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23. 16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고용 생활이 가능하다
24. 계약서는 사본을 2부를 마련하여 쌍방 당사자가 각기 한 부씩 보관한다.
25. 근로 조건에 관한 서면 기록은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름, 나이, 국적, 성별, 배우자의 유무, 주소
2)
고용 기간 – 특정 과업을 위한 것인지, 특정 기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시간적 한계가
정해진 것인지 여부
3)
수행하게 될 업무를 가능한 정확히 명기할 것
4)
업무를 수행할 장소 혹은 장소들
5)
일일 근로 시간
6)
임금 방식과 임금 액수
7)
임금 지불 날짜와 장소
8)
근로자에게 제공할 직업 훈련
9)
기타 근로 조건 – 휴일, 휴가, 기타 합의된 조건들
10) 수행할 근로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자신의 체력, 적성, 상황에
적합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28. 멕시코 공화국 밖에서 멕시코 근로자들이 근로할 경우 준수할 내용들;
30. 공화국 내이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100km 이상의 지역에 고용될 경우는
28항의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
32. 근로자 측에서 노동 기준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의 책임만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 강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3. 근로자가 자신에게 지불되는 급료 또는 추가 근무 수당 혹은 기타 보수를 포기하는
일은 그 형식이나 방식과는 무관하게 무효로 간주한다
34.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소급 적용 불가
2)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 불가
3)
업무 감축시, 직원의 해고는 437항에 명기한 방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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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용관계의 지속
35. 고용 관계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불특정 지속 기간으로 간주한다
40.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1년 이상의 고용을 수락할 필요가 없다.
41.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고용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 사용자와 신임
사용자는 고용 관계와 일반법으로 생기는 모든 의무사항에 대해 6개월 동안 공동으로
그리고 각기 책임을 진다.
제 4 장. 고용 관계의 종료
46. 쌍방간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상태로 충분한 해명을 한 상태라면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47. 다음 사항은 사용자측의 충분한 해명의 요소로 간주 된다.
1)
가짜 증명서나 신원 보증서로 사용자를 속인 경우, 고용 후 30일 이내
2)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가족, 사업체의 최고 경영인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부정직, 불미스러운 행동, 폭력, 위협 혹은 학대를 가한 경우. 다만, 화를 내게 만들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2)의 법을 위배하고, 이로 인해 직장내의 규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
4)
근로자가 고의로 건물, 작업, 기계, 공구, 원자재, 또는 관련 사물에 물질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5)
부당한 의도는 아니지만 피해의 유일한 원인으로서 부주의로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6)
변명의 여지없는 언행으로 회사내의 안전과 회사 직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7)
회사나 일터에서 부도덕적인 행위를 행한 경우
8)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기밀을 누설하거나 기밀 사항을 담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
9)
사용자의 허락 없이 혹은 충분한 이유 없이 30일의 기간 중 3번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10) 계약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충분한 사유 없이 사용자나 상사의 말에
불복종한 경우
11) 근로자가 예방 조처를 택하지 않거나 사고 혹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마련한 일정의
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2) 만취한 상태에서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마약이나 해로운
약물을 복용한 채 출근한 경우
13) 근무 행위가 불가한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
14) 상기의 사항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만료 일자와 그에 대한
이유들에 대한 서면 통지문을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통지문은 근로자에게 보내야 하며,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각 노동 분쟁 위원회에 고용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재된 주소지로 같은 통지문을 보내며,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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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근로자는 중재위원회에 복직 또는 3개월치의 임금을 보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만일
사용자가 재판에서 해고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중재 판결이 처리된 날까지의 체불 임금도 받을 수 있다.
49.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 50항에 언급된 보상 대신 보상 임금을 지불하며, 근로자를 복직
시킬 의무에서 벗어난다
1)
사업체에서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
2)
근로자가 일의 특성상 사용자와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 경우
3)
신뢰 관계의 직원인 경우
4)
가내 근무의 경우
5)
임시 근로자의 경우
50. 앞의 항에서 언급된 보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관계가 1년 미만의 특정 기간일 경우는 종사한 기간의 반에 해당되는 급료를 지불
한다. 고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근무 첫해에는 6개월치의 급료에 해당되는 금액
을 지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0일치의 급료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불한다
2) 고용 관계가 불특정 기간일 경우에는 종사한 각 근무 연수에 대해 20일치의 급료를
지불한다
3) 앞 절에 언급된 보상 이외에도 3개월의 급료와 해고된 날로부터 보상금 지불 일시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불한다
51. 근로자가 아무런 책임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
1) 사용자 또는 인력운영 그룹이 고용 조건에 대해 근로자를 속인 경우.
동 고용 종료 사유는 근로자가 30일간 종사한 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2) 근무 중 사용자, 사용자의 가족, 임원 혹은 이사 담당자가 근로자나
근로자의 아내, 부모, 자녀 혹은 형제들에게 부정이나 불미스러운 행동,
폭력, 위협, 상해, 학대의 등을 행한 경우
4)
근무 시간 외에 사용자, 사용자의 가족 혹은 직원들에 의한 앞 절에 언급된 행동이
고용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5)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를 줄인 경우
6)
근로자가 관례 또는 합의에 따라 받아야 시간 또는 장소에서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7)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비품 또는 작업 도구를 파손한 경우
8)
사업장의 미흡한 위생 조건 또는 법에 명시된 예방 및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의 안전 또는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9)
사용자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솔함이나 부주의로 사업장 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10) 앞 절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사안으로서 동일한 심각성과 비슷한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
52. 근로자는 앞 항에 언급된 사실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 관계를 중단할 수 있고, 50항에 언급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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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용 관계들의 종료
53. 고용 관계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쌍방의 합의
2)
근로자의 사망
3)
제36항, 제37항, 제38항에 따른 작업 종료, 기간 만료 또는 자본 투자의 종결
4)
근무 제공을 불가능케 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능적 장애
5)
제434항에 언급된 경우
54. 앞 항의 4절에 언급된 경우, 만일 기능 장애가 직업상의 위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한 달의 급료와162항의 의거 근무한 기간 동안에 매년 12일치의
급료 청구가 가능하고, 가능하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법에 의거한 복리후생적 혜택 이외에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제공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55. 사용자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고용 종료의 사유에 대해 확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48항에 언급된 제반 권리를 갖는다
제 3 부. 근로 조건
제 1장. 총칙
57. 근로자는 급료가 충분하게 지불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이 초과하거나 정당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 및 중재 위원회에 근무 조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도
정당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근로 시간
59.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정 최고 시간을 초과되지 않도록 근로 시간을 정한다
60. 주간 근무 시간 ;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야간 근무 시간 ;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
혼합식 근무 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이 3 시간 반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간근무와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무 시간. 야간 근무가 3 시간 반을 초과할 경우는 야간
근무로 간주한다
61. 일일 최고 근무 시간은 주간 근무는 8시간, 야간 근무는 7시간, 혼합 근무는 7시간
반이다.
63. 계속적인 근무 시간 동안에 근로자는 최소한 30분의 휴식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4. 근로자가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에 작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고 일일 근무 시간에 포함한다.
65.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생명 또는 사업체의 사활이 걸린 재해나 급박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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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일 근무 시간은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나, 하루 3 시간 또는 한 주
3번을 초과할 수 없다
67. 65항에 언급된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 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은 2배로 지불 받는다
68. 근로자는 본 장에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강요 받을 수 없으며, 주당 9시간이
초과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본 법에 의거한 벌칙금 외에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해 지불하는
일반 급료의 3배를 지불한다
제 3 장. 휴무일
69. 근로자는 최소한 매 6일 근무 일수에 대해 하루를 유급 휴가로 쉴 수 있다
71.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상 근무 시간보다 최소한 25%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73.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할 의무가 없으며,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무일에 받는 급료 외에 실제 근무 시간의 2 배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불해야
한다
74. 의무적 휴무일(법정 공휴일)
1)
1월 1일
2)
2월 5일
3)
3월 21일
4)
5월 1일
5)
9월 16일
6)
11월 20일
7)
매 6년에 한번씩 12월 1일, 대통령 취임일
8)
12월 25일
9)
연방 또는 지방 선거일
75. 앞 항에 언급된 날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지를
합의 결정한다. 합의가 불가한 경우 중재 위원회에 회부된다.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휴무일에 해당하는 정상 급료 외에 2배에 해당되는 급료를 받는다
제 4 장. 휴가
76.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유급 연례 휴가를 받는다. 기간은 근무 일수 6일 이하가
될 수 없다. 12일이 될 때까지 매년 2일씩 증가되며, 근무 4년이 경과되면 휴가 기간은
5년마다 2일식 증가한다
77. 임시 근무, 비연속적 근무 또는 계절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근무한 날짜
수에 비례해서 연례 휴가를 받는다
78. 근로자들은 한 해에 연속적으로 최소한 6일에 해당하는 연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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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휴가 기간을 금전으로 보상 받는 것은 불법이다. 만일 근무 연수가 1년이 되기 전에
고용 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금전 보상을 받는다
80.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최소한 급료의 2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는다
81. 근로자는 근무 연수를 마감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연 1회에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을 알려주는 기록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휴가 기간과
휴가 날짜를 정한다
제 5 장. 임금
8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를 뜻한다.
83. 임금은 일한 분량에 대해 혹은 사용자가 위임한 근무 내용을 근거로 시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일한 분량에 대해 임금을 정할 경우에는 일의 특성을 명기하고, 재료의 양과 품질,
근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한 도구와 용구 상태, 작업 마무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배당한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근무로 인해 생긴 도구의 정상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84. 임금은 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급료, 사례금, 수당, 주택 제공, 추가 보너스
및 추가 임금, 수수료, 현물 지급 및 기타 다른 형태의 돈 혹은 수당으로 구성된다
85. 임금은 충분히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법이 정한 최저 임금으로 정해진 액수
이하로 지불될 수 없다. 임금 액수를 정할 때는 근로의 양과 질을 고려해야 한다. 일한
분량을 근거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정상 근무로 받는 액수가 최소한
최저임금과 동일해야 한다
86. 동일 임금 지불은 동일 직종, 동일 근로 시간과 동일한 효율성을 산출하는 동일 근로에
적용된다
87. 근로자는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최소한 15일 치의 급료에 해당하는 연례 크리스마스
보너스(Aguinaldo)를 받는다. 일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현재의 근무 여부에 무관하게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불 날짜에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일정 액의 보너스를 받는다.
88. 급료 지불 날짜의 간격은 절대로 1주일이나(육체 노동 종사자의 경우), 15일(기타 모든
근로자의 경우)을 초과할 수 없다
89.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추가 급료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 수당을 받을 권리가
시작되는 날의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84항에 언급된 일일 단위의 현금 임금과 임금에
비례하는 액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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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최저 임금
90. 최저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행한 근무에 대해 받는 최소한의 현금 지불액이다
92. 일반 최저 임금은 경제 활동 영역, 직업, 상업 혹은 특수 업무와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유효하다
94. 최저 임금은 특별 자문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부, 근로자,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국가 위원회가 결정한다
97. 최저 임금은 보상, 공제 또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
제 110항 제 5절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지불하도록 관할 관청이 명령한 별거 수당
2)
제 151항(종업원 임대 주택 임대료)에 언급된 임금 지불. 이러한 경우 공제 액수는
급료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3)
INFONAVIT 대출금의 공제. 공제액은 급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소비재 구매 혹은 서비스 요금 지불을 위한 공제. 공제액은 급료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7 장. 보호법과 임금권
98.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자유 의사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다. 동 권리와
상반되는 어떠한 조항이나 조치는 모두 무효이다
99. 임금을 받을 권리는 취소 불가하다. 체불 임금을 받을 권리도 취소 불가하다.
100.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이와 같은 취지의 서면 발표로 증인 두 명의 서명하에 위임권을 임명 받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사용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01현금 지불 방식의 임금은 법화로 지불된다. 현금 대신 상품, 쿠폰, 가증권 혹은 다른
형태의 문서, 명목 화폐 혹은 다른 방식의 지불은 금지되어 있다.
102. 모든 물품 방식의 임금 지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개인적 용도에 충당되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임금 액수와 적절한 비율로 정해져야 한다
103. 가정용 의류, 식품 및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 및 가격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한
개 이상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1)
근로자는 하등의 강요 없이 자유로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품 구매 가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하며, 공정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공정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현행 시장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가격의 변경은 앞 절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4)
합의에는 상점 혹은 가게 운영 및 감독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연방 행정부는 동 상점의 행식과 기간을 규정한다

멕시코 - 251

<KOTRA 국가정보>

동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소비를 위한 장려 및 보증 기금 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상점 및
가게 운영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저가격 및 상점 이용 기회를 보장한다
104. 고용자측 또는 제삼자에게 유리한 임금의 양도나 분할 지급은 운용 방법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105. 근로자의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도 변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06.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될 수 없고, 본 법에
명시된 필요 조건을 따라야 한다
107.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행위는 벌금을 물리는 그 이유 또는 특성과는 무관하게
불법이다
108. 임금 지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
109. 근무 시간 또는 직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무일에 임금을 지불한다
110. 근로자의 임금 공제는 불법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할 때에만
예외로 간주한다
1)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불한 가불임금과 과다 지급분에 대한 지불일
때와 사업체나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의 손망실 혹은 취득으로 인한 지불인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액수는 1개월 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또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공제액은 그 액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 151조에 언급된 임대료 지불. 임대료 지불은 임금의 15%를 초과 할 수 없다
3)
근로자가 주택 취득, 수리, 확장, 개량 또는 이러한 용도로 차용한 대금 지불을
위해서 INFONAVIT으로 부터 빌린 대출금 상환을 위한 보너스 지급. INFONAVIT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동주택 안에 주택 취득을 위해 신용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동 법의 제143조에
언급된 급료 중에서 1%가 공제되고, 이 돈은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 및 유지에 사용된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급료 공제를 기꺼이 수용해야 하고, 공제액은 급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협동 조합과 저축 조합의 설립 및 발전을 위한 출자금 지불. 단 근로자들은 명백하고
도 자유롭게 합의를 표명해야 하고,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지불 금액은 그 액수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5)
관할 관청의 법령에 의거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조부모 및 손자의 별거수당
지불
6)
노동 조합 규칙에 합의된 노동 조합비의 지불
7)
본 법의 제103에 언급된 INFONAVIT이 보증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소비재 구매 또는
서비스 요금 지불을 위해 공제한 지불액. 근로자는 이러한 공제액을 기꺼이 수용해야 하며,
공제액은 급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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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빚진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다.
112. 근로자의 임금은 압류 혹은 몰수할 수 없다. 단 제110항의 제 5절에 언급된 사람을
위해 관할 관청이 판결한 별거 수당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압류 또는 채권 압류 통고명령이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책임은 없다
113. 전년도에 벌어들인 임금과 근로자가 받아야 할 추가 급료는 다른 어떤 채무(실질적인
보증 기관인 IMSS가 부담하는 채무 포함)보다도 우선권을 지니며, 이 채무는 사용자의
제품을 처리하여 벌충할 수 있다
114. 근로자는 사망한 사용자의 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과 관련한 지불 불능, 파산 조치,
지불 중지 또는 소송 절차에 당사자로서 출석할 필요는 없다. 노동 중재 및 조정위원회는
임금 지불과 기타 지불 임금을 위해 필요한 재산의 압류 및 경매를 수행한다
115. 사망한 근로자의 수혜자들은 재산 상속자라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다릴 필요 없이
미결재 급료와 배상금을 받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116. 근무 지역 내에 주류 판매를 위한 술집과 도박장 설치는 금지된다. 동 금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근무지역 주위로 반경 4km 이내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 주류란 알코올 농도
5% 이상을 한다. 그리고 유사한 모든 음료를 의미한다.
제 8장. 사업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배당금
117. 근로자는 사업체 내의 근로자 이익 분배를 위해서 국가 위원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체의 수익에 참여한다
120. 위원회가 정한 비율은 각 사업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배당 몫이 된다. 본
법의 목적상 “수익”이란 소득세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의미한다
121. 사용자가 국세청에 회부한 소득 신고서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 신청을 할 권리는 다음
규칙에 의거한다
1)
사용자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회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연례 소득 신고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국세청에 회부해야 하는 부속 서류들은 사업체 사무실과
국세청에서 30일 동안 근로자의 조사를 받게 해야한다. 어떤 근로자라도 제3자에게 이 소득
신고서와 부속 서류에 담긴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은 불법이다.
2)
단체 협상과 관련한 노조와 사업체내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30일 내에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국세청이 내놓은 최종 결정서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국세청이 제출한 결정서를 발행된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만일 반대
사유의 결과, 국세청의 최종 결정서가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미 계산된
지불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근로자의 이익배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2.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근로자들간의 이익 분배는 연례 과세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만일 근로자들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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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액수를 증가시킨다면, 최종 결정서가
한다. 추가 분배는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근로자의 이익을 보증하기 위해 중지한다.
않은 이익금은 다음 연도에 분배될 이익금에

마련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분배해야
때에 한해서 최종 결정서에 서명이 될 때까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도 안에 청구하지
합산된다.

