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면지용.pdf 1 2019-09-09 오후 1:21:30

C

M

Y

CM

MY

CY

CMY

K

파나마 국기

● 파 나마 국기는 파나마 초대 대통령 마누엘 아마도르 게레로(Manuel
Amador Guerrero)의 아들이자 재무장관을 역임한 마누엘 엔카르나
시온 아마도르(Manuel Encarnación Amador)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1904년 제헌의회에서 임시 채택, 1925년 확정, 1941년 공식 승인되었다.
국기의 청색과 적색은 당시 양 정당(자유당과 보수당)의 균형을 나타내고,
백색은 평화, 별은 순수와 정직, 권력과 법률을 상징한다.

국가 문장

● 파나마 문장은 1903년 국가 문장 공모전을 통해 채택되었으며, 문장의
가운데에는 방패가 그려져 있고, 방패를 중심으로 상단에는 독수리, 좌
우에는 국기가 위치해 있다. 방패 최상단 좌우의 총과 삽·연장은 주권
수호와 노동을 상징하며, 중앙부에 위치한 두 대양을 접하는 파나마 지
협에서의 월출과 일몰의 모습은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된 시간
(오후 6시)을 의미한다. 방패 하단 좌우에 있는 것은 그리스신화에 나오
는 코르누코피아로 풍요를 상징하며, 날개 달린 바퀴는 진보를 상징한
다. 방패 위에 위치하는 부채머리독수리는 주권을 상징하며 부리에 "세
계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힌 리본을 물고 있다. 독수리
머리 위에는 파나마의 아홉 주를 상징하는 별이 있다.

국가

● 파 나마 국가는 군악대 단장 산토스 호르헤 아마트리안(Santos Jorge
Amátrian)이 작곡한 지협의 노래(Himno Patriótico Istmeño)가 기원이
되었으며 현재의 지협의 노래(Himno Istmeño)는 시인 헤로니모 델 라 오사
(Jerónimo de la Ossa)가 윌리암 뷰캐넌(William I. Buchanan) 초대
주파나마미국대사 신임장 제정식(1903년)에 사용하기 위해 가사를
붙이면서 완성되었고 1906년 국가로 채택 되었다

Himno Nacional
Coro:
Alcanzamos por fin la victoria en el campo feliz de la unión;
con ardientes fulgores de gloria se ilumina la nueva nación. (bis)
(I)
Es preciso cubrir con un velo del pasado el calvario y la cruz;
y que adorne el azul de tu cielo de concordia la espléndida luz.
El progreso acaricia tus lares al compás de sublime canción;
ves rugir a tus pies ambos mares que dan rumbo a tu noble misión.
(Repite el coro)
(II)
En tu suelo cubierto de flores, a los besos del tibio terral,
terminaron guerreros fragores;
sólo reina el amor fraternal.
Adelante la pica y la pala, al trabajo sin más dilación;
y seremos así prez y gala, de este mundo feraz de Colón
(Repite el coro)

파나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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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황
● 국 명 : 파나마 공화국(República de Panamá)

PANAMA

※ ‘파나마’는 원주민어로 ‘물고기가 많다’는 의미

● 면 적 : 75,517 km² (남한의 3/4)

파나마 개황

● 인 구 : 421만명 (2019년 통계청 추정치)
● 언 어 :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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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종 : 메스티소(백인+인디안) 및 물라토(백인+흑인)(60%), 흑인

(13%), 백인(11%), 인디안(10%), 중국계(5%), 기타(1%)
● 수 도 : 파나마시티(Ciudad de Panamá), 인구 118만명(광역수도권 약
222만명)
●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퇴임 후 10년간 대선 재출마 불가)

- 대통령 :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코엔
(Laurentino Cortizo Cohen, 19.7.1. 취임)
- 부통령 겸 대통령실장관 :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 하엔
(José Gabriel Carrizo Jaén, 19.7.1. 취임)
● 의 회 : 단원제(71석, 임기 5년, 연임·중임 허용)
● 종 교 : 가톨릭(84%), 신교(15%), 기타(1%)
● 국경일 : 1903.11.3. (콜롬비아로부터 독립)
※ 1821. 11. 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명목 GDP : 650억불(2018, 파나마 통계청)

Ⅰ. 개

- 명목 GDP 성장률 : 4.4%(2018) / 실질 GDP 성장률: 3.7%(2018)

관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목 GDP

456억불

499억불

543억불

578억불

618억불

650억불

경제성장률

6.9%

5.1%

5.6%

5.0%

5.4%

3.7%

Ⅱ. 정치 체제

● 1인당 명목 GDP : 15,089불(2018, IMF)
● 교역(2018, KITA)

- 수 출 : 20.1억불(어류, 과일류, 철강, 육류, 피혁제품 등)

● 산업구조 : 3차 산업(파나마 운하,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한 중계
무역, 금융업, 편의치적선 등록 등)이 GDP의 약 70-80%를

Ⅲ. 정치 정세

- 수 입 : 1.5억불(연료, 약품, 자동차, 철근, 기계류 등)

차지

● 화폐단위 : 미달러화를 발보아(Balboa)란 이름으로 통용(사실상 미달러
사용)

Ⅳ. 대외 정책

● 표준시간 : 서울 기준 -14시간차

Ⅴ. 경제 정세
11

2. 약사
PANAMA

● 1501

스페인인 바스티다스(Bastidas)가 파나마 발견

- 콜럼버스(Colón)는 1502년 제4차 항해시 파나마 도착

파나마 개황

● 1513

스페인인 발보아(Balboa)가 태평양을 발견

● 1821.11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콜롬비아 연방국의 일원으로 편입

● 1903.11

미국의 지원 하에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독립, 파나마 공
화국으로 출범

12

※ 초대 대통령 : 마누엘 아마도르 게레로(Manuel Amador Guerrero)

● 1903.11

미국은 파나마와 헤이 뷔노 바리야(Hay - Bunau Varilla) 조
약 체결로 파나마로부터 운하지역 조차권 획득

● 1914.8

파나마운하 개통

● 1933.10

파나마-미국 간 파나마 운하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 헤이 뷔노 바리야(Hay - Bunau Varilla) 조약은 미국의 파
나마 운하에 대한 사용, 점유 및 통제 목적에 한해 적용
되며, 파나마는 주권국으로서 고유의 경제적 이익을 향
유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요지
● 1964.1-4 파나마-미국 간 외교관계 일시 단절

- 1964.1 파나마 학생 및 군중들과 운하 주둔 미군 간 유혈
사태 발생 (23명 사망)
● 1968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장군 주도 군사 쿠데타 발발

● 1977.9

토리호스 카터(Torrijos - Carter) 조약(파나마운하 반환 협정)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비행기 사고로 사망, 노리에가

관

● 1981.7

Ⅰ. 개

체결

(Noriega) 군부 실권자로등장
미군 침공, 노리에가(Noriega) 체포 및 미국 이송(국제마약
사범 죄목)
● 1994.5

파나마 정치사상 최초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통령 선거

Ⅱ. 정치 체제

● 1989.12

실시
페레스 바야다레스(Perez Balladares) 대통령 취임(민주혁명당)

● 1999.9

미레야 모스코소(Mireya Moscoso) 대통령 취임(파나메니

Ⅲ. 정치 정세

● 1994.9

스타당)
미국의 파나마운하 인도 및 주둔 美남부사령부 철수 완료

● 2004.9

마르틴 토리호스(Martin Torrijos) 대통령 취임(민주혁명당)

● 2009.7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대통령 취임

Ⅳ. 대외 정책

● 1999.12

(민주변화당)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대통령 취임

(파나메니스타당)
● 2019.7

Ⅴ. 경제 정세

● 2014.7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대통령 취임

(민주혁명당)
13

3. 지형 및 기후
PANAMA

가. 지 형
● 위치

- 북위 7-10도, 서경 77-83도 사이에 위치
-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며,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으로

파나마 개황

뻗어있는 것과는 달리 파나마는 동서 방향으로 국토가 형성

- 서쪽은 코스타리카, 동쪽은 콜롬비아와 접경
● 지대

14

- 해발 제로의 지역에서부터 최고 3,475m의 바루(Baru)산에 이르기
까지 평원, 계곡, 고원, 산맥·산악, 밀림지대로 구성

- 서쪽 코스타리카 국경지역은 바루(Baru)산을 비롯한 산악지대가
많고, 동쪽 콜롬비아 국경지역은 밀림지대가 형성
● 지형적 특징

- 지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편(서쪽 코스타리카나 동쪽
콜롬비아 쪽은 지진대와 가까우나 파나마는 지진대에서 떨어져 있고,
카리브 지역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도 파나마 앞쪽 바다에서 생성
되어 미국 쪽으로 북상)

- 우 기 : 4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관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우기와 건기로 구분

Ⅰ. 개

나. 기 후

- 건 기 : 12월 중순부터 4월 중순

Ⅱ. 정치 체제

- 기 온 : 연평균 섭씨 25-35도

Ⅲ. 정치 정세
Ⅳ. 대외 정책
Ⅴ. 경제 정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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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형태
PANAMA

● 입헌민주주의 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

- 행정부 수장 : 대통령(5년 임기)
- 입법부 수장 : 국회의장(1년마다 호선)

파나마 개황

- 사법부 수장 : 대법원장(2년마다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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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 법
● 1904년 최초 제정 이후 총 8차례 개정, 2004년 개정헌법이 현행 헌법

- 개헌 역사 : 1904 ( 제헌 ), 1941 , 1946 , 1972 , 1978 , 1983 ,
1993, 1994, 2004
● 파나마 헌정사는 아래와 같이 크게 4시기로 구분

- 제1기 1904~1940 : 미국에 파나마 공공질서 유지 위한 간섭권 부여
(Hay - Bunau Varilla 조약의 반영)
- 제2기 1941-1945 : 미국과 Hull-Alfaro 조약 체결로 미국의 간섭권
배제를 반영, 시민권 자격요건 조항 삽입, 대통령
임기 연장(4→6년)

- 제3기 1946-1971 : 1904년 헌법체제로 회귀(미국 간섭권 배제는
유지)

- 제4기 1972-현재 : 군사지도자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관

거쳐,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에게 6년간

Ⅰ. 개

주도 쿠데타 발생 (‘68년) 이후 수년간 계엄기를
한시 독재권한을 부여하는 신헌법 제정(’72년)
※ 1972년 헌법의 한시 독재조항 실효로 헌법상의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으나 실제로는 노리에가(Noriega) 독재가 존재했

● 최근 개헌(2004년)의 주요 내용

Ⅱ. 정치 체제

으며, 1994년이 되서야 진정한 민주 선거 실시

- 제2부통령직 폐지
- 제2국회의원 대행* 제도 일부 수정
제도가 존재하며, 2004년 개헌 전에는 2명까지 대행 권한 부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1명만 대행 권한 부여 가능

Ⅲ. 정치 정세

* 국회의원(Diputado) 유고/부재 시 표결대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 대행’(Suplente)

- 장애인 권리 보호 확대
- 인신보호 제도 강화

Ⅳ. 대외 정책

- 전문, 15장 328조

3. 입법부

● 의회 : 단원제(총 71석)

Ⅴ. 경제 정세

가. 구성

● 임기 : 5년(연임/중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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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자격 : 파나마 태생 또는 귀화 후 15년 경과자, 최소 21세 이상,
선거일 이전 1년 이상 선거구 거주자, 범죄로 5년 이상 형벌을
받지 않은 자

PANAMA

● 선거

- 직선제
- 소선거구와 대선거구 결합(26개 소선거구에서 26석, 13개 대선거구

파나마 개황

에서 45석)
● 회기 : 연중 8개월간의 정기국회와 수시로 개최 가능한 임시국회 개최

- 정기국회 : 연 2회(7.1.~10.31., 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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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 : 행정부에 의해 소집(기간도 행정부가 결정)
● 의장단 : 임기 1년, 의원 간 호선이나 사실상 주요 정당 지도부 간 협의로
결정

- 의장(1), 부의장(2), 사무총장(1), 사무차장(1)

의석수*(비율)

정치성향

35(49%)

중도좌파(차기 집권당)

민주변화당(CD)

18(25%)

중도우파

파나메니스타당(PAN)

8(11%)

중도우파

몰리레나당(Molirena)

5(7%)

중도우파(차기 여당 연합)

무소속

5(7%)

Ⅱ. 정치 체제

민주혁명당(PRD)

관

정당명

Ⅰ. 개

나. 정당별 의석 분포

* 현재 의원 당선자 8명을 상대로 한 이의제기·재집계 신청이 선거재판소에 접수된 상황이
며 결과에 따라 향후 의석 비중 변동 가능성 존재

Ⅲ. 정치 정세

다. 특이사항
● 국회의원대행(Suplente) 제도

- 선거 시 국회의원 본인과 함께 입후보
● 당적 이탈시 소속 정당에 의한 국회의원직 박탈 제도

Ⅳ. 대외 정책

- 국회의원 본인 부재/유고시 대신 투표

Ⅴ.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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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부
PANAMA

