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09-30 (자료원 : 주 파나마 대한민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문화협정

1975-01-18

한-파 문화협정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 및 활동의
발전에 기여

파나마운하 영구중립의정서 가입

1980-11-04

파나마운하 중립유지를
통해 양국 간 통상과 안
전 도모

항공협정

1982-10-14

항공기에 의한 양국 간
국제항공교통 규제

2001-08-09

동 협정을 통해 비자 발
급 없이 한국에서 파나마
로의 방문이 가능하게 됨
.

투자보장협정

2002-02-08

파나마와 한국 간 투자를
촉진 및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간 상호 보장을 위
한 협정이 발효됨.

봉사단 파견 협정

2006-12-01

파나마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협정에 합의
하고 서명함.

2010-06-28

파나마와 한국 간 과학기
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됨.

2011-04-01

파나마에서 소득을 얻은
한국기업이 양국 중 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협정

2021-03-01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
타리카, 니카라과, 엘살
바도르, 온두라스)과 동
시에 체결한 최초의 자유
무역협정(2018.02. 서
명)

사증면제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자료원 : 주 파나마 대한민국대사관>

비고

한국교민 수
421 명 (자료원 : 외교부(2019년))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파나마는 한국과 1962년 9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1973년 주 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
다. 양국 간 가장 최근에 체결된 협정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으며, 파나마는 2010년 10월 20일 한국과 9번째로 이중과세 방지법
에 서명하게 되었다. 파나마는 2001년 7월 체결된 사증 면제협정에서 더 나아가 한국을 우호 국가로 지정하여 한국민 대상 180일 무비자
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라 2020년 4월부로 해당 사증 면제협정은 잠정 중단되었으며, 이로써 파나마를 방
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파나마 대사관을 통해 사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2012년 6월 15일에는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한 영
주권 취득 혜택국가(총 24개국) 목록을 대통령령 416호로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한국도 편입되면서 한국의 우수기술인력 진출이 한층 쉬
워졌다.

2010년 6월 말 SICA 의장국(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중미협의체) 자격으로 SICA 정상회담을 파나마에서 개최한 바 있
는데, 이때 양국 수교 이후 최초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나마에 방문, SICA 회원국들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같은 해
10월 파나마 재경부 차관 방한 및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답방이 이어졌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파나마 대통령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파나마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에 관한 심도 있
는 회의를 했다.

2017년 8월에는 파나마 부통령 겸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2018년 3월에는 이낙연 국무총
리가 파나마를 경유 방문하여 파나마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및 파나마 운하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파나마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12월에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파나마를 방문, 바렐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FTA 조기 발효 관련 공동협력 및 우리 기업들의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참여·협조를 요청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심재권, 김현권 국회의원이 꼬르띠소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참석하였다.

경제
한국은 2016년 기준 파나마 운하 주요 이용국 6위, 수입대상국 8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일본과 더불어 파나마의 주요 아시아 협력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들이 파나마를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 삼아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주요 SOC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국기업이 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교류 강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상은 2011년 4월 한-중미(SICA) FTA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 이후 2015년부터 7차례에 걸친 공식협상을 거쳐 2016년
11월 16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한-중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에는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한-중미
FTA가 가서명된 후 2018년 2월 21일 정식서명을 통해 결실을 보았으며, 2019년 상반기 양국정부의 비준 절차를 시작하였다. 당초 협상
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중미 6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정식 서명 시에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 국가만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2019년 하반기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에서 국회 비준 완료 후 협정이 발효되었
으며, 2021년 3월 1일 파나마에서 발효를 기점으로 동 협정은 전체 발효되었다.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
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양측의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로 교역 확대 및 투자 활성화 기대되며, 우리의 중미 신시장 개척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중미의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 마련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미개발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파나마 Cobre Panama 구리 광산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해외자원 개발 성공사례
라 할 수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총 50억 달러 규모의 동 개발사업에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와 LS-NIKKO가 각각 10%씩
총 20%의 지분(10억 달러 상당)을 인수하였으나, LS-NIKKO가 2017년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현재는 KORES만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

다. 2019년 6월 동광산에서 채굴된 구리의 첫 수출(약 31,200톤)이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파나마 운하청(ACP)에서 발주한 70MW 디젤발전소도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하여 2013년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였고, 광산 배
후 시설인 7억 달러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도 SK ENC에서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의 파나마 진출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2020년 1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 규모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구축 프로젝트를 현대건설,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한국 대기업 3곳
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수주에 성공하였다. 파나마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인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되었으며, 파나마 정권이 진행 중인 반부패정책에 힘입어 한국기업의 성실한 이미지가 호재가 되었다는 현지 관계자 전언이 있었다.
향후 진행 예정인 메트로 4호선 프로젝트 선점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예측으로 추가 수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2021년 4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파나마 메트로 5호선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
라고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미 지역 국가 대상 무상원조 기술협력(Cooperacin técnica no reembolsable)을 제공하는 한국 정부 신
탁기금(KTF)에 파나마 5호선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63만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동 조사는 2021년 2분기에 시행될 예정
이다.

문화
파나마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한류 열풍이 다른 곳 못지않게 뜨거운데,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주 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K-POP 경연대회가 한류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파나마 한국 팬 연합(Korea Fans Panama)은 파나마 내 활동 중인 팬클럽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팬클럽 중 하나로 다양한 한국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 홍보를 돕고 있다.

2013년에는 태평양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었는데, 6월 대사관에서 주최한 ‘태평양 발견 500주년’ 기념
‘Arirang Rhapsody’ 행사는 대한민국 풍물패와 B-Boy를 초청한 합동공연을 선보였으며,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후 10월 31일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파나마를 방문해 3일간 머무르며 우리 해군의 위상을 알리고 문화공연 및 함정견
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2월에는 우리 정부가 파나마의 지속적인 번영과 한-파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다보탑 조형물을 기증 설
치하기도 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해군순항훈련전단이 이순신함을 이끌고 파나마를 방문하여 태권도, 노래, 춤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대사관 주제로 한류와 태권도 강습을 주제로 한 문화강의가 열렸으며, 현지 중고교생 15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해당 강
의에서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발전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고, 한류 등을 통해 한국에 관심이 많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주 파나마 대사관 후원으로 KFP(파나마 한류팬클럽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년도 'Korea Lovers' Festival'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K-Pop 콘테스트(노래, 춤 경연)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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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