123. 분배될 이익금은 동일한 금액의 2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 이익금은 각
근로자의 급료액수와는 무관하게 그 해 동안 각 근로자가 근무한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전
근로자들끼리 공평하게 분배한다. 두 번째 이익금은 그 해 동안 근무한 일에 대해 벌어들인
급료 총액과 비례하여 나눈다
124. 본 장의 목적상 “임금”이란 일일 단위로 각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제 84항에 언급된 격려금과 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한 분량을 근거로 지불되는 임금과 급료가 가변적인
경우 일일 임금은 그 해 동안 수령한 급료의 일일 평균 임금으로 간주한다
125. 각 근로자의 배당금을 결정할 때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수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 근로자의 배당금을 정하며,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내역을 게재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각 근로자의 출석 현황과 소득
내역이 담긴 자료와 정보를 위원회의 처분에 맡긴다
2)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 감독관이 개입하여
결정한다
3)
근로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견해도 발표 가능
4)
어떤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 문제는 15일 이내에 제1절에 언급된 위원회가 해결한다
126. 다음의 경우는 이익금 배당 의무에서 면제된다
1)
새로 설립된 사업체로서 조업이 첫 해 되는 기간
2)
신제품 제조에 종사하는 새로 설립된 사업체로서 조업이 처음 2년이 되는 기간.
신제품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새로운 산업 설립 촉진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야 결정한다.
3)
새로 설립된 채취 또는 광산 사업체가 시굴 또는 탐사하는 기간
4)
법의 승인에 따라 민간 기관이 개인 재산으로 원조하는 경우.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도움 받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일 없이 인도적이고 호의적으로
일할 경우
5)
멕시코 사회보험 기관과 문화적 원조 또는 복지 대상이 있는 여타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공공 기관
127. 근로자가 이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다음 법칙에 의거한다.
1)
이사, 관리자, 총괄 관리자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이익배당금을 받지 않는다
2)
그 외에 다른 신뢰 관계의 근로자는 사업체의 이익 배당금을 받는다. 만일 이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수령한 급료가 사업체 내에서 최고의 급료를 받는 근로자의 급료보다
더 많다면, 이 임금에서 20% 증액된 액수가 최고 임금이라고 간주한다
3)
전적으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근로자의 배당금과 수익을 낳는 재산을
관리하거나 채무 또는 이자를 배상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배당금은 한달 치의 급료를
초과할 수 없다
4)
산전 혹은 산후 중인 직장 여성 그리고 일시적인 기능장애로 고용상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실제 고용 중인 근로자로 간주한다
5)
건축 산업체의 경우, 어느 근로자가 이익 배당금을 받을 것인가 결정한 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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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에 언급된 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6)
가내 고용인은 이익 배당금을 받지 않는다
7)
임시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최소한 60일 동안 근무했다면 사업체의 이익 배당금에
참여한다
129. 동 이익 배당금은 추가 임금 등의 목적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급료의 일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130. 이익 배당금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불된 금액은 제 98항과 그 이하에 명시된 법칙에
의해 보호 받는다
131. 근로자가 이익금을 배당 받을 권리는 사업체의 경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 1 장. 사용자의 의무
132.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6)
근로자들을 충분한 배려로 대하고, 일이나 행동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7)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무 일수와 수령한 임금을 15일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
8)
근로자가 사업체를 떠날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3일 이내에 재직 증명서를
내준다
15)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중 1 명 혹은
근로자 자녀 중 1명을 적성, 자질 및 기여도를 고려, 선발하여 특수 교육 기관에서 정식
기술 훈련이나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3명의 훈련생을 보유해야 한다. 훈련생이 시험에 불합격,
1년 동안 징계를 받거나 비행 사실이 있을 때에만, 훈련 보조금 취소가 가능하다. 학업을
완수한 훈련생은 훈련 보조금을 지불한 사용자를 위해 최소한 1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
22)
정규 노동 조합비 지불을 위해 노동자 협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제해 준다
25) 근로자들이 문화 생활과 스포츠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27)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법상 제정되어 있는 보호 의무를 지닌다
133. 사용자는
2) 나이 또는 성별로 인해 근로자 채용을 거절 할 수 없다
3) 근로자에게 특정 상점이나 장소에서 개인용 소비재 구매를 요청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고용 또는 고용조건과 관련한 기타이유로 인한 보상으로서 돈을 요구할 수 없다
5)
근로자에게 강제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노동자 협회나 집단에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할 수 없고,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6)
노동자 협회의 내부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 할 수 없다
7)
근무지에서 기부금을 걷거나 기부금 모금을 허락할 수 없다
8) 정치적 혹은 종교적 선전을 할 수 없다
9)
직장을 그만 두려워하거나 그만 둔 근로자들이 향후 취업을 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블랙 리스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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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근로자의 의무
134. 근로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노동 기준 조항을 따른다
2)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할 관청이 제정한 위생 및 예방 조치와 사용자가 규정
한 조치를 준수한다
3)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서 근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준수한다
4)
합의한 방식, 시간, 장소에 맞게 근면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근무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불가항력적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즉시 출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알린다
6)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되돌려 주고, 작업을 위해 받은 도구와 비품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한다
7)
근무 중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
8)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의 생명이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언제나
도움을 준다
9)
동 법이 규정한 기관들을 조직한다
10) 사업체나 사업장이 적용하는 근무 법칙과 기타 법칙에 규정된 의료 진찰을 받는다
11)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12) 동료 근로자나 사용자의 이해관계 또는 생명에 대한 피해 또는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결함 사항들을 사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13)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제품의 기술적, 상업적, 제조상의 기밀이나 자신의
업무로 얻은 지식 또는 누설시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는 관리와 관련한 기밀 내용을 용의주
도하게 간수한다
135. 다음은 근로자에게 금지된 사항들이다
1)
자신과 동료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안전 혹은 사업장 또는 작업장을 위험스럽게 하는
여하한 행동
2)
충분한 사유 또는 사용자의 허락 없는 결근
3)
사업체나 사업장으로부터 도구, 원료 혹은 완제품의 반출
4)
만취한 상태의 출근
5)
의료진단서 없이 마약 또는 마취제를 흡입한 상태로 출근. 의료진단서가 있을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제출한다
6)
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동안 여하한 무기 소지. 구멍 내는
기구와 절단 기구는 예외로 한다
7)
사용자의 승인 없는 작업 중단
8)
사업장이나 작업장에서의 모금 활동
9)
사용자가 제공하는 도구나 기구의 사용 목적 외의 사용
10) 근무 시간내의 사업장에서의 여하한 종류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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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근로자 주택
136. 모든 농업, 산업, 광업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기업은 근로자에게 안락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은 근로자들의 총 급여액의
5%를 INFONAVIT에 불입해야 한다
137. INFONAVIT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저렴하고 충분한 신용 대출을 받아 안락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구입 또는 주택의 건축과 수리 또는 개량을 돕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설립할 목적이 있다
138. INFONAVIT 의 재원은 연방 정부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139. 동 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근로자들이 주택을 획득할 수 있고, 제137조에 언급된
신용 대출을 얻을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다
140. 제138조와 제 139조에 언급된 기관은 근로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 건설의 프로그램의
조정과 재정을 담당한다
141. INFONAVIT 불입금은 기업의 사회복지 비용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액 근로자들의
유익을 위해 적립금으로 이용된다
1)
한 근로자가 INFONAVIT의 신용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일자까지 적립된 금액의
40%가 즉시 대출금 초기 상환으로서 적용된다
2)
대출 기간 동안 기업측 적립금의 40%가 근로자가 지불해야 할 잔금 지불에 지속
적용된다
3)
한 근로자에게 허용된 대출이 한번 상환이 종료된 경우 기업측 불입금 전액은 새로운
적립금을 위해 계속 적용된다
4)
근로자가 영구 기능 장애, 은퇴 또는 사망할 경우 제 139조에 언급된 법에 따라 총
적립금과 함께 같은 액수의 추가금을 근로자나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5)
근로자가 고용 관계를 끊으려 할 때,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INFONAVIT 법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명의로 적립된 총 적립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6)
그리고, 근로자가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제 4항과 제 5항에 언급된 적립금의
환불은 제 1항과 제 2항에 언급된 대출금 상환에 이용되고, 제 4항에 언급된 추가금이
적립금과 추가금의 환불을 위한 최종 금액과 같다면 적절한 증빙 서류와 서면 요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142. 기업이 여려 개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본 법의 제 136조에 언급된 의무
조항은 각기 따로 그리고 공동으로 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143. 본 장의 목적상, 제 136조에 언급된 급여는 각 근로자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일일 현금 급여, 상여금, 위로금, 음식, 주택, 휴가비, 용역수수료, 복리후생비 기타
여하한 금액 또는 물품 지급을 포함한다. 다음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a) 도구, 의복 등과 같은 작업 도구
b) 근로자와 기업의 주별 혹은 월별 적립금 명목의 저축지원금. 그리고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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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g)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
INFONAVIT 불입금과 기업의 이익 배당금 참여(PTU)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은 숙식 및 제반 식료품
유급 휴가비
초과 근무 수당, 단 이러한 종류의 근무가 고정 시간의 형태로 합의된 경우는
예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INFONAVIT 부담금으로서 기업이 대신 지불한 금액

144. 해당 지역의 일반 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부금 지불상
최고임금이 된다
145. INFONAVIT이 제공하는 신용대출은 영구 기능 장애나 사망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로서 근로자나 수혜자는 신용대출로 인한 의무에서 벗어난다
146. 사용자는 제 136조가 언급하는 부담금에 대해 가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의무는 없다
147. 연방 행정부는 INFONAVIT의 재원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구를 조사, 감독한 후 본 장이
마련한 제도에 포함될 다음 사람들의 형식과 날짜를 결정한다
1)
프로 운동 선수
2)
가내 근로자
148. 연방 행정부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 또는 자본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금을
용이케 하기 위해 그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부의 견해상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일 경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149. INFONAVIT의 재원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은 근로자의 주택 마련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을 위한 총 배당 금액을 결정하고, 주택취득, 건축, 수리 또는 개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될 총 금액을 결정한다. 재원은 국가의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근로자 집단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 개별 여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
139조에 규정된 추첨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150. 근로자에게 무상 주택 또는 임대 주택을 제공할 경우 기업은 제 136조에
따른INFONAVIT 기부금을 내는 것을 면제 받지 않는다. 또한 INFONAVIT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여는 면제되지 않는다
151. 근로자에게 주택을 임차해 줄 때, 임대료는 매 달마다 해당 주택 공시가의 0.5%를
초과할 수 없고, 다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2)
a)
b)
c)
d)
e)

기업은 주택을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적기에 필요하고 적절한 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들은 다음 의무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을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한다
발견되는 주택의 결함이나 망가짐을 기업에게 알려준다
고용 관계가 종료될 시 45일 이내에 주택을 비워준다
근로자는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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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본 장에 언급된 것과 다른 용도로 주택을 이용하는 것
g) 주택을 전대하는 것
152. 근로자는 본 장에 명시된 의무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개별적/공동적 소송을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153. 기업은 본 장에 명시된 의무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127. 노동여건/멕시코 노무관리 10대 요령
① 현지어, 즉 스페인어를 정복하라.
② 친절하라. 해고하고, 작별 인사하는 날까지도 친절하라. 최대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AMIGO(친구)가 되라. 인생을 복되게 살고, 노무관리비를 절약하는 가장 큰 비결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③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직장 문화를 계발한다.
④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와 보상 제도를 명확히
세우고, 철저히 시행한다.
⑤ 책망이나 질책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인격적으로 한다.
⑥ 업무와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⑦ 상관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준다.
⑧ 믿고 맡기면 낭패를 본다. 조언자(COACH)가 되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며, 진척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⑨ 연봉 계약 조건은 철저히 서면으로 하고, 미래에 줄 것을 절대로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
⑩ 대화나 회의를 통해 회사와 상관으로서의 원하는 바를 수시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128.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 개요 >
-멕시코의 사회보장법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쌍방이 "멕시코 사회보장국
(Mexican Social Security Institute, IMSS)"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IMSS에 등록을 함으로써 고용주는 고용인들의 일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또한 고용인들에게도 의료나 입원 보험, 장애, 고령, 실업, 생명 보험, 보육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고용주와 고용인은 급료의 14%에 달하는 사회보장세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고용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곳의 고용주는 사회 보장세의 전체를 부담해야 함.
- 법적으로는 IMSS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수의 민간기업의 경우 IMSS
보험보다는 민간인이 경영하는 사설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음. 이는 IMSS의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춘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1942년 설립되어 보건소 및 국립 병원 기능과 함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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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병원 시설이나 환자에 대한 응대가 사립 병원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않지만, 사립 의료보험이 없는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은 IMSS의 병원을
이용해야 함. 경미한 질환의 진찰부터 중환자 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수혜 받는 사람들은 연줄이 있던가 복이 많은 사람들로 간주될 정도임. IMSS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조차 수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리후생
혜택이 아닐 수 없음.
- 일부 가내 수공업이나 열악한 소기업에서는 IMSS등록의 복리후생 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간헐적으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비정원의 경우는 IMSS에 등록할 필요는 없음.
< 적용범위 >
IMSS제도는 자영인,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인에 의무적임.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IMSS에 등록하여야 함.
< 분담금 >
사회보장기금은 피고용인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총소득을 기초로 매2개월 마다 적립되는
데 근로자 보상금을 제외한 총 의료경비 및 노후 연금 중 5%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피고용자 보수에서 25%가 공제되며 고용인이 70%를 부담함.
< 혜택 >
근로자가 근무와 관련한 사고를 당하여 3일 이상 결근하게 될 경우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급료의 60-80%를 지급 받게 됨.

