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페루(Repblica del Per)

면적

1,285,215.6 ㎢ (자료원 : 페루 통계청, 2019 기준)

수도

리마(Lima)

인구

32,162,184 명 (자료원 : 페루 통계청, 2018 기준)

민족(인종)

인디오 45%, 메스티조 37%, 백인 15%, 흑인, 일본 및 중국계 3%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교(90.5%), 기독교(6.5%), 기타(3.0%)

기후

국가원수

ㅇ 바다 인근 지대 (Costa) : 리마를 포함하며, 온난한 사막성 기후
ㅇ 산악 지대 (Sierra) : 안데스 산맥을 포함하며, 춥고 만년설이 지속되는 한랭 기후
ㅇ 아마존 정글 지대 (Selva) : 아마존을 포함하며, 무덥고 비가 오는 열대성 기후
ㅇ 마르틴 비스카라 (Martin Vizcarra)
- 취임일: 2018년 3월 23일
- 임기 5년(재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3-04-01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FTA(한-페루 자유무역협정)

2011-03-21

2010년 8월 30일에 한
국-페루 자유무역협정 협
상이 완료되어 2011년
11월 가서명을 거쳐
2011년 3월 21일 정식
체결되었으며, '11년
8월 1일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통상협정

1976-01-01

사증면제협정

1982-01-0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84-01-01

문화협정

1988-01-01

투자보장협정

1993-01-01

남극협력협정

1996-01-01

어업협정

1996-09-01

가서명

항공협정

2011-11-01

가서명

범죄인인도조약

2003-12-01

관광협정

2003-01-29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2013-04-03

이중과세방지협약

2014-03-03
<자료원 : 주 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교민 수
1,000 명 (자료원 : 재페루 한인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비고

정치
2013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양국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1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관계 또한
두터워지고 있다. 취임 후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방한을 하는 등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온 우말라
(Humala) 대통령은 2016년 임기를 마쳤다.

한편, ‘16년 6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를 근소한 표 차이로 누른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당선인이 2016년 7월 28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국토 균형 발전, 광산 및 인프라 분야 외국인 투자 활성화, 시민 치안 상황
개선 등 국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극심한 여소야대(국회 총 130석 중 18석 대 73석) 정국으로 인
한 정책추진 난항과 2017년 말 터진 부패 연루 스캔들로 인해 국회의 대통령직 1차 직무정지 투표(무산)에 이은 2차 직무정지 투표를 거
치며 정치적 타격을 입고 2018년 3월 21일 하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Martin Vizcarra 제1 부통령이 3월 23일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4월 3일 첫 내각을 선보이며 2021년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1년 7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페루는 공식 외교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 중남미 국가 중 하나이다. 오얀타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표적
인 중남미의 친한(親韓) 인사로 2012년 5월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정무, 경제, 과학기술, 방산 분야 등의 협력과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
자 관계 격상에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 대 정부간 계약 형태로 KT-1P 훈련기, 스마트 순찰차 등을 구매하며 양국 통상에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2013년 4월, 한-페루 수교 50주년 기념을 맞이해 페루를 방문한 강창희 국회의장이 양국 우호 관계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페루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페루를 방문하여 우말라 대통
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평가, 경제통상 협력 확대방안, 지역국제무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페루 우호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짧은 임기를 거쳐 대통령직에 오른 비스카라 대통령이 국가 관심 사업으로 공표한 쿠스코 친체로 국제공항 PMO 사
업 역시 우리나라가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로 따내며 양국 간의 통상은 단순 물품의 교류를 넘어 서비스와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
한국은 전통적으로 페루로부터 아연, 구리, 수산물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며,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의 일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한다.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추이에 따라 대(對)페루 수입량이 유동적이며 지난 수년 간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추세이
다. 2010년 8월 30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완료되어 2011년 11월 가서명을 거쳐 2011년 3월 21일 정식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일 발효되어 양국 간의 통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페루 FTA 발효 이전인 2010년 대비 2018년 한국의 對페루 수출 및 수입액
은 각각 1.4억 달러(15%) 감소, 14.4억 달러(239%) 증가하는 등 전체 통상 규모는 크게 확대(65.6%)되었으나 우리 수출 비중은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對)페루 무역수지는 2015년 8,200만 달러 규모의 흑자 기록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적자 약 16.8억불을 기록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10여년 간 지속적인 성장으로 중산층의 구매력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소비자들의 저가품 선호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제품 중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국 원산지 제품보다는 상당히 저렴
한 중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원산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도 지난 수년 간 2~3위 점유
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 원산지 비중은 브랜드 별로 50~70% 수준으로 그 비중이 근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다각화로 페루산 천연가스, 구리, 납, 아연 등 주요 광물의 수입이 늘어나며 무역 역조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데, 이들 원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재나 중간재로 가공되어 세계 주요 국가로 수출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
중남미 전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페루도 예외가 아니다. 2012년 JYJ 공연을 필두로 MBLAQ, 빅뱅, 김현중, 슈퍼주니어, 유키스 등
한류 스타들이 꾸준히 페루를 찾아 공연과 팬미팅 등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페루의 K-Pop 팬층을 넓혀왔다. 2013년 5월에는 한-페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는 날로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K-Pop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 주최 혹는 지원 K-Pop 행사, 사진전, 한국 영화제 등에 주재국 청소년들이
날로 호응하고 있으며, 이에 화답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페루 방문 당시 페루 내 K-Pop 동아리 회원들을 찾아 격려와 응원의 마
음을 전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 대중가요 인기 확산의 배경에는 Youtube 등 각종 SNS, 그리고 TV 공중파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
근하게 다가간 한국 드라마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페루 역시 지난 2012년 전세계를 강타한 강남스타일 열풍 속에서 한국 대중음악에 익숙해졌으나 주류로서의 트렌드 리더보다는 단발성
히트 성격이 짙었다면, 2NE1, 빅뱅에 이어 근래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며 주류 대중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그
룹의 세대교체가 페루에서도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K-Pop이 현지 라디오에서도 하루에 수십 차례 전파를
타며 현지 청소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보는 것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한편, 페루 국민들은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접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이민사가 160년
이 넘는 중화권 음식(chifa)은 페루 전통요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페루 국민들의 음식에 대한 개방적인 성향
은 한-페루 양국이 음식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문화 교류에 있어서 한국 음식의 고유의 맛과
멋을 더 널리 알리고, 양국의 문화 관심사가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
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게)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2014

2015

2016

2017

2018

2.35

3.25

3.88

-

-

202.22

191.6

194.54

214.25

228.94

1인당 GDP
(PPP, $)

12,180.09

12,579.63

13,088.73

13,521.4

14,252.42

정부부채
(% of GDP)

20.65

24.03

24.46

25.43

26.39

물가상승률
(%)

3.25

3.55

3.59

2.8

1.4

실업률
(%)

5.94

6.49

6.74

6.88

6.91

수출액
(백만$)

39,532.68

34,414.35

37,019.78

44,896.89

49,066.47

수입액
(백만$)

43,058.82

-

-

-

-

무역수지
(백만$)

-3,526.14

34,414.35

37,019.78

44,896.89

49,066.47

외환 보유고
(백만$)

61,241.8

60,467.19

60,576.12

62,429.47

58,958.62

3.5

3.75

4.25

-

-

2.84

3.18

3.38

3.26

3.29

명목GDP
(십억$)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2019년 Martin Vizcarra 대통령 임기 1주년을 맞이하며 정착기에 들어섰으나, 지속되는 내수 시장 침체와 광산 부문을 제외한 경제 부문
성장률 저조로 취임 연도인 2018년의 63%의 지지율에 비해 2019년 상반기 지지율이 54%에 그쳤다.

또한, 지난 10년 가까이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된 페루는 상대적으로 빈부 격차 심화와 광산 개발로 인한 오염 등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여성취약계층부로 개편하여 역할을 확대하는 등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에도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경제부는 인플레이션 안정화 및 대외 부채 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을 이룩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Vizcarra 정권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청의 역할 확대와 공공 투자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인프라 및 프로젝트 시장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PPP 형태로 진행할 것을 공언하였다.

페루 중앙 은행은 페루 국내 경제 둔화 및 세계 경제 침체를 고려해 연간 인플레이션율 유지 목표 3%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유
연한 통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페루중앙은행의 2019년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1~3% 수준으로, 중남미 경제 추세상 낮은 축의 수
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전망
2019년은 세계 경제 악화로 중남미 지역 전체에 투자 및 수출 감소 등의 악조건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구리, 석유 등 원재료 가격 하락,
역내 무역 긴장감 및 공공부문 투자 감소로 초기 예상치였던 4.0% 보다는 0.3%p 낮은 3.7%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2019년 상반
기 IMF 세계 경제전망).

2020년은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3.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및 공공부문 투자가 부활하면 개선될 것으
로 전망된다(IPE, 페루 경제 학회).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Ⅱ.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042,587,498

2

미국

6,253,909,804

3

스위스

2,662,119,478

4

캐나다

2,566,308,995

5

브라질

1,595,283,550

6

일본

1,583,983,779

7

칠레

1,543,479,819

8

스페인

1,364,086,637

9

콜롬비아

1,230,350,133

10

독일

1,229,481,936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391,350,156

2

미국

5,078,842,999

3

스위스

2,677,079,598

4

캐나다

2,408,744,743

5

일본

1,117,359,762

6

스페인

1,091,989,012

7

대한민국

1,087,215,269

8

칠레

1,076,606,128

9

브라질

1,072,571,997

10

독일

926,884,02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492,299,517

2

미국

6,325,659,186

3

스위스

2,571,284,975

4

캐나다

1,685,251,460

5

대한민국

1,394,414,837

6

일본

1,264,692,033

7

스페인

1,221,094,236

8

브라질

1,204,534,684

9

칠레

1,011,872,284

10

네덜란드

998,820,42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

미국

6,940,065,939

3

스위스

2,349,378,571

4

대한민국

2,136,855,660

5

인도

1,964,211,503

6

일본

1,880,077,516

7

스페인

1,852,095,364

8

브라질

1,591,478,923

9

캐나다

1,202,168,098

10

네덜란드

1,080,802,134

11,626,233,19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1

중화인민공화국

금액($)
13,237,915,834

2

미국

8,028,119,811

3

인도

2,485,763,233

4

대한민국

2,468,651,006

5

일본

2,179,281,965

6

스위스

2,090,123,034

7

스페인

1,809,653,414

8

브라질

1,723,788,617

9

네덜란드

1,389,412,535

10

칠레

1,234,918,319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914,607,839

2

미국

8,799,923,165

3

브라질

1,994,461,379

4

멕시코

1,924,528,039

5

에콰도르

1,775,921,068

6

독일

1,476,971,321

7

대한민국

1,381,393,475

8

칠레

1,279,143,920

9

아르헨티나

1,250,619,161

10

콜롬비아

1,243,530,238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657,804,475

2

미국

7,851,171,487

3

브라질

1,931,509,059

4

멕시코

1,725,472,284

5

콜롬비아

1,292,226,538

6

대한민국

1,287,167,196

7

칠레

1,210,363,442

8

독일

1,108,123,250

9

일본

1,068,494,361

10

에콰도르

975,807,597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226,210,065

2

미국

7,101,128,023

3

브라질

2,127,877,007

4

멕시코

1,675,550,177

5

대한민국

1,289,639,193

6

콜롬비아

1,178,110,679

7

칠레

1,152,658,804

8

독일

1,119,704,623

9

에콰도르

1,100,314,295

10

일본

1,033,372,83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861,238,292

2

미국

8,070,121,023

3

브라질

2,452,727,516

4

멕시코

1,773,962,894

5

에콰도르

1,569,426,539

6

콜롬비아

1,482,456,981

7

칠레

1,200,673,995

8

아르헨티나

1,170,638,447

9

독일

1,061,756,389

10

스페인

1,053,771,92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

미국

9,241,046,167

3

브라질

2,424,461,286

4

멕시코

1,960,612,652

5

에콰도르

1,923,848,630

6

콜롬비아

1,594,716,628

7

칠레

1,435,203,884

8

아르헨티나

1,231,885,198

9

독일

1,108,551,222

10

일본

1,060,351,094

10,059,771,50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300

동광과 그 정광

6,913,471,988

2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5,740,295,951

3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860,929,273

4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712,265,203

5

271019

기타

1,577,505,246

6

230120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

1,359,566,751

7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1,164,248,244

8

260700

연광과 그 정광

1,024,406,986

9

271111

천연가스

786,361,997

10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747,838,053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300

동광과 그 정광

6,599,738,215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880,771,221

3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503,351,510

4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1,202,770,022

5

230120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
척추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1,188,725,280

6

260700

연광과 그 정광

1,093,892,706

7

271019

기타

892,768,194

8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879,062,390

9

080610

신선한 것

708,689,098

10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608,760,849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300

동광과 그 정광

8,730,364,577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612,682,134

3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378,181,914

4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1,196,652,417

5

260700

연광과 그 정광

1,167,690,303

6

230120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
척추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1,014,053,225

7

271019

기타

924,113,597

8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789,711,772

9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761,021,834

10

080610

신선한 것

659,717,50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1

260300

품목명
동광과 그 정광

금액($)
11,998,806,464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096,460,551

3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2,021,461,356

4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773,981,634

5

271019

기타

1,492,625,652

6

230120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
척추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1,474,858,065

7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144,981,115

8

260700

연광과 그 정광

1,068,701,935

9

271111

천연가스

772,163,502

10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708,821,61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300

동광과 그 정광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057,395,155

3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2,180,550,078

4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840,446,232

5

271019

기타

1,825,662,055

6

230120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
척추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1,585,742,543