가. 구성
● 대통령, 부통령, 15개부(Ministerio), 약 50여개의 독립된 廳급 분권기관
● 대통령/부통령 선거 및 임기

파나마 개황

- 직접선거로 선출(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 피선자격 : 파나마 출생의 35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형벌을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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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임기 5년, 연임 금지, 중임 허용(임기 종료 후 10년 뒤 재입후보
가능)
● 중앙부처(장관급, 15부)

- 대통령실, 운하부, 외교부, 경제재정부, 통상산업부, 농축산개발부,
교육부, 보건부, 내무부, 공공안전부, 주택국토계획부, 사회개발부,
공공사업부, 노동인력개발부, 환경부
● 지방 자치단체는 10개 주(Provincia)와 원주민 보호를 위한 5개의 특별
보호구역(Comarca)으로 구성
※ 당초 9개 주였으나, ‘13년 말 파나마시티 서부 외곽지역(Panama Oeste)이 새로운
주로 독립

- 주(Provincia)는 다시 지역(Distrito)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은 작은
행정단위 기관인 구(Corregimiento)로 세분

- 원주민 특별 보호구역 5개는 3개의 주(Provincia)와 2개의 구
(Corregimiento)로 구성

관

● 대통령 :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코엔

Ⅰ. 개

나. 주요 인사

(Laurentino Cortizo Cohen, 19.7.1. 취임)
● 부통령자 겸 대통령실장관 :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 하엔

Ⅱ. 정치 체제

(José Gabriel Carrizo Jaén, 19.7.1. 취임)

5. 사법부

● 9명의 대법관 및 동수의 대행 대법관(suplente)으로 구성

Ⅲ. 정치 정세

가. 대법원(Corte Suprema de Justicia)

- 임기 10년, 매2년 마다 2명씩 대통령이 국회 동의하에 지명
- 대법원장은 대법관간 호선(임기 2년)

Ⅳ. 대외 정책

●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일반부 등 총 4개 재판부(Sala)
● 주요 기능

- 소송 사건의 최종심급법원

Ⅴ. 경제 정세

- 제반 법률, 조약, 행정명령 등의 위헌 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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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법원(Tribunal Superior)
● 민·형사(5곳), 노동(2곳), 해사(2곳), 가정(1곳), 아동·청소년(1곳), 자

PANAMA

유 경쟁 및 소비자 권리(1곳) 등 총 12곳의 고등법원 운영

다. 재판소(Juzgados)

파나마 개황

● 민·형사(10곳), 노동(2곳), 가정(2곳), 아동·청소년(3곳), 자유 경쟁 및
소비자 권리(2곳) 등 총 19곳의 재판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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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재판소 및 기타 독립 기관
가. 선거재판소(Tribunal Electoral)
● 구성

- 3명의 재판관(magistrado)과 대행 재판관(suplente)으로 구성(임기
10년, 연임/중임 제한 없음)

- 각각 입법부, 행정부, 대법원에 의해 지명
- 선거범죄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선거검찰이 존재
● 기능

- 선거법의 유권해석 기관이며, 선거결과 최종 확정 기관
- 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 당선자 확정 등
- 유권자 등록 업무를 위해 선거권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등록 관리

● 선거사건 처리

관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재판소가 최종 결정 기관

Ⅰ. 개

- 선거 무효소송 접수, 조사, 당선인 확정/변경, 선거 무효 및 재선거
- 단, 선거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위반을 다투는 경우 이는 대법원이
최종결정

Ⅱ. 정치 체제

- 선거범죄로 인한 형사적 판단은 대법원이 최종 결정 기관(단심제)

나. 검찰청(Ministerio Público)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

Ⅲ. 정치 정세

● 검찰총장, 행정검사장 및 검사로 구성

● 기능은 법, 판결, 행정처분 이행 촉진을 위한 수사지휘 및 공소 제기 역할

● 감사원장, 부감사원장 및 감사관으로 구성

Ⅳ. 대외 정책

다.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 기능은 자금·공공재 이동의 감시·감독·규제 및 관련 계좌 조사·개입·

Ⅴ. 경제 정세

폐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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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정당
PANAMA

가. 민주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RD) :
중도좌파
● 1968년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장군이 이끌던 혁명정치단체를 기반으로 1979년 아리스티데스 로요

파나마 개황

(Aristides Royo) 전 대통령이 창당함.
● 1980년대 민주혁명당은 군사독재자 노리에가(Noriega)와 결탁하면서
군부독재 성향을 가졌으나, 1989년 노리에가 축출 후 페레스 바야다

26

레스(Pérez Balladares) 주도로 군국주의 성향에서 벗어나 신자유주
의를 지향하기 시작한바, 현재는 중도좌파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기
반으로 함.
● 1979년 창당 후 총 7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의 아들인 마르틴 토리호스(Martin

Torrijos)가 대통령을 역임(2004-2009)함.
● 2019년 대선에서 민주혁명당은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대선 후보가 33.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
되었고, 아울러 파나마시장 선거에서도 승리한 데 이어 국회 의석 수
역시 전체 71석의 절반에 육박하는 35석(연합당인 몰리레나당의
5석을 합치면 과반)을 확보함.

신으로, 1977년 파나마 운하 반환조약(Torrijos-Carter 조약) 체결

관

● 1932년 창당된 국민혁명당(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의 후

Ⅰ. 개

나. 파나메니스타당(Partido Panameñista, PAN) : 중도우파

직후 그간 미국 망명 중이던 전 대통령 아르눌포 아리아스(Arnulfo

Arias) 가 귀국하여 진정파나메니스타당 (Partido Panameñista
당명을 변경함.

- 아르눌포 아리아스(Arnulfo Arias)는 현대 파나메니스트 주의의

Ⅱ. 정치 체제

Auténtico)을 창당하였으며, 2004년 대선 패배 후 현재 이름으로

창설자이자 3선 대통령*으로 반독재 및 반군국주의 주창자인바,
파나마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표상
임기 중단)

Ⅲ. 정치 정세

* 1940.10-1941.10; 1949.11-1951.5; 1968.10.1.-1968.10.11.(토리호스 군사 쿠데타로

● 정치 성향은 중도우파로서 1930년대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창당된 세력임.

친미성향이 가미되면서 이전의 강한 민족주의에서 반군국주의와 반
공산주의 성향을 띄게 됨.

Ⅳ. 대외 정책

● 독재자 노리에가(Noriega) 축출 후 독재세력 반대, 운하 반환으로 인해

● 2014년 대선에서 당선된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적인 지지율 하락을 겪은바, 이에 2019년 대선에서 호세 블란돈(José

Blandón) 파나메니스타당 대선후보는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체 4위에 그쳤고, 당이 확보한 국회 의석 수 또한 현재의 16석의

Ⅴ. 경제 정세

대통령은 임기 중 미진한 국정 운영 속도로 인한 비판을 받으며 지속

절반에 불과한 8석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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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주변화당(Partido Cambio Democrático, CD) : 중도우파
● 1998년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전 대통령이 창당

PANAMA

하였으며, 2009년 대선에서 승리함.
● 중도우파 성향으로 자유주의, 진보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업인
출신인 창당자의 철학을 반영하여 자유기업제도를 선호함.

파나마 개황

라. 몰리레나당(Movimiento Liberal Republicano Nacionalista,
Molirena) : 중도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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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군사 쿠데타후 반군국주의자들이 결집하여 1982년 창당
하였고 중도우파 자유주의 성향임.
● 1989년 파나메니스타당과 연합하였으나 2009년 대선부터 2018년
까지는 민주변화당과 연합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9년 대선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역사적으로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던 민주혁명
당과 연합해 대선 승리에 기여함.

마. 민중당(Partido Popular) : 중도우파
●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활동을 위해 1956년 창당되었고, 2001년 기독교
민주당(Partido Democrático Cristiano)에서 현재의 민중당으로 당명을
변경함.

● 2000년 민주혁명당과 연합을 결성했으나, 2009년 대선에서 민주

관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으나, 2019년 선거에서는 의석 획득에 실패함.

Ⅰ. 개

혁명당이 패배하자 결별하였고, 2013년 파나메니스타당과 연합하여

Ⅱ. 정치 체제
Ⅲ. 정치 정세
Ⅳ. 대외 정책
Ⅴ.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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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PANAMA

● 2019.5.5. 실시된 대선 및 총선에서는 민주혁명당(PRD)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민주
혁명당은 또한 파나마시장을 배출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혁
명당 단독으로 과반에 육박하는 35석을 획득하며 큰 승리를 거둔바,
코르티소 당선자는 향후 법치주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빈곤 및

파나마 개황

불평등 근절 등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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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대선 및 총선 결과
● 2019 . 5 . 5 . 대선 결과 민주혁명당 (PRD) 의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Laurentino Cortizo) 후보가 33.35%의 지지율로 민주변화당(CD) 로
물로 룩스(Rómulo Roux) 후보(30.99% 득표)를 꺾고 2019-2024 임
기 대통령에 당선됨(파나마는 결선 투표 없이 최다득표자 당선).

- 민주혁명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35석을 획득, 5석을 획득한 연합
당인 몰리레나당(Molirena)과 함께 전체 71개 의석 중 과반 확보에 성공
하였고, 파나마시장 선거 또한 호세 파브레가(José Fábrega) 후보가
42.5%의 지지율로 당선되는 등 집권 여당으로서의 입지 확보

- 대선 및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역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던 몰리
레나당과 연합의 결속을 지켜내는 것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전 집권당인 파나메니스타당(PAN)은 대선을 앞두고 바렐라 전 대통
령과 공공연히 대립해왔던 호세 블란돈(José Blandón) 대선후보(전 파

나마시장)가 대선에서 4위인 10.84% 득표에 그쳤고, PAN은 국회의

관

● 민주변화당(CD)은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전 대통령

Ⅰ. 개

원 선거에서도 현재의 16석의 절반인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

('09-'14)의 임기 중 불법도청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
기에서 선거를 맞았지만, 로물로 룩스(Rómulo Roux) 대선 후보(당 총재)
하였고, 국회에서는 현 의석 수 대비 7석 감소한 18석을 획득함.

Ⅱ. 정치 체제

는 30.9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코르티소 당선자에 단 2%p차로 석패

● 한편, 금번 대선 및 총선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리카르도 롬바나(Ricardo Lombana) 무소속 대선후보는 전 정치권에
이번 대선의 최대 승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1석에 불과했던 무소속 의석수가 5석으로 늘어남.

● 코르티소 정부는 '힘을 합치다(Uniendo Fuerzas)'라는 대선 캠페인 슬
로건에서 알 수 있듯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기관

Ⅳ. 대외 정책

3. 코르티소 정부 정책 전망

Ⅲ. 정치 정세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인기를 끌며 18.81%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해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류층, 중산층, 농축산계, 원주민 등
국가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리 창출, △빈곤·불평등 근절, △교육의 5개 기본 축을 중심으로 하는

Ⅴ. 경제 정세

● 특히 대선 과정 중 △'좋은 정부', △법치주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
공약을 내세운바, 여기에는 친서민 복지, 정부 혁신, 치안, 청년, 농축산계
지원, 의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의 정책·사업 계획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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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정부(El Buen Gobierno)
- 대통령실 산하에 개발기획청(Instituto de Planificación para

PANAMA

el Desarrollo) 을 신설하고 , 국제평가추진사무소 (Oficina de
Seguimiento de Caliﬁcaciones Internacionales)를 창설해 국가 투명
성 제고,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국가브랜드 강화 등의 업무 추진

- Panama Digital 사업을 통해 정부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절차의 신
파나마 개황

속화 및 간소화 달성

-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 제고, 공무원 재량권 감소, 규범 확
립을 꾀하고, 국민들이 공공계약들의 진행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절

34

차·회계 투명성 강화

- 외교부 내 Propanama라는 부서를 신설해 재외공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 수출 활로 모색 등 추진

- 지방분권화(descentralización)를 통해 공공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민생 개선 도모

2) 법치주의
- 신속대응통합전략센터(Centro Integral Táctico de Atención
Inmediata)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응급·범죄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강화

- 경찰의 정보·기술 역량 강화, 경찰을 위한 장비·복지 확대, 지역별
경찰 인력 증대 및 지역 공동체를 통한 방범단 설치 추진

- 마약, 불법자금 세탁,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016년
부터 시행된 신규 형법제도(Sistema Penal Acusatorio)를 활성화해

Ⅰ. 개

범죄자 처벌 보장

관

- 교화시설들이 직업 재활·사회 재진입 센터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재범·재구속률이 65%에 달하는 파나마 범죄자
하는 수감시설 실현