129. 현지 생활여건
< 한국식품조달여건 >
최근 교민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식품점이 많이 개점하고 있으나 가격은 여전히 한국보다
2-3배로 비싼 편이다.
* 멕시코 시티 기준 주요 한국식품점
- 식품점명 : 코리아 타운
.전화 : 5514-6062
.주소 : HAMBURGO No. 232,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미장원 및 비디오 대여점도 같이 있음.
- 식품점명 : 서울슈퍼
.전화 : 5525-0849
.주소 : FLORENCIA No. 12, COL. JUAREZ (ZONA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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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점이 멕시코시티에 4개소가 있어 배추, 무우 등 채소류와 간장 등 일본 식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식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편이며, 심지어 간장의
경우 우리나라 수퍼 가격의 약 5배 수준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젓갈류
있지만
것으로

우리 나라 일부 상사주재원들은 부임시 이삿짐에 고추장, 된장, 고추가루, 김, 미역,
등의 식품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 외에도 미국 출장시 일부 구입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현지조달이 크게 줄어든
보인다. 주로 미국에서 수입된 식품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식품류의 통관은 세관에서 문제가 되며, 검역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가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녹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 생필품 구입 용이성 >
생필품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물자는 비교적 풍부한 편임. 공산품은 한국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나 과일, 육류, 채소류 등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특히, 소 꼬리, 사골
등은 현지인들이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값이 싸다.
좀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시장인 CENTRAL DE ABASTO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여러 가구가 나눠 사용하기도 하며, 공산품은 회원제 스토어인 COSTCO나 SAM'S
CLUB 및 월마트 등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 의료보험, 병원. 약국 >
o 의료보험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이 IMSS 라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 진료비가 무료임.
그러나 사회보장보험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 시설면이나 의료기술 수준면에서 많이 떨어지
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현지법인 직원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적십자병원과 같이 외국인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시설면에서 떨어지
고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가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의약품 등은 직접 구입해서
가져가야 한다.
일반 의료보험의 경우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800-1200불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보통 공제 (DEDUCIBLE)가 U$400-700불로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수술이나 중상이상인
경우만 소용이 되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생활환경이 좋지 않고 또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런 형태의 의료보험 가입이 바람직하겠다.
o 병 원
일류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임. 이러한 병원으로는HOSPITAL ABC,
HOSPITAL ESPANOL, HOSPITAL DE MEXICO 등이 있다. ABC 병원의 경우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시 사전에 비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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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매우 비싸 일반 진찰의 경우 1회에 U$80-100 수준임. 예컨대 위에 장애가 있어
병원에 가는 경우 최초 진찰에 U$100, 위 X-RAY 촬영에 U$150, X-RAY 결과를 가지고 의사
면담하는데 U$100, 계 U$350이 소요된다.
입원의 경우 1일 입원하면 주사액 등 포함 1일 U$1,000정도 소요된다. 치과의 경우도 충치
1개 치료에 100$ 정도이다.
일반 병원은 사전 예약제이며 급한 경우와 야간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음.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여 부를 수 있으며 왕진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o 약국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나 통상 감기와 같이 가벼운 병의 경우,
증세를 말하면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다. 약품에는 복용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증상에
복용한다든지 하는 문구나 설명서가 전혀 없으므로 복용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약국(FARMACIA)은 시내 곳곳에 있고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에도 설치되어 있다.
< 레저여건 >
멕시코시티에서 2-3시간 정도 나가면 온천 등 휴양시설이 많다. 멕시코시티가 고지이고
공해가 심해 가능하면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는 것이 좋고 월 1회 정도는 저지에 내려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숙면하는 것이 좋다.
1박 2일 정도면 2시간거리에 있고 해발 1,500M 정도인 CUERNAVACA나 COCOYOC에서 휴양을
하며 3박 4일 정도면 4시간 거리인 ACAPULCO로 휴가를 많이 간다.
그러나 휴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 우리 나라 장급 정도의 호텔도 1박에 U$80-100정도이
며, ACAPULCO 휴가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 U$150으로 대단히 비싼 편이다.(편도
430KM거리)
골프장은 멕시코시티 주위에 10여개가 있으나 모두 PRIVATE CLUB이며 회원권도 가장 저렴한
것이 U$5,000 수준이고 비싼 곳은 U$300,000도 있다. GREEN FEE도 비싸 좋은 골프장의 경우
휴일에 U$100 수준이며, 한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교적 저렴한 CORAL GOLF RESORT의
경우 휴일에 U$80, 평일에 U$40 수준이다. 그리고 CADY FEE는 18홀에 U$15 수준이다.
한편, 음악회는 국립극장인 BELLAS ARTES나 Auditorio Nacional에서 수시로 열리며 세계
유명 음악인이나 오페라공연 등도 자주 열리는 편이다.
< 치안상태 >
멕시코시티의 치안상태는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95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연말에는 치안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도심지를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에서도 강도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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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의 경우 시내(특히, 구시가지)에서 노상강도에게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지방에는 치안이 허술한 곳이 많아 시외버스를 무장강도가 터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야간에 한적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차를 습격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야간에 한적한 길을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일반 시내택시에는 택시강도가 운전사로 위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택시보다는 콜택시(SITIO/씨띠오)나 호텔택시, 공항에서는 공항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미 대사관은 멕시코 여행 미국인에 대해 시내 대중 택시를 절대 이용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인 인식 >
한국인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또한 특별히 우호적이지도 않다. 최근 몇 년전부터 한국의
상품 및 한국의 투자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면서 다소 긍정적인 인식
으로 바뀌고 있었으나 2002년말 한국인들의 불법상표 도용 등의 문제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 고수와 현지 하층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태도가 여전히 한국인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130.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주택임차)
1. 주거환경 및 주요 거주지역
o 멕시코시티의 주거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임. 우선 해발 2,300m의 고지에 공해가
심하고 또한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주거지 선정에 특히 유의해야 함. 최근 공해 사정은
호전되었지만 건기에는 여전히 좋지 않음.
o 멕시코의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은 TECAMACHALCO, HERRADURA, POLANCO 등과 신흥 주택지역인
BOSQUE, INTERLOMAS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각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TECAMACHALCO & HERRADURA: LOMAS에 인접한 구역으로 신흥주택 지역임. LOMAS와 환경이 비슷하며,
고급 주택이 많은 지역임. 단점으로는 출근시간 일정구역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 증이 있음.
- POLANCO : DOWN TOWN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1985년 멕시코 대지진시 피해를 입지 않아
거주지역으로 각광 받기 시작했음. 그러나 DOWNTOWN에 위치해 편리하기는 하나 공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
- LOMAS나 TECAMACHALCO 지역은 대부분이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기는 하나 교통이
불편하여 가족용 승용차가 없으면 외출시 콜택시를 불러서 타야 함.
- BOSQUE : 시내 중심에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곳으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보다
공해가 덜하며 시티중심지까지 약 30분이면 연결됨. 지반이 암반으로 지진 안전지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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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LOMAS : BOSQUE이후에 개발된 신흥 주택지역으로 상권이 완비되어 있어 최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도심으로의 도로망이 제한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o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교외로 나가면 좋은 거주지역이 있으나 멕시코시티가 인구2,000만의
대도시이고 시내에만 차량이 400만대가 넘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함.
그러나 서울보다는 소통이 원활한 편임.
2. 주택임차
o 임차료는 매우 비싸 상기 거주지역의 월 임차료는 월 U$ 2,500-4,000불 정도를 지불해야
함. 아파트 크기는 보통 150-300 M2이며, 우리나라 평수로 약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정부, 침실 및
화장실, 세탁실, 창고를 제하면 실제로는 침실 2개, 작은 거실 겸 DINING ROOM 1개, 부엌
1개, 화장실 2개의 규모임.
o 멕시코에는 치안이 불안한 서민 거주지 지역을 빼면 대부분 주택규모가 커서500 SM
규모의 주택도 많음.
o 주택 임차는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주택 자체를 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음.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전액 임대주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개비로 보통 1개월분 임차료를 지급함.
o 주택임차료의 인상은 통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데 통상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되며, 미화 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미국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o 주택 임차시 임차 보증금은 보통 1개월치의 임차료를 내며 (2개월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해지시에는 반환토록 되어있으나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o 또한 가구가 없는 주택이 대부분이며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10-20% 이상 임차료가
올라가고 계약 해지시 가구손상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로 항상 시비가 일어남.
ㅇ주택을 물색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음. 계절평균의 기온차보다 일교차가 더
심하고, 별도의 난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밤의 추위를 염두에 두고
, 낮동안 태양열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의 향이 남이나 서로 향한 집을 얻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절벽에 접하는 면에서 느끼는 냉기를 피하고 계곡지역에 주로 서식한다는 전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상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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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자녀 교육여건
< 교육환경 >
o 정식 한인학교는 없으나 한국어 교육 양성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
까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업료는 1인당 월 U$32(300페소)수준임.
o 외국인 학교로는 미국계인 AMERICAN SCHOOL, 영국계인 GREEN GATE와 기타 WEST HILL,
HAMILTON, ETON SCHOOL 등이 있음.
o AMERICAN SCHOOL FOUNDATION과 GREENGATES SCHOOL은 각각 미국계와 영국계를 대표하는
학교로 역사가 깊으며, 입학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외인
유입증가로 입학이 더욱 어려워졌음.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멕시코 대사관이나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면접을 요청하면 됨.
o 또한 과거 외국인 학교에 재학을 한 경우 동 학교에서의 생활기록부 각종 포상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입학에 많은 도움이 됨. GREEN GATES SCHOOL이나 AMERICAN
SCHOOL의 경우 일단 서류심사를 한 후 WAITING LIST에 올려놓고 결원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치며 합격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함. 영어 내지 스페인어 중
최소한 하나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학교측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단
입학하면 교실 내에서는 영어만을 쓰도록 함.
o 한편, WEST HILL, HAMILTON 및 ETON SCHOOL은 최근에 생긴 학교로 정원에 여유가 있어
입학에 큰 어려움은 없음.
o 수업료는 취학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교별로는 대개가 비슷한 수준임. 평균적으로
입학금이 약 1,200불, 등록금이 학기당 약 600불, 수업료가 월 600-800불 정도임. 이밖에
교재대로 학년당 200-300불, 통학버스 이용시 월 90-120불이 추가로 소요됨.
o AMERICAN SCHOOL FOUNDATION은 12학년제이고 GREEN GATE는 11학년제이기 때문에
저학년은GREEN GATE SCHOOL이 엄격한 시스템 등으로 괜찮으나 고학년(중.고)의 경우
한국과의 학제 차이 때문에 귀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AMERICAN SCHOOL이 바람직함.
또한 GREEN GATE스쿨의 경우 성적관리가 매우 엄격해 "수" 득점이 힘든 반면 아메리칸
스쿨의 경우 성적관리가 관대해 비교적 "수" 득점이 용이한 점도 고려 필요.
< 한인 사회 >
o 멕시코의 한인 사회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됨.
첫째는 보통 에니껭 (HENEQUEN) 이라고 불리는 1905년경 메리다를 중심으로 한 선인장
농장에 취업해온 한인들의 후손으로 현재 약 5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들은 거의
다 사망하고 2.3세들이 살고 있으나 대부분 멕시코화되어 한국어도 모르나 해외 한인으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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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최근에 이주해온 교민들로 대부분이 상업. 무역에 종사하고 있음.
한편 교민으로는 분류하지 않으나 주재상사, 투자업체 직원 및 가족, 유학생 들까지 합해,
전체 한인이 약 10,000명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에서 많은 교민들이 멕시코 이주했다가
2003년 중반부터 아르헨티나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아르헨티나로 대거
이주했음.

132. 진출기업/진출기업 리스트(2002년말 기준)
산 루이스 콜로라도(San Luis Colorado)
▣

대우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Daewoo Electronics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Av. Dr. Ocana Garcia ESQ. con Av.
Revolucion, Ampliacion Parque Ind.
Rio Colorado San Luis, Sonora
: (653) 6-1191
: (653) 6-6990
: 이형덕 (이사)

1) 제조업 2) TV, VCR, Monitor
3) 현지법인 (생산) 4) 1990 5) 25 : 2,000
6) US$ 35.8백만 7) US$ 50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대우전자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 (02) 360-7114
: (02) 364-5588
: 장기형

▣ 대우전자부품 멕시코 현지법인 - Up-dating
Daewoo Electro Components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Av. Revolucion Esq. Samuel Ocana
Garcia Rio Colorado San Luis, Sonora
: (653) 6-1429/30
: (653) 4-1472
: H. B. Yoon, 윤현병(차장)

1) 제조업 2) DY, FBT, Tuner
3) 현지법인 (생산) 4) 1995
6) US$ 5백만 7) US$ 25백만

5) 5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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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대우전자부품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43
: (343) 54-5001
: (343) 53-1663
: 권호택

▣ 세화산업 멕시코 현지법인 - Up-dating
Seihwa de Mexico S.A. de C.V.
Add

: Samuel Ocana Garcia, Esq con
Revolucion, Parque Industrial San
Luis Rio Colorado, Sonora
: (653) 6-1023
: (635) 6-1025
: E. S. Lee, 이은수 (부장)

Tel
Fax
Pres

1) 제조업 2) Plastic Injection Molds for
TV, VCR, Monitor 3) 현지법인 (생산)
4) 1997 5) 2 : 30 6) US$ 2.3백만
7) US$ 315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세화산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9-9
: (062) 951-4000
: (062) 951-4004
: 최현국

▣ 효승전자공업 멕시코 현지법인 - Up-dating
Hyo Seung de Mexico S.A. de C.V.
City
Add

Tel
Fax
Pres
1)
2)
3)
6)

: San Luis Rio Colorado
: Ave. Revolucion s/n Parque Industrial
entre Samuel Ocana San Luis Rio
Colorado, Sonora
: (653) 6-0436
: (635) 6-0443
: 신정범 (이사)
제조업
Remocon, Stamping Metal, PAD Form
현지법인 (생산) 4) 1996 5) 4 : 120
US$ 3.5백만 7) US$ 8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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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효승전자공업(주)
: 경북 구미시 구포동 623
: (0546) 462-6341
: (0546) 462-9636
: 신재범

멕시칼리 (Mexicali)
▣ 광성전자 - Up dating
Kwang Sung Electronics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Calle Orbita No.62, Parque Industrial
Mexicali II Mexicali, B.C.
: (65) 61-8979
: (66) 61-8945 / (1-801-761-7529)
: B. J. Park, 박병주

1) 제조업 2) Monitor Case Injection
3) 현지법인 (생산) 4) 1997 5) 0 : 250
6) US$ 1.5백만 7) US$ 16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새로닉스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9
: (0546) 463-7945
: (0546) 461-0753
: 허전수

▣ 금성Plastics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Gumsung Plastics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Calle Orbita No.71 Parque Industrial
Mexicali II Mexicali, B.C.
: (65) 62-4494
: (66) 61-6939
: 정기완 (사장)

1) 제조업 2) 플라스틱 몰딩
3) 현지법인 4) 1995 5) 13 : 700
6) US$ 24백만 7) US$ 30백만
▣ 대양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J. Cox de Mexico S.A. de C.V.
Add : Carretera San Luis Km. 7.5, Mexicali, B.C., Mexico
Tel
: (65) 62-6298
Fax
: (65) 61-3973 / Pres : S. K. Jun, 전상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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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Form Packing
3) 현지법인 4) 1995 5) 3 : 80
6) US$ 3백만 7) US$ 3.7백만
국내 모기업 : 대양전자(주)
Add
: 경북 구미시 구포동 622-20
Tel
: (0546) 462-1077
Fax
: (0546) 462-2709
Pres
: 박용해
▣ 샤인전자 - 신규
SHINE ELECTRONICS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Calle Orbita #78, Parque Industrial
Mexicali II, Mexicali, B.C. C.P. 21600, Mexico
: (562) 73-52(˜54) / (1-855-292-8956)
: (562) 73-58
: 김정소 (이사)

1) 제조업 2) TV/MNT PCB, 항공엔진 부품
3) 현지법인 4) 1995 5) 4 : 350
6) US$ 120천 7) US$ 3,640천
＊모기업 : SHINE ELECTRONICS CO. LTD.
Add
: 11-22, 45th Rd. Long Island, NY 11101
Tel
: 1-718-361-7350
Fax
: 1-718-392-6258
Pres
: 박규흥
▣

Add
Tel
Fax
Pres

LG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LG Electronics Mexicali S.A. de C.V.
: Calle Orbita #36 Parque Industrial
Mexicali II Mexicali, B.C.
: (65) 61-1339
: (65) 61-1389
: 황일훈 (상무)

