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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 체결로 교역·투자 확대 기대
2021년 2월 3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

기가 될 전망이다. 캄보디아는 신발, 가방, 전자제

간의 FTA가 체결되었다. 이로서 한-인도네시아

품, 천연고무, 농산물 등에 대한 상품 수출 효과도

CEPA 최종 서명 이후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기대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 간 투자

4번째로 우리나라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

한 국가가 되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이어 우리

효 직후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는 5억 2,800만 달

나라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이다.

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양국의 무역액
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도 대비 3억 9,000

대캄보디아 건설투자에 기대

만 달러 감소한 7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은 4억 5,700만

특히 2019년 이후 한-캄보디아 건설업 투자의

달러, 수입은 2억 600만 달러로 1억 9,000만 달

증가가 급증하였다. 2017년도 한-캄보디아 건설

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캄보디아

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였으나 2020년

의 주요 수출품목 중 편직물, 화물자동차, 승용차

에는 41%에 달했다. 이번 한-캄보디아 FTA 체결

의 비중이 3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한-캄보

로 15%에 달했던 건설중장비의 관세를 철폐함에

디아 FTA 최종 타결로 인해 화물자동차 15%. 승

따라 캄보디아 건설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도움

용차 35%, 편직물 7% 등 주요 품목들의 관세가

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제1차 한-메콩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메콩강 인근 5개 국가와

디아 시장에서 FTA 미체결국보다 가격 경쟁에서

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위치하여 메
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로 경제적 중

한-캄보디아 FTA 체결로 캄보디아산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타결된 RCEP과

의류 수입 확대될 전망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의 경제적 거리를 단축
하여 자동차산업, 섬유 및 의류산업, 건설업뿐만

캄보디아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 중 의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디딤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한-

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FTA로 의류에 대한 5%의 수입 관세가

자료 : 「KHMER TIMES」, 2021.2.4.

철폐되면서 캄보디아산 의류 수입이 확대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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