Ⅱ. 정치 체제

들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NGO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

3)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램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회
은행(Banco de Oportunidades) 창설을 통해 여성 및 청년 벤처기업가

Ⅲ. 정치 정세

- '첫 직장-일하며 배우다(Primer Empleo – Aprender Haciendo)' 프로

들에게 융자 및 자문 지원

- 문화경제, 창조적 산업과 같은 오렌지 경제(Economía Naranja)의
- 과거 파나마에서 진행되었던 신토불이 캠페인(Panameño con
orgullo consume lo tuyo)을 재개하여 국내 제조업 지원(농축산업계,

Ⅳ. 대외 정책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법안(Ley de Industrias Creativas) 제정

중소기업, 수공업자 등 대상)

(Agro 20-40)을 수립하고, 농축산 내각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농축산
정책 시행

- 차기 정부 출범 후 120일 내 식품안정청(AUPSA)을 폐지하고 동 기관의

Ⅴ. 경제 정세

- 향후 20년 간 파나마 농축산 정책을 이끌어갈 농축산국가정책

권한을 농축산개발부와 보건부로 이전시키기 위한 법안 추진
35

- '농축산품 직매장(Mercados del Campo a la Mesa)'을 설립하여 지방
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값싸게 제공하고, Chitre 및 La Chorrera
지역에 농축산시장 신설

PANAMA

- 관광 내각을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국제
마케팅 캠페인 전개

파나마 개황

4) 빈곤·불평등 근절
- 국가의약품자재구매센터 (Centro Nacional de Compra de

36

Medicamentos e Insumos) 를 설립 ,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UNOPS)를 통한 의약품 구매 방식으로 적정 가격에 공공의료보
건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달하고, 대중 약국(Farmacias Populares)
정책을 통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저가의 의약품(generic)을 공급하
는 한편,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FDA 또는 유럽

EMA 승인 약제에 대한 수입 절차 신속화
- 보건부 및 사회보장기금 의료 서비스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디지털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질병 예방 정보를 비롯한 의료 관련 제반 정
보를 제공하는 웹 포털 및 디지털 진료정보 기록소 설치·운영

- 파나마 북부, David, Santiago, Chitre, Penonome, Arraijan 지역 등의
물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물 공급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수원 유역을
중심으로 한 식수사업을 진행하며, 물 공급 및 위생 서비스 관련 민원
접수·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설치

- 여성부(Ministerio de la Mujer) 설립, 여성의 과학·연구계 진출 장려
사업,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주거지 제공 사업 등 여성·가족

Ⅰ. 개

지원 사업 추진

관

- 현 문화청을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로 승격하여 국가문화계획
(Plan Nacional de Cultural)을 수립·실행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5) 교육

Ⅱ. 정치 체제

통한 문화·창조 산업의 개발 장려

- 정부가 국내 생산물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무상 제공하는
-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국내외 최고 명
문대학교 진학을 준비시키는 교육 기관(Academia Panama para el

Ⅲ. 정치 정세

‘굶주림 없이 공부하기(Estudiar sin Hambre)' 사업 시행

Futuro)을 설립하고, 2억불의 기금을 마련해 우수 학생 및 교원(예
술, 스포츠, 수학, 과학 등) 대상 장학 사업(Becas para el Futuro) 추진

하고, 영어교육연수센터 및 교육자 양성 목적의 고등 기관 (Instituto

de Altos Estudios para el Perfeccionamiento del Docente) 설립

Ⅳ. 대외 정책

-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부 간 소통 제고를 위한 교육정보 플랫폼을 개발

● 금번 대선의 화두 중 하나였던 개헌과 관련, 코르티소 당선자는 대선
회 입법기를 거치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7.1 개원한 새 국회에 오는 10월 개헌안을 상정하고, 상·하반기 입법

Ⅴ. 경제 정세

시 공약한 대로 국가협의체의 개헌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2번의 국

회기 중 각각 국회 심의를 거쳐 1년간의 검토를 거친 후 개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
37

※ 바렐라 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당시 개헌의회 소집을 통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으나 임기 말까지 개헌을 위한 정치·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헌을 미뤄왔으며, 2019 대선 기간 중 개헌이 핵심 이슈로 제기되자 코르티소

PANAMA

대통령은 국회, 정부 및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 제시

- 국가협의체의 개헌 제안서 초안에는 검찰에 국회의원 및 대법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국회의원 재선 횟수 제안, 대행의원 임금 수령방
식 제고(실제 의원직 대행 시에만 임금을 수령하도록 변경), 대법관

파나마 개황

임기 연장(10년→15년) 등 그간 국민들이 정부의 투명성 및 부정부
패 문제로 지적해온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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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 정책 기조
PANAMA

● 파나마의 대외 정책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 국제사회 내 입지 재정비와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를 적극 추진하
고, 대화 및 인권 존중과 사법 안정성 확립에 기초한 국제적인 중재국
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 중남미 물류 거점, 뛰어난 항공 연결성
파나마 개황

진하면서, 파나마 내 유엔 인도적지원지역물류센타(CLRAH)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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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S 총회,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

등을 통해 파나마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의약품 허브(Hub)화를 추
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유치 사업 활발히 추진 중

의를 개최하여 활동 범위 확대와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
며, 2015.4월 개최된 제7차 미주정상회의 시 쿠바를 포함한 33개
회원국 전체의 참석을 이끌어내고 미-쿠바 간 국교정상화에도 공헌

- 또한 중남미 국가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주교 행사 중 하나인
‘2019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2019)’를 올해 1.22.-27.
간 교황 및 세계 여러 정상의 참석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
● 파나마는 외교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
교관계 수립, 공관 개설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18.2월부
터는 송골매 정책(Política Halcon)으로 명명된 지역외교정책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바,
주요국 고위급 인사 방문 교류를 통해 파나마의 중남미 진출 관문으로
서의 역할 가능성, 지정학적 이점 및 물류·항공 플랫폼을 홍보하고, 동
지역 주요국들과의 외교·통상·관광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국가의 새로운 중장기 국제협력계획인 ‘파나마 협력계획
2030(Panama Coopera 2030)’을 추진하면서 그간 개발도상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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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파나마의 지리적 위치 및 물류

관

서비스 기반 제공을 통한 공여국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타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파나마를 통해 여타 중미·카리브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삼각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

● 실리 외교 강화 차원에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이미 총 44개

Ⅱ. 정치 체제

하고 있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태평양동맹(PA) 가입
을 위해 2015.7월 멕시코와의 FTA를 체결 및 발효시켰으며, 또한
표명 중임.
● 코르티소 대통령은 선거 전 EFE지와의 인터뷰에서 파나마는 모든

Ⅲ. 정치 정세

태평양지역의 성장세에 주목하여 APEC 가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국가들에 국제정책상 존중을 제공·요구할 것이며 친절한 중재국

(amable componedor)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향후
없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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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국제적 중재역을 자처하는 파나마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Ⅴ.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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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부 조직 및 체제
PANAMA

가. 구성
● 장관, 1차관(대외관계), 2차관(다자업무 및 협력), 사무국 및 9개 국

(Dirección)으로 구성

파나마 개황

나. 주요 인사
● 외교장관 : 알레한드로 페레르(Alejandro Fe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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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관 : 페데리코 알파로 보이드(Federico Alfaro Boyd)
● 2차관 : 에리카 모이네스(Erika Mouynes)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가. 파나마 주재 외국공관
● 대사관 : 49개국

- 북미(3), 중남미(19), 유럽(12), 아시아(5), 중동(3), 아프리카(5), 기타
(교황청, 유럽연합)
● 국제기구 사무소 : UN, UNDP, UNODC, OHCHR, UNHCR,

UNEP, UNICEF, WFP, UNOPS, UNAIDS, PAHO, OCHA, GEF,
International Red Cross 등

● 지역기구 사무소 :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중남미사회통합

Ⅰ. 개

기구 사무처(SISCA)

관

나. 재외공관 현황

- 북미(3), 중남미(21), 유럽(13), 아시아(9), 중동(4), 아프리카(3),
기타(교황청,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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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 53개국

● 총영사관 : 139개소

● 국제기구 대표부 : 3개(뉴욕, 제네바, 빈)

● UN, WTO, OAS, UNESCO, FAO, IMF, IADB, IAEA, ICAO, ILO,

IMO, IOC, IPU, ISO, ITU, UNCTAD, WHO, WIPO 등 총 53개 국제

Ⅳ. 대외 정책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Ⅲ. 정치 정세

- 북미(19), 중남미(40), 유럽(52), 아시아(18), 중동(6), 아프리카(4)

기구에 가입
※ 태평양동맹(PA), 남미국가연합(UNASUR), 안데스공동체(CAN)에는 옵저버 국가로

Ⅴ. 경제 정세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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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대외관계 현황
PANAMA

가. 대미 관계
●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지배 하에 건설된 이후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으며, 동 기간 중
미국이 노리에가(Noriega) 축출을 위한 파나마 침공을 단행하기도 하

파나마 개황

였으나, 1999.12.31. 파나마 운하 반환을 계기로 대등한 위치에서 새
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 파나마 운하 반환 이후에도 전통적인 대외 친미정책 기조는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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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효된 파-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통상 협력 이
외 마약·테러 등 안보분야의 협력 역시 심화될 전망임.
● 파나마 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론적 성향이 파나마
운하와 항만 및 파나마 내 미국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도 존재하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여파는 관측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파나마와 미국 간 관계는 파-중 수교(2017.6.12.) 이후 중국이라
는 새로운 국가의 등장으로 인해 변수를 갖게 되었는데, 미국은 최근
중남미·카리브 지역 내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 활동 및 영향력 강화를
우려해 2018.9월 파나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관련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10월에는 마이크 폼페
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방문해 바렐라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
담을 갖고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대해 파나마에 주의를 주는 등 파-중
관계의 발전을 면밀히 주시 중인 것으로 관측됨.

● 한편, 코르티소 대통령은 토리호스 정부('04-'09)에서 농축산장관 재
임 당시 파-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식물·동물위생 검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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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에 반대해 장관직을 사임한 전례가 있어 미국에 비호의적일 수 있

관

다는 시각도 존재하나, 양국은 파나마운하를 중심으로 경제·금융·치
안 부문에 두루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파나마의 친미 기조가 급변

- 실제 코르티소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파나마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파나마운하 1위 이용국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미국과의 통상, 문화, 스포츠, 교육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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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의사 표명

● 파나마는 정치·외교적으로 여타 중남미 국가와 양자관계를 일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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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남미 관계

수립해 왔으나,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무역질서 속에 편입되어 좌
경제 통합 논의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함.
● 그러나,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고 난 뒤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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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성향의 중남미 국가들과는 이해관계가 달라 1990년대까지는 중미

년대 들어, 소원해진 중남미 경제권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시작
하였으며, 특히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을 수차례 수임하면서 역

- 최근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로 구성된 경제블록인 태평
양동맹(Paciﬁc Alliance) 가입을 추진하면서 외교적으로는 중남미의

Ⅴ. 경제 정세

내 비중 확대를 추진 중임.

일원으로서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는 자유무역질서에 적극 호응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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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는 태평양동맹(PA) 가입을 위해서 기존 4개 회원국과의 FTA를 발효시켜야
한다는 선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멕시코, 페루, 칠레 등 3개국과는 FTA를 발효
시키고 콜롬비아와의 FTA만 서명 후 비준 동의 절차를 남긴 상태

PANAMA

●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역내 인권·평화·안보의 중재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접국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국경분쟁 협상이나 베네
수엘라 정부와 야당 간 대화 제안 및 역내 이민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 강화된 역할을 수행 중임.

파나마 개황

- 파나마는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내 정치·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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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외교장관 및 교황청이 참가하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중재역을

을 위해 마두로 정부와 야당 간 대화 지지 의사를 밝혀 왔으며,
2017.3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입법권 대행 결정 사건 당시에는 7
자청해 왔고, 최근에는 리마그룹의 일원으로서 후안 과이도 임시대
통령을 공식 인정하고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적극 동참

- 2015년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탈쿠바민들에 대한
입국 허가를 중단하면서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쿠바민들에 대한 인
도적 문제가 불거지자, 2016.1월 멕시코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파나마 내 체류 중인 탈쿠바민들을 항공편을 통해 멕시코로 이동시
키는 국가차원의 지원을 단행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주재국 다리
엔(Darien)주 내 이민자 임시수용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역내 이민
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입장 견지

하고 있으며, 2000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친 이베로아메리카

관

● 외교 다변화와 실리 추구의 일환으로 유럽과의 관계 강화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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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유럽 관계

(Iberoamérica)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통적 우방인 스페인, 포르
투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와의 협력 관계 확대를 모색 중
지속 중임.