1) 제조업 2) Monitor, I-Mac 제품
3) 현지법인 4) 1988 5) 28 : 1,100
6) US$ 17.5백만 7) US$ 470백만
＊국내 모기업 : (주)LG전자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 (02) 3777-1114 / Fax : (02) 3777-5335 / Pres : 구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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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이노텍 멕시코 법인 - Up dating
LG INNOT다 MEXICALI S.A. DE C.V.
Add
Tel
Fax
Pres

:
:
:
:

Calle Orbita #98 PIMSA II, Mexicali, B.C., Mexico
(65) 62-7316
(65) 62-7321
이찬복 (부장)

1) 제조업 2) 전자부품
3) 현지법인 4) 1994 5) 4 : 270
6) US$ 2백만 7) US$ 2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LG INNOT다 (주)
: 경기도 과주시 광산구 장덕동 978-1번지
: (062) 950-0200
: (062) 951-2462
: 김종수

▣ 오리온전기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Daewoo Orion Mexicana S.A. de C.V. (DOMEX)
Add
Tel
Fax
Pres

:
:
:
:

Km 10.5 Carretera a San Luis Mexicali, B.C., C.P. 21600, Mexico
(65) 80-5501
(65) 80-7294 / 5666
박준성 (이사)

1) 제조업 2) CRT 3) 현지법인
4) 1996 5) 30 : 1,800 6) US$ 60백만
7) US$ 13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

모기업 : 오리온전기(주)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29번지
: (0546) 469-5316
: (0546) 464-4303
김영남

▣ 오성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Oh-Sung Electronics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Circuito Las Misiones Este 152
Parque Ind. Las Californias 21010
Mexicali, B.C.
: (65) 61-6001
: (66) 61-4535
: 김철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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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Remote Control
3) 현지법인 4) 1987 5) 4 : 135
6) US$ 800천 7) US$ 11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오성전자(주)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1
: (0546) 468-7240
: (0546) 461-8368
: 유경종

▣ 오성전자산업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O-Sung Electronics Mexic뭄 S.A. de C.V.
Add

: Circuito del Progreso No.38,
Parque Ind. Progreso, Mexicali, B.C.Mexico
Tel
: (65) 55-8369, 8532
Fax
: (65) 55-8407
E-mail : osamerica@yahoo.co.kr
Pres
: 김영득 (이사)
1) 제조업 2) 전자부품 3) 현지법인
4) 1997 5) 5 : 135 6) US$ 1.3백만
7) US$ 3.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우성전자산업(주)
: 경기도 시흥시 시흥산업공단 3다 716호
: (0345) 499-2105(˜9)
: (0345) 499-2110
: 유병화

▣ 진명 멕시코(주) - 신규
JIN MYUNG MEXICO S.A. DE C.V.
Add

: Circuito Las Misiones Este 152-A,
Parque Ind. Las California, Mexicali
B.C., Mexico
Tel
: (65) 80-2437
Fax
: (65) 80-2438
E-mail : jinmex@hanmail.net
Pres
: 이준기 (대표이사)
1) 제조업 2) Plastic injection molding
3) 현지법인 4) 1997 5) 3 : 40
6) US$ 100천 7) US$ 1.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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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진명사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8 (고아농공단지)
: (054) 482-1120
: (054) 481-5863
: 이영기

▣ 한국기전 - 신규 HAN KUK MACHINE & ELECTRIC
Add

: Blvd. Benito Juarez A Km. 55Y Edificio 8-D,
Mexicali, B.C.21395, Mexico
Tel
: (65) 61-6977
Fax
: (66) 61-6995
E-mail : inseoub@hanmail.net
Pres
: 황인섭 (대표이사)
1) 제조업 2) 자동화기기 3) 현지법인 4) 1988
5) 6 : 4 6) US$ 105천 7) US$ 805백만
▣ STARION MEXICO S.A. DE C.V.

- 신규

Add
: De las Misiones Cesie 180-3 Parque Ind. Las Californias, Mexicali, B.C., Mexico
Tel
: (65) 580-0004
Fax
: (65) 580-0005
E-mail : starion@telnor.net
Home page : www.u-scm.com
Pres
: 이용숭 (대표이사)
1) 제조업 2) Metal stamping parts
3) 현지법인 4) 1999 5) 5 : 80
6) US$ 805천 7) US$ 2,660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성철사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1401
: (051) 523-1225
: (051) 524-8547
: 정승규

멕시코시티 (Mexico City)
▣ 금호산업(주) - Up-dating KUMHO INDUSTRIAL CO., LTD.
Add
Tel
Fax
E-Mail

: Bosques de Ciruelos No. 130, Piso 5, bosques de las Lomas, Mexico D.F. Mexico
: (52-5) 251-7617/5581
: (52-5) 251-3149
: khmexico@mail.internet.com.mx / Pres : 윤현식 (부장)

멕시코 - 272

<KOTRA 국가정보>

1) 제조업 2) Tire 및 Tube 3) 지사
4) 1991 5) 2 : 1 7) US$ 22천
＊국내
Add
Tel
Fax
E-Mail
Pres

모기업 : 금호산업(주)
: 서울 종로구 회현동 2가 10-1
: (02) 758-1114
: (02) 752-1515
: www.kumho.co.kr / www.kumhotire.com (홈페이지)
: 신형인

▣ 김 꼬메르시알 - Up-dating Kim Comercial, S.A. De C.V.
Add

: Av. Mariano Escobedo 724-302
Col. Anzures C.P. 11590, Mexico D.F.
Tel
: (52-5) 203-5567/5742/9975
Fax
: (52-5) 203-5673
E-Mail : kicolon@infosel.net.mx
Pres
: 김성호 (사장)
1) 무역업 2) 기계류, 화공약품
3) 현지영업법인 4) 1989 5) 0 : 7
6) US$ 320천 7) US$ 600천
▣ 김 떽스띨 Kim Textil Mexico, S.A. De C.V.
Add
Tel
Fax
E-Mail
Pres

: Descartes 44-201 N/ Anzures
: (52-5) 250-0471/0519, 254-2033
: (52-5) 250-0519
: kimtexmex@compuserv.com
: J. H. Kim, 김종훈(사장)

1) 무역업 2) Textile 3) 현지영업법인
4) 1992 5) 2 : 2
6) US$ 50천 7) US$ 30백만
▣ 대우전자 멕시코 판매법인 Daewoo Electronics Corp. De Mexico, S.A. De C.V.
City
Add
Tel
Fax
E-Mail
Pres

: Naucalpan (Mexico주)
: Alce Blanco 36 Fracc. Industrial Alce Blanco, Naucalpan, Edo. De Mexico
: (52-5) 329-2400
: (52-5) 329-2433/2459
: kwon@data.net.mx
: 장 인 상 이사

1) 제조업 및 판매 2) 전기□전자제품 3) 현지영업법인
4) 1993 5) 4 : 112 6) US$ 6백만 7) US$ 16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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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E-Mail
Pres

모기업 : 대우전자(주)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
: (02) 360-8011
: (02) 360-8009
: a8fode@web.dwe.co.kr
: 장기형

▣ 대우 멕시코지사 - Up-Dating Daewoo Mexico Office
Add
Tel
Fax
E-Mail
Pres

: Bosques De Ciruelos 130 Piso Bosque De Las Lomas C.P. 11700 Mexico, D.F.
: (52-5) 596-4243/5757
: (52-5) 596-1585
: daewoo@planet.com.mx
: 임종인 (상무)

1) 무역업 2) 철강(냉연, 열연제품), 화학(Resin, 인조고무, Lab), 기계(지게차, 타이어),
섬유(원단, 직물) 등 3) 해외지점 4) 1979 5) 2 : 6 7) US$ 7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대우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타
: (02) 759-2114
: (02) 759-9489
: 이태용

▣ 동국아메리카 멕시코 지사 - Up-dating Tongkook America Inc.
Add
: Paseo De La Reforma 10, Torre de Caballito Piso 9, Suite 906
C.P. 06030 Mexico, D.F.
Tel
: (52-5) 566-9183/9184
Fax
: (52-5) 566-1809
Pres
: 이은추 (과장)
1) 무역업
＊국내
Add
Tel
Fax
Pres

2) 섬유류

4) 1997 5) 1 : 5 7) US$ 18천

모기업 : 동국무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 (02) 2001-6000
: (02) 782-1160
: 김정환

▣ 동일인터내셔날
Add

3) 해외사무소

- Up dating Dongil International, S.A. De C.V.

: Flamencos 1-201 Esq. 20 De
Noviembre, Col. Centro
C.P. 06090 Mexico, D.F.,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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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52-5) 542-8287
Fax
: (52-5) 542-6620
E-Mail : dongil@mail.internet.com.mx
Home page : www.sebastin.com
Pres
: 김동일 (사장)
1) 무역업 2) Textile Fabrics & Yarn
3) 현지법인 4) 1992 5) 1 : 40
6) US$ 100천 7) US$ 50백만
＊국내 모기업 : (주)세바스틴
Add : 서울시 중구 소공동 70-901
Tel
: (02) 777-0018
Fax
: (02) 777-1477
E-Mail : sebastin@nownuri.net
Pres
: 김동일
▣ 삼성물산 멕시코지점 - Up dating
Samsung America Inc. Oficina De
Representacion En Mexico
Add

: Ejercito Nacional No. 423 Piso 8,
Col. Granada, C.P.11590, Mexico D.F.
Tel
: (52-5) 250-8033 / 8036 / 8040
Fax
: (52-5) 250-8003 / 8006
E-Mail : s.w.moon@sem.samsung.com
Pres
: 문석환 (차장)
1) 무역업 2) 철강, 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3) 지사 4) 1980 5) 1 : 9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삼성물산(주)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10번지 태평로빌딩
: (02) 751- 2114
: (02) 728-4000
: 현명관

▣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 - 신규
Samsung Ingeniera Tula, S.A. de C.V.
Add
Tel
Fax
Pres

: Ejercito Nacional No. 418, Piso 3, 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Mexico D.F.
: (52-5) 250-6655
: (52-5) 250-6644 / 6645
: 최 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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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EPC 업종 2) TULA 유프로젝트
3) 현지법인 4) 1999 6) US$ 5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삼성엔지니어링(주)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
: (02) 3458-3000
: (02) 3458-4051
: 양인모 (대표이사 사장) / 고홍식 (대표이사)

▣ 삼성전자 멕시코 판매법인 - Up dating
Samsung Electronics Corporativo S.A. De C.V.
Add

: Saturno No. 44, Col. Nueva Industrial
Vallejo, C.P. 07700, Mexico D.F.
Tel
: (52-5) 747-5100
Fax
: (52-5) 747-5200
E-Mail : sshwio@samsung.co.kr
Pres
: 정 종 문 (이사)
1) 무역업 2) 전자제품, 통신제품
3) 현지영업법인 4) 1995 5) 5 : 85
6) US$ 25백만 7) US$ 17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삼성전자(주)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2
: (02) 727-7114
: (02) 727-7985
: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

▣ 셀마스(주) - Up dating Selmas, S.A. De C.V.
Add
Tel
Fax
E-Mail
Pres

: Pino 343-15 Col. Santa Maria La Ribera, C.P. 06400 Mexico, D.F.
: (52-5) 541-5881 / 5902
: (52-5) 541-0847
: kyk@internet.com.mx
: J. H. Kim, 김주현 (부장)

1) 제조업, 무역업 2) 가방, 신발, 핸드백 등
3) 현지법인 4) 1992 5) 2 : 10
6) US$ 500천 7) US$ 5백만
＊국내
Add
Tel
Fax

모기업 : 코멕스무역(주)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0 금학빌딩 805호
: (02) 2237-1531
: (02) 2237-1533 / Pres : 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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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건설 - Up dating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Mexico Branch
Add

: Florencia 65, Piso 8, Col. Juarez
C.P. 06600 Mexico D.F.
Tel
: (52-5) 525-5200 / 5080
Fax
: (52-5) 511-9930
E-Mail : ckliew@cosmos.skec.co.kr / twkweon@cosmos.skec.co.kr
Pres
: 유장권 (부장)
1) 건설업 2) 정유/정제, 화학공장 건설 및 토목/건축 등 종합건설
3) 지사 4) 1992 5) 20 : 67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SK건설(주)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SK빌딩
: (02) 3700-7114
: (02) 3700-7600
: 문우행

▣ SK상사 멕시코지사 - Up dating
SK Global America Inc.
Add
: Paseo De La Reforma 382, 3r. Piso Col. Juarez, C.P. 06600, Mexico, D.F.
Tel
: (52-5) 207-8723 / 8409
Fax
: (52-5) 207-6225 / 4040
E-Mail : shmoon@skgamerica.com / skgmex@data.net.mx
Homepage : www.skglobal.com
Pres
: 김 석 진 (부장)
1) 무역업 2) 원사, 직물기계, 철강, PE FILM, 원료
3) 지사 4) 1983 5) 1 : 4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SK글로벌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6-1, SK 을지로빌딩
: (02) 758-2114
: (02) 754-9414
: 김승정

▣ LG전자 멕시코 판매법인 - Up dating
LG Electronics Mexico, S.A. De C.V.
City
Add
Tel
Fax

:
:
:
:

Tlalnepantla Edo. De Mexico
Sor Juana Ines De La Cruz 555 Col. San Lorenzo, Mexico
(52-5) 321-1900
(52-5) 565-7591 / 321-1999 / Pres
: 박세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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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업 2) 가전제품, 전기제품
3) 현지영업법인 4) 1993 5) 7 : 200
6) US$ 3,100천 7) US$ 2억
＊국내
Add
Tel
Fax
E-Mail
Pres

모기업 : LG전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 (02) 3773-1114
: (02) 3773-5835
: http//www.lge.co.kr
: 구자홍

▣ 일로스 신떼띠꼬스 - Up dating Hilos Sinteticos Mexicanos, S.A. De C.V.
Add
Tel
Fax
E-Mail
Pres

: Av. Mariano Escobedo 724, Of. 302 Col. Anzures C.P. 11590, Mexico D.F.
: (52-5) 203-5567/5742/9975
: (52-5) 203-5673
: kicolon@infosel.net.mx
: 김성오(사장)

1) 제조업
5) 0 : 72

2) 원사제조 및 직조 3) 현지생산법인
6) US$ 700천 7) US$ 1.8백만

▣ 케이영

- Up dating K Young S.A. De C.V.