7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196,911,253

8

271111

천연가스

1,041,806,474

9

260700

연광과 그 정광

1,032,714,726

10

080610

신선한 것

12,997,644,788

819,750,446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3,017,554,057

2

271019

기타

2,372,124,647

3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26,288,85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60,874,974

5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563,378,063

6

100199

기타

550,661,986

7

100590

기타

549,864,719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98,399,367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
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016,975

10

852872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456,345,919

4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775,014,58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20,696,104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17,687,244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871,188,978

5

100590

기타

557,656,670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
인것

472,672,376

7

100199

기타

467,687,096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
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434,044,806

9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430,488,839

10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80,733,012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1

271019

품목명
기타

금액($)
1,713,033,057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32,527,344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26,429,172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852,015,204

5

100590

기타

589,413,489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
인것

461,062,471

7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456,564,673

8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427,753,393

9

100199

기타

387,358,869

10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375,120,71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70,827,064

2

271019

기타

2,116,024,601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96,570,026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918,887,149

5

100590

기타

636,121,381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
인것

564,640,116

7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564,051,788

8

100199

기타

480,353,251

9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454,143,024

10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33,162,91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1

270900

품목명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금액($)
2,866,437,053

2

271019

기타

2,311,337,305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61,897,466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
인것

799,716,796

5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724,429,822

6

100590

기타

698,137,803

7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
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
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
(waste oil)은 제외한다]

668,259,763

8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530,364,706

9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510,543,323

10

100199

기타

490,426,524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5

1,217

1,136

81

2016

1,155

1,294

-139

2017

914

2,133

-1,219

2018

803

2,474

-1,671

2019

390

1,153

-76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1

7411

승용차

2

7412

3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81

0

180

화물자동차

67

0

67

2262

의약품

26

0

26

4

1332

경유

0

0

0

5

2140

합성수지

96

0

95

6

7251

건설중장비

29

0

29

7

7420

자동차부품

35

0

35

8

1333

제트유및등유

53

0

52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3

0

32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9

0

3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6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67

0

67

2

7412

화물자동차

32

0

32

3

2262

의약품

30

0

30

4

1332

경유

26

0

26

5

2140

합성수지

25

0

25

6

7251

건설중장비

18

0

18

7

7420

자동차부품

17

0

17

8

1333

제트유및등유

17

0

17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4

0

14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2

0

1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40

천연가스

0

498

-499

2

1130

동광

0

573

-574

3

1160

아연광

0

458

-459

4

1190

기타금속광물

0

405

-406

5

0116

과실류

0

119

-120

6

0469

기타수산가공품

0

117

-117

7

1310

원유

0

0

0

8

1334

나프타

0

61

-62

9

0431

오징어

0

37

-38

10

1112

은

0

56

-5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6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40

천연가스

0

289

-289

2

1130

동광

0

190

-190

3

1160

아연광

0

185

-185

4

1190

기타금속광물

0

167

-167

5

0116

과실류

0

56

-56

6

0469

기타수산가공품

0

53

-53

7

1310

원유

0

39

-39

8

1334

나프타

0

38

-38

9

0431

오징어

0

36

-36

10

1112

은

0

22

-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2011-03-21

2011-08-01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CAN)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창설
협정

1969-05-26

1969-05-26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세계무역기구(WTO)

1995-01-01

1995-01-01

경제보완협정(ACE)

쿠바

2001-03-09

2001-03-09

경제보완협정(ACE)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일부
국가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
라과이)

2006-02-06

2006-02-06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2009-02-01

2009-02-01

자유무역협정(FTA)

칠레

2009-03-01

2009-03-01

자유무역협정(FTA)

싱가포르

2009-08-01

2009-08-01

자유무역협정(FTA)

캐나다

2009-08-01

2009-08-01

자유무역협정(FTA)

중국

2010-03-01

2010-03-01

자유무역협정(FTA)

태국

2011-12-31

2011-12-31

통상협정(Acuerdo de
Integracion Comercial)

멕시코

2011-04-06

2012-02-01

자유무역협정(FTA)

일본

2011-05-31

2012-03-01

자유무역협정(FTA)

파나마

2011-05-26

2012-03-09

자유무역협정(FT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
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2012-06-01

2012-06-01

자유무역협정(FTA)

유럽연합(EU)

2012-06-26

2013-03-01

자유무역협정(FTA)

코스타리카

2011-05-26

2013-06-01

부분적 무역협정

베네수엘라

2012-01-07

2013-08-01

무역자유화를 위한 경제 블록
결성

Alizanza del Pacifico 태평양
동맹

2012-06-01

2016-07-01

자유무역협정(FTA)

온두라스

2011-12-06

2017-01-01

자유무역협정(FTA)

과테말라

2011-12-06

<자료원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비고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 개발 어젠다

- 2001년 11월 협상 시작

자유무역협정(FTA)

엘살바도르

- 2010년 11월 8일 협상 시작

복수국 간 서비스 무역협정

TISA

- 2013년 6월 협상 시작

자유무역협정(FTA)

터키

- 2013년 10월 21일 협상 시작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 2016년 2월 6일 가입 서명
- 발효 진행 중

경제통상확대협정

브라질

- 2016년 4월 29일 체결
- 발효 진행 중

무역협정

인도

- 2017년 1월 18일 협상 시작

자유무역협정(FTA)

호주

- 2017년 3월 24일 협상 시작
- 2018년 2월 12일 타결

환태평양

CPTTP

- 2017년 5월 21일 협상 시작

비고

<자료원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ㅇ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ㅇ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ㅇ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ㅇ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 및 화학 원료
ㅇ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ㅇ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세화류
ㅇ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ㅇ 5년 이상 수령의 중고 자동차로 8만km 이상 주행거리(2019년 경우, 2015년 이전 생산차량 수입금지)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표준 승인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
정 기준을 국제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001’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
(Callao)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해 이에 준하는 수출입 인증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1) 강제인증

ㅇ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준해 보건국(DIGESA)가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gico de la Produccin) 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시 해당 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전선

수산물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gico de la Produccin), 화학약품의 경우 생산부(PRODUCE), 오존품목은 오존기술사무
소(Oficina Técnica de Ozono), 배터리품목은 규제국(Direccin de Regulacin)에서 각각 인증을 담당하며 2001년 1월부터 실행했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고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630.69누에보 솔(한화 약 27만 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ㅇ SENASA 인증

생산부 소속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 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
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º053-85(1985년)과 Nº0026-95(1995년) 제정된 두 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됐다.

동생물 검역 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 유입을 차
단하기 위해 Nº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
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모든 관련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에서 발급한 SENA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43.20누에보 솔(한화 약 1만 9,000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
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ㅇ 보건부 인증

보건부(DIGEMID) 인증은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가 제정됐으며, 위험요소가 존
재하는 장난감, 문구용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N°28376이 제정됐다. 모든 관련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과
DIGE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 담당기관은 의약품관리국(DIGEMID)과 보건국(DIGESA)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이 소요된다. 비용은 370 누에보 솔
이며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관련 제품 한국에서 수입 시, 현지 수입 기업은 정부에 의해 공인
된 약사를 통해 한국기업 제품의 위생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15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페루 방문 당시 페루 정부가 한국을 위생 수준 상위국 리스트에 포함시켜 의약품 등록이 용이해졌으며,
2017년 6월 우리나라 약전이 등록되어 우리 의약품을 등록하는데 타 국가 약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다수의 강제인증 및 임의인증 제도가 있다.

TBT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
규정 포털 및 규정들(El portal de Reglamentos Técnicos Peruanos)을 제정했으며, 포털을 통해 페루 기술 규정 사항들을 공개하고 있
다.
- 사이트 주소: http://www.mincetur.gob.pe/newweb/Default.aspx?tabid=3135
이와 별도로 비관세장벽의 일환으로 수입쿼터와 반덤핑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쿼터의 경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

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세관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 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
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 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
계 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 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
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 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n de los Pa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초하여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페루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관세 인하를 시행해 왔는데, 1988년 70%에 달했던 명목 관세율이 1990년 후지모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26%로 격감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맺으며 지난 수년간 2.2%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효 관세율은 2018년 1.9%에 이어
1.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법령 238-2011-EF를 통해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였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페루 관세청(SUNAT)의 홈페이지(www.sunat.gob.pe)에 접속하여 항목 Aranceles → Tratamiento Arancelario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HS 코드를 입력 시 페루 수입관세율 및 HS 코드별 법규 또는 규제 및 국가별 관세율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개요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 페루 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포,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
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SIGAD이라 불리는 통관 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
관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향상 등이 가능해졌다.

2)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ㅇ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ㅇ 참고 2: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
의 30%

ㅇ 지방 세관: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ㅇ TACNA 세관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
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이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별 세
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
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
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간의 검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금 09:00~12:30, 14:00~16:00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
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
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
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ㅇ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3,000.00 (910달러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ㅇ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 기도 금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ㅇ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ㅇ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 FOB 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
되기도 한다.

3)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
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
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 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
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 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
란에 목적지(Destinaci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
을 선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
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 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 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
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수입신고서(Declaracin Unica de Importacin)
ㅇ 선적 증명서(Conocimiento de Embarque)
ㅇ 상업 송장(Factura Comercial)
ㅇ 검사 및 감독 증명서(Certificado de Inspeccin o Supervisin)
ㅇ 원산지 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
ㅇ 보험 증권(Pliza de Seguro)
ㅇ 세금 납부 영수증(Recibo de Pago de Impuestos)
ㅇ 검역 증명서(Certificado de Inspeccin)
ㅇ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Neptuni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v. Argentina 2085 Callao, Lima
(511) 611-1160
ventas@neptunia.com.pe
http://www.neptunia.com.pe

ㅇ Moving systems S.A.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139, Guillermo Dansey Ave. Lima 1 Lima
(511) 336-8242
carmen.cautter@movisystems.com

ㅇ SHOHIN S.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v. Elmer faucet 3517 Callao, Lima
(511) 612-3900
atencionalcliente@shohin.com.pe
http://www.shohin.com.pe

ㅇ Litoral pacifico S.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Av. de los patriotas,470 San miguel, Lima
(511) 578-2516/578-1155
elitoralpacifico@infonegocio.net.pe
<자료원 : KOTRA 리마 무역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민간투자진흥법(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n Privada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자유 시장 경제에 근거하여 정부의 참여 및 규제 최소화,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와 간소화된
행정 절차 등을 규약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 경쟁을 감시, 독려하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으며, 어떠한 법과 규정도 독점을 장려, 보장할 수 없
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Ley de Promocin de la Inversi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 있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규모, 기간, 업종 등의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 계약의 자유 :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는 페루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내용과 조항을 작성할 수 있다.
- 사유재산 존중 원칙 : 사유재산은 침해될 수 없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분쟁 관련 중재 신청의 자유 :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내국인과 페루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 차별 없이 중재신청 및 절차
에 들어갈 수 있다.
- 국내외 시장에서 물품 판매의 자유 : 용역과 재화의 생산 및 이들 품목의 국제 통상은 자유로우며 외국인 역시 이러한 자유를 누릴 권
리를 가진다.
- 최적 환율 적용의 자유 : 모든 투자자들은 외화 환전 시 시장 내의 다양한 환율에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세후 투자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의 자유 : 페루 국내 세법을 준수한 투자금 및 배당금은 페루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국외 송금할
수 있다.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ㅇ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자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ㅇ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
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ㅇ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외국인 투자에 개방 : 국경에서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기구 회원국, OECD 투자위원회 가입

3) 정부의 외자 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ㅇ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ㅇ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외국 투자가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ㅇ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ㅇ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 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 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투자인센티브
1) 페루 투자인센티브 지급내역

ㅇ 사전환급제도(Decreto Legislativo No.818과 수정법령)

- 생산이나 수출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일반 판매세(IGV,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자원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할 경우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공공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권리 양허 계약을 국가와 체결하는 기업체는 해당 프로젝트 실시
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 수입 및 구입, 건축계약 등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 법령을 통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한다.

ㅇ 농업 분야의 인센티브 대상

- 재배와 사육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임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재배, 사육된 농산물을 이용하는 자연인, 법인 사업자에 해
당되며 리마, 까야오(Callao) 행정 구역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제외된다. 또한, 밀, 담배, 기름을 짜는 씨, 식용유, 맥주는 제외한다.

ㅇ 농업 분야 조세 인센티브

- 이윤 세율은 순 이윤의 15% 적용한다. 법인은 수자원 또는 관개시설 관련 투자액의 20%를 매년 감가상각 가능하다. 그리고 생산활
동 개시 전 최대한 5년 동안 발생한 자본재, 기자재, 서비스의 구입, 건축 계약 등의 부가가치세( I.G.V.)가 미리 환급 가능하다. 인센티브
부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ㅇ 양식업 세제 특혜

- 이윤 세율은 순이윤의 15% 적용한다. 세제 혜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고용주는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노동계약 체
결 가능하다. 임시 계약의 경우 일의 특성상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이 법에서 제한하는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
간을 누적제로 계산할 수 있고, 법이 규정하는 노동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4%를 보
험료로 부담한다.

ㅇ 부동산 투자 인센티브(2015.8.21)

-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에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 촉진, 부동산 자산 수익 기금으로 지원

ㅇ 과학기술 및 기술혁신 분야 투자 세제 인센티브

- 30309호법(2015.3.)을 제정, 과학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분야에 투자하는 업체가 직접 연구를 시행할 경우 비용의 175% 공제를
인정하고 연구소나 제3기관을 통해서 할 경우 150% 공제하도록 한다.