- 특히, 운하 확장공사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시 파나마 사회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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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EU-CELAC 장관급 회의 참석하는 등 양 지역 간 관계 접근 노력도

층에 넓게 포진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계 네트워크가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남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

파나마로 크루즈선을 취항하기로 합의하고, 루프트한자(Lufthansa)
社와도 관광 증진 프로그램 실행에 합의하는 등 관광협력 강화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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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월 바렐라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투이(TUI) 여행사와

롯해, 2018.8월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파나마 최초의 해외 농업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증진 가능성도 타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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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아시아 관계
● 일본은 대중남미 주요 수출국인 파나마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파나마
진 중으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관련 협력 및 장학 사업 등을 진행 중임.

- 2016년 파나마 정부가 수령한 무상기술원조 지원금 총 4,3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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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주요 이용국으로서의 경제적 실익에 기초한 대파나마 외교를 추

불 중 JICA의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및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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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84% 차지

● 파나마와 일본 간 최근 대표적인 협력 사례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
설사업*으로 일본은 JICA를 통해 총 26억불에 달하는 메트로 3호선
디자인·건설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Hitachi社의 모노레일 전동

PANAMA

차를 공급할 예정임(전동차 공급 계약 규모는 8억 3,900만 불 수준).
* 파나마시와 서파나마주를 연결하는 26.7km 선로와 14개 역사, 시간당 수송 인원 2만
명의 객차 6량(전동차 28대) 등으로 이루어짐

파나마 개황

- 파나마 경제재정장관과 메트로공사 사장은 2015.3월 일본을 방
문해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협상을 가졌고, 2016.1월

Hincapié 외교차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키카와다 외무차관과
메트로 3호선 건설을 위한 기술·금융 협력협정에 서명한 후 바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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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이 2016.4월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을 위한 26억불 상당의 차관 협정에 서명하는 등 파-일 정부 간
메트로 3호선 건설 관련 협력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
● 중국은 2017.6.12 파나마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파나마
를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관문이자 일대일로 구상의 포석으로 삼고 무
역, 인프라, 관광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추진 중임.

- 현재 파-중 FTA는 6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파나마의 대표 국책
사업 중 하나인 파나마운하 제4교량 건설공사에 중국의 Panama

Cuarto Puente 컨소시엄이 14.2억불에 낙찰되었고, 파나마-다비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2019년 3월 동 사업이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는 결과와 함께 타당성 조사 완료
※ 총 사업비 41억불의 파나마-다비드 철도 사업은 파나마의 수도와 코스타리카 국
경 지역의 다비드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회당 총 운송 여객 750명, 8개 차량, 21
개 역사, 총 길이 391.3km 예정

- 2017.9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파나마중국대사관 개관식
참석차 파나마를 방문하였고, 2017.11월에는 바렐라 전 대통령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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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관

경제·통상·관광·해사 등 제반 분야에 대한 19개의 협정 및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바렐라 전 대통령은 2018.11월과 2019.4월 중국을
최초로 파나마를 방문하는 등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진전 중

- 파-중 수교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이미 파나마 콜론자유
무역지대(ZLC) 내 최대 상품 공급국이자 파나마운하 제2위 이용국인

Ⅱ. 정치 체제

2차례 더 방문하였고 시진핑 주석 역시 2018.12월 중국 국가주석

상황 등을 고려한 파나마의 현실적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결과인 동시에
공세적 對중남미 진출 및 대만 압박을 위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 대만은 2017.6.12. 파나마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

Ⅲ. 정치 정세

따른 결과

며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자 즉각 파나마 내 대사관을 철수하
였고, 이후 파나마 측은 대만에 무역대표부 상호 개설 희망의사를 표

- 그러나 대만 기업 대표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파나마 국제무역박
람회(Expocomer)에 참가하는 등 민간 차원의 통상 관계는 유지 중

Ⅳ. 대외 정책

명하였으나 대만 측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Ⅴ.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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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통상 정책 기조
PANAMA

가. 개방경제 및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 파나마 자체 시장은 협소하나, 양 대양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
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서
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에도

파나마 개황

적극적임.

- 중남미 최대의 금융 중심지로서 각종 기업 활동 관련 규제개혁도 적
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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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서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
만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로 구성된 자유무역체제인 태평양동맹
(Paciﬁc Alliance)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며, APEC 가입에도 관
심을 보이는 중

[발효된 무역 조약·협정(FTA 총 12개, 기타 협정 10개)]

- FTA(12개) : EFTA, 캐나다, 칠레, 페루, 싱가포르, 대만, 멕시코, 코스
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 경제통상협력협정(Acuerdo Sobre Cooperación Económica y
Comercial) : 이스라엘

-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협정에 의거한 역내 특혜관세 협
관

Acuerdos de la ALADI) :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파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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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Regionales que se derivan de los
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 부분무역협정(Acuerdo de Alcance Parcial) :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
- 중 미 통 합 체 제 (SICA) 가 입 을 위 한 의 정 서 (Protocolo de
incorpor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al Sistema de Integración

Ⅱ. 정치 체제

다드토바고

Centroamericana)*
ㅤㅤ: 중미통합체제 국가들간 FTA의 관세·세제·법률·위생 부문 심화를

- 무역협정(Tratado Comercial) : 미국, 도미니카(공)

Ⅲ. 정치 정세

위한 의정서

[미비준(미발효)된 자유무역협정]

- FTA : 한국(2018.2월 서명), 콜롬비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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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지진,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가 없고 중미 최고 수준의 치안상태를 기
반으로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 콜론 자유무역지대 활동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다국적 기업(SEM) 비자제도 등 외국

Ⅴ. 경제 정세

적극적으로 2019.5월 기준 총 147개의 다국적 기업이 활동 중임.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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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르티소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추진 과제
● 2019.7.1. 출범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정부는

PANAMA

공공부채 259억불 및 인프라 공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 44억 42백
만 불 등 총 3백억 불이 넘는 채무를 안고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함.

- 국가재정 운영에서 국가부채 상환 구조 변경(일괄지급 → 분할지급)
문제가 당면 과제

파나마 개황

● 토리호스 정부(2004-2009) 당시 파-미 FTA가 파나마의 식품위생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농축산개발 장관직을 사퇴했던 코르
티소 당선자는 대선 기간 농업 생산성 증진 및 국내생산자(농축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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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강조하며 미국 및 중미국가들과의 FTA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고, 5차 협상까지 진행된 중국과의 FTA, 국회 비준만을 남긴 한국,
이스라엘과의 FTA 등 통상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경기 둔화의 흐름이 파나마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선 파나마운하 제4교량, 메트로 3호선 등 기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인프라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코르티소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경제계 전
체에 걸친 독과점 척결, 각종 인프라 사업과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 체결된 국가계약 재검토 의지를 밝혔으며, 정부 출범 후 경제 분야
에서의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 억 미불)

2015

2016

2017

2018

명목 GDP

456

499

543

578

618

650

경제성장률

6.9%

5.1%

5.6%

5.0%

5.4%

3.7%

1인당 명목
GDP

$11,649

$12,518

$13,013

$13,515

$14,409

$15,089

8.28
(155.64)
127.86
(254.72)

8.11
(137.74)
135.93
(246.53)

6.96
(120.61)
121.36
(225.1)

6.36
(112)
116.96
(209)

6.6
0(111)
127.20
(219)

6.72
(111.4)
132.33
(230)

교역량
수출
수입

(출처 : 파나마 감사원, IMF, 파나마 운하청, KOTRA 파나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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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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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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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지표(*괄호 안은 콜론자유무역지대 포함 시 교역량)

● 파나마 주요 교역품목

- 수입 : 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
용품 등

Ⅳ. 대외 정책

- 수출 : 어류, 과일류, 목재류, 철강, 사료, 육류 등

Ⅴ.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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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 동향
(단위 : 백만 미불)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경상수지

2014

-10,823.0

7,788.5

-3,817.8

122.3

-6,730.0

2015

-9,709.1

10,036.3

-4,020.0

-106.0

-3,798.8

2016

-8,785.1

10,310.5

-4,468.8

-154.7

-3,098.1

2017

-9,823.6

9,338.9

-4,331.1

-124.8

-4,940.6

파나마 개황

2018

-10,613.0

10,034.2

-4,407.6

-71.6

-5.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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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18년도 주요 경제지표

PANAMA

상품수지

(출처 : 파나마 감사원)

- 소비자 물가상승률 : 0.76%
- 실업률: 6.0%
- GDP 대비 재정적자 : 중앙정부 6.2%, 비금융공공부문 2%
(출처 : 파나마 감사원)

3. 최근 경제 동향
● 2010년대 들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경제는 파나
마 운하 확장, 주거·상업용 건설 공사 등 대규모 건설사업 호조로 중남
미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는데 그간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 및 물류, 금융 중개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해옴.

- 2019년에는 동 광산의 상업적 운영 개시, 에너지 분야의 활발한 인
관

바탕으로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고시설, 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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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지정학적 위치를
프라 등에 대한 투자로 인해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한 것으로 평가
※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글로벌 경쟁력지수(GCI)에서는 항만 인
프라 분야 세계 7위, 항공 수송 분야 세계 44위를 차지하여 중남미 지역내 최고 수준

에 접어들고 있어 건설 경기에 의존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

Ⅱ. 정치 체제

● 다만, 2014년 이후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
고 있는 만큼, 그간의 높은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악화,
만성적 실업 대응이 체감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국산 의류, 섬유류, 신발류에 대한 콜롬비아의
고관세 부과 및 베네수엘라 기업인들의 거래대금 연체 문제 등으로

Ⅲ. 정치 정세

● 콜론 자유무역지대(ZLC : Zona Libre de Colón)의 경우 중계무역 품목

인해 2013년도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소 진정된
것으로 평가됨.

수입되는 신발류와 의류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한 이래, 양자 협의,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 방식에 대한 양국 간 분쟁이 지속

Ⅳ. 대외 정책

- (콜롬비아 고관세 부과 문제) 2013.3월 콜롬비아가 ZLC를 통해

중이지만, 2018.6월 콜롬비아 이반 두케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재개

Ⅴ. 경제 정세

4.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 파나마의 주요 산업별 비중 및 주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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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의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 5%, 2차 산업 20%, 3차 산업 75%
로서 3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의 농축
산·수산업과 더불어 2차 산업의 건설업과 3차 산업의 물류·항만업,

PANAMA

금융업 등이 대표적인 산업 분야
● 1차 산업 동향

- 파나마의 주요 농축산·수산 식품으로는 쌀, 야채, 바나나, 파인애플,
파나마 개황

수박, 멜론, 커피, 사탕수수, 새우, 가재, 참치,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
● 2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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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로 대표되는 건설업의 경우, 파나마 정부
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최근까지 고속 성장세를 기록
•파나마에서 활동 중인 주요 건설사로는 Odebrecht社(브라질계),

FCC社(스페인계) 등 주로 외국계 기업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나,
CUSA社(파나마계) 등 국내기업도 활발한 활동 중
- (에너지) 파나마의 전력 수요는 연간 6%씩 성장하고 있고 주요 공급
원은 수력(65.8%), 벙커유·석탄(28.3%), 풍력(4.5%), 태양열(1.4%) 순
•토쿠멘 국제공항 확장 개장, 콜론도심재개발사업 및 지하철 2-3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나
마 에너지청은 대부분의 전력수요를 친환경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구성을
30%까지 증대)

● 3차 산업 동향

- (물류·항만) 파나마 물류·항만 산업의 중심이 되는 파나마 운하 확장

Ⅰ. 개

공사가 2016.6월 완료되고 2019.4월 토쿠멘 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관

일부 개장하면서, 해운 및 항공 운송을 통한 물동량이 대폭 확대되어
파나마가 명실상부한 역내 해운·항공의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

7,017,392TEU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7% 증가

<2018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항구

비율(%)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2,054

29.3%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2,225

31.7%

크리스토발항(Cristobal, 대서양)

1,283

18.3%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819

11.7%

파나마 국제터미널(PSA, 태평양)

609

8.68%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28개 항공사가 취항 중인 가운데, 2018년 1-11월

Ⅳ. 대외 정책

•토쿠멘 국제공항은 전 세계 83개 도시와 직항 노선을 연결하고 여객·

Ⅲ. 정치 정세

물동량(1,000 TEU)

Ⅱ. 정치 체제

•파나마는 44개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2018년도 물동량은

간 이용 승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1,429 명 늘어난 총 1,481만명을
기록

수출입·은행 간 거래에 특화되어 있으며, 2019.4월 기준 총 83개의 시
중 은행이 영업 중이며 총 자산 가치는 1,179억불을 기록

Ⅴ. 경제 정세

- (금융) 2018년 기준 파나마 GDP의 7.8%를 차지하는 금융업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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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는 불법자금의 돈세탁 국가로서의 의혹이 있어 2014.6월 국
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국가군 목록에 등재된 바 있으
나, 최근 △자금세탁·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지원 방지 법률 제정, △

PANAMA

무기명 주식 보관법 개정 등 자정 노력을 지속해 2016.2월 FATF 총
회에서 회색국가군에서 최종 제외
•2016.4.3 세칭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들이 발생하
면서 프랑스 정부가 2017.1.1부로 조세정보 제공 비협조국 명단에

파나마 개황

재등재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음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2018년부터 OECD 공통보고기준에 입각한 금융계좌정보 자동
교환 기준 이행,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C)’ 서명,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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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적 개선 노력 등을 꾸준히 경주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여 유럽연합(EU)은 2018.1.23. 파나마를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리스트에서 제외
•파나마는 현재까지도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다자협약) 협정에 서명하는 등 다자적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2018.3.9. 자국을 여전히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로 등재하고
있는 20개국에 대해서는 ‘차별조치 대응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양자 간 협상을 추진
※차별조치 대응대상국 (2018.11월 현재)

-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프랑스, 러시아,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조지아, 카메룬, 그리스(명단
제외), 우루과이(명단 제외)

투자상 장점

Ⅰ. 개

가. 투자 환경

관

●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으며 별도 중앙은행이
없어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

Ⅱ. 정치 체제

투자자의 지분참여 비율이 무제한임.