Add
Tel
Fax
Pres

4) 1994

: Cerrada Palmida No. 16, Col. Francisco Villa,
Tlalnepantla,Estado de Mexico
: (52-5) 362-4244
: (52-5) 362-1113
: 이순희 (사장)

1) 제조업 2) 가방, 모자, P.E.평판 등 제조 및 현지판매
3) 현지생산법인, 현지영업법인 4) 1992 5) 0 : 141 6) US$ 400천 7) US$ 5백만
▣ 풍국 멕시코 - Up dating Pungkook De Mexico
City
Add
Tel
Fax
E-Mail
Pres

: La Paz
: Km. 1.5 Carretera A Los Planes, La Paz Bcs., Mexico
: (52-112) 1-1535
: (52-112) 1-1589
: ygk@pungkook.co.kr
: 김인산 (이사)

1) 제조업 2) 가방
4) 1988 5) 5 : 550
7) US$ 8백만

3) 현지생산법인
6) US$ 20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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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E-Mail
대표자

모기업 : (주)풍국산업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 (0342) 732-1651
: (0342) 731-3651
: pka021@pungkook.co.kr
: 이승준

▣ 프로디오사 - Up dating
Productora Y Distribuidora Del Oriente, S.A. De C.V.
Add

: Fray Servante Teresa de Mier No. 42, Piso 9
Col. Centro, C.P. 06050 Mexico, D.F.
Tel
: (52-5) 709-9500
Fax
: (52-5) 709-6116
E-Mail : prodiosa@hanmail.net
Pres
: 박재진 (사장)
1) 무역업 2) 섬유 원단
4) 1986 5) 30 : 50
＊국내
Add
Tel
Fax
Pres

3) 현지영업법인

지사명 : Prodiosa 서울 연락사무소
: 서울 소공동 70번지 삼구빌딩 1106호
: (02) 771-1891
: (02) 771-1892
: 최기혁 차장

▣ 한국타이어 멕시코지점 - Up dating
Hankook Tire Co., Ltd. Mexico Office
Add

: Bosque De Ciruelos 140 Desacho 1204
Col. Bosque De Las Lomas, Mexico D.F.
Tel
: (52-5) 596-6205 / 6235 / 6236
Fax
: (52-5) 596-6245
E-Mail : hankook@mpsnet.com.mx
Pres
: 고경일 (과장)
1) 제조업 2) Tire, Tube 및 Alloy Wheel
3) 지사 4) 1997 5) 2 : 3 7) US$ 3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한국타이어(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 (02) 222-1000
: (02) 222-1100/1400
: 조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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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멕시코대리점 - Up dating
Delco Maritima, S.A. De C.V.
Add
Tel
Fax
E-Mail
Pres

: Socrates 147 Col. Polanco, Mexico, D.F.
: (52-5) 395-4955 / 4646
: (52-5) 395-6601
: tshin@hums.nyona.hanjin.com
: 박상두 (과장)

1) 서비스업
＊국내
Add
Tel
Fax
Pres

2) 해상운송 서비스

3) 기타

4) 1994

5) 1 : 15

모기업 : 한진해운
: 서울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 빌딩
: (02) 3770-6114
: (02) 3770-6748
: 김찬길

▣ 효성물산 멕시코사무소 - Up dating
Hyosung Corporation Mexico Office
Add
Tel
Fax
Pres

: Av. Tecamachalco 13, Piso 1,
Col. Reforma Social, C.P.11650, Mexico D.F.
: (52-5) 540-7812 / 7897 / 2766 / 2078 / 6858 / 6857
: (52-5) 540-0162
: 권구행 (부장)

1) 무역업 2) 철강, 섬유사, 화학, 섬유원료 등
3) 지사 4) 1990 5) 2 : 10 7) US$ 6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효성물산
: 서울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 (02) 3707-1114/2114
: (02) 754-9983
: 이강훈(사장)

케레따로 (Queretaro)
▣ 대우전자 멕시코 가전공장 - Up-dating
Daewoo Electronics Home Appliance De Mexico, S.A. De C.V.
City
Add
Tel
Fax

: Queretaro
: Av. Paseo De Los Arcos 7, Parque Industrial Bernardo Quintana El
Marques, Queretaro C.P. 76246, Mexico
: (52-4) 211-1700
: (52-4) 211-1701/02 Pres
: 전용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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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냉장고, 세탁기 3) 현지생산법인
4) 1994 5) 7 : 240 6) US$ 20백만 7) US$ 65백만
＊국내 모기업 : 대우전자(주)
Add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
Tel
: (02) 360-7114
Fax
: (02) 360-8009
Pres
: 장기형
구아이마스 - 소노라州
(Guaymas - Sonora)
▣ 동남 - Up-dating Sur Este Mexicana, S.A. De C.V.
City
Add
Tel
Fax
Pres

:
:
:
:
:

Guaymas
Carretera Varadero Nal. Km.7 Col. Las Playitas, Guaymas, Sonora, Mexico
(52-622) 1-7070/1
(52-622) 1-7072
S. S. Chul, 신수철 (부장)

1) 제조업 2) 수산물(오징어 및 기타 수산물 3) 현지법인
4) 1996
5) 1 : 85
6) US$ 2백만 7) US$ 1.6백만
8) 국내기업간((주)동남 : 삼성물산 부산지사) 합작 진출회사임. (50 : 50)
＊국내 모기업
1. (주)동남
Add
: 부산광역시 서구 아남동 100-1번지
Tel
: (051) 250-7000(˜99)
Fax
: (051) 250-7025(˜26)
Pres
: 윤명길
2. 삼성물산(주) 부산지사
Add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22
Tel
: (051) 460-1276
Fax
: (051) 460-1513(˜5)
Pres
: 정홍식
또레온(Torreon)
▣ (주)우창 멕시코 - Up dating Woo Chang Mexico, S.A. De C.V.
City
Add
Tel
Fax
Pres

:
:
:
:
:

Torreon
Calzada Agroindustria #371 Zumbo Plaza Torreon, Coahuila Mexico
(52-17) 33-6971
(52-17) 33-6303
J. Y. Lee, 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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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Knit
4) 1996 5) 4 : 850

3) 현지생산법인
6) US$ 3백만 7) US$ 30백만

＊국내 모기업 : (주)우창실업
Add
Tel
Fax
Pres

:
:
:
:

서울 송파구 방배동 197-4
(02) 422-7112
(02) 414-7112
이진용

과나후아또州 (Guanajuato)
▣ 대아멕스 - 신규 DAEA MEX S.A. DE C.V.
City
Add
Tel
Fax
E-Mail
Pres

: Leon
: Faisan #403, San Sebastian, C.P. 37450, Leon, GTO, Mexico
: (52-47) 70-4273
: (52-47) 70-4273(겸용)
: daeamex@prodigy.net.mx
: 최영길 (부장)

1) 제조업 2) PV용 에나멜 3) 지사 4) 1999
6) US$ 90천 7) US$ 200천

5) 2: 1

＊국내 모기업 : 대아테크
Add
Tel
Fax
Pres

:
:
:
:

부산광역시 학장동
(051) 313-1955
(051) 327-0915
김병로

▣ 동남케미칼 - Up-dating Dong Nam Chemicals, S.A. De C.V.
City
Add

: San Francisco Del Rincon시
: Carretera San Francisco - Leon Km 5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Tel
: (52-474) 3-5755 / 5756 / 5060
Fax
: (52-474) 3-2922
E-Mail : dong-nam@interconet.com.mx
Pres
: 이상호 (부장)
1) 제조업 2) 신발제조용 창
3) 현지법인 4) 1994 5) 9 : 320
6) US$ 3.5백만 7) US$ 3.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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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동남교역(주)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12-3
: (051) 328-4455 / 4456
: (051) 328-3110
: 김덕리

▣ 동성화학 멕시코사무소 - Up-dating Dongsung Mexico, S.A. De C.V.
City
Add

: Leon
: Blvd. Aquiles Serdan #1206, 1208, 1210 Esq. Diaz Ordaz, Col. Del Carmen,
C.P. 36300, San Francisco del Rincon, GTO, Mexico
Tel
: (52-47) 43-5627(˜9)
Fax
: (52-47) 43-5630
E-Mail : baker@mail.dschem.co.kr
Pres
: 이경하 (차장)
1) 제조업 2) 신발창용 폴리우레탄 3) 현지법인 4) 1999
6) US$ 1.5백만 7) US$ 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5) 6 : 21

모기업 : (주)동성화학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72번지
: (051) 204-500
: (051) 204-5636
: 최민섭

▣ 삼성금형 - 신규 SAM SUNG IND.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Prol. Josefa de Dominguez #1213, Col. Cuahutemoc,
San Francisco del Rincon, GTO, Mexico
: (52-4) 743-6956
: (52-4) 743-6145
: 정현종 (사장)

1) 제조업 2) 금형
3) 현지법인 4) 1999 5) 2 : n/a
6) US$ 400천 7) US$ 60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대호금형
: 부산광역시 삼락동
: (051) 325-0806
: (051) 314-5533
: 정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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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화학 - Up dating Sam Shin Polyurethane, S.A. De C.V.
City
Add
Tel
Fax
Pres

:
:
:
:
:

Leon
Timoteo Lozano #513 Col. Las Margaritas, Leon Guanajuato, Mexico
(52-47) 15-3301 / 3375
(52-47) 15-3257
성우경(대표이사)

1) 제조업 2) 신발부품(미드솔)
3) 현지생산법인 4) 1996 5) 12 : 180 6) US$ 70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삼신화학(주)
: 부산 사상구 모라1동 281-8번지
: (051) 301-0423˜5
: (051) 302-0799
: 김병식

▣ 오동나무(주) - Up dating
City
Add
Tel
Fax
Pres

7) US$ 1.5백만

:
:
:
:
:

Leon
Alvaro
(52-4)
(52-4)
박영옥

ODONGNAMU S.A. DE C.V.

Obregon 403, Centro Leon, Guanajuato, Mexico
716-5148
716-9020
(대표)

1) 제조업 2) 건강식품(선인장, 용석란 엑기스)
3) 현지법인 4) 1996 5) 0 : 15
▣ GALAXIA IMPORTACIONES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Prol. Hidalgo #800, Col. Cuauhtemoc,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 (52-4) 743-7676
: (52-4) 743-7677
: 한용경 (대표이사)

1) 제조업 2) 에어백
3) 현지법인 4) 1997 5) 2 : 30
6) US$ 200천 7) US$ 200천
▣ IL JIN DE MEXICO S.A DE C.V. - 신규
City
Add

: Leon
: Blvd. Zodiaco No. 347-C, Col. Los Limones, Leon, Guanajuato,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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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Fax
Pres

: (52-4) 770-8697
: (52-4) 770-7847
: 김현수 (차장)

1) 판매업 2) 공업용 재단칼
3) 지사 4) 1999 5) 2 : 2
6) US$ 50천 7) US$ 5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IL JIN RDS CO. LTD.
: 부산 강서구 송중동 1606-1번지
: (051) 831-1700(˜7)
: (051) 831-1708
: 이종백

▣ INDUSTRIAL BOKS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Alvaro Obregon # 608, Col. Purisma Concepcion,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 (52-4) 743-6200
: (52-4) 743-6200 (겸용)
: 강병옥 (사장)

1) 판매업 2) 신발완제 3) 현지법인 4) 1996

5) 2 : 50 6) US$ 100천

▣ MANGUERA DE COREA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Prol. Hidalgo #1006, Col. Cuauhtemoc,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 (52-4) 743-4689
: (52-4) 743-4689
: 박재천 (대표이사)

1) 제조업 2) TPU 호수
3) 지사 4) 2000 5) 2 : 4
6) US$ 200천 7) US$ 2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풍신무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190-3
: (051) 328-3185
: (051) 328-3599
: 박재천

멕시코 - 285

<KOTRA 국가정보>

▣ MAQUILADORA DE CALZADO CIELO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Blvd. Juventio Rosas 315-A, Col. Cuauhtemoc,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 (52-4) 743-9000
: (52-4) 743-9001
: 박정화 (대표이사)

1) 제조업 2) 갑피 3) 현지법인 4) 1999 5) 2 : 20
6) US$ 200천 7) US$ 200천
▣ MOLDES COREA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Hidalgo #707, Col. Zona Centro,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 (52-4) 743-6062
: (52-4) 743-8573
: 곽기용 (사장)

1) 제조업 2) 신발금형 3) 현지법인 4) 1999

5) 1 : 10 6) US$ 10천 7) US$ 30천

▣ MOLDES ESTRELLA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Ignacio Aldama #802, Col. Cuahtemoc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 (52-4) 743-7810
: (52-4) 743-5871
: 윤병철

1) 제조업 2) 신발용 미드솔 몰드 3) 현지법인
6) US$ 250천 7) US$ 840천

4) 1998

5) 5 : 27

▣ NEOPOL S.A DE C.V. - 신규
City
Add

: Leon
: Julian Carrillo #138, Col. Casa Blanca C.P. 37170
Leon, Guanajuato, Mexico
Tel
: (52-4) 773-2144 / 718-3330
Fax
: (52-4) 718-3340
Pres
: 서일홍 (사장)
1) 판매업 2) 폴리우레탄 솔
3) 현지법인 4) 1999 5) 3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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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URAS DE SUELA S.A DE C.V. - 신규
City
Add

: San Francisco del Rincon
: Privada Juan Davalos s/n, Col. La Estacion,
C.P> 37480, San Francisco del Rincon, Guanajuato, Mexico
Tel
: (52-4) 752-1730
Fax
: (52-4) 718-7986
e-mail : dwleon@prodigy.net.mx
Pres
: 송철안 (소장)
1) 제조업 2) ENAMEL, SOLE 채색 임가공 3) 현지법인
4) 1999 5) 2 : 35 6) US$ 250천
▣ PUCSA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Pres

: San Francisco del Rincon
: Morelos #312, Centro,
San Francisco del Rincon, C.P. 36300 Guanajuato, Mexico
: (52-4) 743-6140
: (52-4) 743-6170
: 김보현 (사장)

1) 제조업 2) 신발부품(잡피, 에어백, 기타)
3) 현지법인 4) 1996 5) 8 : 85 6) US$ 3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7) US$ 2.5백만

모기업 : 케이멕스(주)
: 부산 사상구 모라동 728-10 제일빌딩 503호
: (051) 305-4301
: (051) 305-4303
: 손도환

▣ SUELAS SOL S.A. DE C.V. - 신규
City
Add
Tel
Fax
E-Mail
Pres

: Leon
: Insurgentes 1803, Col. Linda Vista Leon, Guanajuato, Mexico
: (52-4) 717-6250
: (52-4) 773-5374
: sols@prodigy.net.mx
: 이광순

1) 제조업 2) 신발창 기계판매
3) 현지법인 4) 1997 5) 8 : 150
6) US$ 1.2백만 7) US$ 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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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VISION TECHNICS CO.
: #833 SUN PLAZA OFFICETEL, PUSAN, KOREA
: (051) 747-2247 / 8
: (051) 747-2249
: 이덕순

쁘에블라 (Puebla)
▣ 우아자수(주) - 신규 UHA BORDADOS S.A. DE C.V
Add
Tel
Fax
Pres

:
:
:
:

Prolongacion reforma 3502, Col. Amor, Puebla, Mexico
(52-22) 48-9346
(52-22) 48-9346
오균택 (대표)

1) 제조업 2) 자수 3) 현지법인
4) 1998 5) 2: 20 6) US$ 400천 7) US$ 100천
▣ DISENOS DE ALMEX S.A. DE C.V. - 신규
Add
Tel
Fax
Pres

:
:
:
:

Carretera Federal A Jalapa Km 12,6 Acateingo, Puebla, Mexico
(52-24) 24-0930 / 0934
(52-24) 24-0816
박봉춘 (대표)

1) 제조업 2) 여성자켓류 3) 현지법인
4) 1997 5) 10 : 1,100 6) US$ 3백만 7) US$ 4백만
▣ HO LEE MODAS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Prolongacion 27 Norte No. 10248
Fracc. Industrial, Puebla, Mexico
: (52-22) 88-5467 / 88-6189 / 88-5001
: (52-22) 88-6190
: 박경덕 (부사장)

1) 제조업
＊국내
Add
Tel
Fax
Pres

- 신규

2) 의류 3) 현지법인 4) 1997 5) 7 : 388 7) US$ 2백만

모기업 : (주) 이정 FAMILY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12층
: (02) 780-1057
: (02) 780-1059
: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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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코州 (Jalisco)
▣ (주)소부 플라스틱공업 - 신규 PLASTICOS SOBU S.A. DE C.V.
Add
Tel
Fax
Pres

: Ave. Charros # 1120,Zona Industrial Belenes,
Zapopan, Jalisco, Mexico
: (3) 636-3350 / 656-2061 / 656-7606
: (3) 636-8878
: 김계진 (대표이사)

1) 제조업 2) 플라스틱 롤백, 쇼핑백, 인쇄물(봉투)
3) 현지법인 4) 1994 5) 3 : 120 6) US$ 250천 7) US$ 3.5백만
▣ 밀레니오 오리엔떼 - 신규 MILENIO ORIENTE S.A. DE. C.V.
Add
Tel
Fax
Pres

:
:
:
:

F. A. de Segova # 206, G.D.L. Jalisco, Mexico
(3) 644-4667
(3) 644-4667
이영원 (대표이사)

1) 제조업 2) 모자
3) 현지법인 4) 2000
6) US$ 55천 7) US$ 20천

5) 1 : 15

따마울리빠스州 (Tamaulipas)
▣ LG전자 멕시코 REYNOSA

- 신규 LG ELECTRONICS REYNOSA S.A. DE C.V.