2) 투자 인센티브 장려 계획

ㅇ 환경보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세금 감면 아닌 경제적 보상으로 투자 촉진 기대

ㅇ 환경서비스법 제정

- 페루 정부는 조림, 삼림 보존, 화석연료 사용 감축 또는 유해가스 방출 감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환경 보존 산업 투자를 장
려할 것으로 보인다. 페루 환경장관 Mr. Antonio Brack은 2009년~2021년 환경서비스정책사업을 위한 ‘환경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친
환경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환경 보존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2009년에 국무조정회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

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 페루 정부가 계획하는 인센티브는 단순한 조세 감면이 아닌 개별 기업별 구체적인 환경 오염 감축 성과에 의거한 경제적 보상 방법으
로 지급할 전망이다. 장관은 이 법안이 산림 자원 이용, 식목, 탄산가스 방출 감축과 같은 친환경 사업에 많은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취항 외항사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 유럽, 북미 관광객 유치 확대 목적

-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앞으로 새로 페루로 취항하거나 취항을 늘리는 외항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이
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 항공사 진출 장려가 목적이다. Prom-Peru(페루 수출관광진흥
청), Corpac(리마공항 관리공단), Lima Airport Partner(리마공항운영사) 3개 단체 연합은 페루로의 취항을 늘리거나 새로이 취항하는
타국 항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바, 이 인센티브를 통해 아시아, 유럽, 북미와 페루 간의 연결을 더욱 쉽게 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리마공항 관리공단은 향후 리마로 취항하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국적의 항공사에게는 이륙세와 착륙세를 면제(1주일
최소 3회 취항 필요)하고 다른 지역 항공사에게는 12개월 동안 면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이미 취항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의 취
항 횟수 확대에는 6개월 동안 면제한다는 계획을 통해 매일 페루를 오가는 항공사는 연간 50만~75만 달러의 비용 절약의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예상했다.

-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항공업체들이 페루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는 바, 페루 수출관광진흥청은 100만 달
러의 예산을 들여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앞으로 페루를 왕복하는 외국 비행기는 더욱 많
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세계 각국과 체결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 및 금지(업종)
페루는 일부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1991년 11월 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
한 기본법"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1조).

그러나 투자 분야에 따라서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ㅇ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해를 야기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ㅇ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ㅇ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ㅇ 운송업 관련 회사 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ㅇ 외국인은 국경에서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ㅇ 민간항공사의 경우 페루 국적 소지자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항공사 지분의 51%가 페루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에게 소유되어야
한다.
ㅇ 해상 운송 사업과 라디오 방송 사업 역시 페루 국적자가 운영하도록 하며 외국인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자유무역지대 ZED(Zona Especial de Desarrollo)

- 국내외 투자 촉진, 기술력 개발, 일자리 창출, 수출 증진, 지역경제 개발 등을 목표로 파이타(Paita), 일로(Ilo), 마타라니(Matarani)
지역에 CETICOS(수출·운송·산업·상업·서비스 센터)가 1996년 8월 설립되었다. 이곳은 주요 통관지대 및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
산품 및 기계 조립 또는 보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구역의 명칭은 2016년에 ZED(Zona Especial de Desarrollo)로 변경되었고 이 구역
입주 업체 대상 혜택도 기존 2022년에서 2042까지로 연장되었다.

이곳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의료 보험료는 예외)하며 파이타(Paita), 일로(Ilo), 마타라니
(Matarani) 항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관련 조세와 지방세를 2024년까지 면제한다. 또한, 외국으로 물건을 재선적하여
창출되는 이윤에 대해서는 이윤세를 면제하며 페루 영토 내의 세관을 통해 ZED로의 물품 유입 또한 가능하다.

ㅇ ZED PAITA

- 물류의 플랫폼이라고 불려지는 ZED PAITA는 Paita-Sullana, Paita-Piura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Piura 항구 및 공항 인근에 위치하
고 있으므로, 육상, 해상, 공중 교통수단으로 교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페루 북부지역의 유리마구아스(Yurimaguas), 홍콩(HongKong), 브라질의 마나우스(Manaus)지역에 무역통로를 연결하여 값싼 용선료로 교역할 수 있게끔 정책을 수립하였다. 현재 농수산물 분
야로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939.66 헥타르이며 총 16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 입주업체
· Kaipi Foods S.A.C
· Frutressa E.I.R.L
· Fresh Co S.R.L
· Serenisse Majestic E.I.R.L
·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S.A.C
· Industrial Per Descentralizado S.A.C
· El lamo Export S.A.C
· Procesos Agroinsdustriales S.A.C Comercial e Industrias Paita S.A.C
· Plsticos Agrcolas y Geomembranas S.A.C
· Produ Export S.A.C
· Auto Paita S.R.L
· Stevia One Peru Industria S.A.C
· Fabico S.A.
· Vitaline S.A.C
· Freeko Per S.A

- 연락처
· 전화번호: (51-73)511-841/511842 (내선 202)
· Fax: (51-73)511-834 (내선 210)
· 핸드폰: (51-1) 999-065-800
· E-mail: dgerman@ceticospaita.com.pe
· 홈페이지: http://www.zedpaita.com.pe/

ㅇ ZED ILO

- 페루 남부지역 모케구아(Moquegua)에 있는 경제특별구역인 Ilo 항구 및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농산품의 제조 및 수출, 보관, 중
고차 수리, 중고 중장비기계 재생, 페루 남부 광물 자원 공급 및 조달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총 163.5헥타르 면적이며 총 9개업체가 입
주되어 있다. 브라질, 볼리비아, 미국으로의 상업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입주업체

· SERVICIOS GENERALES VISION PLUS E.I.R.L.
· SWEDPE S.R.L.
· RELIPER PERU S.A.C.
· MELROSE MINES AND MINERALS DEL PERU S.A.C
· MSA DEL PERU S.A.C.
· DUNCAN INGENIERIA PERU S.A.C
· SANTANA CONTRATISTAS GENERALES E.I.R.L.1
· H.A. MOTORS S.A.C.
· FAMOL E.I.R.L.

- 연락처
· 전화번호: (51-53)495-803 (내선 4228)
· Fax: (51-53)495-900 (내선 4225)
· 핸드폰: (51-53) 953-953-525
· E-mail: info@ceticosilo.com / promocion@ceticosilo.com
· 홈페이지: http://www.zedilo.com.pe/

ㅇ ZED Matarani

- 산업화 및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페루 남쪽 Arequipa주에 위치해 있다. Matarani(Tisur)항구 인근에 위치하며 브라질과 볼리비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총 면적은 437.47핵타르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균형 성장을 추구하
여 2024년까지의 투자 및 역량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입주업체
· TALLERES DAI ICHI
· MOLINOS &CIA
·K+S
· THYSSENKRUPP
· FABRIMAC
· SANTIAGO RODRGUEZ BANDA
· EMPRESA AGRIVEN
· DIREPSUR
· JOSEFA MENDO LLUTARI
· GLOBAL ELECTRONIX XBA
· PHOENIX TECNOLOGAS AMBIENTALES
· FABRICS IMPORT
· MACROALGAS DEL SUR
· AGROQUISKAY SAC
· PLASTIL
· KLALUNIC
· ACSA DISTRIBUCIONES
· ME ELECMETAL COMERCIAL PER

- 연락처
· 전화번호: (51-54)557-161(내선 205)
· E-mail : promocion@ceticosmatarani.com
· 홈페이지: http://www.zedmatarani.com/

산업단지
ㅇ Cooperativa Agraria Cafetalera Tahuantinsuyo
위치

Pichanaki, Junin Province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51-064 347918

비고

2012년 2월 피차나키(Pichanaki)의 타우안틴수요(Tahuantinsuyo) 커피 농업조합은 Junn에 커피 수출
산업단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하여 커피 전문업체들의 수확 및 판매 과정의 개선과 다량의 높은 품질 커피
생산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2011년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량 9,000퀸틀(약 180만 달러)을 기록했고
약 12,000퀸틀(약 240만 달러)의 커피 수출을 성사시켰다.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4

2015

4,441.01

2016

8,271.63

2017

6,862.89

2018
6,769.5

6,175.07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4

2015
800.79

2016
189.08

1,155.96

2017

2018
500.07

19.16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9

2

1,450

43

100,015

2018

8

1

924

41

266,410

2019

4

1

87

12

11,61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33

98,768

제조업

2

2

240

4

47

건설업

1

0

10

0

0

도매 및 소매업

1

0

1,000

1

1,000

정보통신업

5

0

200

5

2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광업

0

0

0

37

265,541

도매 및 소매업

2

0

30

0

0

정보통신업

4

0

85

3

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809

1

79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송금횟수

투자금액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광업

0

0

0

8

11,529

제조업

3

0

42

3

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45

1

4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ㅇ 오씨아이 인터내셔널 페루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화학 원부자재

모기업명

유니드 글로벌 상사

ㅇ 한화 인터내셔널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방산물자, 석유화학제품 등 트레이딩

모기업명

(주)한화

ㅇ 플레이위드 라틴 아메리카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게임 서비스

모기업명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파트너스

송금횟수

투자금액

ㅇ 벽산파워 주식회사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프로젝트 관련 건설 및 공사업

모기업명

벽산파워 주식회사

ㅇ 고려아연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광업 및 자원개발

모기업명

고려아연

ㅇ LG전자 페루법인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가전 제품

모기업명

LG전자(주)

ㅇ SK이노베이션 페루지사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에너지, 자원개발

모기업명

SK이노베이션(주)

ㅇ 동부대우전자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 제품 가전 제품

모기업명

동부대우전자(주)

ㅇ 대원수산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선박운영, 냉동 공장 운영, 수산물 생산 및 수출

모기업명

대원수산(주)

ㅇ 삼성전자 페루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 제품 가전 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ㅇ 소프트닉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인터넷, 포털, 컨텐츠, 게임

모기업명

소프트닉스

ㅇ 포스코대우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유, 가스 탐사 및 개발 생산, 금속, 기계 무역

모기업명

포스코대우(주)

ㅇ 사비아페루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유가스개발, 생산, 탐사

모기업명

한국석유공사

ㅇ 도화엔지니어링 페루 지사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인프라

취급분야

컨설팅 및 설계, 엔지니어링

모기업명

도화엔지니어링
<자료원 : KOTRA 리마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국내 및 외국 기업의 페루 내 법인 설립 시 제한은 없으며 페루 산업 등기청(SUNARP)에 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
불가능하며, 본사 인정 범위 내에서 독립 활동이 가능하다. 본사의 유효 증명, 본사의 정관에 지사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 않다는 것
을 증명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ㅇ 본사 발행 정관
ㅇ 본사가 지사 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류
ㅇ 조합계약서 사본
ㅇ 지사 자본금
ㅇ 지사의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
ㅇ 지사 업종(해당 업종이 본사정관에 본사업종으로 등록돼 있다는 진술서)
ㅇ 페루 내 거주 예정인 최소 1명의 법적 대표자 임명장 및 위임장
ㅇ 자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는 페루법에 따른다는 진술서

지사
법인 설립과 같음.

연락사무소
법인 설립과 같음.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S.A.C.(SOCIEDAD ANONIMA CERRADA), S.A(SOCIEDAD ANONIMA), S.A.A(SOCIEDAD ANONIMA) 세 가지 형태
가 있다.

1) S.A.C.(SOCIEDAD ANONIMA CERRADA)

주주 수는 2~20명이다. 주주가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길 원할 경우 회사에게 먼저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회사 조직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로 이루어진다. 자본 출자금은 자국 화폐, 외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능하다. 또한, 자
본금은 기명주식으로 표시되며 최소 25%의 납입자본금이 요구된다.

2) S.A.A.(SOCIEDAD ANONIMA ABIERTA)

주주 수는 최소 750명이다. 회사 조직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로 구성된다. 주주 750명 중 175명 이상이 해당되는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명 주식으로 표시되고 최소 25%의 동업자 납부 참가금을 요구한다.

3) S.A.(SOCIEDAD ANONIMA)

주주 수는 최소 2명으로 최대 한도는 없다. 회사 조직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로 구성된다. 자본금의 출자금은 자국 화폐, 외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능하여, 기명주식으로 표시되며 최소 25%의 납입 자본금이 요구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로는 개인기업인 E.I.R.L.(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C.R.L.(SOCIEDAD COMERCI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E.I.R.L.(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ㅇ 운영자 1인 단독경영
ㅇ 회사조직은 경영자로 구성
ㅇ 자본금의 출자 형태는 현금, 또는 유형, 무형재산으로 가능

2) S.R.L.(SOCIEDAD COMERCI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ㅇ 구성원 수는 2~20명으로 이루어짐.
ㅇ 회사 조직은 동업자위원회와 경영진으로 구성
ㅇ 자본금은 동업자 납부 참가금의 합계로 표시되며 25% 이상 납부해야 함.

