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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
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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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업별 영향분석
●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

●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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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ㆍ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양국
의 교역량은 수교 이후 연평균 약 25%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2004
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대중수출은 우리
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
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은 2007년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상대국이 되었고,
한국도 미국, 일본에 뒤이어 중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화되고 있습니다. 중
국은 2007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한국기업의 누적 투자금액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양국간 경제관계가 짧은 시간에 이처럼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양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인 동질
성 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대체로 타당성을 갖고 있는 한편, 보
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ㆍ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미래에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안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현재보다 더 한층 발
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는 바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
는 것입니다. 사실상 양국의 정책당국은 FTA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일
부분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만 해도 중국은 FTA에 대해 대외무역정책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완적인 중요성
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FTA는 곧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중국은 홍콩,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이 밖에도 호주, 걸프협력협의회,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아이슬
란드, 노르웨이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국은 이미 몇 해 전부터 한ㆍ중 FTA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5~06년 기간 동안 FTA 타당성 연구를 양국의 민간부문 연
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고, 2007년부터 양국 정부 주도하에 사전협상적
인 성격으로 진행중인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 협상 개시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
니다. 왜냐하면 FTA 협상의 실제 개시 여부는 상당히 복잡한 각종 요인을 감안하
여 결정되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ㆍ중 FTA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
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ㆍ중 FTA는 거대경제권과
의 FTA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고, 또한 본 보고서에서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상황에 맞춰 FTA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협동연구 보고서는 한ㆍ
중 FTA와 관련하여 대단히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과 이준규, 이승신 연구위원, 여지나,
배승빈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외교통상부 이미연 과장, 본원의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송영관 연구위원, 강찬주 연구조원 및 익명의 평가
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ㆍ중 FTA 협상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보고서입니
다. 그동안 한ㆍ중 FTA 연구에서 서비스 교역 협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 향후 정부의 유관정책 수립과정

에서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 향후 본 보고서의 연구성과가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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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ㆍ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
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ㆍ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ㆍ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ㆍ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본 보고서는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
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ㆍ뉴질
랜드 및 중ㆍ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
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
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ㆍ중 FTA를 대비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서비스 협정문 및 양허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다.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을 비롯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한ㆍ중 FTA 체결 시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한 ․ 중 간 서비스 교역 현황
2004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2002년에는 최대 투자대

상국으로 부상하여 현재 6만 7천 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또한 2007년
부터 중국은 한국의 대미ㆍ대일 수출 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수출시장
이 된 것과 동시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양국간 서비스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이미 181.5억 달러를 넘
어 상품교역의 12.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교역규모는 1998년 양국의 서
비스 교역규모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24.4%의 빠른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운수 70.2%,
여행업 10.8%이고, 2001년 이후부터는 특허권 등 사용료(8.2%) 및 사업 서비스
(8.7%) 분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통신업의
경우,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2.5%에서 2007년 0.5%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중국 서비스 수입도 운수, 여행, 사업서비스 위주로 구성되
어있는 한국은 대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2007년 6억 1,8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한국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수,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ㆍ중 양국간 서비스 교역이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중
국의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발전과 경쟁력에서 대체로 낮은 단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개방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려는 한국의 FTA 정책에 비해,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이 감당할 수 있
는 점진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FTA 전략
중국은 FTA 체결을 외교ㆍ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 우선상대국 기준