City : Reynosa
Add
: Carretera Matamoros y Brecha E-99,
Ado. Postal 178, C.P. 88785, Reynosa, Tamaulipas, Mexico
Tel
: (89) 58-0334
E-mail : dongckim@lge.com
Pres
: 서창호
1) 제조업 2) 컬러 TV 3) 현지법인 4) 2000
6) US$ 39.5백만 7) US$ 42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5) 13 : 2,800

모기업 : LG전자 (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트윈타워
: (02) 3777-1114
: (02) 3777-5335
: 구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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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렐로스州(Morelos)
▣ MODA MAYA S.A. DE C.V. - 신규
City : Cuernavaca
Add
: Ciudad de la Confeccion Camino de Temixco a E. Zapata Km3
C.P. 62760 Morelos, Mexico
Tel
: (73) 68-1288
Fax
: (73) 68-1298
E-mail : mdmaya@yahoo.com
Pres
: 권준계 (이사)
1) 제조업 2) 니트의류 3) 현지법인 4) 1998 5) 7 : 500
6) US$ 2.2백만 7) US$ 12.7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SUNYANG INDUSTRIES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43층
: (02) 785-1775
: (02) 785-1787
: 문수덕

티후아나 (Tijuana)
▣ 경인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Add
Tel
Fax
Pres

Kyung In de Mexico S.A. de C.V.

: Ave. Hacienda del Colorado #22001,
Parque Industrial Presidentes, Tijuana, B.C., C.P. 22570, Mexico
: (52-66) 27-4687/8
: (52-66) 27-4689
: S. M. Lee, 이승만 (전무)

1) 제조업 2) Remote Control, Switch 3) 현지법인
6) US$ 2.5백만 7) US$ 4.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4) 1995

5) 5 : 60

모기업 : 경인전자(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02
: (02) 867-9400
: (02) 863-8800
: 김효조

▣ 금성Plastics 멕시코 현지법인 - 신규 Gumsung Plastics Mexico S.A. de C.V.
Add
Tel

: Calle Privada Colinas No. 11671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Tijuana, B.C., Mexico
: (65) 45-0368 / Fax
: (66) 45-0387 / Pres : 정기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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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플라스틱 몰딩 3) 현지법인 4) 1995
6) US$ 24백만 7) US$ 30백만

5) 13 : 700

▣ 대영화학공업사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Dae Young Chemical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Blvd. Insurgentes, # 18050, Col.
Guaycura, Del. La Presa, Tijuana, B.C.
: (66) 25-1132
: (66) 27-0123
: Raymond H. Lee

1) 제조업 2) Rubber Wedge, All kind of Special Rubber material for 컨테이너,
샷시, 밴 트레일러 3) 현지법인 4) 1996 5) 1 : 15 6) US$ 200천7) US$ 1.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대영화학공업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 (2차 2단지 60B8L)
: (053) 582-7495, 6739
: (053) 582-7550
: 김재길

▣ 대원기공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Dae Won Machine Industry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
:
:

Km. 161 Carretera Mexicali-Tijuana Tijuana, B.C.
(66) 45-0275 / 76
(66) 45-0277
S. H. Shin, 신성호 (차장)

1) 제조업 2) Parts for Trailer Chassis, Van Trailer, Refeer Container
3) 현지법인 (생산) 4) 1991 5) 3 : 219 6) US$ 2백만 7) US$ 8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대원기공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5-1
: (052) 288-0041
: (052) 288-0048
: 박덕봉

▣ 도루코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DORUSA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Carlos Salinas de Gortari No.8 Parque Industrial Presidentes
Tijuana, B.C., Mexico
: (66) 27-4778/9
: (66) 27-4679
: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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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면도기 3) 현지법인 (생산)
4) 1995 5) 4 : 82 6) US$ 500천 7) US$ 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도루코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5-15
: (02) 585-3611
: (02) 585-2141
: 홍주식

▣ 동원정공, 대현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Orient Precision America, Inc.
Add
Tel
Fax
Pres

: Blvd. Los Olivos Norte # 11001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2da. Etapa, Tijuana, B.C. C.P 22860, Mexico
: (66) 45-0182/5
: (66) 45-0181
: 최원기

1) 제조업 2) Metal Bracket, Heat Sink, All metal for CRT 3) 현지법인
4) 1995 5) 2 : 200 6) US$ 4백만 7) US$ 1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동원정공(75%) 및 영림전자(25%) 합작투자 - 동원정공
: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0-45
: (02) 802-1254
: (02) 807-1254
: 하병조

- 영림전자
Add
: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00-27
Tel
: (02) 689-2071
Fax
: (02) 2618-2081
Pres
: 홍순현
▣ 동철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Dong Chuel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Blvd. Olivos Norte Lopez Mza. 1
Parque Ind., El Florido 2da. Secc. Tijuana, B.C.
: (66) 45-0073, 0273
: (66) 45-0274
: 최무남 (대표이사)

1) 제조업 2) C/TV Heat Sink & Press Items
3) 현지법인 (생산) 4) 1995 5) 8 : 160 6) US$ 1백만 7) US$ 9백만

멕시코 - 292

<KOTRA 국가정보>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동철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수영리 394
: (0331) 294-2851/4
: (0331) 294-2855
: 윤풍자

▣ 삼성전관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SDIM
Add
Tel
Fax
Pres

:
:
:
:

Blvd. Los Olivos No.21014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Tijuana, B.C.
(66) 27-6232
(66) 27-6226
이동욱 (상무)

1) 제조업
4) 1995년
＊국내
Add
Tel
Fax
Pres

2) CPT 3) 현지법인
5) 17 : 1,295 6) US$ 149백만 7) US$ 197백만

모기업 : 삼성전관(주)
: 서울 태평로 2-120 대경빌딩 14층
: (02) 751-3355
: (02) 727-3008
: 김순택

▣ 삼성전기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Samsung Electro-Mechanico Mexicana S.A. de C.V. (SEMSA)
Add
Tel
Fax
Pres

: Blvd. Morelos Este, Manzana No. 3,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II Tijuana, B.C.
: (66) 27-6400
: (66) 27-6409, 6437
: 조경수 (상무)

1) 제조업 2) Tuner, DY, FBT, MLCC, Speaker 3) 현지법인 (생산)
4) 1994
5) 15 : 1,275 6) US$ 41백만 7) US$ 9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삼성전기(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314
: (0331) 210-5114
: (0331) 210-6363
: 이형도

▣ 삼성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Add
Tel

- Up dating

Samsung Mexicana S.A. de C.V.

: Blvd. Los Olivos No.11110 Parque Ind., El Florido, Segunda Seccion,
C.P. 22860, Tijuana, B.C., Mexico
: (66) 27-6000 / Fax
: (66) 27-6010 / Pres : 최창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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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CTV, Monitor 3) 현지법인 4) 1988
6) US$ 37백만 7) US$ 681백만
＊국내
Add
Tel
Pres

5) 19 : 3,600

모기업 : (주)삼성전자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416
: (031) 200-5195
: 윤종용

▣ 삼신정공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CORMEX, S.A. de C.V.
Add
Tel
Fax
Pres

: Blvd. Los Olivos Norte y Morales
Parque Ind., El Florido Tijuana, B.C. Mexico
: (66) 45-0271 / 2
: (66) 45-0270
: 김상우 (과장)

1) 제조업 2) Parts for Container, Truck Chassis
3) 현지법인 (생산) 4) 1993 5) 2 : 250 6) US$ 1,600천 7) US$ 6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 삼신정공
: 울산광역시 중구 효문동 704
: (0561) 745-3221
: (0561) 745-3226
: 오태환

▣ 삼진, 성지산업, 이랜텍(한국 3사)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SSD Plasticos Mexicana S.A. de C.V.
Add
Tel
Fax
Pres

: Avenida Produccion No. 17 Parque
Industrial Internacional, Tijuana, B.C. Mexico
: (66) 24-0744/5
: (66) 24-0746
: S. H. Hong, 홍석환

1) 제조업 2) 대형사출
3) 현지법인 4) 1993 5) 8 : 300

6) US$ 4.5백만

7) US$ 15백만

＊국내 모기업 : 3사 공동투자 (각각 1/3 지분 보유)
- (주)삼진
Add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9-6
Tel
: (0343) 467-5813
Fax
: (0343) 449-3557
Pres
: 김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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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산업(주)
Add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4
Tel
: (0331) 239-8194
Fax
: (0331) 233-7048
Pres
: 임성옥
- (주)이랜텍
Add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7-17
Tel
: (0331) 211-9820
Fax
: (0331) 211-9696
Pres
: 이세용
▣ 새한미디어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
:
:
:

- Up dating Saehan de Mexico S.A. de C.V.

Tijuana
Aguila Americana No.20101 Parque Ind., Bajamaq El Aguila Tijuana, B.C.
(66) 25-5600
(66) 25-5601
S. H. Shin, 신성현 (상무)

1) 제조업 2) Audio/Video Tape 3) 현지법인 (생산)
4) 1992
5) 3 : 520 6) US$ 14백만 7) US$ 15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새한미디어(주)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0 해성 제2빌딩 4-7층
: (02) 3468-7700/7800
: (02) 3468-7900
: 김성재

▣ 새한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Saehan Electronics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Blvd. Los Morelos No. 11022,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Tijuana, B.C., Mexico
: (66) 45-0177
: (66) 45-0170
: 김재하

1) 제조업 2) 인쇄회로기판 3) 현지법인 (생산) 4) 1995 5) 11 : 80
6) US$ 7백만 7) US$ 9백만
＊국내
Add
Tel
Fax

모기업 : 새한전자(주)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삼성보라매 옴니타워 2층
: (02) 840-1000
: (02) 836-6056 / Pres : 윤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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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전기공업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Useong Electro-Mecanico Mexicana S.A. de C.V.
Add
Tel
Fax
Pres

: Ave. Corporativo No. 6 Edificio 6K Parque Ind., Internacional Tijuana,
B.C., Mexico
: (66) 24-1119
: (66) 24-0534
: Mr. Caston

1) 제조업 2) Washer Machine Parts 3) 현지법인 (생산)
6) US$ 800천 7) US$ 874천
＊국내
Add
Tel
Fax
Pres

4) 1995

5) 2 : 200

모기업 : 우성전기공업(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47-5
: (0343) 21-8131
: (0343) 21-8130
: 노관호

▣ 유림전원공업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U. LIM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Carlos Salinas de Gortari #3, Parqu
Industrial Presidentes Tijuana, B.C. Mexico
: (66) 25-5570/1
: (66) 25-5572
: 윤태진

1) 제조업 2) TV Parts (Shield Box, Jack Block, Matching Trans, CRT-Socket)
3) 현지법인
4) 1993 5) 1 : 120 6) US$ 400천 7) US$ 8.4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유지콤(주)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428번지
: (032) 529-5201/3
: (032) 529-5204
: 윤기화

▣ 은성문화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Eun Sung Mexicana S.A. de C.V.
Add
Tel
Fax
Pres

: Ave. Corporativo 4-B Modulo-B Parque
Ind. Internacional Tijuana, B.C. Mexico
: (66) 82-0185
: (66) 82-0049
: 김인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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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Manual, Book, printing stuff
3) 현지법인 4) 1996 5) 4 : 24 6) US$ 8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7) US$ 3백만

모기업 : (주) 은성문화
: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91-1
: (0336) 636-4651
: (0336) 636-4655
: 차준은

▣ 태우정밀 멕시코법인

- 신규

Add

: A/ Aguila Azteca 19328-E
ParqueIndustrial El Aguila, Tijuana, B.C., Mexico
Tel
: (52-66) 27-4676
Fax : (52-66) 27-5591
Pres
: 강석기 (부사장)
1) 제조업 2) Aluminium Shield Ass'y(모니터 부품)
3) 현지법인 4) 1996 5) 1 : 70 6) US$ 250천 7) US$ 5.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태우정밀(주)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498-1
: (031) 223-5003
: (031) 222-1388
: 정기근

▣ 한일전자 멕시코 법인 - 신규 HANIL ELECTRONICS AMERICA Inc.
Add
: Calle 9 Sur NO. 133, Cd. Industrial Nva. Mesa de Otay, Tijuana, B.C., Mexico
Tel
: (52-66) 23-2700
Fax : (52-66) 23-3081
Pres
: 김학재 (이사)
1) 제조업 2) PCB ASSEMBLY & REGISTER
3) 현지법인 4) 1998 5) 10 : 170 6) US$ 2백만
＊국내
Tel
Fax
Pres

7) US$ 1.7백만

모기업 : 한일전자(주)
: (0342) 704-5151
: (0342) 703-3029
: 김윤경

▣ 화인인쇄시스템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Hwa In Mexicana S.A. de C.V.
Add
: Blvd. Insurgentes #18050-A, Col. Guaycula, Del. La Presa, Tijuana, B.C.
Mexico
Tel
: (52-66) 27-0121, 25-1766 /Fax : (52-66) 27-0122 /Pres : 김선득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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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스티커 라벨 3) 현지법인 (생산) 4) 1997
5) 5 : 15 6) US$ 556천 7) US$ 8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Webtech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538-6
: (031) 223-9266
: (031) 223-8767
: 김선득

▣ 현대정공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Hyundai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
:
:

La Encantada No. 7474,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Tijuana, B.C.
(66) 45-0130
(66) 45-0146
배인규 (이사)

1) 제조업 2) Van Trailer, Container Chassis, Domestic Container & Reefer
Container 3) 현지법인 (생산) 4) 1989 5) 2 : 1,85 6) US$ 47.5백만 7) US$ 3억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현대자동차(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 (02) 746-1114
: (02) 741-4244
: 이계안

▣ 희성 멕시코 현지법인 - Up dating
Kimstar Plastic de Mexico S.A. de C.V.
Add
Tel
Fax
Pres

: Privada Bajamaq #21705 Parque Ind.
Bajamaq Insurgentes C.P. 22590 Tijuana, B.C., Mexico
: (52-66) 25-8605
: (52-66) 25-8607
: J. S. Kim, 김종식 (상무)

1) 제조업 2) Plastics Injection
3) 현지법인 4) 1972 5) 15 : 280
6) US$ 4.7백만 7) US$ 12.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희성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180
: (0523) 82-2001
: (0523) 82-2005
: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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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중 남 미
▣ CYANDI Electronics de Mexico S.A. de C.V. - Up dating
Add
Tel
Fax
Pres

: Blvd. Los Insurgentes 6101
Fracc. Guaycura Florido, Tijuana, B.C. C.P. 22576, Mexico
: (66) 25-1111
: (66) 25-1868
: 김영규

1) 제조업 2) Wire harness, Degaussing Coil, Transformer, Power cord
3) 현지법인 4) 1997 5) 2 : 150
6) US$ 2.7백만 7) US$ 4.8백만
＊국내 모기업 : 크로바전자(50%) 및 대하전기(50%) 합작투자
- 크로바전자
Add
: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4-10
Tel
: (02) 453-0488
Fax
: (02) 453-8575
Pres
: 송한준
- (주)대하전선
Add
: 서울 냉천구 시흥본동 902-12
Tel
: (02) 802-2526
Fax
: (02) 804-9890
Pres
: 하덕팔
▣ INCHANG DE MEXICO(INMEX) - 신규
Add
: Blvd. Insurgentes 6101-A, Fracc. Guaycura, Tijuana, B.C., Mexico
Tel
: (52-66) 25-7816
Fax : (52-66) 25-7841
Pres
: 황명식 (부사장)
1) 제조업 2) CRT, Socket, M-Trans
3) 현지법인 4) 1997 5) 2 : 80
6) US$ 500천 7) US$ 1.2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인창전자(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203-8
: (031) 468-8181
: (031) 468-8188
: 유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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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East de Mexico S.A. de C.V. - Up dating
Add

: Ave. Ferrocarril 8800-5 Fraccion, Las
Brisas 2da. Secc., Tijuana, B.C. Mexico
Tel
: (52-66) 86-0752
Fax : (52-66) 86-0753
Pres
: 배기풍
1) 제조업 2) 전자부품, Harness
3) 현지법인 4) 1995 5) 3 : 40 6) US$ 7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7) US$ 1백만

모기업 : (주)풍전
: 경기도 안양시 안양 7동 218-2
: (0343) 43-8944
: (0343) 43-3712
: 배기풍

▣ NORTHCOM - 신규
Add
Tel
Fax
Pres

: Ave. Corporativo 2-FVG Parque Ind.,
International Tijuana Delegacion Mesa de Otay Tijuana, B.C.
: (66) 24-1101/2
: (66) 24-1103
: 안성호 (사장)

1) 제조업(수리) 2) 카메라 수리 3) 현지법인
4) 1999 5) 0 : 50 6) US$ 50천 7) US$ 7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삼성항공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43 삼성금융 플라자 17층
: (02) 528-8301
: (02) 528-8303
: 유무성

▣ SEONG JI MEXICANA S.A. DE C.V.