- 미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

●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에 의거 조세

Ⅲ. 정치 정세

레이션과 환율 급변에 따른 위험도가 낮은 편

감면혜택을 부여함.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인센티브 부여

Ⅳ. 대외 정책

-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 단,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 혜택 미부여

Ⅴ.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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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제약요인
●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존재

PANAMA

-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
지만 일부 업종(도박,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
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파나마 개황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은 금지
● 현지인 고용 의무

-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
62

에는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10%까지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으로 고용하도록 명시

-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
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아 대파나마 진출 외국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
●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
상 금지

-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나,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
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

있어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

●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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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 · 통상 환경

양자 간 FTA 등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 중임.

하나로 1998.1월 WTO 가입직후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7.6% 수준으로

Ⅱ. 정치 체제

- 파나마는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중인 국가 중의

인하

비아 순이며,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주로 중국,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푸에르토리코, 미국, 콜롬
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인접국으로 주로 재수출하는

Ⅲ. 정치 정세

- 파나마의 최대 수입 대상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

중계무역 형태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수입
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안보,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

Ⅳ. 대외 정책

● 다만,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시행 중임.

Ⅴ. 경제 정세

다.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ECLAC)에 따르면, 2017년
도 중미 6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20억 83백만 불을 기록,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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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9.8% 증가한 가운데 파나마가 53억 19백만 불(47.5%)로 1위를
차지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되어 파나마는 중미 6개국
중 FDI 유치국가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

PANAMA

※ 2011-2018년 대파나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
(단위 : 백만 미불)

파나마 개황
64

해당 연도

FDI 유치액

2011

3,153

2012

3,210

2013

3,943

2014

4,459

2015

4,494

2016

5,209

2017

5,319

2018

5,549
(출처 : 파나마 감사원)

5. 물류 환경
● 파나마 해사회의소에 따르면, 물류·해사 부문은 국가경제의 33.5%
를 차지하며 국가 전체 일자리 창출의 6.7%를 차지함.
● 파나마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물류성과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중남미 2위(세계 38위)를 차지하였고, 2018
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해운연결성 순위에서는
전체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차지함(세계 30위).

● 파나마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수출입 운송수단별 이용 분포는 해

관

● (해운)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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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64.8%), 육로(26.3%), 항공(8.9%)의 순서를 차지함.

및 분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연간 물동량은 2018년 기준 약 701
만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너
수행 중임.

- 2018년 기준 콜론(Colon)항과 발보아(Balboa)항은 중남미카리브경

Ⅱ. 정치 체제

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항구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제위원회(ECLAC)가 집계한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물동량 순위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

나, 아메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판 아메리카(Pan American) 고속

Ⅲ. 정치 정세

● (육로) 동쪽으로는 콜롬비아, 서쪽으로는 코스타리카와 접경하고 있으
도로가 콜롬비아 무장반군 준동지역인 국경밀림지대에서 끊어져 있어
육로 운송은 주로 코스타리카 이북 지역을 대상으로 함.

치한 ‘토쿠멘 국제공항’(Tocumen International Airport)이 파나마의
항공운송을 통한 국제교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2018년 물동량은

Ⅳ. 대외 정책

● (항공) 파나마에는 총 5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나, 파나마시티 동쪽에 위

168,574 미터톤에 달함.

- 토쿠멘 국제공항은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Ⅴ. 경제 정세

허브 공항으로서 파나마 국적 항공사인 COPA 항공사의 기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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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나마 운하
PANAMA

가. 구조
● 길이 80km, 최소 수로 폭 192m의 갑문(Lock)식
● 운하 중앙에 위치한 호수의 높이가 해발 26m로 해수면보다 높아 선박

파나마 개황

은 갑문에 의해 3단계에 걸쳐 호수까지 올라간 후 다시 3단계에 걸쳐
해수면으로 내려오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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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하 물동량
● 2018 회계년도 파나마운하 물동량은 총 4.42억톤(통행료 24.8억불)
으로,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59억 톤), LPG/LNG선(0.9억
톤), 드라이벌크선(0.74억 톤), 자동차운반선(0.50억 톤)의 순임.
●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동아시아(35%)
이며, 미국 동안-남미 서안(8.54%), 미국 동안-중미 서안(5.26%), 유럽남미 서안(5.20%)가 후순위를 차지
● 운하 통과 선박의 국적은 미국, 중국, 멕시코, 칠레, 일본, 페루, 콜롬비
아, 한국(8위), 에콰도르, 캐나다 순을 기록함.

Ⅰ. 개
관

Ⅱ. 정치 체제

● 2016.4월부터 새로운 운하 요금제가 도입되어, 컨테이너선, 벌크선,

Ⅲ. 정치 정세

다. 운하의 운항요금 및 운하 수입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Ro-Ro선), 여객선, 냉장
선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각기 상이함(예: 최대 적재 용량이 10,000TEU

● 1999.12.31. 운하반환 이후 운하 수입: ‘01년 5.8억불→’18년 29억불

Ⅳ. 대외 정책

인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행료는 사용률 80%기준 약 78만 불).

(약 5배 증가), 2018년 회계연도 운하청의 국고 기여액은 17.03억불임.

● 총사업비 53억불의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는 32억불 규모의 제3수문

Ⅴ. 경제 정세

라. 운하 확장 공사

2기 신규건설 공사(태평양, 대서양 입구 각1기)를 비롯하여, 제3수문
67

진입수로 준설, 현 수로 확장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 길이 423m, 폭 55m, 깊이 18.3m의 제3수문이 새로 가동되어
14,000 TEU급의 Post Panamax 탱커 선박도 통과 가능

PANAMA

● 당초 확장공사는 2007.9월 개시되어 파나마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에 개통예정이었으나, 초과공사비 분쟁 및 균열·누수 현상 수리
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어 2016.6.26. 개통식 개최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 구성사업>
파나마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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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콜론 자유무역지대
가. 위치 및 특징
● 파나마시티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나마운하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통해 동시에 접근 가능한 자유무역지대임.

● 자유무역지대 규모로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관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 중임.

Ⅰ. 개

규모이며, 파나마 운하 및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미주대륙 중계

- LG전자, 삼성전자 등 다수 우리 기업들도 중남미 물류창고를 동 지역
에 운영 중

명의 사업가 및 관광객이 왕래함.

- 관세 대신 창고 등 물류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

● 파나마 정부는 GDP의 약 7-8%를 차지하는 콜론자유무역지대(ZLC,

Ⅲ. 정치 정세

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Ⅱ. 정치 체제

● 연 평균 200억 달러 규모의 무관세 수출입(중계무역)과 연간 약 25만

Zona Libre de Colón)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
티브를 부여함.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 및 배당에 대해 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Ⅳ. 대외 정책

- 재산세 10년간 면제, 수출입세, 관세 면제

Ⅴ.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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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추이 및 교역동향
●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 추이

PANAMA

(단위 : 백만 미불)

파나마 개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

14,650

12,685

11,060

10,373

9,238

9,215

9,772

재수출

16,142

14,736

12,962

11,365

10,417

10,430

10,808

무역수지

1,492

2,050

1,902

992

1,179

1,215

1,036

- 중남미 최대 중계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수입은 2012년
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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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수입규제조치에 따라 감소세를 기록 중으로, 그간 양국 외교
채널 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상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왔으며,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의 채무 회수에 대한 기대는 미미
●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교역 동향

-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베트
남, 멕시코, 홍콩 등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미국, 온두라스 등
파나마 인근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국

- 콜론자유무역지대 수입상들은 수입품을 콜론자유무역지대 창고에
보관 후 이들 제품을 인근 중남미 국가들에 재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 및 재수출 품목은 의약품, 의류, 신발, 화장품, 전자기기,
주류, 시계, 음향기기, 귀금속, 담배 등 소비재 제품이 주류

PANAMA개황

Ⅵ. 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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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PANAMA

●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교두보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반영
하듯 국민의 인종 구성 역시 매우 다양하며 여러 민족의 문화가 결합
되어 어우러진 것이 특징임.

- 스페인, 인디언, 아프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중국 문화의 영향을 음식과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카리브 문화와 흡사

파나마 개황

- 파나마인들은 낙천적이고 음악과 축제를 즐기는 한편, 신앙심이 매우
깊음(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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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가. 개관
● 총인구 : 421만 명(2019년 통계청 추정치)
※ 파나마는 10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며(차기 조사는 2020년으로 예정), 2011년
이후 인구 통계는 통계청 추정치

지역
Bocas del Toro 주

Ⅵ. 사회와 문화

나. 지역별 인구(2019년)
인구
175,121
265,149

Colón 주

294,060

Chiriquí 주

462,056
57,143

Herrera 주

118,865

Los Santos 주

95,540

Panamá 주

2,224,888

Veraguas 주

247,644

Kuna Yala 특별 보호구역

46,267

Emberá 특별 보호구역

12,773

합계

219,302
4,218,808

※ Panama Oeste주는 2013년 신설되어 2010년 인구조사 시에는 Panama주에 포함
되었으며(당시 기준 인구 567,886명), 2개의 구 단위 원주민 특별 보호구역(Wargandi,
Madugandi)은 각각 Darién 주와 Panamá 주에 포함됨.

Ⅸ. 북한과의 관계

Ngabe Buglé 특별 보호구역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Darién 주

Ⅶ. 국방 및 치안

Coclé 주

● 인구 밀집도 : ㎢당 55.7명

- 총인구의 52.7% 파나마주 거주(222만 명, 2019년 통계청 추정치)

Ⅹ. 참고자료

● 주요 밀집 거주 지역

● 인구성장률 : 1.84%
73

● 평균 수명 : 75.9세

- 남자 : 73.3세

PANAMA

- 여자 : 78.6세

3. 사회구조
파나마 개황

가. 스페인 식민시대 이전의 토착 원주민은 중미와 카리브의 나우아스
(Nahuas)족, 마야족과 콜롬비아의 칩차스(Chibchas)족이 주류를 이루어

74

계승 발전되었으며, 현재 이들로부터 파생된 8개 부족 총 417,599명(총
인구의 12.26%)의 원주민이 거주
● 파나마 원주민 부족 비율(2010년 인구조사 결과):

- N g ä b e ( 6 2 . 3 8 % ) , Ku n a ( 1 9 . 2 8 % ) , E m b e r á ( 7 . 4 9 % ) ,
Buglé(5.97%), Wounaan (1.74%), Naso Tjerdi(0.97%), Bri
Bri(0.26%), Bokota(0.23%)
※ 법률 제88호 6조항(2010.11.10)에 따라 원주민을 총 8개 부족으로 구분

나. 인
 종적 특성상 메스티소(백인+인디언) 및 물라토(백인+흑인)가 60%로
주류이며, 기타 흑인(13%), 백인(11%), 인도계(10%), 중국계(5%)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여타 중남미국에 비해서 흑인과 중국계 비중이 높은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태평양-대서양간 연결 철도공사 및 파나마 운하 건설에
투입된 카리브 안티야스(Antillas) 출신의 흑인 또는 중국인 후손들의
이민에 기인함.

들을 중심으로 유대결속이 강한 친족 가문이 상층부를 구성하고, 메스티소
등 혼혈인들과 안티야스(Antillas) 출신 흑인 후손 및 중국계 후손들이 중,
하위 계층을 구성

가. 사회보장제도

기금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회
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하나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함.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파나마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금(Caja de Seguro Social)에서

Ⅶ. 국방 및 치안

4. 사회복지 및 의료여건

Ⅵ. 사회와 문화

다. 파나마 사회 계층은 스페인 정복시대의 부유한 후손들과 유럽출신 이민자

●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금으로 근로자 월급여의 12.25%에 해당하는
주는 근로자 교육세의 1.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0.75%를
부담함.