개인사업자
주식회사와 같음.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Price Waterhouse Coope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51-1) 211-6500/411-580
Av. Santo Toribio 143, piso 8, San Isidro - Lima
http://www.pwc.com/pe
humberto.salicetti@pe.pwc.com
없음.
컨설팅 업체

ㅇ KPMG - Caipo y Asociados Sociedad Civil
전화번호
주소

(51-1) 611-3000
Av. Javier Prado Oeste 203 San Isidro, Lima 27, Peru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http://www.pe.kpmg.com
agallardo@kpmg.com
없음.
컨설팅 업체

ㅇ Deloitte - Beltrn, Gris y Asociados S.C.R.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51-1) 211-8585
Calle Las Begonias 441, piso 6 - San Isidro, Lima
http://www.deloitte.com
ccheng@deloitte.com
없음.
컨설팅 업체

ㅇ Muiz, Ramirez, Perez-Taiman &Olaya S.C.R.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51-1) 611-7000
Calle Las Begonias 475, Piso 6, San Isidro, Lima
http://www.munizlaw.com
fcastro@muniz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로펌

ㅇ Estudio Delion S.R.L.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51-1) 211-2795
Av. Los Mirtos 2339, Urb. San Eugenio, Lince, Lima-Peru
lcd@estudiodelion.com.p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로펌

ㅇ Estudio Rubio Leguia Normand y Asociados S.C.R.L.
전화번호
주소

(51-1) 208-3000
Av. Dos de Mayo 1321 San Isidro, Lima - Peru

홈페이지
이메일

http://www.erubio.com.pe
gacuna@rubio.p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로펌
<자료원 : KOTRA 리마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상업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경제적 이해 관계자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인과 같은 회사의 철수 및 청산은 그 회사에 속해있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페루 법률은
이해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철수 및 청산 시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방법으로 동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2) 법인 철수 및 절차

법률상 자연인이 법인을 철수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 페루관세청(SUNAT Virtual)’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동 온라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
에 반드시 페루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철수 양식서(Formulario No.855)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양식서 제출과 함께 페루 관세청에 법
인 철수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로 등록된 자연인의 사망으로 법인을 철수할 경우 절차는 반드시 페루관세청 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당국으로부
터 발급받은 사망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동 절차는 세금 목적의 법인 상속자가 없을 경우 가능하며, 법인 상속자가 있을 경
우 상속자를 납세자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의 소멸이나 해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소멸 확인서 및 조직 재편성의 경우 관련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하며 이 모든 서류는 ‘정부기록보관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법인이 합병 및 분열된 경우 법인을 합병 또는 분열하기로 결정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병 및 분열 관련 서류 복사본을 동봉하여 페루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 법인 철수 절차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혹은 법정 대리인은 페루 관세청에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자
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과 철수양식서(Formulario No. 2135)를 제출해야 한다. 철
수 절차는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4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3)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ㅇ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노동조합 포함 기업 대상 일반적인 법령은 법인법 제26887(1997.12월부터 유효) 조에 따르며 유한회사 대
상 관련법은 법령 제21621(1976.9.부터 발효) 조에 의거한다.
ㅇ 변제 불능 기업 철수 및 청산은 부도 관련 일반법 제27809(2002년 8월부터 발효) 조를 따른다.
ㅇ 특별 경제 활동 종사 기업 포함 타 기업 철수 및 청산은 재정 및 보험 관련 일반법 제26702조(1996년 12월부터 발효) 조에 의거한다
.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3.30누에보 솔(2019년 8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7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35

국가고시 최저임금 변동 추이

비고

o 2000년 3월 410누에보 솔/월
o 2003년 9월 460누에보 솔/월
o 2006년 1월 500누에보 솔/월
o 2007년 10월 550누에보 솔/월
o 2010년 12월 580누에보 솔/월
o 2011년 2월 600누에보 솔/월
o 2011년 8월 675누에보 솔/월
o 2012년 6월 750누에보 솔/월
o 2016년 3월 850누에보 솔/월
o 2018년 3월 930누에보 솔/월
o 2019년 8월 930누에보 솔/월
* 페루 최저임금은 전 분야에 일괄 적용
<자료원 : 페루 고용노동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국내 회사의 외국인 고용자 수는 전체 직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전체 급여 지출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고용자가 특별한 기술자, 전문가, 이사 혹은 매니저급일 경우 고용주가 직전 언급된 제한 규정의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는 인력 회사를 통해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고용자와 고용주 간의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
용된 고용인 수는 회사 직접 고용인 전체의 20%를 넘을 수 없다.

근로시간
노동법 677조에 의해 고용주는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매월 고정된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1개월의 기준일자는 30일이다. 정부가 인
정하지 않는 파업은 일수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만 개인 병가, 회사에 의한 교육, 자녀 생일을 전후한 time-off, 노동조합장에 의한 합법
적인 time-off, 회사 측에 의한 time-off는 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노동법 854조에 따라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첫 2시간은 급여의 25%, 2시간을 넘는 경우
35% 이상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법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
무가 가장 일반적이며 업종에 따라 필요 시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한다.

휴가
휴가는 법정 공휴일에도 휴일을 제공하며, 만약 휴일에 근무하는 상황이 생겼으면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적용한다. 휴가는 30일 이상은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가 휴가를 보내지 못하였을 경우 자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기업가 측은 보상해야 한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휴가 보상
금은 휴가 1일당 3배의 일반 영업일 임금이다. 다만, 휴가 30일 중 15일은 고용주측이 노동자와 협의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해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가 비행, 절도, 사기, 약물남용, 폭력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시 고용주는 통상적으로 1개
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 예정인 노동자에게 통보가 곤란할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한 6영업일 이전에는 무조건 통보해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급속한 기술 개발 및 발전에 의해 의도치 않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구조 조정), 노동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해고 여부를 문의해야
하며, 노동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 의견을 노동자가 거부하여 재접수
했을 경우 노동부는 다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결정하고 동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퇴직금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년당 1개월 치 급여의 150%, 최대 12개월 치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근무 기간보상금(CTS, Compensacin por Tiempo de Servicios)은 매년 5월, 11월에 적립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의료보험(Essalud): 고용주가 급여의 9%를 부담

고용보험
고용주는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연간 급여 총액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공제하여 Social Security에 적립하고 총액의 2%는
Solidarity tax에 적립해야 한다. 연간 총액 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보너스, 각종 수당, 급식보조비 등 모두를 포함하며, 연말 인센티브
개념인 Profit sharing는 제외한다.

노동자에게 강제되는 의료연금에는 2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연간 급여총액의 10%를 공제하여 국가 의료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급여총액의 8%를 사설 의료연금에 가입하고 4%는 국민연금관리 공단(Primas de Seguro)에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고용주 측은 4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4년 급여 총액의 최소 1/4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life insurance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내용 참조

국민연금
연금 가입: 국립연금일 경우 SNP(Sistema Nacional de Pensiones), 민간 연금일 경우 SPP(Sistema Privado de Pensiones)
- SNP: 근로자가 급여의 13%를 국가에 납부
- SPP: 근로자가 급여의 10%를 사설 연금관리기관(AFP; Administradora Privada de Fondos de Pensiones)에 납부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페루의 소득세는 개인 및 기업 국적 또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페루 거주 납세자의 연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페루 국적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이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SUNAT)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세자 고유번호(RUC, Registro nico de Contribuyentes)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번호
에 근거하여 과세 및 납세절차가 이루어진다.

사업체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득에 대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계산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
해서도 부과된다. 특히 1994년부터는 배당금을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 분배에 따라 발생된 여하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 소
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페루 국내 거주 내국인의 수입은 그 수입원의 국적, 수취 화폐와 상관없이 전 세계 획득한 수입에 대해 부과하고, 비거주인은 페루에서 획
득한 수입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다만, 12개월 중 183일 이상 거주자는 거주자로 간주하여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거
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연도 개시와 함께 구분되고 납세연도 중 거주상태의 변동은 다음 납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페루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다음과 같은 국가들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면제됨에 따라 투자와 진출에 유리한
상황이다.
o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국가 : 칠레, 캐나다, 브라질, 대한민국, 포르투갈, 스위스, 멕시코 및 안데스 공동체 국가(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개인소득세
ㅇ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법인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28%를 지급하고 그 외 경비 처리된 금액의 6.8%를 냄. 뒤의 경우 직접소득이 아니므로 세무 검사의 대
상이 되지 않음.
- 2019년의 UIT 값은 4,200누에보 솔(약 1,272달러)
*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는 페루의 과세 단위
- 소득에 따라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됨.
· UIT 5 미만 8% - 소득 21,000누에보 솔
· UIT 5 이상부터 20 미만 14% - 소득 21,000~84,000누에보 솔
· UIT 20 이상부터 35 미만 17% - 소득 84,000~147,000누에보 솔
· UIT 35 이상부터 45 미만 20% - 소득 147,000~189,000누에보 솔
· UIT 45 이상 30% - 소득 189,000누에보 솔 이상
- 카지노, 슬롯머신 업소는 추가로 순소득의 12%를 더 내되, 매월 매상의 1%씩 원천 징수(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 배당금, 그 외 법인이 이익배당의 성격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4.1% 원천징수

ㅇ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외 대출 이자: 4.99%이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금 대출일 경우 현금이 국내의 은행을 통해 송금됐다는 증빙 서류
- 이자가 발생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자율을 넘어서서 연간 이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3% 추가

- 국내의 은행, 금융 회사들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이자: 1%
- 법인에서 수령한 배당금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 배당금(원천 징수)
- 이익금을 주식으로 받을 때, 재평가로 발생하는 차액, 그 외 자산 계정은 배당금이나 이익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 로열티 30%, 기술 자문 15%, 그 외의 소득 30%
- 해외의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위 설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 국내 회사가 경제 연관이 있는 해외 회사에게서 대출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이자(위 설명된 경우 예외)
- 자연인이 수령하는 급여, 연금, 배당금, 그 외 소득에 대해 30%

부가가치세
페루의 영업세는 부가가치세(IGV: 또는 일반 판매세, 다른 중남미국가에서는 IVA라고 하기도 함)로서 페루 내에서 재화 판매, 서비스 공
급 및 이용, 건축 계약, 건설 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한다.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16%이나 도시진흥세 2%가 더해져 총 18%이다.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및 수입 시 또는 건축계약서에 근거하여 지불된 부가가치세는 총 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ㅇ 조기회수제도
- 2년 이상의 기간을 국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사업개시 이전 단계에서 조기에 부가세의 회수를 요청하고 페루 정부 및 관
련 부처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

ㅇ 확정회수제도
- 투자자가 광산 양허권을 획득하였으며 생산단계가 아닌 탐사단계에서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투자자가 에너지개발법(Hydrocarbon Act)에 따라 탐사단계에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소비세
2018년도부터 페루 정부는 특별소비세(이하 ISC)를 인상하였다. 경제부는 특별소비세(이하 ISC) 인상에 대해 연료, 설탕 첨가 음료, 담배
, 술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자원 충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mL당 6g 이상의 설탕 음료는 ISC로 25%의 세금을 내며, 이 외의 음료는 이전과 같이 17% 세금을 낸다. 담배의 경우, 5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여, 개비당 0.27누에보 솔을 낸다.

자동차 화학 연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하여 연료별 선택적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디젤에 대한 세금
이 가장 높고, 가솔린의 경우, 옥탄가가 낮은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은 국세청 웹페이지 링크 http://www.sunat.gob.pe/legislacion/igv/ley/apendice.htm#acla3 를 참조할 수 있
다.

이 외에 복권, 빙고게임, 추첨, 경마 등에 부과되며, 카지노와 도박산업에도 해당된다.

순자산 특별세
페루 국내 거주 사업체는 이윤을 발생시키든 않든 간에 순자산의 0.5%(종전의 2.0%와 1.5%에서 재차 하향 조정됨)에 해당하는 순자산
특별세(종전의 최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는 모든 법인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 자 대차대조표에 따라 순자산에 대해 0.5%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아래의 업체들은 순자산 소득세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체 설립 후 1 회계연도 이내의 생산업체
- 청산 중인 업체
- 1998년 12월 12일 이전에 자본확대를 시도하는 숙박업체
- 공업식 농장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업체, 목축업체 및 임업 업체
- 합병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업합병에 의해 흡수된 업체

아마존 지역의 소득세
아마존이란 27037법에 명시된 Loreto, Madre de Dios, Ucayali, Amazonas주와 그에 부속된 지방을 지칭한다. Decreto Supremo
103-99-EF에 의해 규정된 소득세 특별법은 납세자의 주소, 등기소 등록, 그의 자산과 생산의 70%가 아마존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
한다.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3종 소득세를 10% 납부한다.

ㅇ 임산 추출, 농업, 양식, 수산, 관광
ㅇ 상기 업종에서 생산하는 1차 상품의 변형, 가공과 관련된 제조업과 그의 유통업
ㅇ 예외의 경우로 Loreto, Madre de Dios, Coronel Portillo의 Iparia, Masisea, Ucayali의 Atalaya, Purus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3종
소득세 5%를 납부함.
ㅇ 아마존 토산품 재배나 가공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소득세를 면제받음.
- 전항의 토산품은 yuca, soya, arracacha, uncucha, urena, palmito, pijuayo, aguaje, anona, caimito, carambola, cocona,
guanabano, guayabo, maran, pomarosa, taperib, tangerina, toronja, zapote, camu camu, ua de gato, achiote, caucho, pia.
ajonjol, castaa, yute, barbasco, algodn, spero, curcuma, guaran, macada mia, pimienta 등임.
ㅇ 기름 추출용 야자, 커피, 코코아의 경우 면세는 재배업자에게만 해당. 아마존 지역 가공업자는 10%의 3종 소득세를 납부
ㅇ 사회 자본과 운송업 종사자는 5%를 납부함.
ㅇ 아마존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순소득의 30% 이상을 투자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는 회사들은 3종 소득세 10%를 납부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밀림 지역 투자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세 부분에 다음 혜택을 받음. 프로그램 실행에 투자된 금액의 5%를 소득세
의 credit으로 받음.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받음. 투자를 해서 올린 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하고 남는 순소득의 20%까지 가능
ㅇ Loreto, Madre de Dios, Coronel Portillo의 Iparia, Masisea, Ucayali의 Atalaya, Purus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5%를 납부함.