- 신규

Add

: C/ Aguila Azteca 19328-E, Parque Industrial El Aguila,
Tijuana, B.C., Mexico
Tel
: (52-66) 27-5097
Fax : (52-66) 27-5098
Pres
: 강석기 (사장)
1) 무역업 2) 모니터 회로부품
3) 현지법인 4) 1997 5) 1 : 4
6) US$ 100천 7) US$ 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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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 Moon de Mexico S.A. de C.V. - Up dating
Add
Tel
Fax
Pres

:
:
:
:

Mariscal Sucre No. 75, Centro Industrial Los Olivos Tijuana, B.C.
(66) 89-0232
(66) 89-2081
이장수 (사장)

1) 제조업 2) 전자부품
3) 현지법인 (생산) 4) 1995
＊국내
Add
Tel
Fax
Pres

5) 2 : 150

6) US$ 1백만

7) US$ 6백만

합작선 : 성문전자(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1-6
: (0342) 41-2001/4
: (0342) 41-0756, 43-9380
: 신동렬

▣ VIDEOS MONITORES DE MEXICO S.A. DE C.V.

- 신규

Add

: Blvd. Los Olivos No. 25068,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Manzana 4, C.P. 22860, Tijuana, B.C., Mexico
Tel
: (52-66) 45-0300
Fax : (52-66) 45-0313
E-mail : ytc@samsung.co.kr
Pres
: 최용태 (이사)
1) 제조업 2) CRT 및 CDT용 후면유리(Funnel Glass) 가공
3) 현지법인 4) 1997 5) 3 : 168
6) US$ 15백만 7) US$ 7.8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삼성코닝(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동 472
: (031) 219-7114
: (031) 219-7777
: 박영구

* 삭제기업 *
▣ Kabool Textiles Oficina En Mexico
갑을방적 멕시코지사
City
Add
Tel
Fax
E-Mail

: Mexico D.F.
: Jaime Balmes 11 Edificio "D" 2 Piso Col. Morales Polanco
: (52-5) 557-2109
: (52-5) 557-2129
: kaboolmx@rtn.net.mx / Pres
: D. Y. Kim, 김덕용(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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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업 2) Yarn, Fabrics 3) 해외사무소
4) 1991 5) 1 : 3
7) US$ 1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갑을방적
: 서울 중구 서린동 149 갑을빌딩
: (02) 3701-7000
: (02) 3701-7100
: C. H. Park, 박창호

▣ KOHAP Oficina En Mexico
고합 멕시코사무소
City
Add
Tel
Fax
E-Mail
Pres

: Mexico City
: Paseo De La Reforma 51-901 Col, Tabacalera C.P. 06030, Mexico, D.F.
: (52-5) 546-0852/0886/0935
: (52-5) 546-0700
: kohapmex@planet.com.mx
: S. K. Park, 박성기(차장)

1) 무역업 2) 화섬원료, 원사, 필름, 원단
3) 해외사무소 4) 1992 5) 1 : 3 7) US$ 7,500백만
＊국내
Add
Tel
Fax
E-Mail
Pres

모기업 : (주)고합
: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 (02) 3702-7000
: (02) 3702-7899
: @chip.kohap.com.kr
: 장치혁

▣ Kohap De Mexico, S.A. De C.V.
고합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 Sahagun (Hidalgo주)
: Reforma 51-901 Col. Tabacalera C.P. 06030 D.F.
: (52-791) 3-4966

Fax
Pres

: (52-791) 3-4906
: S. K. Park, 박성기(차장)

※현재 회사설립은 되어있으나 공장건설중 IMF사태를 맞아 중단된 상태로 고합 멕시코
사무소장이 임시로 동법인장을 맡고 있음.
1) 제조업 2) PET 원사, 원단, 염색가공
3) 현지생산법인 4) 1996 5) 1 : 0 6) US$ 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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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E-Mail
Pres

모기업 : (주)고합
: 종로구 경운동 89-4
: (02) 3702-7000
: (02) 3702-7899
: @chip.kohap.com.kr
: 장치혁

▣ Samsung Opto-Electronics Mexicana S.A. de C.V.
삼성항공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Tijuana
: Ave. Corporativo 3-FVG Parque Ind.,
International Tijuana Delegacion Mesa de Otay Tijuana, B.C.
: (66) 24-1101/2
: (66) 24-1103
: J. H. Jun, 전종환(이사)

1) 제조업 2) 카메라 3) 현지법인 (생산)
4) 1995 5) 2 : 230 6) US$ 3,600천 7) US$ 15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주)삼성항공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43 삼성금융 플라자 17층
: (02) 528-8301
: (02) 528-8303
: 임동일

▣ Hankook Core de Mexico S.A. de C.V.
한국코아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
:
:
:

Tijuana
Paseo Cucapah #10515, Fracc. El Lago. Tijuana, B.C
(66) 27-9091/4
(66) 27-9045
S. H. Kwak, 곽성훈

1) 제조업 2) Steel Service Center (Core류)
3) 현지법인 (생산) 4) 1998 5) 7 : 37
6) US$ 3백만 7) US$ 10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한국코아(주)
: 충남 천안군 직산면 군서리 399번지
: (0417) 580-1301
: (0417) 582-4914
: 유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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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Young de Mexico S.A. de C.V.
한영산기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
:
:
:

Tijuana
Salvador Alvarado 4675 Fraccion Soler Tijuana, B.C.
(66) 80-5656
(66) 80-4481
H. Y. Lee, 이호영

1) 제조업 2) Chassis(Trailer/Container) Assy.
3) 현지법인 (생산) 4) 1992 5) 1: 140 6) US$ 300천

7) US$ 1.6백만

＊국내 모기업 : 한영산기(주) : '96. 5월 도산
▣ Yeonho de Mexico S.A. de C.V.
연호전자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
:
:
:

Mexicali
Catemaco Km 5.5 s/n A Ex-Ejido Coahuila Mexicali, B.C.
(65) 61-4153
(66) 61-4158
E. J. Choi, 최은진(부장)

1) 제조업 2) Connector Assy.
3) 현지법인 (생산) 4) 1996 5) 2 : 40 6) US$ 600천
＊국내
Add
Tel
Fax
Pres

7) US$ 2백만

모기업 : 연호전자(주)
: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5-6
: (02) 858-8880
: (02) 867-9793
: 최연학

▣ KESS Electronics Mexico S.A. de C.V.
KESS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
:
:
:

Mexicali
Catemaco 7A Ex-Ejido Cochahuila Mexicali, B.C.
(65) 61-8867
(66) 61-8908
S. K. Ryoo, 유순규

1) 제조업 2) Signal Cable, Degaussing Coil
3) 현지법인 (생산) 4) 1997 5) 1 : 40
6) US$ 550천 7) US$ 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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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KESS (Korea Electronic Support System)
: 서울 강서구 염창동 75-8
: (02) 3664-2685-8
: (02) 3663-8112
: 손희주

▣ Kopec de Mexico S.A. de C.V.
한국KDK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Mexicali
: Blvd. Benito Juarez Km 5.5 Edificio
"A" Ex-Ejido Coahuila Mexicali, B.C.
: (65) 61-6886
: (760) 61-9766
: Raymond C. H. Kim, 김철호(이사)

1) 제조업 2) AC Power Cord
3) 현지법인 (생산) 4) 1995
6) US$ 306천 7) US$ 2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5) 2 : 25

모기업 : 한국KDK(주)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0-17
: (02) 855-8881/8
: (02) 865-1050
: 이순욱

▣ CORMEX S.A. de C.V.
삼신정밀 멕시코 현지법인
City
Add
Tel
Fax
Pres

:
:
:
:
:

Tijuana
Blvd. Los Olivos Norte y Morelos, Parque Ind. El Florido Tijuana, B.C.
(66) 45-0271/2
(66) 45-0270
S. W. Kim, 김상우(과장)

1) 제조업 2) Container Parts
3) 현지법인 (생산) 4) 1993 5) 1 : 300
6) US$ 400천 7) US$ 3백만
＊국내
Add
Tel
Fax
Pres

모기업 : 삼신정밀
: 경남 울산시 중구 효문동 704-1
: (0522) 89-2522
: (0522) 89-2524
: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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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주요경제지표
구 분
인 구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백만명

99.5

100.9

102.0

103.5

104.2

105.6

%

1.5

1.4

1.3

1.5

1.4

1.3

억불

4,853

5,745

6,180

6,152

6,034

6,300

1인당 GDP

불

4,878

5,693

6,258

6,304

5,800

5,969

경제성장률

%

3.7

6.9

-0.4

0.9

1.16

4.40

물가상승률

%

12.3

8.9

4.4

5.7

4.0

5.2

임금상승률

%

14.0

10.0

5.78

5.20

2.1

2.4

실업률

%

2.5

2.2

2.5

2.7

3.3

3.7

이자율

%

21.4

15.2

7.14

7.08

6.21

6.82

수 출

억불

1,368

1,664

1,585

1,606

1,644

1,886

수 입

억불

1,421

1,744

1,682

1,686

1,698

1,971

무역수지

억불

-53

-80

-97

-80

-53

-85

경상수지

억불

-130.0

-180.7

-183.5

-185.6

-95.5

-87.1

%

2.8

3.1

3.4

3.01

1.6

1.3

외국인
직접투자

억불

115.7

132.8

247.3

253.3

136.3

166.0

외국인
간접투자

억불

339.6

-22.2

30

10.9

-11.3

26.7

총외국인투자

억불

455.3

110.6

277.3

264.26

125.0

192.7

외국인관광객

만명

2,180

2,363

-

1,002

-

-

백만불

7,223

8,296

-

8,857

-

-

외환보유고

억불

315.0

335.5

408.0

479.8

545.0

614.9

외채현황

억불

1,581

1,493

1,450

1,401

1,405

1,628

US$
=PESO

9.560

9.450

9.420

9.656

10.78

11.28

인구증가율
GDP

GDP대비

관광수입

연평균환율

* 주 : 이자율은 재무부 채권 Treasury Bill(Cetes) 28일물 기준 연평균임.
임금상승률은 제조업 분야 평균 실질임금 인상률임.
실업률은 완전실업률 기준임
* 자료원: 중앙은행, BANAMEX, 2005.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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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대외거래지표
< 멕시코의 부문별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 >
(단위 : U$백만)
부 문 별
수 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66,424

158,442.9

160,763.0

164,922

188,626

유

16,380

12,798.7

14,476.9

18,654

23,534

- 비 원 유

150,044

145,644.1

146,287.0

146,268

165,092

n/a

76,880.9

78,098.0

77,467

87,548

174,473

168,396.5

168,678.9

170,546

197,156

- 소 비 재

16,691

19,752.0

21,178.4

21,509

25,359

- 중 간 재

133,542

126,148.8

126,508.0

128,831

149,199

n/a

57,598.5

59,296.0

59,057

68,433

- 자 본 재

24,240

22,495.7

20,992.5

20,205

22,599

전체 무역수지

-8,049

-9,953.6

-7,916.0

-5,624

-8,530

(마낄라도라)

17,678

19,282.4

18,802.0

18,410

19,114

-25,727

-29,236.0

-26,718.0

-24,034

-27,644

- 원

(마낄라도라)
수 입

(마낄라도라)

(기타산업)

* 자료원: BANXICO (멕시코 중앙은행), 2005. 3월

135.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국별 수입시장 점유율
<멕시코 수입시장 - TOP 10>
(단위 : %)
순위

연도별 시장 점유율
2001

2002

2003

2004

1 미 국

67.6

63.1

60.4

56.2

2 중 국

2.4

3.7

6.7

7.3

3 일 본

4.8

5.5

4.8

5.4

4 독 일

3.6

3.6

3.8

3.6

5 캐나다

2.5

2.7

2.4

2.7

6 한 국

2.2

2.3

2.6

2.7

7 브라질

1.2

1.5

1.6

2.2

8 대 만

1.8

2.5

1.5

1.8

9 말레이지아

1.0

1.2

1.6

1.7

10 스페인

1.1

1.3

1.3

1.4

* 자료원 : 멕시코 중앙은행, 2005.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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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 품목별 수출입통계
< 주요 품목별 수출 >
(단위 : US$ 백만)
구

분

1.농업, 임산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655

3,432

3,264

3,911

4,510

607

583

564

753

834

15,424

12,059

13,511

17,350

22,174

14,904

11,670

13,122

16,833

21,236

146,438

142,104

143,160

142,708

160,581

- 식품.음료.담배

4,165

4,257

4,464

4,620

5,173

- 섬유.의류.가죽

12,511

11,168

11,023

10,443

10,649

- 목재산업

1,139

898

848

808

897

- 종이.인쇄.출판

1,349

1,282

1,273

1,283

1,418

- 석유부산물

1,166

961

1,178

1,612

1,948

310

172

178

207

351

- 화학

5,661

5,761

5,675

5,743

6,757

- 플라스틱.고무

2,625

2,336

2,512

2,767

3,154

- 비철금속

2,885

2,990

2,879

3,028

3,267

- 철강제품

2,983

2,555

2,936

3,101

4,495

- 금속제품

1,703

1,585

1,358

1,338

1,866

108,452

106,602

106,558

106,041

118,612

298

370

184

199

527

166,424

158,547

160,682

164,922

188,626

2.축산업, 양봉업,수산업
3.광업
- 원유.천연가스
4.제조업

- 석유화학

- 철제품류,기계.설비
5.기타
총

계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2005.3월
< 주요 품목별 수입 >
(단위 : US$ 백만)
구

분

1.농업, 임산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305

4,655

4,872

5,465

5,930

494

477

503

397

395

1,326

1,581

1,967

3,124

4,077

165,221

159,288

160,623

160,975

185,364

- 식품.음료.담배

5,036

5,945

6,325

7,003

8,005

- 섬유.의류.가죽

10,031

9,740

10,295

10,068

10,173

884

922

1,127

1,229

1,520

- 종이.인쇄.출판

4,579

4,400

4,563

4,677

5,104

- 석유부산물

4,645

4,343

3,274

3,450

4,587

2.축산업, 양봉업, 수산업
3.광업
4.제조업

- 목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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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