Ⅸ. 북한과의 관계

금액을 부담하며, 근로자 자신은 월 급여의 9.75%를 부담. 또한 고용

● 의료보험(Medical, Dental, Hospitalización), 장애보조금, 출산휴가비,
퇴직연금, 산재보상금 및 장례보조금 등 일반적인 보험 성격도 사회

Ⅹ. 참고자료

보장제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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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여건
● 파나마의 총 병원 수는 872개(2017년)로서, 최대 규모인 산토 토마스

PANAMA

(Santo Tomas) 병원(병상 700개), 아동병원(병상 415개) 등 24개의
국·공영 병원과 사회보장기금 운영 병원, 보건소급 의료기관 및 다수의
민간병원 등으로 구성됨.
● 의료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파나마 개황

- 치과의사 수 : 1,246명(3.0명/인구 1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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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수 : 5,928명(14.5명/인구 1만 명당)

- 의사 수 : 6,513명(15.9명/인구 1만 명당)

5. 교육
가. 초·중·고 교육
● 학제 개요

- 초등교육 (Primaria) : 6년
- 중고등교육 (Segundaria) : 6년
※ 의무교육 연한 : 9년

● 파나마시티에 파나마 국립대학교(UP, 50,000명), 국립 공과대학

(UTP, 20,000명), 가톨릭계 사립대학교(Universidad Santa Maria La

Ⅵ. 사회와 문화

나. 대학교

Antigua, 3,000명) 등이 있음.

등록금이 약 US$ 45, 사립대학은 과목당 약 US$ 33 가량임.
● 입학 요건

입학 가능

- 외국인도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 대학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 통과 필요
※ 동 과정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필수 교양과목 이수 또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외국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고교 졸업자로서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Ⅶ. 국방 및 치안

●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 학기

유학생을 위한 특별강좌(파나마 역사, 미국-파나마 관계 등 3과목)를 이수하여야만

Ⅸ. 북한과의 관계

정식 등록 가능

다. 교육기관 등 현황 (2016년 통계 기준)
학교

교직자

학생

초등학교 이하

6,124개교

26,286명

506,974명

중·고등학교

1,203개교

13,594명

306,460명

대학교 이상

47개교

18,264명

222,992명

계

7,374개교

58,144명

1,036,423명

Ⅹ. 참고자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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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
PANAMA

가. 고용
● 고용계약

- 양자 간에 서면 계약서(관계 당사자 간 각 1부)에 서명함으로써 고용
계약 체결

파나마 개황

- 계약의 형태는 무기계약, 한시계약 및 특정 프로젝트 계약 등 3가지
- 한시계약의 경우, 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기술
훈련이 필요한 경우 기한은 최장 3년까지 설정되며, 고용주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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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를 지급하는 경우 2회에 걸쳐 기간연장 가능

- 한편, 계약 체결 당시 무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무기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 한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일하는 경우
● 특정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일하는 경우
● 한시계약 또는 특정프로젝트 계약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휴가제도
● 연가

- 1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간 30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 고용주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 해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근로자
에게 미지급 상여금(Decimotercer mes proporcional), 근속수당

(Prima de Antiguedad, 무기 계약의 경우 지급), 휴가비(Vacaciones)

Ⅵ. 사회와 문화

● 퇴직금

를 의무 지급

(Indemnización)을 지급(부당해고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개념)
* 일실 기대이익 : 손
 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
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② 처우가 부당했다는 등에 기인한 자발적 퇴직이라 노동법원이 근로
자의 퇴직결정이 정당하다고 선언 시(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등의
경우)
③ 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회사 파산, 구조조정 등 경제적인 사유

④ 한시계약인 소규모 작업장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 시

(해고의 정당성은 무관)
⑤ 상호 합의로 계약종료 시 동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에 합의 시

● 노조결성 조건

Ⅹ. 참고자료

다. 노조

Ⅸ. 북한과의 관계

의 해고 시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① 노동법원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선언 시

Ⅶ. 국방 및 치안

-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에 일실 기대이익*에 대한 퇴직보상

- 과거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40명으로 국제기준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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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시위는 단체협약과 관련된 근로여건 개선 또는 반복되는

법적 권리의 위반에 대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노조 인정을
요청하는 시위는 불가

PANAMA

- 이후, 파나마-미국 FTA 체결을 위하여 파나마 노동법의 개정이 요구
됨에 따라 노조 설립 인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었고, 노조
가입자격 완화 등 노조의 자유 및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는 추세

파나마 개황

● 노조활동 실태

- 2017년 파나마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총 311개의 노조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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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TRACS(전국건설 및 유사산업 노동자 연합)는 회원 수 약 4만
명의 노동조합이며, 파나마에서 가장 급진적인 노동조합인 CONUSI

(Coordinadora de Unidad Sindical)와 함께 양대 노조를 구성

7. 문화·예술
가. 주요 특성
● 파나마의 문화·예술은 인디오, 흑인, 메스티소, 중국인, 중동인, 스위
스인, 유고슬라비아인, 북미 이민자 등 다양한 민족적 결합을 반영
하고 있으며, 주요 전통예술품은 목각, 직조, 도기, 가면 제작 등임.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전 4일 동안 열리는 카니발은 음악과
춤 및 퍼레이드로 이루어지며, 파나마시와 라스 타블라스(Las Tablas)

Ⅵ. 사회와 문화

나. 축제 및 행사

시의 카니발 축제가 가장 성대함.

Santos)에서 열리는 부활절 행사 및 포르토벨로(Portobelo)에서
열리는 검은 예수의 축제(10.21)에는 실물크기의 검은 예수상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순례자들이 회동

Ⅶ. 국방 및 치안

- 아수에로(Azuero) 반도에 있는 비야 데 로스 산토스(Villa de Los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8. 주요 언론 및 방송매체
가. 일간지
부수

비고

La Prensa

1980.8.4

4만-6만부

최대일간지, 보수 성향

La Estrella de
Panama

1853

3만부

중도 성향

Panama America

1925

1만5천부

중도 성향

Critica

1958.12.10

4만부

사회, 스포츠, 연예위주,
중도 성향

El Siglo

1985.1.9

1만5천부

대중지, 중도 성향

Ⅹ. 참고자료

창간일자

Ⅸ. 북한과의 관계

명칭

81

나. 방송
● Canal 2 : TVN, Televisora Nacional(민영)

PANAMA

● Canal 4 : R.P.C(민영)
● Canal 5 : FE TV(가톨릭)

파나마 개황

● Canal 11 : SERTV(국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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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l 21 : NexTv(민영)

● Canal 13 : Telemetro(민영)

※ Cable TV : 미국, 스페인 TV 등 100개 이상 채널 시청 가능

다. 라디오
● 라디오 방송국은 128국(AM 41국, FM 60국, AM/FM 27국)을 보유

9. 공휴일
● 1.1.

신정

● 1.9.

파나마 순교자의 날

● 2~3월경 카니발(월-화 2일간 연휴)

● 3~4월경 부활절(금-일요일, 재의 수요일로부터 47일 뒤)

파나마시 건립일(1519년)

● 11.3.

파나마 건국일(콜롬비아로부터의 분리독립)

● 11.4.

국기의 날

● 11.5.

콜론시 건립일

● 11.10.

독립선포일

● 11.28.

파나마 독립일(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 12.8.

어머니의 날

● 12.25.

성탄절
※ 파나마는 국경일 등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로

Ⅸ. 북한과의 관계

● 8.15.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노동절

Ⅶ. 국방 및 치안

● 5.1.

Ⅵ. 사회와 문화

● 2~3월경 재의 수요일(카니발 다음날)

공휴일을 변경하도록 법으로 규정

Ⅹ.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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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개황

Ⅶ. 국방 및 치안
1. 연혁_ 86
2. 조직_ 87
3. 최근 동향_ 87

1. 연혁
PANAMA

● 1903

마누엘 아마도르 게레로(Manuel Amador Guerrero) 초대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으로 군대를 해산,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비무장 경찰력을 창설

● 1935

마누엘 피노(Manuel Pino) 대령이 경찰조직을 대폭 정비하고

파나마 개황

독자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경찰 체제를 확립
● 1953

호세 안토니오 레몬(José Antonio Remón) 대통령이 국립경찰

(Policia Nacional)을 국가경비대(Guardia Nacional)로 변경,

86

현대화/전문화를 추진
● 1968

국가경비대 지도자인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주도
쿠데타로 군이 실권 장악

● 1983

군사정권이 방위군(Fuerzas de Defensa)을 창설

● 1990

미군 침공(1989.12)으로 군부 와해 후 들어선 민간정부는 군대를
해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안 경찰

(Fuerzas Publica)을 조직
※ 기존 군의 기능이 국립경찰, 해양경찰, 항공경찰로 각각 이관

● 1994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 창설 금지

● 2008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국경침범, 남미 마약의 파나마
유입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경찰에서 출발한 준군사
조직을 독립시켜 국경수비대(Servicio Nacional de Fronteras,

해공수비대(Servicio Nacional Aeronaval, SENAN)를 창설
● 2010

마르티넬리(Martinelli) 대통령은 국립경찰, 해공수비대,

Ⅵ. 사회와 문화

SENAFRONT)를 신설하고, 해양경찰 및 항공경찰을 통합한

국경수비대 지휘 권한을 지닌 공공안전부(Ministerio de

2. 조직

대통령이 의장)가 총괄적인 안보 업무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함.
● 현재 국립경찰, 해공(海空)수비대, 국경수비대, 대통령경호실 등이 실질
적으로 국방 및 치안을 담당함.

20,000명, 해공수비대 약 2,000명, 국경수비대 약 4,000명, 대통령
경호실 약 1,000명)

Ⅸ. 북한과의 관계

- 이들의 총 인력 규모는 약 27,000 여명으로 추산(국립경찰 약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위원회(Consejo de Segurudad Nacional,

Ⅶ. 국방 및 치안

Seguridad Publica, MINSEG)를 창설

3. 최근 동향
Seguros)」프로그램*이라는 청소년 범죄자 교화 정책을 진행 하였으며,
2016년 1월까지 3,700명의 청소년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직업

Ⅹ. 참고자료

● 공공안전부(MINSEG)는 치안 개선을 위해 「안전한 동네(Barrios

교육을 받은 1,200명의 참가자 중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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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범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재진입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들에게 직업교
육, 스포츠, 문화활동 지원 명목으로 매달 45불의 수당을 제공

PANAMA

● 정부차원에서는 피살률 감소, 범죄조직 해체, 마약 및 총기 압수 등 치안
개선 성과를 지속 홍보 하였으나, 파나마 내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05-201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2016.12월에
는 살인죄로 수감 중이던 죄수가 탈옥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정부의 현행 치안 정책의 재정비 및

파나마 개황

범죄예방 정책의 추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최근 피살률 통계는 공공안전부와 범죄통계국 통계 간 차이가
있는 등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며 현 정부가 치안 성과를 과대 포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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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판도 존재
● 파나마 정부는 2017.3월 경찰청, 해공수비대, 이민청, 대통령경호실
소속 엘리트 요원 300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FTC Aguila)을 발족
해 파나마시와 콜론시를 중심으로 한 치안 안정화 및 마약범죄 척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2017년 사상 최대 마약 압수량(84.6톤) 기록),
2019.1월에는 파나마시의 범죄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를 목적으로 하
는 비디오감시센터(C5)가 운영을 개시하는 등 주재국 내 치안 안정화
를 위한 노력을 경주중임.
● 한편, 파나마 정부는 미국의 협력과 함께 파나마-코스타리카-콜롬비
아 3개국을 연결하는 삼각 치안 협력블록(Triangulo Sur)을 구성, 향후
국경 경비 강화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한 역내 마약 및 조직범죄 활동
근절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PANAMA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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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관계
PANAMA

●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 인권존중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우호
협력관계를 심화 중임.
●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제, IT 분야에서
의 실질협력 강화를 희망 중임.

파나마 개황

- 우리는 제8위 파나마 운하 이용국
●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 및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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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2015.6.18.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의 FTA 협상 개시
를 공식 선언 후,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 2018.2월 서울에서 FTA 서명을 완료함.

