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

1. 개 요
태양의 나라 멕시코 합중국(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은 북아메리카
남서단에

위치한

중부아메리카

최대의

연방공화국이다.

총면적

2

1,964,375km 로 세계 14위인 멕시코는 전체인구(약 116,220,947명) 중 절반
이상이 0세~24세로 구성된 젊은 나라이다(2012년 여성 한명 당 2.01명
아기 출산, 멕시코 통계청 자료). 또한 은매장량 세계 1위, 석유생산국
세계 7위로써 풍부한 자원을 자랑한다.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중남미 이웃국가들(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과는 물론 유럽연합,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멕시코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전체 수출 77%, 수입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현재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과도 무역거래가 활발하다.

멕시코 경제는 지난 30년간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특정 산업분야
에만 성장이 집중되어 그로인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 멕시코 투자환경: 인프라
멕시코는

‘인프라개발종합계획

2007-2012

(Plan

Nacional

de

Infraestructura)’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① 도로: 2011년 전국 도로망의 총길이 374,363km 중 포장된 도로는
141,361km(37.7%)였고 포장된 도로의 90%가 2차선 도로였다.
이 도로망을 통해 1년간 4억 8천5백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다.
멕시코의 도로망은 총 14개의 주요 고속도로로 나뉘어 있다.

② 철도: 멕시코 전체 철도망 총길이는 26,727km이고 20,722km가
주요 철로이며 나머지는 2급 철로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항구: 멕시코에는 약 10,000km의 연안이 이어져 있으며 총 117곳의
항구를 갖고 있다(해항 101곳, 하천항 16곳).

④ 공항: 76곳의 공항과 (국제공항 64곳, 국내공항 12곳) 여러
비행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⑤ 미디어: 멕시코 내 유선전화 보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의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1
참고). 하지만 95%가 넘는 텔레비전 보급률에 비해 인터넷
보 급 률 은 불 과 20%대 로 인 터 넷 및 통 신 수 단 의 보 급 화 는
여전히 멕시코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종류
유선전화 사용자
(백만 명)
휴대전화 사용자
(백만 명)
인터넷 사용자
(백만 명)

2011년

2012년

19.684

19.730

94

102

40.6

45.1

<표1>멕시코 정부보고서(http://cuarto.informe.gob.mx/)

3.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일반정보
Ÿ

관련법: 1993년 제정된 멕시코 「외국인투자법」(2012년4월
마지막 개정)

Ÿ

책임기관: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

Inversiones Extranjeras, CNIE).

(Comision

Nacional

de

관련법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멕시코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용되는 특정
분 야 를 제 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며 멕시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매입, 현지법인 설립, 연락사무소 설립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가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분야에는 석유 및 석유화학,
탄화수소 관련 사업, 전력, 원자력 사업, 전신 사업, 우편 사업, 조폐 사업,
항만관리 사업 등이 있으며 운수나 정유 사업과 같이 멕시코 국적자
또는 법인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도 정해져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특정분야의 외국인 지분율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생산협동조합: 최대 10%
-국내항공운송업, 에어택시 또는 특수항공운송업: 최대 25%
-보험기관, 보증기관, 환전상, 폭발물·총기·탄약 제조사업, 신문사
(국내) 등: 최대 49%
-선박예인/계류 전문 업체, 사교육업체, 법률 서비스업 등: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보고서가 있는 경우) 49% 이상
-「외국인투자법」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제한 없음(최대
100%)

*중립투자(inversion neutra): -「외국인투자법」제18조~제22조앞서 설명한 법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유형으로는 법에 의해
허가 받은 멕시코 회사(주식회사) 또는 신탁에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회사자본 중 외국인투자비율은 따로 고려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자는 멕시코 회사의 수익에만 참여하고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멕시코 외국인투자진흥청‘ProMEXICO’자료에 의하면 멕시코 내
기업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총 6단계로 칠레(7단계), 브라질(13단계)
등 주변 국가들에 비해 그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표2>회사설립 평균 소요일수. 세계은행 2013년 자료.

4. 회사설립
외국인투자자는 멕시코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Ÿ

대표사무소 설립(oficina de representacion): 대표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리활동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지만 멕시코에서는
납세소득의 발생여부에 따라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

① 유소득 대표사무소(oficina de representacion con ingresos):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지사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모든 유소득
대표사무 소 가 지 사 는 아 니 다 . 외 국 계 모 회 사 가 멕 시 코 에 서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

납세소득이

있는

고정사업장으로

홍보활동을 포함한 기타 상업활동이 가능하며 설립절차는
지사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② 무소득 대표사무소(oficina de representacion sin ingresos): 또는
연락사무소로써 비영리적 활동만 수행하며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멕시코 연방조세행정청에서 납세자등록을 해야 한다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del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Ÿ

지사 설립(sucursal): 멕시코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모든 외국계 지사는 유소득 대표사무소로 인정되며 멕시코
「상법」에서 ‘상인’으로 규정한다.