국가 관광진흥 및 개발 특별세
페루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 및 관광 진흥 및 개발성장을 위한 연간 특별세를 징수해서 공공 관광 서비스 및 민간 서비스 부문에 기여하고
자 한다. 세금 징수 관리는 페루 외무부가 담당하며 관광 관련 교육, 진흥 및 개발을 위한 연간 계획 제안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 기능을
한다.

세금 징수 통보날짜 및 월별 의무 만기 일정에 따라 국가에 해당된 납세자의 세금항목이 형성된 다음 달에 PDT-Formulario N 634를 통
해서 정부의 에이전트에 의해 통보 및 징수 처리가 된다. 해당 정부부처의 에이전트가 세무당국에 신고하며, 통화 환산은 은행 및 보험의
감독제에 의해 발표된 가중 판매 평균한 환율로 처리된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페루의 중심 외환관리기관은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 BCR)이다. 원칙적으로 환율제도는 외화의 수급에 의한 자유 외환시
장 환율 결정 기능을 골자로 하고 환율의 과다한 등락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변동환율제(Floating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외환시장 자유경쟁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며 꾸준히 높은 발전을 이룩해 온 페루는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과 광산 및 신흥 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며 높은 국가신용도(2019년 6월 기준 BBB+, A3)를 바탕으로 지난 수년 간 달러 당 3.3누에보 솔 대를 유지하고 있
다.

외환 규제
중앙은행은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자유화하고 있어 국내 거주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외화예금 구좌 개설 허용, 내국인의 외화 송
금 및 해외반출의 용도제한과 금액 한도 폐지, 중앙은행허가제에서 일반 외환 업무 취급은행으로의 외화 송금 업무 허가권 이양,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과실 송금의 100% 허용 등을 단행하였다.

외국인 주식 소유자 및 투자자의 배당소득의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시장환율에 의해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5%의 주
식배당세가 부과된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 위원회(CONITE)에 등록된 경우 로열티 및 수수료의 지급이 허용되며, 로열티 지불액에 대해서
는 28%의 로열티세를 원천 징수한다.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도입차관의 원리금 상환에는 제약이 없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중환율로 이
루어진다.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 시에도 위원회(Committee)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투자인 경우 별다른 규제없이 허가해주고 있다.

페루는 다수의 중남미 여타 국가와는 달리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내외국인 모두 높은 자유도로 환전 및 송금 등 외
환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상당수의 식당과 슈퍼 등에서는 달러화로 지불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편하게 활용하기도 하지만, 환율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권장하
지는 않는다.
환전은 번화가와 교통 요지 등에서 환전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환율은 좋은 편이지만 관광객들은 위폐나 속임수를 당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은행 등 공식 환전소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페루 내 사회경제층(NSE)은 소득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 계층으로 나뉜다. 구매력이 높은 소득분위 A, B 계층은 가격보다는 브랜드, 품
질을 중시하며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소득분위 C, D, E의 경우 가격 위주의 소비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국가 GDP의 50% 가량이 리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과의 빈부격차가 심하며, 총인구 3,182만 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5만 명이 리마와 카야오 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잇따른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IT, 부동산 분야 등 사회 제반 분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고품질 및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페루 정부는 NSE(사회소득계층, Nivel Socio-Economico)를 조사하여 국가 통계에 반영하고 소비인구와 그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 페루
에서 사회소득계층은 A~E(A가 고소득층)로 나뉘며, 2018년 조사 가운데 리마 수도권 자료에 따르면 272만 여 가구 가운데 A계층
4.7%, B계층 23.2%, C계층 41.3%, D계층 24.4%, E계층 6.4%로 파악되었다. 동지역 가구 대상 조사 월 지출/소득 별 각 계층 평균
을 살펴보면: A계층 7,908누에보 솔/13,105누에보 솔; B계층 4,807누에보 솔/7,104누에보 솔; C계층 3,100누에보 솔/4,059누에보
솔; D계층 2,208누에보 솔/2,760누에보 솔; E계층 1,627누에보 솔/1,987누에보 솔로 집계되었다.(참고 : 2019년 8월 기준 환율 1달러
당 3.3누에보 솔)
<자료원 : 페루 소비자 협회>

소비 성향
1) 제품

소득분위 A, B 계층은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20대 이하 소비자들은 구매 시 제품 포장 및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긴다. 소득분위 C, D, E 계층의 소득이 점차 증가하면서 브랜드와 품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 가격

페루 소비자들은 구매 시 저가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D, E 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
향이 강하다.

3) 유통

구매의 편리성을 점차 중요시하여 체인점 및 대규모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거주지와의 접근성도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백화점, 슈퍼마켓, 유통센터 등 주요 유통망에 외국의 자본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근 국가
인 칠레 자본의 참여가 많다.

4) 판촉

일반적으로 텔레비전과 신문상으로 제품 및 브랜드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의 경우 프로그램 중간에 PPL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광
고를 하기 때문에 판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판촉

활동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 상품 이미지
페루 내 한국의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한국산은 고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저가상품을 선호하여, 2000년대 초 이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의류, 봉제, 원단, 신발, 전기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을 보였지만, 한국 제품은 현지에서 고기술 고품질 고가격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일반가전 분야에서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페루의 최대 자동차 수입 대상국은 한국으로, 총 차량 수입의 28%, 3억4100만 달러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2017년
1분기에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나란히 시장점유율 2, 3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
도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 분야뿐 아니라 가전제품, 핸드폰, PC 시장에서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 등 한국 기업 이미지가 좋다. 현지 가전 제품 유통 업체들
은 한국 제품일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Hecho en Corea)'를 큰 글씨로 표기하거나 태극기 스티커를 함께 붙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통
해 미루어볼 때 페루 내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가 저품질 중국산 제품들
이 근래 많은 개선을 이루며 자동차 등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도전이 거세어지고 있다.

한편, 2011년 8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각종 관세율 혜택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페루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
졌다. 2018년 기준, 한국은 페루 수입시장의 2.30%를 차지했으며, 향후 페루 수입시장 내 입지를 점차 확대해갈 전망이다.

페루는 한류 붐이 가장 크게 일었던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외교부에서 조사한 결과 한류 관련 동호회 수가 총 55개로 중남미 국가 중 2위
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다수의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개최되었으며, 높은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매번 6,000~7,000장의 티켓이
매진됐다. 또한, 해당 콘서트장에서 판매되는 부가상품, 원본 CD, 기념 티셔츠의 판매율도 상당히 높아 콘서트 입장료 수입 외 부가수입도
기대해볼 만하다.

2019년 페루 내 한국 아이돌 팬클럽은 100개 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큰 규모의 팬클럽은 3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들 팬클럽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유통시장의 부재로 인해 정식 홈페이지가 아닌 SNS 또는 소규모 개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운송
비를 포함하여 한국 판매가격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류 마니아층에 의해 한류
문화제품에 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페루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K-POP 행사에는 항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만석을 이루며, 팬클럽들이 주최하는 K-POP 경연대회도
종종 열리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현지 바이어와 계약 체결 시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사업자 등록번호(RUC)로 업체 정보를 조회 후 합법
적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는 항상 원본 2장을 공증하고 수입자 및 수출자 측이 각각 소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바이어가 계약 시 간과할 수 있는 사항 및 요구사항을 꼼꼼히 작성해놓고 기타
관련 서류를 매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시에는 수령증, 확인 메일, 은행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운송 수단과 인터넷으로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건을 발송하거나 송금을 완료한 후 양측에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해결이 매우 어려움을 미리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고 거래에 임할 것을 권장한다.

바이어 상담 시 다품종의 소량주문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먼저 샘플을 통해 시장성 검토 및 제품의 품질을 검토하는 것을 선호하며, 시장
성 검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타 업체와 동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 첫 만남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이어의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해야 한다.

많은 바이어들이 영어에 약한 편으로 영어 능력 수준이 서면을 교환하는데 그치므로, 영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역원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대면 상담 시 영어로 진행하면서 다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했더니 이해 부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지 바이어
가 상담 당시 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이해한 것처럼 넘어간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국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일반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도 있다. 현지 통역원은 식대 미포함 일당 200~250달러 수준이다.

참고로 현지 휴가 기간은 한국과 반대로 1~2월이 여름 휴가, 7~8월이 겨울 휴가로 약 2주 정도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으니 중요한 내
용이라면 동 기간을 피해서 접촉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상담을 위한 약속은 보통 2~3주 전에 잡는 것이 기본이며 상담 직전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사업 약속은 오전 시
간이나 오후 시간에 잡는 것이 좋으며 점심시간과 가까운 경우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가벼운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로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다.

2) 복장 및 인사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상담에서 복장은 정장이 예의이나 근래 들어 세미 정장도 무난하다.
처음 만났을 경우 악수로 인사를 청하는 것이 좋으며 같은 날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경우에도 처음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
하는 것이 특징이다. 친분이 두터워졌을 경우 반가움을 나타내기 위해 포옹으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 여성 간에
서로 볼에 볼을 맞대며 인사를 주고받는다.
명함은 상담 시작 시 주고받아 받는 즉시 읽어보는 게 좋고 대화 중이거나 대화 후에 명함을 봐도 무방하다.

3) 식사

식사 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며 식사 중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삼키고 말을 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야기의 주제를 꺼낼
때는 페루 전통 음식 세비체(Ceviche, 레몬 생선회 무침), 전통주 피스코(Pisco, 포도 증류주) 및 문화유산 마추픽추(Machu Picchu)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좋으며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즐겨 하므로 20년 동안 페루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지난
88 서울올림픽 때 페루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전 감독 한국인 故박만복씨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좋다. 그 외 여느 서양권 국가와 마찬
가지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연령, 결혼, 금전적인 문제 등의 주제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삼가는 것이 좋다.

4) 연락 및 교류

현지인들은 사업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교류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의 친분을 쌓는 것이 좋다. 기질은 느
긋한 편이어서 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때 답장이 오는데 수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느리며 관심
이 없거나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예 답장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는 영어로 메일 등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문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무역관 등 별도 경로로
접촉, 확인해 보니 영문 메일은 열어보지도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메일을 보내고 난 후, 전화 등으로 수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으며, 직접적이고 빠른 의사소통을 요구하기 보다는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유선 접촉을 통해 친분을 유지할 것을 추천한
다.

현지인들은 첫 상담에 사업의 여부를 결정짓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이상의 만남을 지속하며 사업 결정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5) 문화적 금기사항

차별적인 태도만 아니라면 페루 내 특별한 문화적 금기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지인들은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상
당히 개방적이며 상호 문화교류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A사의 광업 장비 판매
E사는 페루 시장에 광업 장비 판매를 위해 KOTRA 리마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먼저 제품 판매를 위한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현
지 광업 잡지에 매달 광고를 내어 관련 품목 바이어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쌓은 뒤 동사 품목에 관심이 높은 바이어들에게 꾸준히 유선
접촉을 하며 샘플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경쟁력 있는 가격과 좋은 품질로 중국산 제품을 주로 취급하였던 바이어들
이 제품에 관심을 보여 첫 수출이 이뤄졌으며, 그 뒤로도 꾸준히 다양한 바이어들이 동 사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2) 건설 중장비 품목 수출업체 B사
페루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리마 시뿐만 아니라 그 외 8개 지역에 추가적인 주택 50만 가구를 신
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지 건설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시점부터 페루
시장에 진출을 시도한 A사는 신 중장비와 가격이 저렴한 중고 중장비 또한 취급해 가격의 다양성을 확보했고, 중국 및 일본 건설 중장비
브랜드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을 선점했다. 또한 꾸준히 기존 바이어들과 연락하며 바이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동 사 제품의 높은
품질을 어필해 7년간 꾸준히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3) C사, 엔지니어링 컨설팅 분야 진출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에 감리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현지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
는 A사는 관료주의와 현지기업들의 텃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파트너를 섭외하며 사업을 확대, 최근에는 국
가 관심 인프라 사업의 컨설턴트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페루의 건설시장에 부패 관련 조사로 현지기업들이 주춤하는 사
이, 그 틈을 공격적으로 파고 든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페루는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이 1982년에 발효돼 일반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에 사증(비자) 없이 18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심사원에 따라 183일까지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60일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
해야 한다.

현지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상용 비자를 받게 돼 있으나, 18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편리하다
. 상용 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내역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복
잡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실행이 아닌 바이어와의 상담 등 시장개
척 목적의 경우, 상용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통관 절차상 편리하다. 출입국 절차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와 세관의 물품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타국과 비교해볼 때 특이사항은 없다.

1) 무사증 입국

사전에 미리 사증(비자)을 받지 않고 입국해 허락된 기간(페루는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항공, 육로 또는 선편으로 페루에 입국하거
나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은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출국 통제를(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
길 경우 '밀입국자'로 분류돼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사증 발급
ㅇ 비자 발급처(주한 페루대사관)
-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5-5, 대연각 빌딩 2002호
- 전화: 757~1735~7, 팩스: 757~1738
- 근무일 : 월-금
- 비자신청: 09:00~12:00
- 비자발급: 14:00~17:00
- 소요시간: 2~3일
- 소요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한 페루대사관에 직접 문의 요망

3) 입국 시 주의사항

일부 여행객 중 인접국에서 페루에 육로로 입국하면서 국경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통제를(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지 않고 수
도 리마까지 들어와 리마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출국을 못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한국을 떠날 때부터 자신의 짐이 몇 개인지 잘 인식하고, 이동할 때마다 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를 여행할 때에는 남의 짐을 대신
운반해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내에서 선반에 올려놓은 자신의 가방
속에서 여권과 현금이 든 지갑을 꺼냈다 넣었다 할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으며, 잠든 사이에 이를 훔쳐갈 수 있으니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출입국 심사대 10m 정도 앞에서 공항 직원이 스페인어로 환승객 안내를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여행할 경우에는 안내를 받아 출
국장(2층)으로 이동하면 된다. 리마공항의 출입국심사대를 지나면 수화물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때 항공권에 붙어 있는 수화물표
를 확인하며 여권, 간단한 소지품을 제외한 가방 등은 X-ray 검사대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동물을 동반해 여행할 경우에는 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X-ray 검사대를 통과해 출입문을 나오면 환영객과 택시기사들로 로비가 매
우 붐비는 경우가 많다. 출발지에서 떠나기 전에 핸드폰에 Satelital 355-5555 앱을 설치하고 공항-목적지를 입력하면 사전에 예약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공항에서 영접을 받을 수 있다.