2,168

1,871

2,186

2,705

3,506

11,422

12,009

12,593

13,546

15,391

- 플라스틱.고무

9,277

8,855

9,367

10,032

10,205

- 비철금속

2,162

1,904

2,154

2,140

2,236

- 철강제품

7,652

6,787

7,163

7,446

9,968

- 금속제품

2,933

2,680

2,612

2,719

3,791

102,570

98,012

97,050

94,154

108,997

3,123

2,269

712

583

1,390

174,473

168,276

168,679

170,546

197,156

- 화학

- 철제품류,기계.설비
5.기타
총

계

*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2005. 3월

137.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규모
< 우리 나라의 대멕시코 수출 규모 >
(단위: 천불, %)
연도

금액

증가율 월별

2004년
금액

2005년(1-8월)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0

559,533

21.2

01

206,843

21.2

262,928

27.1

1991

774,560

38.4

02

436,257

24.9

519,141

19.0

1992

905,362

16.9

03

686,616

23.1

852,314

24.1

1993

997,081

10.1

04

949,584

25.6

1,134,931

19.5

1994

1,289,229

29.3

05

1,213,845

30.5

1,415,653

16.6

1995

941,147

-27

06

1,469,226

31.3

1,733,861

18.0

1996

1,191,004

26.6

07

1,722,579

27.9

2,063,833

19.8

1997

1,471,061

23.5

08

1,946,659

26.5

2,394,244

23.0

1998

1,404,889

-4.5

09

2,189,652

24.8

-

-

1999

2,016,914

43.6

10

2,479,397

22.8

-

-

2000

2,391,360

18.6

11

2,743,704

22.4

-

-

2001

2,148,902

-10.1

12

2,993,949

22.0

2002

2,230,817

3.8

-

-

-

-

-

2003

2,241,900

7.3

2004

2,993,949

22.0

2005(1-8) 2,394.233

23.0

* 자료원 : KOTIS,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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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대멕시코 수입 규모 >
(단위: 천불, %)
2004년
연도

금액

2005년(1-8월)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0

264,156

61.7

01

37,702

90.2

36,941

-2.0

1991

224,076

-15.2

02

75,237

80.4

61,320

-18.5

1992

172,223

-23.1

03

108,139

63.0

91,097

-15.8

1993

157,572

-8.5

04

152,075

52.8

125,651

-17.4

1994

228,586

45.1

05

188,579

52.0

161,476

-14.4

1995

306,761

34.2

06

224,960

53.3

195,584

-13.1

1996

408,241

33.1

07

253,933

41.3

259,445

2.2

1997

344,084

-15.7

08

284,193

41.0

294,866

3.8

1998

190,711

-44.6

09

311,845

34.6

-

-

1999

291,718

53

10

343,874

26.8

-

-

2000

377,947

29.6

11

377,149

23.2

-

-

2001

266,629

-29.4

12

411,289

23.2

-

-

2002

295,350

10.8

2003

305,972

14.4

2004

411,289

23.2

2005(1-8)

294,866

3.8

* 자료원: KOTIS,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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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 대멕시코 20대 수출품목 >
(단위 : 천불, %)
순위

2004년

품목
코드

품목명

MTI
6단위

금액

2005년(1 8월)
증가율

금액

증가율

2,993,948,862

22

2,394,244,409

23

487,016,855

255.6

578,693,145

107

1

821170

칼라TV부품

2

813690

기타컴퓨터부품

97,901,184

-14.5

124,334,947

76.9

3

812890

기타무선통신기
기부품

123,808,981

87.1

113,090,039

48.7

4

812110

휴대용전화기

181,435,684

-4.6

107,231,632

-13.8

5

214005

폴리스티렌

127,723,456

75

91,688,917

21.9

6

832110

천연색음극선관

181,970,039

57.7

91,252,820

-24.7

7

243800

유리제벌브

131,536,997

95.2

90,193,081

10.3

8

741110

세단형승용차

121,069,289

9.4

85,469,093

-6

9

836110

액정디바이스

34,237,300

104.7

71,664,758

178.9

10

813420

데이터디스플레
이장치

208,310,491

-28.4

67,896,382

-62.6

11

742000

자동차부품

40,301,252

9.3

40,310,500

64

12

832490

기타전자관부품

59,751,402

3.5

37,712,725

-4.2

13

713120

공기조절기부품

1,954,920

-19.7

31,564,198

2,147.10

14

823040

냉장고부품

27,854,844

-16

30,548,895

84.3

15

613410

용융아연도강판

22,041,040

172.9

29,803,785

155.5

16

834300

인쇄회로

23,234,982

41.9

24,756,611

56.1

17

831110

메모리반도체

47,990,387

143.8

24,510,410

-11.7

18

824100

세탁기

39,670,405

50

24,303,686

-8

19

711220

기체펌프

31,017,361

-1.5

23,958,733

16.3

20

813220

HDD

10,616,057

79

22,797,521

393.8

* 자료원 : KOTIS, 2005.9

멕시코 - 311

<KOTRA 국가정보>

< 대멕시코 20대 수입품목 >
순
품목
품목명
위
코드

2004년

총 계

금액
411,289,457

증가율
23.2

(단위 : 천불, %)
2005년(1 8월)
금액
증가율
294,866,347
3.8

1

622110

미정제동괴

38,952,639

616.8

33,486,653

32.5

2

619130

슬랩

11,120,896

-65.9

22,705,448

104.2

3

122000

소금

25,828,984

49.2

19,906,933

33.4

4

811390

기타유선전송장치

21,428,278

-2.4

16,985,824

18.9

5

831190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33,214,483

-13.3

16,203,381

-42.2

6
7
8
9
10

226200
812890
741110
228900
22110

의약품
세단형승용차
기타정밀화학원료
쇠고기

7,778,095
29,423,224
12,422,993
4,463,135
2,207,388

-48.1
57.8
20.8
16.6
3,344,427.30

12,754,731
9,634,203
8,140,483
6,738,490
5,926,892

130.8
-47.5
-0.6
103.8
618.6

11

622130

동스크랩

11,381,821

991.9

5,645,014

-35.4

12

841240

중대형직류전동기

3,310,046

-

5,417,756

852.1

13
14

22120
815400

돼지고기
자동제어기부품

913,822
2,129,291

4,798.30
61.3

5,408,461
5,224,935

2,536.90

15

831310

트랜지스터

9,851,862

-16.6

4,823,345

-36.5

16

823030

7,802,309

-9.6

4,572,233

-17.2

17

815300

3,497,735

507.4

3,791,747

108.2

18

813590

3,372,285

-22.1

3,641,227

162

19

742000

1,692,051

-63.6

3,383,115

193.7

478,497

-16.5

3,219,611

1,570.2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400리터이상)
자동제어기
기타컴퓨터
주변기기
자동차부품

20
614130 무계목강관
*자료원 : KOTIS,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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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 주요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

27,634.7

15,129.1

11,372.7

15,846.4

147,292.4

농림수산업

49.3

7.1

-7.7

15.5

331.2

광업

15.6

220.9

74.5

109.8

1,146.2

6,031.5

6,499.9

5,044.8

8,246.1

72,649.1

전기,상수도

318.9

383.5

275.0

78.4

1,364.2

건설업

101.9

209.6

61.8

87.5

1,307.6

상업

2,211.1

1,581.2

1,088.8

891.6

15,231.4

통신, 교통

2,944.6

797.8

1,683.2

1,236.7

7,772.4

금융서비스

14,413.8

4,439.1

1,967.3

4,740.6

36,144.0

기타서비스

1,548.0

990.0

1,185.0

440.2

11,346.3

총 투자금액

제조업

2001년

(단위 : 백만불)
1994-2004년 누적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외국인투자국,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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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불 /%)
국 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994-2004년 누적
금액

비중

총투자

27,634.7

15,129.1

11,372.7

15,846.4

147,292.4

100.0

북미

22,269.3

9,725.1

6,477.2

7,943.9

97,386.1

66.1

미국

21,286.9

9,552.9

6,297.1

7,609.1

92,523.7

62.8

982.4

172.2

180.1

334.8

4,862.4

3.3

4,135.4

4,299.6

4,125.0

6,365.2

35,638.4

24.2

811.1

648.3

1,639.3

5,503.8

12,452.6

8.5

2,564.2

1,196.3

537.4

233.7

11,554.0

7.8

영국

87.8

1,159.8

1,011.5

78.8

5,316.4

3.6

독일

-126.6

587.0

282.6

334.5

3,853.7

2.6

한국

44.3

30.6

34.9

13.7

656.1

0.4

중국

2.4

-1.8

6.0

11.3

67.0

0.0

인도

3.1

0.1

0.0

1.4

1,615.9

1.1

일본

179.4

156.8

121.2

166.2

3,657.3

2.5

대만

40.9

14.0

13.2

6.0

152.6

0.1

캐나다
EU
스페인
네덜란드

*자료원: 경제부 외국인투자국, 2005. 3

140.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양국간의 투자통계
1.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 현황
가. 개황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5년 7월말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직접투자 규모는 총
95건에 370,888천불로 등록되어 있음
□ 업종별 투자 동향
< 대 멕시코 업종별 투자 현황 >
업 종
농림어업

신고건수

신고금액

(단위 : 천불, 건)
투자건수

투자금액

115

513,460

95

370,888

제조업

9

2,075

7

512

건설업

77

291,432

63

188,282

도소매업

10

38,632

8

28,971

통신업

13

130,016

11

102,955

서비스업

1

49,493

1

49,493

기타

4

812

4

610

*자료원: 수출입은행, 2005. 9월 / 주: 7월말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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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사 진출 현황
ㅇ 민간기업
종합상사 : 삼성물산, (주)대우, SK상사, 효성물산
전자 :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건설· 해운업 :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한진해운
타이어 무역 :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기타 : 삼성SDS, LD Ad, 제일기획, POSCO

-

ㅇ 국영기업
KOTRA 멕시코무역관
한국수출입은행 (2003년 11월 진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3년 10월 진출)

-

2.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 현황
ㅇ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 현황은 4개사 299만불 규모로 기록됨
업체명

투자자명

꼬멕

ROGELIO NICANOR
BETANCOURT

85

20021115

무역업

대한정밀
화학주식회사

SOLVAY QUIMICA Y
MINERA S.A.

2,756

19990824

기초무기
화합물제조 등

동방기린

ZHANG LU LING YUN

100

20010420

무역업

멕시칸세렉타
씨푸드㈜

INDUSTRIALS PESQUEROS
EXPORTADORES DE GUAYMAS.

57

19970324

신고금액(천$)

신고일

수산물.조미.향신
및조미식품도매 등

자료원: KOTRA 2005.3월

141. 물가금융지표
지 표

지수(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소비자물가지수

INPC

97.354

102.904

106,996

112,318

도매물가지수

INPM(1994=100)

327.82

358.09

381.76

-

물가상승률

%

4.4

5.7

3.98

5.19

통화량

백만페소

182,496.1

211,964.6

246,791.3

294,824.9

통화증가율

%

12.83

16.14

16.43

19.46

주가지수

IPC

6,372.28

6,127.06

8,795.28

12,917.88

연평균환율

$페소/US$

9.42

9.66

10.78

11.28

금 리

CETES 28일물(%)

7.14

7.08

6.24

6.82

* 자료원 : 중앙은행,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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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노동통계
< 일반 노동관련 통계 >
구 분

1999년

실업률 (%)
최저임금(peso/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5

2.2

2.4

2.7

3.3

3.2

31.91

35.12

37.57

39.74

41.53

43.40

*자료원: 멕시코 노동부, 2005.3월
< 제조업 노동관련 통계 >
구 분
고용인 (천명)
평균임금(peso/일)
주간평균노동시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457

1,478

1,413

1,344

1,288

1,264

115.80

135.08

152.04

156.88

173.99

173.38

45.9

46.0

45.9

45.8

45.7

46.0

*자료원: 멕시코 노동부, 2005.3월

143.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 경제부 >
동 부처는 경제전반은 물론 외국인투자제도 전반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현황파악과 투자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수출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도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음.
-

Insurgentes Sur 1940, Piso 8, Col Florida, 01030 MexicoDF
Tel:(52-55)229-6163
Internet; http://www.economia.gob.mx

< 외국계 투자컨설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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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명

SAI Derecho y Economia, S.A.

주 소

Edificio Plaza Reforma, Prolongacion Paseo de la
Reforma No.600-103, CP.01210, Mexico, D.F.

전 화

(52-55)259-6618

팩 스

(52-55)259-3928

Web-site
Contact Person

성 명

전 화
E-mail

Mr. Juan Pablo 부 서
Martinez Velazco (직 위)
(52-55)259-6618

팩 스

jmv@sai.com.mx

이력사항
한국기업컨설팅경험

특기사항

o 설립년도 : 1995년
o 컨설팅 비용 : 시간당 U$ 43.75-350불
특기사항 : 플라스틱 산업 및 가전제품 분야 투자 컨설팅에
강점, 전직 멕시코 장관이 대표로 있는 컨설팅 회사이며,
멕시코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

회사개요

회사명

Instituto Politecnico Nacional, Escuela Superior
de Economia

주 소

Plan de Agua Prieta No.66, Col. Plutarco Elias
Calles, CP.11340, Mexico, D.F.

전 화

(52-55)729-6300
팩 스
ext.62074 / 62075

(52-5)341-5749

Web-site
Contact Person

성 명

Mr. Ricardo Acosta 부 서
Reyes
(직 위)

전 화
E-mail

팩 스
racostar@ipn.mx

이력사항
한국기업컨설팅
경험

없음. 그러나 Bimbo, S.A. 및 Grupo Modelo 등 멕시코 대기업과
지방정부 등에 대한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음

특기사항

설립년도 : 1989년
o 컨설팅 비용 : 컨설팅 사안에 따라 결정
o 특기사항 : 동사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컨설팅
비용이 저렴하며 공신력이 있다는 강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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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명

Instituto Tecnologico Autonomo de Mexico (ITAM)

주 소

Av. Santa Teresa 930 Mexico D.F. C.P 10700

전 화

(52-5)628-4000
ext.2752

팩 스

(52-5)652-6284

Web-site
Contact Person

성 명

Mr. Efrain
Palacios

Gala 부 서
(직 위)

전 화
E-mail

팩 스
jegala@itam.mx

이력사항
한국기업컨설팅
경험

없음. 20개의 국제 투자프로젝트 컨설팅 경험

특기사항

o 설립년도 : 1994년
o 컨설팅 비용 : 프로젝트 단위일 경우 합의로 결정, 시간
단위일 경우 U$ 120불 + 부가세 (15%)
o 특기사항 : 동사 역시 교육기관인 관계로 컨설팅을
전문교수진이 담당

회사개요

회사명

Edgar Fosado Morua

주 소

Anemonas No.3, Col. Santa Monica, CP.054050,
Tlalnepantla, EDOMEX., MEXICO

전 화

(52-55)310-0112
56410140

팩 스

(52-5)397-9519
56410140

Web-site
Contact Person

성 명

전 화
E-mail

Mr. Edgar Fosado 부 서
Morua
(직 위)
팩 스
efosado@prodigy.net.mx
jgrurrut@prodigy.net.mx

이력사항
한국기업컨설팅
경험

없음. 미국의 SIS Internacional사 프로젝트 컨설팅 경험

특기사항

o 설립년도 : 1994년
o 컨설팅 비용 : 시간당 U$ 90-120
o 특기사항 :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컨설팅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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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유치기관>

기관명

Mexican Bank for Foreign Trade(BANCOMEXT)

주 소

Perifeico Sur No. 4333, Col. Jardines en la Monta?, 14210 Mexico, D.F.,
Mexico

전 화

52-55)
54-49-90-00

Web-site

www.bancomext.com

E-mail

cbello@bancomext.gob.mx

기관개요

멕시코 대외무역은행-수출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하는 국영은행

팩 스

52-55) 54-4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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