-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파나마로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 접근이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으며, 한국은 교역 증가, 수출 시장 다변화, 중미
시장 선점, 미주 지역 진출 등의 효과를 기대

- 파나마는 2017년 우리 중남미 총 수출액의 약 6.6%를 차지(순위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에 이어 5위)하고 있으며, 2017년 우리와
중미 6개국 간 총 교역액의 약 59.3%를 차지(순위로는 중미 6개국 중
1위)

가. 외교관계 연표
수교

● 1973.5

주파나마대사관 개설

● 1979.3

주한파나마대사관 개설

Ⅶ. 국방 및 치안

● 1962.9

Ⅵ. 사회와 문화

2. 외교관계 연표 및 역대 공관장

1대

황호을 대사
(‘74.12-’76.6)

Antonio Gaspar Suarez(‘70)

2대

최석신 대사
(‘76.6-’80.11)

Jose B. Martinez
Hauradou(‘79)

3대

한상국 대사
(‘80.11-’84.1)

Juan del Busto(‘80)

4대

김대용 대사
(‘84.1-’87.2)

Jean A. Estripeaut
Cordovez(‘86)

5대

최종익 대사
(‘87.2-’91.1)

Enrique Antonio Zarak(‘90)

6대

최상진 대사
(‘91.1-’94.2)

Alfredo Zebede
Macharaviaya('94)

7대

홍순용 대사
(‘94.2-’96.2)

Felix Alberto Perez
Espinosa(‘99)

8대

황원탁 대사
(‘96.2-99.2)

Daniel Enrique Abrego
Echeverria(‘05)

Ⅹ. 참고자료

파나마(지명연도)

Ⅸ. 북한과의 관계

우리나라(임기)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나. 역대 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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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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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임기)

파나마(지명연도)

9대

엄근섭 대사
(‘99.3-’02.2)

Juan Jose Amado III(‘07)

10대

정달호 대사
(‘02.3-’04.9)

Jaime Leonel Lasso del
Castillo(‘09)

11대

문태영 대사
(‘04.9-’07.3)

Aram Cisneros Naylor(‘11)

12대

김광근 대사
(’07.3-‘10.3)

Ruben Arosemena(‘15)

13대

두정수 대사
(‘10.3-’13.6)

14대

조병립 대사
(‘13.6-’16.4)

15대

박상훈 대사
(‘16.5-’18.8)

16대

추원훈 대사
(‘18.11월-현재)

3. 협정 체결 현황
● 문화협정(1974. 6 서명, 1975.1 발효)
● 항공협정(1979.12 서명, 1982.10 발효)
● 투자보장협정(2001.7 서명, 2002.2 발효)
● 사증면제협정(2001.7 서명, 2001.8 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2010.6 서명, 2011.2 발효)

Ⅵ. 사회와 문화

● 봉사단 파견 협정(2006.4 서명, 2006.12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2010.10 서명, 2012.4 발효)

● 정책협의회설립협정(2011.11 체결)

Ⅶ. 국방 및 치안

● 에너지분야협력협정(2010.10 발효)

● 건설협회간협력협정(2012.6 체결)

4. 주요 인사 교류

정찬용 대통령 특사(Torrijos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5. 8

이태식 외교통상부차관

● 2005. 9

한-파나마 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 한-SICA 정상회의
참석 계기 코스타리카 San Jose 개최)
국회정보위 위원단(단장 : 신기남 의원)

● 2007.10

국회 국정감사단(단장 : 김원웅 외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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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

Ⅹ. 참고자료

● 2004. 9

Ⅸ. 북한과의 관계

【방 문】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2018.2 서명)

이윤성 국회부의장

● 2010. 3

김영선 국회정무위원장

● 2010. 4

신각수 외교통상부차관

● 2010. 6

이명박 대통령

파나마 개황

● 2010.10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2011. 2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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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4

제124차 IPU 총회 국회 대표단(단장: 진영 의원) 및

PANAMA

● 2010. 1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 2011. 8

한-파나마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진영 의원, 이미경 의원)

● 2011.10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

● 2011.11

국무총리실 중남미 에너지·인프라협력 대표단

(단장: 노광일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 2012. 2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 2012. 6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중미카리브 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
● 2013. 1

국회 예결위 의원단

(김재경 의원, 안규백 의원, 권성동 의원, 민홍철 의원)

이재오 의원

● 2013. 5

강석호 의원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계기)

● 2013.11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Ⅵ. 사회와 문화

● 2013. 2

(UN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 2015.4

반기문 UN 사무총장 (제7차 미주정상회의 계기)

● 2015.8

윤병세 외교장관

● 2015.9

정의화 국회의장

● 2016.6

강호인 대통령 특사(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식)

● 2016.9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의원단(나경원, 이종배, 이동섭 의원)

● 2016.12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제17차 국제반부패회의

Ⅸ. 북한과의 관계

● 2014.8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송광호 대통령 특사(Varela 대통령 취임식 참석)

Ⅶ. 국방 및 치안

● 2014.7

(IACC))
국회 예결위 의원단(김현미, 김태년, 진선미 의원)

● 2017.3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 2017.7

국회 한-중남미 협력 포럼 의원단(박병석·안규백·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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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종명·이용호 의원)

Ⅹ. 참고자료

● 2017.1

PANAMA

● 2018.1

국회 외통위 의원단(김경협, 이석현, 원혜영 의원)

● 2018.3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해외수주지원단)

● 2018.3

이낙연 국무총리 (경유)

● 2018.11

강경화 외교부 장관(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특사 자격) 계기)
파나마 개황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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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대표단

(이주영, 이종걸, 강효상, 김정재 의원)
심재권 대통령 특사(Cortizo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방 한】
● 2005. 5

Ramon Lima 이민청장

● 2005. 5

Gaspar Tarte 혁신위원장

● 2005.11

Samuel Lewis Navarro 제1부통령 겸 외교부장관

● 2006. 9

Graciela Dixon 대법원장

● 2006.11

Ricardo Duran 외무차관

● 2006.11

Gustavo Garcia 파나마 대학 총장

● 2007. 5

Gaspar Tarte 혁신위원장

● 2010.10

Juan Uriolla 에너지청장

● 2010.10

Ricardo Martinelli 대통령

● 2010.11

Francisco Alvares De Soto 통상차관

● 2011. 4

Eduardo Jaen 정부혁신청장

● 2011. 4

Emilio Kieswetter 농업개발부 장관

● 2011.12

Jorge Ricardo Fabrega 육상교통청장

● 2012. 3

Jose Pacheco 통상산업부 차관

● 2012. 4

Mirna De Crespo 교육부 차관(국가개발미래비전공유사업)

● 2012. 6

파나마 운하 사장단

(Alberto Aleman 사장 및 Jorge Quijano 사장 내정자)
Eduardo Jaen 정부혁신청장

● 2013. 5

Roberto Roy 운하부 장관 겸 메트로공사사장

● 2014. 9

Esteban Giron 농축산개발부 차관

● 2014. 9

Augusto Arosemena 파나마 대통령실 차관

Ⅹ. 참고자료

● 2012.10

Ⅸ. 북한과의 관계

Carlos Duboy 주택부 장관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10. 5

Ⅶ. 국방 및 치안

Marcela Paredes 파나마 공과대학 총장

Ⅵ. 사회와 문화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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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

Roberto Meana 공공서비스청 총국장

● 2015.3

Dulcidio De La Guardia 경제재정부 장관

● 2015.4

Zulphy Santamaria 노동부 차관

● 2015.4

Rafael Pino-Pinto 파나마 주지사

● 2015.4

세계물포럼 파나마 정부 대표단

(Sempris 환경부 차관, Guardia 상하수도청장)
세계물포럼 파나마 국회 대표단(Pedrol 환경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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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s 교육문화 및 체육위원회 위원장, Miller 규정 및 윤
리위원회 위원)
● 2015.5

Humberto Macea 관세청차장

● 2015.5

Carlos Staff 교육부 차관

● 2015.8

Luis Carles 노동부 장관

● 2015.9

Jorge Barakat 해사청장

● 2016.1

Luis Miguel Hincapie 외교차관

● 2016.9

Hector Carrasquilla 의원(KF 초청)

● 2016.9

Ivan Barria 송전공사 사장(글로벌 인프라 협력 회의)

● 2016.11

Irvin Halman 정부혁신청장(정부 3.0 글로벌 포럼)

Roberto Roy 운하부장관 겸 메트로공사 사장

● 2017.8

Isabel de Saint Malo 부통령 겸 외교장관
(FEALAC 외교장관 회의)

● 2017.10

Victor Urrutia 에너지청장

● 2018.8

Maria Navarro 외교차관

● 2018.10

Irvin Halman 정부혁신청장

5. 정무 관계

● 2010.6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시 마르티넬리(Martinelli) 대통령과 회담
● 2010.10마르티넬리(Martinelli) 대통령 국빈방한 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 2013.12제1차 회의 파나마 개최(장명수 중남미국장)

Ⅹ. 참고자료

나. 한-파나마 고위정책협의회

Ⅸ. 북한과의 관계

가. 정상회담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Jose Isabel Blandon 파나마시장

Ⅶ. 국방 및 치안

● 2017.10

Ⅵ. 사회와 문화

●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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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통상 관계
PANAMA

가. 교역 현황
(단위 : 억 미불 , 선박포함)

파나마 개황
100

연도

수출
(to Panama)

수입
(from Panama)

무역수지

2013

34.85

5.16

29.69

2014

27.65

4.95

22.70

2015

22.30

3.91

18.39

2016

14.41

3.39

11.01

2017

16.42

1.41

15.01

2018

20.08

1.53

19.22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타이어 등
- 수입 : 고철, 동괴, 중유, 새우, 커피 등

나. 우리 업체 진출 현황
● 지·상사(총 20개사, 2개 공기업 포함)

- KEB하나은행,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대우전자, 판토스, 삼성물산,
LG전자, 삼성전자, 삼성SDS, 제일기획, 효성, SK건설, 현대삼호
중공업,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신스틸, 한라홀딩스, 상신브레이크,

KOTRA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7. 자원·인프라 분야 협력

Panama)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가
10%의 지분을 보유중임.

Ⅶ. 국방 및 치안

● 세계 최대 동광산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코브레 파나마(Cobre

Ⅵ. 사회와 문화

● 우리 동포 업체 : 약 40개

【 프로젝트 개요 】

(Donoso)에서 광석을 채취, 현장에서 1차 가공 후 다시 30km 떨어진
카리브 해 연안 항구 푼타 링콘(Punta Rincon)으로 운반, 선적 후 수출

(1차 가공 제품을 우리나라로 도입,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가공 예정
이며 2019.6월 채굴 동광 수출 개시, 예상 광산 수명은 35년)

Ⅸ. 북한과의 관계

8. 문화·학술·스포츠 교류 현황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파나마시티 북서부 약 120 km 지점에 위치한 구리광산 지역

가. 문화교류 현황

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가 파나마에서 지속 확산 중

Ⅹ. 참고자료

● 1974년 한-파나마 문화협정 체결(1975.1.17. 발효)이후, 문화·예술 분야

※ 2012년 파나마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연주가인 Danilo Perez가 내한하여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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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가졌으나, 한국에서 파나마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미한 수준

파나마내 한류 현황
▷ 2000년대부터 국영방송국 Sertv를 통해 한국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

PANAMA

하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
▷ Sertv와 TVN을 통해 한국드라마가 황금시간대에 방영되고 있으며,
한류스타의 팬클럽에 가입한 수는 5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
▷ 중남미 드라마가 마약, 매춘, 살인 등 범죄를 많이 다루는 데 비해 한국

파나마 개황

드라마는 사회적 가치인 사랑, 우정, 가족애, 어른에 대한 존경 등을 재미
있게 다루고 있어 파나마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평가
▷ 2012.5월 대사관 지원하여 연합 팬클럽인 Korea Fans Panama(KF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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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된 이래, 매년 Korea Lovers’ Panama Festival 개최(회원 1,000여명)

나. 최근 파나마 내 한국 관련 문화·스포츠 행사 개최 현황
● 2014년

- 한류 경연대회(5.31.)
- 파나마운하 개통 100주년 기념, 한류 아이돌(틴탑) 공연(8.16.)
- 민속음악원 사물놀이 공연(10.1.)
- 다비드시 및 라스타블라스시 ‘한국의 날’ 행사(10.27.-31.)
- 세계 축제(파나마대통령 영부인 주최) 행사 참여(11.13.)
- 한-파나마 우호의 정원 개원식(11.14.)
-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11.15.)

- Korea Lovers‘ Panama Festival(11.22.)
● 2015년

Ⅵ. 사회와 문화

- 한국영화 페스티벌(11.18.-21.)

- 한류경연대회를 겸한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5.30.)

- 2015 Panama Gastronomica 국제음식축제 참가, 한식 홍보
(8.28.-30.)

Ⅶ. 국방 및 치안

- 2015 EDUCATE 장학박람회 참가, 한국 유학 홍보(8.11.-12.)

- 한국영화 페스티벌(10.29.-30.)

● 2016년

- 그리팅맨 제막식(2016.1.20.)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Korea Lovers‘ Panama Festival(11.21.)

- 한류경연대회를 겸한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6.11.)

- 민주평통 자문회의 주관 통일기원 걷기대회(10.30.)
- Korea Lovers‘ Panama Festival(11.26.)