싼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공항 주변 까야오(Callao)가 우범지역이므로 추천하지 않으며 요금이 비싸더라도 공항 내의
택시를 이용(시내까지 15~20달러 수준)하는 것이 좋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여행자 수화물 관련 상세규정(페루 최고법령(Decreto Suprema) N 0162006EF 규정)

여행자는 휴대한 짐을 수화물신고서(Declaracin Jurada de Equipaje) 형식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10,000달러 또는 동등한 값어치 이상의 페루 또는 타국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물품 없을 시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ㅇ 규칙 제4항 - 무관세 반입 가능 물품(규칙 제4항)
- 여행자 개인 옷
- 여행자 개인용품
- 여행자 개인 장식품
- 여행자 개인용 약품
- 책, 잡지 및 여행에 필요한 서류
- 여행 시 여행자가 사용하는 일반 여행 가방, 핸드백, 손가방 등
- 개인 머리빗이나 헤어드라이어(1)
- 전기면도기나 면도기기(1)
- 휴대용 악기(1)
- 휴대용 라디오나 소형라디오(walkman) (1)
- CD 20장까지, 카세트 및 녹음기용 디스크
-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1)
- 전문가용이 아닌 휴대용 비디오카메라(1)
- 디지털 비디오용 디스크 하나
- 카메라용 필름(10), 메모리 디지털카메라용이나 게임용(2), 테이프 휴대용 비디오(카메라(10), 저장 카세트(10) 및 디스크 디지털 비
디오용이나 비디오 게임(10)까지 허용)
- 휴대용 전자수첩 또는 포켓 컴퓨터(1)
-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1)
- 휴대폰(1)
- 담배(20), 순수한 담배(50), Tabaco 또는 피우기 위한 담뱃잎 가루 최대 250g
- 주류 최대 3리터
- 개인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장비는 휠체어, 혈압계, 온도기, 포도당, 소형침대(들것) 및 목발임.
- 애완동물(1)
- 여행자가 상업용도가 아닌 선물용이나 개인용으로 반입하는 제품은 최대 300달러까지 허용
- 타자기, 전기 또는 전자 그리고 휴대용 전자계산기(1)
※참고: ( )안 숫자는 최대 허용 개수임.

ㅇ 규칙 제5항(무관세 반입물품 제한사항)

만약 물품이 지정한 양을 넘거나 리스트에 없는 제품이라면 중고제품 여부 상관없이 아래의 규칙 6항 ①번과 ②번이 적용된다.
입국 시 짐을 바로 못 찾는 경우라도 30일 내에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자유로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용이거나 양도 불능 물품이다
.

ㅇ 규칙 제6항(관세 관련 사항)
① 상기 규칙 제4항에 지정되지 않은 물건을 들여오거나 제품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관세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 규칙 제4항에 지정된 리스트 외의 물건 구입 시, 여행마다 1,000달러 가치까지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20% 세금을 내
야 한다.(물품이 개인 짐으로 인정될 때에 해당)
③ 만약 1,000달러 이상의 물건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세관이 개인 물건이 아닌 상업용으로 인정하므로 그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함. 또한, 한 해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총액은 3,000달러이다.
④ 전자제품, 가전제품, 공구 및 기기, 사업용이나 전문용일 경우 제품 한 개 이상을 들여올 수는 없다.
⑤ 짐(제품)의 가치 또는 양이 지정된 제한을 넘을 경우 세관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⑥ 세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야 할 경우
- 개인 짐을 상업용으로 인정할 경우(물건 양, 가치 및 종류)
- 물건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임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⑦ 한편, 상업용 견본품인 경우 반입 후 페루 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반입이 허용되나 일정 가격 이상인 경우는 허용이 안
된다. 비즈니스 출장 시 견본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완벽한 외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세관의 검사대상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즉, 제품의 원래 박스를 통째로 반입하는 것은 세관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가방 등에 넣거나 원래 박스를 해체해 분해해
반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⑧ 페루는 주요 마약 생산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약의 반출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출국 시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인터뷰를 해 체크인 수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⑨ 출국 시 공항세는 31달러로 타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 참고로 페루 내 국내선으로 여행을 할 때에도 공항세는 약 7달러이며, 종
전에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 공항세가 면제됐으나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다.
⑩ 또한, 과거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사건 이후 공항 출국 수속장에는 비행기 표와 여권 소지자만이 입장이 되
도록 엄격히 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 탑승수속 시 휴대화물도 검색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
에 도착하게 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하물, 심지어는 개인 신변용품 등에 대해
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51 1 632 5000
Calle Guillermo Marconi 165, San Isidro, Lima, Peru
http://per.mofa.go.kr
업무시간(월~금) 08:30-12:00, 14:30-16:30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51 1627 5050
Av.Manuel Olguin 211, Oficina 802 Lima, Peru
http://www.koica.go.kr/
업무시간(월~금) 08:30-17:00

ㅇ 재페루 한인회
전화번호
주소

+51 1 746 7314
Av. San Borja Norte 1037, San Borja, Lima, Peru
<자료원 : 재페루 한인회>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204 2400
Jr. Lampa 545 Cercado de Lima, Lima
https://www.gob.pe/rree

ㅇ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618 9393
Av. Javier Prado Este 2465, San Borja 15021
http://www.cultura.gob.pe/

ㅇ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209 8530
Av. de la Peruanidad s/n Jess Mara, Lima, Lima.
https://www.mindef.gob.pe

ㅇ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on, MINEDU)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615 5800
Calle Del Comercio 193 San Borja, Lima - 15021
http://www.minedu.gob.pe/

ㅇ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MINS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315 6600
Av. Salaverry 801 Jess Mara, Lima
http://www.minsa.gob.pe/

ㅇ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311 5930
Jr. Juninn 319, Cercado de Lima, Lima
http://www.mef.gob.pe/

ㅇ 교통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615 7800
Jr. Zorritos 1203 Cercado de Lima, Lima
http://www.mtc.gob.pe

ㅇ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411 1100
Av De Las Artes Sur 260, San Borja 15036
http://www.minem.gob.pe/

ㅇ 관세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SUNAT)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08 011 2100
Av. Garcilaso de la Vega 1472, Lima
http://www.sunat.gob.pe/

ㅇ 신문협회(Asociacin Nacional de Periodistas, ANP)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427 0687
Jirn Huancavelica 320, Cercado de Lima 15001
http://www.anp.org.pe/

ㅇ 외국언론협회(Asociacin de Prensa Extranjera en el Per, APEP)
전화번호

+51 1 241 3817

홈페이지

http://apepweb.org

ㅇ 언론고문기관(Asociacin Nacional de Asesores de Prensa del Pe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51 1 784 9960
Jr. Tayacaja 444 Oficina 402 Cercado de Lima
http://anapperu.wixsite.com/anapperu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3.38누에보 솔

No

구분

품목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2

식품

3

단위

금액(USD)

단품

5.33

비빔밥

1인분

8.88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8.88

4

식품

신라면

1봉지

1.14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22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37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71

8

의료

항생제

12정

1.72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5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5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07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3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3.43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1.51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2.7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3.25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5.91

18

임금

최저임금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법정최저
연간
%

275.14
15384.29
2.75

<자료원 : 페루중앙은행, Wong, Digemid 등>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페루는 자국화폐(SOL)와 미화(USD)가 모두 공식 화폐로서 지정되어 통용되나, 택시 및 작은 상점 등은 미화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
어 체류 시 사용할 적정 금액은 환전할 필요가 있다.

환전방법
달러의 경우 가운데 인물 그림이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올록볼록하게 굴곡이 있는 것이 느껴지면 진폐로 간주할 수 있다. 현지
화는 밝은 쪽을 향해 지폐를 펴서 보았을 때 지폐 상에 있는 인물사진 한 쪽 여백에 투영돼 비치는 경우 진폐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위조지
폐에도 투영인물 사진을 손으로 그려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밝은 쪽으로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폐에 인물사진이 희미하고 조악하게 보
이면 위조지폐로 간주할 수 있다.

가급적 거리에서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노점 환전상의 경우, 위조 지폐 및 계산기 조작에 의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환전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굳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 4자리를 요구하거나 서명(신분증 제시 필요)을 요구한다. 아울러 Visa 카드 결제 기계와 Mastercard를 비롯
한 타 카드 결제 기계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Visa 카드만 보유한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Visa 카드 소지를 추천한다. 호텔
등 무역관 지정 장소 외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불법 복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페루는 총연장 7만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 주를 연결하는 기간도로망은 23,910km에 이른다. 기간도로망은 전국을
동서남북으로 횡단하고 있으며, 북부 에콰도르 국경에서 남부 칠레 국경까지 연결된 Panamericana 도로와 태평양 연안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 및 아마존 정글을 가로지르는 Carretera Central로 구성된다.

버스
버스는 마이크로버스부터 대형 버스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시내버스 요금은 약 1~1.7누에보 솔 정도이다. 택시운전기사 중에는 간
혹 강도들과 연결해 외국인 승객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나 버스의 경우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도 범죄의 가능성은 적은 편
이다. 그러나 버스 내 탑승객이 많은 경우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Cruz del Sur, Moviltur 등 도
시 간 시외버스 서비스가 비교적 발달된 편으로 지방여행을 하는 경우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

택시

페루는 아직 택시미터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타기 전에 반드시 운전사와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아울러 길
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다른 탑승자와 동행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택시영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

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앞유리에 "TAXI"라는 스티커를 한 장만 붙이고 영업을 하면 된다. 노란색으로 차량 위에 택시표시
를 한 차량은 정식으로 택시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이다.

외국인은 특히 밤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식 영업등록 택시 혹은 Uber, Cabify, Beat, Easy Taxi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 또한 안전하다.

일반택시 탑승 시 기본요금이 4~5누에보 솔(약 1.25달러) 수준이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리마 시내 내 이동하는 경우 평균
5~15누에보 솔 정도가 든다. 공항에서 시내 도심(호텔)까지 이동 시 공항 택시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 택시의 경우 가격이 비
교적 높은 편으로 약 20달러 정도이며, 일반택시의 경우 약 10달러 정도를 요구한다.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 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며 가격은 약 40달러 내외이다. 투숙 손님에게는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 통신

핸드폰
휴대 전화의 보급률이 일반전화 보급률을 앞질러 연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및 사용료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휴대전
화의 경우 주요 통신사는 Movistar(Telefonica)와 Claro가 쌍벽을 이루고 있다. 페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미리 카드를 사서 충전
금액만큼 사용하는 Pre-Pago 방식과 한국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는 Post-Pago 방식이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페루의 인터넷 보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가 끊기며 고산 지대의 경우 속도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많은 공공시
설 및 식당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심을 구입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ㅇ 나스카 라인(Nazca Lines)
도시명

나스카(Nazca)

명소소개

페루 남부 사막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들로, 300m 이상 상공에서 내려다 보아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나스카 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대 종교의식과 관련되었다는 주장부터,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
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다.

비고

나스카라인은 경비행기를 타고 관람을 할 수 있으며, 경비행기 예약은 현장 혹은 사전 여행사를 통해 진행

ㅇ 케네디 공원(Kennedy Park)
도시명
주소

리마(Lima)
Diagonal, Miraflores 15074

명소소개

페루 리마의 상업지구인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고양이가 많이 서
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페루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잡상인 들이 즐비하며 공원 내 광장에서 춤
을 추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다.

ㅇ 라르코마르(Larcomar)
도시명
주소

리마(Lima)
Malecn de la Reserva 610, Miraflores 15074

운영시간

매일 10:00~22:00

명소소개

페루 리마의 상업지구인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 바다를 뷰로 하고 있는 쇼핑
몰임. 쇼핑과 더불어 맛있는 식사와 아름다운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힘.

ㅇ 와카치나 호수(Huacachina)
도시명
주소
명소소개

와카치나(Huacachina)
Balneario de, Huacachina 11000
수도 리마에서 약 4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막 한 가운데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생겨난 도시임.
방문시 오아시스를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막 내 버기투어(Buggy Tour)도 같이 할 수 있음.

ㅇ 마추픽추(Machu Picchu)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쿠스코(Cusco)
Machu Picchu, Peru
오전 예약자 06:00~12:00
오후 예약자 12:00~17:30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112km, 해발 2,430미터의 지점에 위치한 고대 잉카시대의 유적지로 건설 연대와
동기는 불분명하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케추아어로 '늙은 봉우리'라는 의미의 마추픽
추는 1911년 미국의 탐험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전설 속의 도시였으며,
건설 당시에는 약 2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추픽추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페루 정부는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 보존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관람 시간을 단축하였다. 오전 예약자는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에 관람이 가능하며, 오후 예약자
는 정오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명소소개
마추픽추는 잉카 레일(Inca Rail), 페루 레일(Peru Rail)과 같은 열차를 이용하거나 잉카트레일(Inca
Trail)로 알려진 트레킹코스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열차 이용 시, 비수기의 경우 1주일 전, 성수기의 경우
2주일 전에 쿠스코-마추픽추행 왕복 열차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잉카트레일은 쿠스코를 출발해 마추픽추까지 걸어 도착하는 인기 트레킹 코스로 잉카의 유적과 자연을 만
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 트레킹의 소요기간은 평균 4일이며 여행사에 따라 기간과 가격이 다르므로
출발 전에 몸 상태와 예산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쿠스코에 위치한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
할 수 있다.
비고

유적지 보호 목적으로 일일 입장객 수 제한
<자료원 : KOTRA 리마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로사 나우띠까(Rosa Nautica)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45 0149

주소

Espign Miraflores, Lima 18, Circuito de Playas, Miraflores

가격

3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월-일 12:00 - 24:00
미라플로레스 해안에 위치한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으로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특징임. 식사와 함께 아
름다운 석양과 몰아치는 파도를 몸소 느낄 수 있음.