은 국가별로는 인접 지역과 개도국 우선이고, 목적에 있어서는 에너지ㆍ자원 확보,
중화경제권 추진을 위한 전략적 FTA를 우선시한다.
중국은 대한국 FTA 전략 측면에서 한국이 중점으로 삼고 있는 FTA의 경제적
목적인 해외시장 진출, 국내지역개발, 산업경쟁력 촉진 등을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
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FTA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중심의 지역
경제 블록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에너지 자원, 시장 확보와 같은 경제적 목적보
다 우선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중국과 미래에 FTA 협상에 들어갈 경우, 이러한 중국의 FTA 전략, 목
적, 체결 상대국으로서 갖는 한국의 의미 등은 FTA 협상 개시ㆍ과정ㆍ결과에 궁
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FTA 협정 외적인 중요 요소이다. 중국의 대한국
FTA 협상 개시ㆍ과정ㆍ결과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양국이 추진
하고 체결한 기존 FTA 협상의 결과 및 추이와, 향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방정
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중국은 FTA 체결 방식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FTA 체결 시 상품 협상만을 진행하고, 서비스 및 투자는 이후에 추진하는 단계적
인 협상방식을 취했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증가하고 축적되면서 점차적으
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FTA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서비스 및 투자, 기타
이슈들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FTA의 서비스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시 제출한 GATS 양허안 및 2005년 2차로 DDA에
제출한 수정 양허안의 서비스 개방 수준과 기체결 FTA의 양허 수준을 비교분석함
으로써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는 중ㆍ홍콩 CEPA, 중ㆍ아세안 FTA, 중ㆍ칠레 FTA 및 중ㆍ뉴질랜드 FTA를 주
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ㆍ홍콩 CEPA의 경우는 ‘일국양제’라는 양측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드
1(국경간 공급) 및 모드 2(해외소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드 3(상업적 주재), 모드 4(인력이동)에 대해서는 GATS 플러스부터 시작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중ㆍ홍콩 CEPA의 양허 수준을 살펴
보는 것은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상한선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5차
례에 걸친 보충 협상의 단계마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한 서비스 분야는 법률,
건설, 시청각 분야, 관광 및 여행 서비스 등이다. 또한 금융과 통신, 유통, 운송 서
비스 등에서도 기체결 FTA에서는 미기재하거나 GATS에서 진전된 개방을 하지
않았던 중국이 기업설립 요건이나 사업범위 등에서 폭넓게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이 GATS/DDA에서 더 나
아간 개방을 양자 FTA에서 양허할 경우, 중ㆍ홍콩 CEPA의 단계적 개방 수준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ㆍ홍콩 CEPA에서는 WTO
및 기체결 FTA에서 개방된 적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서비스업, 공공설비서
비스 등을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가능성
을 조사하고, 협상시 추가개방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ㆍ홍콩 CEPA
의 보충협상시에 새로 체결된 FTA의 개방 내용을 추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홍콩에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중ㆍ아세안 FTA는 다자간 협상이고 아세안의 서비스 협상(AFAS: ASEAN
Framework on Services) 개방방식인 단계별 패키지 개방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2007년 체결된 중ㆍ아세안 서비스 FTA의 1차 패키지에는 GATS/DDA 양허안에
기재된 여러 부문이 누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ㆍ아세안 서비스 FTA