<그림1>유소득 대표사무소와 지사 개념

Ÿ

법인 설립(sociedad mercantil):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투자신탁주식회사, 가변자본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Ÿ

공동협력계약(contrato de asociacion=합작투자 형식)

5. 외국인수출자를 위한 일반정보
멕시코정부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높은 관세와 사전 수입허가제를
통해 보호무역 정책을 펴왔지만 1986년 11월, 관세무역일반협정 또는
제네바관세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가입하면서 최혜국대우원칙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대외무역정책을 비롯해 잦은 관세법 개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일반관세는 10~20%정도이며, 가죽제품이나 의류, 악세서리 등의 경우
35%이다. 농산물의 경우 최대 260%까지 과세하며 감자의 경우 245%의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2008년 6월 2차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업계 및 사회적 반대와 멕시코 총선, 경제 침체 등이 겹치면서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제품,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멕시코 정부의
사전 수입허가제도(autorizacion previa a la importacion)가 적용된다.

멕시코에는 관세청에 소속된 총 49개의 세관이 있다. 통관업무는
관세사(agente aduanal)가 수행하는데 이는 수입관세와 관련되어
연대책임을 지고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자로 재무부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각 세관의 위치 및 특징 등 자세한 정보는 멕시코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www.aduanas.gob.mx/aduana_mexico/2008/preguntas_frecuentes/145_
21599.html)

6. 투자 인센티브 관련 정보
Ÿ

투자 지원 기관:

① 외국인투자진흥청(ProMEXICO): 멕시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연방·주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협력하는 정부기관이다(http://promexico.gob.mx).
외국인투자진흥청에서는 맞춤형 자문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 물류
지원 서비스 등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투자정보와 비즈니스
가이드를 제공한다.

② 경제부 외국인투자국(Secretaria de Economia, 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 외국인투자등록소(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를 운영하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
되는 투자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멕시코 내 외국인투자를 승인
하고 분석하는 곳이다.

③ 국가재정기금(Nacional Financiera): 산업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며 투자자를 위한 융자프로그램들이 있다.

Ÿ

멕시코 연방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기업지원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① 대외무역관련 정책: 수입세금환급정책(DRAWBACK), 마킬라도라
산업관련

수출진흥정책(IMMEX),

멕시코

중소기업

기금마련

(Fondos Pyme), 공급·납품업자 지원정책(Programa de Desarrollo
de Proveedores) 등 다양한 투자지원프로그램을 경제부 홈페이지
에서 알아볼 수 있다(http://www.economia.gob.mx/en).

② 세금혜택:
ü 즉시공제(http://www.sat.gob.mx/sitio_internet/home.asp):

지역

사회 발전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마련된 정책.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구아달라하라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세금혜택.
ü 연방세금 인센티브(http://dof.gob.mx): 연구개발(R&D)분야 연방
세금 공제(투자비용의 최대 30%까지) 등.

7. 멕시코: 산업재산권(상표 및 특허)

Ÿ

관련법: 1991년 제정된 멕시코 「산업재산권법」(2012년4월 마지
막 개정)

Ÿ

책임기관: 멕시코 산업재산권 연구소(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http://www.impi.gob.mx/

멕시코에서는 ‘상표등록의 원칙(principio registral)’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은 관련된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한 필수사항이 아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의 사용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지정상품에 독점적 사용권한을 갖고 동종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출원이 필수이다(제87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을 통해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특정발명품 또는 실용신안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의 경우 멕시코 산업재산권 연구소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제23조).

8. 멕시코 조세체계
Ÿ

책임기관: 멕시코 재무부 조세행정청(www.sat.gob.mx)

Ÿ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31조 IV항에서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법과 지방법이 각각 정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① 연방법: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생산 및 서비스특별세, 대외무역세,
신규차량취득세 등
② 지방법: 지방소득세, 차량소유/사용세, 부동산취득세, 급여세 등

9. 외국인 수입자를 위한 정보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을 원하는 외국인 수입업자를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hechoenmexicob2b.com/
또한 제품의 간단한 소개와 생산자의 연락처 제공을 통해 보다 쉽게
외국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가 멕시코산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료출처: 멕시코 외국인투자 진흥청

http://mim.promexico.gob.mx/, 재무부, 관세청,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