ㅇ 딴따(Tanta de Larcomar)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46 9357

주소

Malecn de la Reserva 610, Miraflores 15074

가격

15~50누에보 솔

영업시간

월-일 9:00 - 24:00

소개

관광명소인 라르코마르(Larcomar) 쇼핑몰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루의 전통적인 음식을 적절한 가격
에 맛있게 서빙하는 것으로 유명함. 페루의 음식을 간단한 식사 한끼로 느끼고 싶다면 적절한 식당임.

비고

추천메뉴 : Aeropuerto de Quinoa, Pollito Nikkei, Espaguetti del Nonno, Espaguetti Mediterraneo,
El Pollo y el Risotto, 믹스주스

ㅇ 치파 로얄(Chifa Royal)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22 9547

주소

Av. Guillermo Prescott 231, San Isidro 15076

가격

20~5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ㅇ 지그재그(Zig Zag)

월-금 12:00-23:55
토-일 12:00-00:59
한국 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중식당으로서, 페루식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적절한 식당임.

도시명
전화번호

아레키파(Arequipa)
+51 54 206020

주소

Calle Zela 210, Cercado De Arequipa 04001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월-일 12:00-23:00
아레키파에 위치한 아레키파식 식당으로서, 알파카 고기 요리로 유명함.

ㅇ 치차(Chicha)
도시명
전화번호

쿠스코(Cusco)
+51 84 240520

주소

Plaza Regocijo 261

가격

20~50누에보 솔

영업시간

매일 12:00-22:30

소개

페루 지방에만 위치한 유명 셰프의 식당 체인으로서, 페루의 주요한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으
로 유명함.

비고

추천 메뉴 : 알파카 요리, 우설 요리

- 한국식당
ㅇ 노다지(Nodaji)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476 0093

주소

Av. Aviacion 3257, San Borja, Lima, Peru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월-토 12:00-22:00
일 13:00-22:00

소개

리마 산보르하(San Borja) 지구에 위치해있으며 한인마트 아씨마트와 붙어있음.

비고

추천 메뉴 : 메로찜(30분 전에 주문해야함)

ㅇ 아리랑(Arirang)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리마(Lima)
+51 1 221 5627
Ca. Las Orquideas 443-447, San Isidro, Lima, Peru

가격
영업시간
소개

20~100누에보 솔
월-토 12:00-15:00 18:00-22:00
일 13:00-22:00
리마 산이시드로(San Isidro) 지구에 위치해있음.

ㅇ 대장금(DaeJangGuem)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624 9254

주소

Av. San borja sur 279, San borja, Lima, Peru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월-일 12:00-22:00

소개

리마 산보르하(San Borja) 지구에 위치해있음.

비고

추천 메뉴 : 짜장면 등 중식류

ㅇ 한국관(Han Kook Kwan)
도시명
전화번호

리마(Lima)
+51 1 624 9004

주소

Av. San Luis 2256, San Borja Sur, Lima, Peru

가격

20-100누에보 솔

영업시간
소개

월-토 12:00-22:00
일 14:00-22:00
리마 산루이스(San Luis) 지구에 위치해있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스위소텔(SWISSOTEL )
도시명
주소

리마(Lima)
Via Central 150, Centro Empresarial Camino Real, San Isidro, Lima, Peru

전화번호

+51 1 421-9888

홈페이지

http://www.swissotel.com/

숙박료
소개

170~25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5성급

ㅇ 델피네스 호텔(Delfines Hotel &Convention Center)
도시명
주소

리마(Lima)
Calle Los Eucaliptos 555, San Isidro 15073

전화번호

+51 1 215 7000

홈페이지

https://www.losdelfineshotel.com/

숙박료
소개

110~17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4성급

ㅇ 하얏트 센트릭(Hyatt Centric)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리마(Lima)
Av Jorge Basadre 367, Lima 15073
+51 1 611 1234
https://www.hyatt.com/en-US/hotel/peru/hyatt-centric-san-isidrolima/limct?src=corp_lclb_gmb_seo_latam_limct

숙박료
소개

110~17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4성급

ㅇ 따야네스 호텔(Hotel Los Tallanes)
도시명
주소

리마(Lima)
Av Jorge Basadre 325, San Isidro 15073

전화번호

+51 1 221 0001

홈페이지

https://www.hoteltallanes.com.pe/

숙박료

80~11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소개

3성급

ㅇ 매리어트(JW Marriott El Convento Cusco)
도시명
주소

쿠스코(Cusco)
Esquina De La Calle Ruinas 432 Y, Calle San Agustin, Cusco 08001

전화번호

홈페이지

+51 84 582200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cuzmc-jw-marriott-el-convento-cusco/?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소개

150~300달러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다름)
5성급

- 게스트하우스
ㅇ 올라 페루(Hola Peru)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리마(Lima)
Calle Piura 1067, Miraflores 15074
+51 960 695 240
문의 요망

ㅇ 빅토리 게스트하우스(Victory Guesthouse)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숙박료

소개

리마(Lima)
Calle Capitan Augusto Gutierrez Mendoza 111, Miraflores
+51 987 765 698
문의 요망
ㅇ 공항 픽업 서비스
ㅇ 세탁 서비스
ㅇ 아침 저녁 식사
<자료원 : KOTRA 리마무역관, 재페루 한인회>

사. 치안

치안상황
최근 들어 베네수엘라 이민자 70만명 이주로 위험도가 급증하였으며, 실제로 리마 시내의 관광 중심지에서도 총기 강도 사건들이 일어나
고 있으므로 소매치기 등 잡범 발생 빈도수도 증가해 현지 이동 시 주의해야 한다. 2016년 2월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버스가 나스
카에서 쿠스코로 이동 중 무장강도들로부터 소지품을 강탈당한 사례가 있다.

ㅇ 외교부 해외여행경보 발령현황(2019년 2월 기준)
- 남색경보(여행유의): 우카얄리 주 : 코로넬 포르티요 지역/ 리마 주/ 리마, 카야오 특별구 지역
- 황색경보(여행자제): 로레토 주/ 산 마르틴 주 : 우아야가, 토카체 지역/ 우아누코 주 : 레온시오 프라도, 마라뇽, 우마리에스, 우아카이
밤바 지역/ 우카얄리 주 : 파드레 아바드 지역/ 툼베스주
- 적색경보(철수권고): 아푸리막 주 : 안다우아이라스, 친체로스 지역/ 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페루는 운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항시 유념해야 한다. 택시, 대중교통 등 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
우, 보유한 개인 보험을 활용하여 병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가 과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상대의 차량등록증(SOAT)을 가지고 발생한 병원비용 등을 청구하여
야 한다. 아울러 운전사고 등의 경우 적법한 면허 혹은 차량 등록증이 없어 현금으로 무마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상대의 차량
보험 유무와 면허증 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페루나 다른 중남미 국가를 여행하면서 여권을 분실하게 될 경우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충분한 여유가 없을 경우(근무일 기준 최소 5일) 미
국을 경유해서 돌아갈 수 없으며, 주말에 여권을 분실할 경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여권 분실 시 1) 관광경찰서에서 여권분실 신고증을 받아, 2) 대사관에서 새(임시) 여권을 발급받아(1~5일), 3) 페루 이민청에서 출국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정상적으로 신청할 경우 최소 3주가 걸리며, 긴급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최소 5일이 소요된다.

소지한 금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최대 3,000달러까지 신속 해외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최
근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특히 많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국내 치안사정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안전 불감
증이 있으며, 범죄인들 사이에 한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한다.

ㅇ 대사관 비상연락처 : +51-998-787-454 / +51-995-448-565
ㅇ 해외에서 범죄 예방 방법
- 외국인 관광객 티를 너무 내지 말 것
- 여권, 귀중품이나 너무 많은 물건을 몸에 소지하지 말 것
- 값진 귀걸이, 목걸이, 팔찌나 고가의 핸드폰, 카메라 등을 소지하지 말 것
- 늦은 시간에는 밖에 나다니지 말 것
- 외국인인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지리나 장소를 물어보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가급적 빨리 그 자리를 피할 것
-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내 소지품을 챙겨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날 것
- 평소에 내가 소지하고 다니는 가방이나 배낭 등 물품의 개수를 잘 알고 있을 것
- 비행기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선반의 가방에 들어있는 여권, 귀중품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다 넣었다 하지 말 것(주변에서 누군가 당
신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음)
-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 카메라 등 귀중품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유리창을 깨고 강탈할 가능성이
큼)

3) 응급 전화번호

① 의료

ㅇ 리마 시내 주요 종합병원, 응급실
[Clnica Ricardo Palma (리카르도 팔마 병원)]
- 전화 : (51-1) 224-2224, 224-2226 , (응급 Anexo) 1228
- 주소 : Av. Javier Prado Este 1066, San Isidro, Lima

[Clnica Anglo Americana (앵글로 아메리카 병원)]

- 전화 : (51-1) 616-8900, 616-8902, (응급 Anexo) 1132
- 주소 : Av. Alfredo Salazar 350, San Isidro, Lima

[Clnica San Felipe (산 펠리페 병원)]
- 전화 : (51-1) 219-0000
- 주소 : Av. Gregorio Escobedo 650, Jess Mara, Lima

[SANNA Clnica El Golf (사나 클리니카 엘 골프)]
- 전화 : (51-1) 635-5000
- 주소 : Av. Aurelio Miro Quesada 1030, San Isidro, Lima

[SANNA Clnica San Borja (사나 산 보르하 병원)]
- 전화 : (51-1) 635-5000
- 주소 : Av. Guardia Civil 337, San Borja, Lima

[Clnica San Pablo (산 파블로 병원)]
- 전화 : (51-1) 610-3222, 610-3333
- 주소 : Av. El Polo 789, Urb.El Derby de Monterrico, Surco, Lima

ㅇ 페루 지방 주요 병원
[(쿠스코) CIMA Medical Center]
- 전화 : (51-8) 425-5550
- 주소 : Av. Pardo 978, Cusco

[(쿠스코) Clnica Peruano Suiza]
- 전화 : (51-8) 423-7009
- 주소 : Av. Peru Mz K Lt 3, Rafael Aguilar Paez, Cusco

[(쿠스코) Clnica San José]
- 전화 : (51-8) 424-3367
- 주소 : Av. Los Incas 1414, Cusco

[(트루히요) SANNA Clnica Snchez Ferrer]
- 전화 : (51-4) 460-1050
- 주소 : Calle Los Laurales 436-Urb. California, Vctor Larco Herrea, Trujillo

[(피우라) SANNA Clnica Bethlehem]
- 전화 : (51-7) 362-6100
- 주소 : Calle San Cristobal 267-Urb. El Chipe, Piura

[(아레끼파) Clnica Arequipa]
- 전화 : (51-5) 459-9000
- 주소 : Av. Ejercito 505, Arequipa

[(아레끼파) SANNA Clnica del Sur]
- 전화 : (51-5) 460-4060

- 주소 : Bolognesi 134, Yanahuara, Arequipa

ㅇ 약국(24시간)
- INKAFARMA : 314-2020, www.inkafarma.com.pe
- Mifarma: 213-0777, www.mifarma.com.pe
- Boticas y Salud : 344-4343, www.boticasysalud.com

② 범죄
- Comisaria Monterrico
· 전화번호 : (+51-1) 435-0688

③ 화재
- 페루 소방서 https://sgonorte.bomberosperu.gob.pe/24horas
· 전화번호: 국번없이 116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페루에서는 외국인 등록, 은행구좌개설, 보험 부보 등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정해져야 하며, 각종 서류 제출 시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전화
세, 전기세) 납부 영수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에 매일 기재되는 임대 광고란을 보거나 전문부동산 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대형 슈
퍼마켓 Wong, Metro의 게시판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o Urbania 사이트: http://urbania.pe/
o Adondevivir 사이트: http://www.adondevivir.com/

세입자는 주인에게 통상 1~2개월 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은 계약파기, 집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집주인을 보
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의 하자 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비워줘야
할 때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집기나 주택 상태의 훼손(못 구멍, 벽의 흠집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마에서 이용 가능한 아파트의 월세 수준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20~30평 기준 월평균 주거비는 250~300달러 수준이며, 외국
인주거 선호지역의 경우 2,500~3,500달러 수준이다. 월평균 주거비 2,000~3,000달러의 경우, 안전 지역의 고급 대형 주택 및 아파트
임차가 가능하다. 2009년 이후 고급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로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리마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다르다. 주로 외국인 거주지는 해안 쪽의 상업중심지(SAN ISIDRO, MIRAFLORES)의 아파
트촌과 내륙 지역(LA MOLINA, SURCO)의 주택가에 밀집해 있다. 상업 중심지가 위치한 해안지역에 거주할 경우, 각종 생활 편의시설 구
성이 우수하며 지역 접근이 용이한 반면, 습도가 높고 겨울철(5~9월)에는 햇빛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전화
최근 5년 동안 전화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화비는 스페인계 전화회사인 Telefonica사의 독점으로 전화비는 비싼 편이었
으나 최근 들어 타 통신사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페루업체와 교신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 중 하나는 전화와 팩스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
대방에게 팩스로 전환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난감해 하는 업체들이 많다. 팩스를 보내고자 할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Deme
tono de fax"(데메 또노 데 팍스) 또는 "Tono de fax, Por favor(또노 데 팍스, 뽀르파보르)"라고 요청하면 된다.