Ⅸ. 북한과의 관계

- 한국영화 페스티벌(9.23.-25.)

● 2017년

- 대사배 태권도 대회(9.24.)

Ⅹ. 참고자료

- 한류경연대회를 겸한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7.8.)

- 한국영화 페스티벌(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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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Lovers‘ Panama Festival(11.15.)

● 2018년

- 한국-파나마 오페라의 밤 공연(4.26.)

PANAMA

- 한류·태권도 교실(5-10월 간 총 7회)
- Chiriqui 한국영화제(6.15.-16.)
- Korea Lovers' Festival in Chiriqui(6.16.)
- 한류경연대회를 겸한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6.30.)

파나마 개황

- 한국 관련 에세이 및 홍보영상 공모전(7.1.-9.30.)
- K-Pop 그룹 드림캐쳐 파나마 공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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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 페스티벌(10.26.-28.)
- 대사배 태권도 대회(11.17.)
- Korea Lovers‘ Panama Festival(11.24.)
-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단 방문(12.3.-5.)
● 2019년(9월 현재)

- Chiriqui 한국영화제(5.17.-18.)
-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6.1.)
-한류·태권도 교실(5월 총 3회)

가. 한인사회 특성

Ⅵ. 사회와 문화

9. 영사·재외동포 관계

● 파나마 내 한인은 국내 기업의 지상사원으로 파나마에서 근무한 적이
착한 경우가 대부분임.

- 직물, 잡화, 전자제품, 액세서리 등을 주로 취급하며, 중남미국가를
대상으로 무역업에 종사 중

파나마시에 거주함.

나. 동포단체 현황

카리브지회, 지상사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주말 한글학교 등이 있으
며, 종교단체로는 한인교회 및 가톨릭 공동체가 운영 중임.

Ⅸ. 북한과의 관계

● 1974년 결성된 파나마 한인회를 비롯하여, 민주평통 자문회의 중미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 대부분은 콜론자유무역지역에 업체를 두고

Ⅶ. 국방 및 치안

있거나, 대기업 지상사원 출신으로서 무역업 등을 주업으로 현지에 정

다. 동포 현황

리키주지역에도 일부 가족이 거주함.

Ⅹ. 참고자료

● 한인 동포 대부분은 파나마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 콜론시 및 치

● 2019년 9월 현재 한인동포 수는 약 430명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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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북한과의 관계
1. 북한과의 관계_ 108

1. 북한과의 관계
PANAMA

● 파나마는 북한과 미수교국으로서, 전통적으로 국제무대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확고히 지지 중임.
● 2013.7.10.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설탕 속에 쿠바산 무기류를 적재하고
파나마 운하 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앉은 채 통항을 시도하다가 파나마

파나마 개황

운하청에 적발되어 무기류 미신고에 따른 운하통항 규정 위반으로 67만
불의 벌금을 부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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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참고자료
1. 대통령, 영부인, 외교장관 및
차기 정부 인사 인적사항_ 110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
PANAMA

성

명

나

이

Laurentino Cortizo Cohen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코엔)
1953. 1. 30. (66세)

파나마 개황

출생지

파나마시

소속 정당

민주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mocratico, PRD)

110

학

력

주요경력

o 파나마 Javier 고등학교/니카라과 La Salle 고등학교 졸업
o 미국 Valley Forge 군사학교
o 미국 Norwich University 학사(경영학)
o 미국 St. Edwards University 석사(MBA)
o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국제통상 및 마케팅)
o 1981-1986
o 1986
o 1994-2004
o 1998-1999
o 2000-2001
o 2004

미주기구 사무총장 기술고문(워싱턴 주재)
미주기구 주재 파나마 대사 대리
국회의원(2선 : '94-'99, '99-'04)(선거구 3-2)
국회 제1부의장
국회의장
민주혁명당(PRD) 입당

o 2004-2006

농축산개발장관

※ 과거 PRD의 위성정당인 연대당(Partido Solidaridad) 소속

기

타

o 2008년에도 PRD 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Balbina
Herrera 후보에게 패해 낙선
o 1986년 이래 Grupo Cortizo社(인테리어·건설 자재 판매),
Panablock社 (블럭 판매) 및 Hacienda Hermacor社(가축
수출) 등 기업체 운영
o마
 르틴 토리호스('04-'09) 정부에서 농축산개발장관 재직 당시
2006.1월 파-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파 측에 요구한 식물위생 및
동물위생 검역 조건 완화에 반대하면서 장관직 사임
* 2006.12.19 협상 종료, 2007.6.28 서명, 2012.10.31 발효

● 1953.1.30. 파나마시에서 출생, 부친(Laurentino Cortizo Cortizo)과
모친(Esther Cohen)은 각각 스페인계와 그리스계 이민자로 아버지는

Ⅵ. 사회와 문화

1. 성장 배경

교통업(버스)에 종사함.

카라과 명문 학교인 La Salle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

Valley Forge 군사학교에서 수학 후 Norwich University에서 경영학

Ⅶ. 국방 및 치안

● 파나마의 명문 학교인 Colegio Javier에서 초·중등 교육을 마치고 니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St. Edwards University, University of Texas

● 졸업 후 미국 워싱턴에서 미주기구(OAS) 사무총장 기술고문, OAS 주
재 파나마대사 대리직 등을 거친 후 1986년 귀국해 현재까지 Grupo

Cortizo社(인테리어·건설 자재 판매), Panablock社(블럭 판매), 및
Hacienda Hermacor社(가축 수출) 등 기업체를 운영 중임.

Ⅸ. 북한과의 관계

2. 정치 인생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at Austin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함.

● 1994년 당시 민주혁명당(PRD)의 위성정당이었던 연대당(Partido
문했고, 1999년 재선에 성공해 2004년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국회 제1부의장('98-'99) 및 국회의장('00-'01)을 역임함.

Ⅹ. 참고자료

Solidaridad) 소속으로 콜론(Colón)주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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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대선을 기점으로 마르틴 토리호스(Martin Torrijos) 민주혁명
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민주혁명당에 공식 입당하였고,
2004-2006년간 토리호스 정부의 농축산개발장관으로 재임함. 재임

PANAMA

당시 파-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파 측에 요구한 식물·동물위생 검역
조건 완화에 반대하면서 2006.1월 장관직을 사임함.
● 장관직 사임 후에는 한동안 정치활동을 삼가다가 2008.5월 민주혁명

파나마 개황

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출마, 발비나 에레라(Balbina Herrera) 후보에
패한 뒤 동인의 선거캠프에 국정 정책 코디네이터로 가세하였으나
에레나 후보는 대선에서 2위로 낙선했고, 2014년 대선에는 후안 카를
로스 나바로(Juan Carlos Navarro) 민주혁명당 대선후보 캠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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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담당자로 지지활동을 펼쳤으나 나바로 후보가 대선에서 3위로
낙선하면서 근 10년간 정치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함.
● 이후 2019년 민주혁명당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5.5 대선에 출마하여
33 . 35 % 를 득표 , 민주변화당 로물로 룩스 (Rómulo Roux) 후보

(30.99% 득표)를 꺾고 2019-2024 임기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7.1. 대통령 취임

3. 가족관계
● 미국 유학 중 만난 푸에르토리코 국적의 야스민 콜론(Yasmin Colón)
여사와 5년여의 교제 끝에 1985년 결혼(당시 당선자은 32세, 콜론
여사는 25세),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음.

경력이 있으며, 부친('09년 사망)은 푸에르토리코에서 Wendy's, Sizzler
등 유명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한 푸에르토리코 내 요식업 재벌

- 두 자녀(Jorge Andrés, Carolina Esther)는 파나마와 미국 이중국적자

Ⅵ. 사회와 문화

- 콜론 여사는 과거 콜롬비아 Caracol Radio社의 아침방송을 진행한

이며, Carolina Esther는 결혼 후 출산해 2명의 자녀를 둠

대선에 기예르모 엔다라(Guillermo Endara) 前 대통령('89-'94)의 러닝
메이트로 출마했으나 3위로 낙마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모친의 재산

Ⅶ. 국방 및 치안

● 여섯 형제(5남 1녀) 중 마누엘 코르티소(Manuel Cortizo)는 2009년

분할 관련 분쟁으로 당선자를 포함한 형제들이 법정까지 가는 논란이
형제 간 관계는 원만해진 것으로 관측됨.

4. 기타 정보

라우렌티노(Laurentino)로 이름이 같아 당선인은 작은 라우렌티
노라는 뜻의 스페인어식 지소사(diminutivo) 표현인 라우렌티니토

(Laurentinito)로 불린 데서 유래함.

Ⅹ. 참고자료

●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심도 있는 성경 독서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짐.

Ⅸ. 북한과의 관계

● 본명보다 널리 쓰이는 니토(Nito)라는 별칭은 당선인과 아버지 둘 다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있었으나 최근 대선 캠페인에 형제들이 동행하는 것이 목격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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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민 콜론' 영부인
PANAMA

성

명

나

이

Yazmín Colón Gerena de Cortizo
(야스민 콜론 헤레나 데 코르티소)

1960년생 (59세)

파나마 개황
114

출생지

푸에르토리코(혼인 후 파나마로 귀화한 것으로 추정)

학 력
(추 정)

o 푸에르토리코 Vedruna 고등학교 졸업
o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학·석사(문학)

주요경력

o 1977-2017
푸에르토리코 Wendco Holdings(가족 기업)
o 2003-2005	콜롬비아 Caracol Radio 아침프로그램 진행자
o 2019-현재
영부인

기

타

o 부친(Jorge Colon, '09 사망)은 푸에르토리코의 요식업 재벌로
Wendy's 패스트푸드 체인(Wendco Holdings)을 비롯해 Sizzler,
Longhorn Steakhouse, Applebee's 등 다수의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
o 향후 영부인으로서 아동·유아, 교육, 영양, 보건, 주택 부문을 중심
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

가족관계

o 코르티소 당선인과 미국 유학 중 만나 5년여의 교제 후 1985년
결혼
o 슬하 자녀 2명(1남 1녀)

명

나

이

José Gabriel Carrizo Jaén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 하엔)
1983.6.25. (36세)

출생지

파나마 Penonomé시

소속 정당

민주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mocratico, PRD)

력

주요경력

타

C&A Abogados 로펌 창립자 겸 변호사
민주혁명당(PRD) 입당
당 대의원
코르티소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부통령 후보(코르티소 대선후보 러닝메이트)
부통령 당선(2019.7.1. 취임 예정)
대통령실 장관(2019.7.1. 취임)

o 코르티소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 대선 야망을 밝히고 당 경선에
출마한 2008년 이래 동인의 최측근으로 활동 중이며, 코르티소
후보가 2014년 대선 당시 Juan Carlos Navarro 당 후보 지지
활동 시에도 함께 행동
o 가족이 Penonome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업, 호텔업 및
농목축업에 종사하며, 자신도 본업인 변호사일을 비롯해 건축
업체(Constructora Grupo Gali) 및 축산업체(Ganadera Jaen)
운영

Ⅹ. 참고자료

가족관계

o 2005-현재
o 2007
o 2012, 2016
o 2016-2019
o 2018-2019
o 2019.5.5
o 2019.5.22

Ⅸ. 북한과의 관계

기

o 파나마 Santa Maria la Antigua 대학 학사(법학·정치학)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학

Ⅶ. 국방 및 치안

성

Ⅵ. 사회와 문화

'호세 카리소' 부통령 겸 대통령실 장관

o 부인(Julieta Spiegel), 슬하 자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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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페레르' 외교장관
PANAMA

Alejandro Ferrer

파나마 개황

성

명

나

이

1967. 2. 1. (52세)

학

력

o 파나마 La Salle 고등학교 졸업
o 파나마 Santa Maria la Antigua 대학 학사(법학·정치학)
o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석·박사(법학)

(알레한드로 페레르)

구사 언어

o 스페인어, 영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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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o 1989-1996	Alfaro, Ferrer, Ramirez & Aleman 로펌 변호사
o 1993-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특별대표부
공동대표
o 1994-1995 세계무역기구(WTO) 대사
o 1994-1995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o 1995-1996 주미파나마대사관 국제통상 참사관
o 1996-1997 외교차관
o 1998-현재	Aleman, Cordero, Galindo & Lee 로펌 파트너
o 2001-2004 제1사법구 제3고등항소법원 예비판사
o 2004-2008 통상산업장관
o 2019.5.22
외교장관(2019.7.1. 취임)

기

타

o 미국 Fullbright 장학생('91-'92)으로 2011년에는 미국-도미니카
공화국-중미 FTA(CAFTA-DR FTA) 분쟁해결 패널리스트로
활동
o 코르티소 대통령 당선자가 농축산개발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마르틴 토리호스('04-'09) 정부 당시 통상산업장관으로 근무
o파
 나마 생물다양성박물관(Biomuseo) 재단 이사장 역임('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