ㅇ 휴대전화

최근 들어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일반전화 보급률을 앞질러 연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및 사용료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
다. 휴대전화의 경우 주요 통신사는 Movistar(Telefonica)와 Claro가 쌍벽을 이루고 있다. 페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미리 카드를
사서 충전 금액만큼 사용하는 Pre-Pago 방식과 한국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는 Post-Pago 방식이 있다.

ㅇ 우리나라와의 통화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분당 약 1.5달러 수준이며 시간대에 관계없이 연결은 매우 좋은 편이다. 단,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는
일반가격의 약 3배 요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경우에는 "00"을
앞에 붙이고 한국코드 "82"와 지역 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부산의 444-1234에 전화하고자 하면 "00-8251-444-1234"를 누르면 된다.

한국에서 페루에 전화하려는 경우 국제전화 이용 코드(001, 002, 008등) 다음에 페루 국가코드 "51", 지역 코드(리마의 경우 "1") 다음
에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페루 리마 무역관에 442-2834 번호로 전화할 경우엔 "001-51-1-442-2834"로 하면 된다.

ㅇ 공중전화

페루 공중전화는 전화회사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2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Telefonica del Peru사가 가장 큰 회사이며, 최근 들어
Claro 사에 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Telefonica del Peru사의 시내전화기는 카드, 동전 겸용이고(기본요금
50센티모, 약 200원 수준) Telepoint의 경우는 카드만 가능하여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20누에보 솔짜리 전화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한편 공중전화 중에는 카드식 전화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화부스 안에 명시되어 있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Telefonica del Peru 등 공
중전화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최근 관광객들이 주로 모이는 Miraflores에서 아시아권 전용 통화권을 판매하는 등 국제
전화 사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ㅇ 자동 로밍 안내

페루의 경우 국내 3사 통신사 중 SKT 사가 제공하는 CDMA 자동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www.tworld.co.kr 참조).

전압/플러그
ㅇ 전기규격: 220V, 60Hz(한국과 동일)
ㅇ 다양한 모양과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자형 플러그의 비율이 높다. 새로 지은 건물들에는 모든 플러그 모양을 갖추
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식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석회수 함량이 높아, 대다수의 가정은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구입해 음용한다. 정수기 보급
률은 낮은 편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페루에서는 외국인도 차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민청에 차량 구입 허가증을 신청하면 된다. 양식은 이민청 홈페이지 혹은 이민청에서 직
접 수취할 수 있고 절차가 간편해 허가증 취득이 어렵지 않다.

리마에는 도로가 많고 그 중 일방 통행 도로도 꽤 많은 편이며, 차량에 부착하는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나 보편적인 상용화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음 지리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운전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차량가격
페루의 차량 가격은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 더 비싸지만, 중고차 시세는 한국보다 훨씬 비싼 편이다.

자동차 보험은 현지 보험대리회사 LA POSITIVA(전화: +51-1-211-0212)나 PACIFICO(전화:+51-1-513-5000), RIMAC(전화:+51-1411-1111) 등을 이용하며 현대 소나타, 대우 ESPERO 등 2,000cc 배기량 기준 자동차의 연간 종합보험은 약 800~1,200달러 선이다.

시내 도로에는 현대차 및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페루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능이 좋은 차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매량에서도 일본 차
(도요타)와 1~2위를 다투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과 페루가 양국 간 거주 국민이 보유한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에 대해
상호 인정해 페루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박희권 주페루 한국대사와 카를로스 파레데스 페루 교통통신부장관은 2012년 12월 17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협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현지 한국인들은 필기나 주행시험 없이 혈액검사만 통과하면 페루 운전면
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페루에서 운전할 수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페루 내 한국 운전면허 교환 수속절차
- 외국인 거류증(Carne de Extranjeria, 페루 거주자의 경우) 또는 여권을 지참해 주페루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운전면허 교환 전자
신청서 신청. 전자여권용 사진 1매 및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본, 페루 운전면허증에 명기될 본인 서명 확인이 필요하다.
- 상기 전자 신청서 작성 후, 한 부를 출력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는다. 공증을 받은 신청서를 지참해 하기 링크로 연결되는 리스트에 나
오는 페루 교통부가 인가한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받는다.
·
https://cdn.www.gob.pe/uploads/document/file/418376/__Listado.de.centros.medicos_21.10.2019_v.1.0_prensa_Prueba.
pdf
- 상기 혈액검사가 적격으로 판단되면 운전면허교환 수속 수수료(24.50누에보 솔)를 Banco de la nacion에 지불한다(각 해당 경우에
따라 외국인 거류증 또는 여권번호를 수수료 지불 수령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ㅇ 구비서류
- 한국 대사관의 확인 및 증명을 거친 운전면허 교환 전자신청서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동 면허증의 스페인어 번역본
- A-I 운전면허증 등급에 해당되는 심신적성테스트 증명서 사본
- 외국인 거류증 또는 여권 사본
- Banco de la Nacion에 납부한 수속수수료 영수증 원본(24.5누에보 솔)
- Av.Arenales No.720, Jesus Maria, Lima 에 위치한 페루 교통부의 육상운송총국 도로교통안전국(Direccion de Circulacion y
Seguridad Vial)에서 접수 및 진행됨.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페루 내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Bancos Central del Per(BCR)이다. 그 외 인지도가 높은 은행은 Banco de la
Nacin, Banco de Crédito del Per(BCP), Banco Continental(BBVA), Interbank, Scotiabank 등이다.

계좌 개설방법
구좌 개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까다로우며, 구좌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은행 구좌 개설 신청서, 현지 거주 사실(공과금 영수증: 전화

세,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증빙서, 최소 500달러의 예치금(구좌 개설 후 인출할 수 있음)이 필요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Roosevelt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Lima
초등 6년, 중등 및 고등 6년
입학금: 18,500달러(재학 기간 관계없이 입학 시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함)
학비: 약 13,000~15,600달러(연간, 월별 분할 납부 가능)
http://www.amersol.edu.pe
ㅇ 주소: Av. Las Palmeras 325, Camacho, La Molina, Lima 12, Peru
ㅇ 전화: +51 1 435 0890
ㅇ 팩스: +51 1 436-0927
ㅇ 이메일: fdr@amersol.edu.pe
ㅇ 기타 경비: 입학금 18,500달러/1인당, 실험실습비 100달러/6개월, 과외활동비 50달러/6개월, 통학
버스비 1,611달러/1년, 보험료(의료, 안전보험) 별도

ㅇ Newto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Lima
초등 6년, 중등 및 고등 5년
입학금: 15,000달러(재학기간 관계없이 입학 시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함)
학비: 약 6,500~9,800달러(연간, 월별 분할 납부 가능)
http://www.newton.edu.pe
ㅇ 주소: Av. Ricardo Elas Aparicio 240 - La Molina, Lima 12, Peru
ㅇ 전화: +51 1 207 9900
ㅇ 이메일: college@newton.edu.pe
<자료원 : http://www.amersol.edu.pe, https://www.newton.edu.pe/>

- 현지학교
ㅇ Institucin Educativa Meliton Carvaja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Lima
초등 6년, 중등 및 고등 5년
초등 과정 연간 학비 약 200달러 내외
중등 및 고등 과정 연간 학비 약 250달러 내외
https://www.ieemelitoncarvajal.edu.pe/

마. 병원

ㅇ CLINICA RICARDO PALMA(리카르도 팔마 클리닉)
도시명
주소

Lima
Av. Javier Prado Este 1066 , San Isidro, Lima, Peru

전화번호

+51 1 224 2224 / 244 2222

진료과목

일반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내과, 성형외과, 응급 부서 등

비고

홈페이지: http://www.crp.com.pe/

ㅇ CLINICA JAVIER PRADO(하비에르 프라도 클리닉)
도시명
주소

Lima
Av. Javier Prado Este 499, San Isidro, Lima, Peru

전화번호

+51 1 211 4141

진료과목

마취과, 병리 해부학과, 소아과, 전기 생리학과, 외과, 내과, 성형외과 등

비고

홈페이지: http://www.clinicajavierprado.com.pe/

ㅇ SAN PABLO(산 파블로)
도시명
주소

Lima
El Polo 789, Santiago de Surco

전화번호

+51 1 610 3333

진료과목

종양 전문부서, 화상 전문부서, 외과, 내과, 응급 부서 등

비고

홈페이지: http://www.sanpablo.com.pe/
일반 병원에서는 토요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일에도 오후 6시 무렵에 진료가 종료되
는 관계로 응급 시에는 종합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자료원 : KOTRA 리마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Larcomar(라르코마르 쇼핑센터)
도시명

리마(Lima)

주소
홈페이지

비고

Malecn de la Reserva 610, Miraflores 15074
http://www.larcomar.com/
ㅇ 개점 시간: 월요일~일요일 11:00a.m.~22:00p.m.(레스토랑 구역은 ~01:00 a.m.)
ㅇ 특징: 절벽 위의 쇼핑센터로 페루의 유명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쇼핑센터에서 시원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주차장이 완비돼 있다.
ㅇ 비고: 기념품 상점, 영화관, 볼링장, 당구장, 헬스클럽, 의류 상점, 주얼리샵, 레스토랑 등
ㅇ 연락처: (+51-1) 625-4343

ㅇ Jockey Plaza(조키 플라자 쇼핑센터)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리마(Lima)
Av. Javier Prado Este 4200, Surco, Lima, Peru
https://jockeyplaza.com.pe/
ㅇ 개점 시간: 월요일~일요일 11:00 a.m.~22:00 p.m. (레스토랑 구역은 ~01:00 a.m.)
ㅇ 특징: 2개의 백화점(RIPLEY, SAGA FALABELLA)과 2개의 대형마켓(SODIMAC, TOTTUS)을 소유하
고 있는 대규모 쇼핑센터이다. 어린이 오락공간 DIVERCITY와도 근접해 있다. 주차장이 완비돼 있다.
ㅇ 비고: 금융센터, 영화관, 반려동물 상점, 의류 상점, 액세서리 상점, 서점, 레스토랑 등
ㅇ 연락처: (+51-1) 716-2000/213-6677

ㅇ Plaza San Miguel(산미겔 쇼핑센터)
도시명

리마(Lima)

주소

San Miguel District 15088, Lima, Peru

홈페이지

http://www.plazasanmiguel.com.pe/

비고

ㅇ 개점 시간: 월요일~일요일 10:00 a.m.~22:00 p.m.(레스토랑 구역은 ~01:00a.m.)
ㅇ 특징: 페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쇼핑센터로 36주년을 맞이했다. 쇼핑센터 근처에 전시장과 백화점
RIPLEY가 있다. 주차장이 완비돼 있다.
ㅇ 비고: 영화관, 여행사, 환전소, 은행, 서점, 의류 상점, 액세서리 상점, 잡화점, 레스토랑 등
ㅇ 연락처: (+51-1) 566-3569 / 566-3608
<자료원 : KOTRA 리마 무역관>

- 식품점
ㅇ 아씨마켓 (Assi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리마(Lima)
Av. Aviacin 3235, San Borja 15037
각종 한국 식자재 및 가공식품

ㅇ 서울마트 (Seoul Mart)
도시명

리마(Lima)

주소

Av. Aviacion 3340, San Borja 15036

취급 식료품

각종 한국 식자재 및 가공식품
<자료원 : KOTRA 리마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ㅇ MiFarma
도시명

리마(Lima)

주소

Av. Jose Pardo 620, Miraflores

홈페이지

https://www.mifarma.com.pe/
미라플로레스를 비롯하여 전국에 위치한 대형 약국 프랜차이즈로 의약품 구매 및 핸드폰 요금 충전이 가능
하다.

소개

ㅇ InkaFarma
도시명

리마(Lima)

주소

Plaza Vea Miraflores 4651, Av. Arequipa, Miraflores

홈페이지

https://inkafarma.pe/
미라플로레스를 비롯하여 전국에 위치한 대형 약국 프랜차이즈로 의약품 구매 및 핸드폰 요금 충전이 가능
하다.

소개

<자료원 : KOTRA 리마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신정

2019-01-01

부활절(Semana Santa)

2019-04-18

부활절(Semana Santa)

2019-04-19

노동의날

2019-05-01

독립기념일(Fiesta de la Independencia
Nacional)

2019-07-29

성 로사 기념일(Festividad de Santa Rosa
de Lima)

2019-08-30

앙가모스 전투기념일

2019-10-08

제성침례일

2019-11-01

성탄절(Navidad)

2019-12-25

비고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리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Av. Manuel Olguin 211, Ofc. 301 Santiago de Surco, Lima-Peru (15023)
ㅇ 전화: +51 1 250 0020 / 437 4341 / 437 5724
ㅇ E-mail : reception.kotralima@gmail.com

공항-무역관 이동
ㅇ 리마 Jorge Chavez 공항-리마무역관 간 택시로 이동
- UBER, CABIFY, BEAT 등 택시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무역관 주소를 검색하여 이동
- 리마 Jorge Chavez 공항 내 GREEN TAXI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역관 주소를 검색하여 이동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