에서 개방한 서비스 부문은 중국이 여타 FTA에서도 개방의 최소 수준으로 삼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이거나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문일 가능성
이 높다. 중ㆍ칠레 서비스 FTA에서는 중ㆍ아세안보다는 좀더 많은 분야를 개방했
고, 양국간에 특별히 교역과 투자가 많은 분야에 대해 DDA보다 추가 개방한 분야
들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FTA 서비스 협상이 상대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중ㆍ뉴질랜드 FTA는 국경간 서비스 장(Chapter)에서 모드 1~3을
취급하고, 모드 4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여 기존 FTA에 비해 가장 포괄적인 의
무사항을 포함하였는데, 중국의 기존 FTA에서 제외되었던 최혜국대우(MFN) 조항
도 포함되었다. 인력이동에 관해서는 일시입국에 관한 별도의 장과 부속서가 합의
되었는데, 뉴질랜드만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 민감한 이슈인 일시입국 분야에서 뉴질랜드가
제한적인 양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이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지만 FTA에서의
서비스 분야 양허안은 GATS/DDA 양허안에서 실질적인 큰 폭의 개방수준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국의 필요에 의한 환경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금융, 통신, 유통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GATS/DDA 이상의 추가개
방이 수용되지 않아서 향후 한ㆍ중 FTA 협상에서 해당 분야의 개방 여부가 쟁점
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서비스업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상이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90년대 고용구조상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서비스화가 진행하였고, 아직은 서비스업 전반
에 걸친 생산성이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의 서비스 교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 무역이 운송, 여행, 사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가 낮으며, 공공관리ㆍ위생ㆍ교육 등
공공성을 강하게 띠는 사회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높아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도 미국과 FTA 협상 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교육 및 의
료 서비스의 경우 포괄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FTA 서비스 협상 시 중국
의 공공서비스 개방에 대한 요구를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대세계 서비스 무역수지에서 한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운송 분야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여행과 사업서비스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분야별 수지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파급효과
일반적으로 FTA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CGE 모형을 통한 모의실험은 서비스 무역의 장벽지수(관세 상당치)를 측정하여 분
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전 세계 권역을 망라하는 서비스 장벽지수(권역별 관세
상당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방법론상의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종전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2000년을 기준연도로 분석하는 모의실험은 중국 경제의 동태적인 고속성
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과거 중국의 막대한 저임 노동력을
배경으로 생산공정상의 국제적인 분업관계가 한ㆍ중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에서 급속하게 형성되었는데, CGE 모의실험은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2006년에 국부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GDP 통
계를 발표하였는데, 서비스 부문에 관한 종전의 통계는 30~50%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과거 통계에 입각한 CGE 모의실험 역시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협정의 부문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간단하지 않다. 본 보고서
에서는 법률, 유통, 운송, 통신, 금융, 환경, 보건의료, 교육 등 8개 주요 서비스 산
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주로 기존 연구의 문헌정
리에 의존하였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 업종별 현황,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 그
리고 한ㆍ중 FTA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중국 서비스
시장의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바람직하게
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실제로 파악
할 필요가 있었지만, 추후 과제로 넘기고 본 보고서에서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수집조사와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이제까지 시도한 중국의 FTA 전략, 기존 FTA의 서비스 협상 분석, 한ㆍ중
FTA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ㆍ중 FTA 서
비스 협상의 주요 이슈 및 정책 제언이 가능하다. 우선 서비스 협상에서 협정 외적
인 이슈와 협정 내적인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협정 외적인 이슈로는 협상 개시 전에 사전적인 탐색으로 양허 개선 분야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협상에서 의제화하기 곤란
한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협상의 레
버리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협정 내적인 주요 이슈 혹은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
로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안 적용 여부,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ratchet mechanism)
의 수용 여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의 분야와 절차, 인력이동, 시장접근 향상 이슈
등이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통신ㆍ법률ㆍ금융 등 거의 모든 서비스 분
야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양허 범위와 수준 자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협정에서는 일반적인 4대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현지
주재) 전부를 적용한 FTA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기체결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양허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티브 방식을 제안할 가능성
이 높고, 이에 대한 준비와 추진전략 등의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자격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MRA 협상 결과가 국내 서비스 시
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모드 4
인력이동 역시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에서 민감한 이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우리의 개방수준이 높은 금융 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가 한ㆍ중
FTA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및 특허권 사
용료 등의 분야는 대체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
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 후퇴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이 역진적으로 후퇴하
지 않도록 FTA 서비스 협정문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전망
현재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 중국의 기체결 FTA 양허안ㆍ협
정문 분석, 중국의 서비스 부문 현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 양국이
향후 1~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협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ㆍ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감안한다면, 중국이 기존의 소극
적인 개방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철저
한 사전 준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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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교역확대,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 등을 목
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고, 특히 미국ㆍEU와도 협상을 완료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제 남아 있는 FTA 협상대상국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는 거대 경제국가이면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 할 수 있다.
FTA 체결은 한ㆍ중 양국간 경제관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
며, 그 중요성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2004년부터 중국은 우리의 최
대 교역대상국으로 등장하였으며, 동시에 중국에는 6만 7천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
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한국에 있어 중국은 가장 큰 교역상대국
이자 투자대상국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2007년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수출시장을 한국에 제공하였으며, 이 해부터 미국을 제
치고 한국기업의 투자 누계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 일본에 뒤이은 세 번째의 교역상대국이며, 동시에 일본과 사실상 1,
2위를 다투는 투자공여국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히 정책적인 또는 인
위적인 결과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수교 직후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또한 2000년 중국
의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통상ㆍ투자환경이 빠르게
정비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간 경제관계가 급속하
게 발전한 것은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양국 경제주체들의 자연적인 대응의
결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한ㆍ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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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관계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하게 양적인 확
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양국간 경제관계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으로 생각하여 보면, 중국경제가 고속성
장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경제관계가 별다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다면 오히려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ㆍ중 양국의 일반적인 경제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논의를 FTA로 제한해 보자. 양국은 이미 2005년부
터 2년간 민간공동으로 한ㆍ중 FTA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측 연구기관은 상품교역 부문에 중점을 두고 FTA를 논의하고, 서비스 무역
에 대해서는 2단계 협상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FTA 협상에서 단계적
으로 서비스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은 이미 중ㆍ아세안 FTA 협상 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WTO 가입 시 양허한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 무역을 개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당시에 개진되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서비스 관련 중국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제조업
의 경쟁력과 비교한다면 상당 수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WTO 가
입의 이행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금융ㆍ유통 등 서비스 부문을 부분
적으로 개방하여야 했고, 이러한 부분개방의 영향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
적이거나 대폭적인 개방을 고려할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정책당국
은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인식하
였고,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서비스 산업의 규모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국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06년 1월에 발표된 새로운 GDP 통계가 중국의 서비
스 산업에 대한 중요한 결과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도 비록 점진적이지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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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감지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선진국과는 최초로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
면서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바 있으며, 또한 2008년 10
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도 최초로 포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중국이 FTA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협
상을 단순히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포괄적ㆍ일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
성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협상 개시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향후 한ㆍ중 FTA 협상을 대비하여 우리 입장에서는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협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략적인 분석과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밖에 한ㆍ중 FTA를 추진하면서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협상과 관련하여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근 FTA 협상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무역 협상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선진국과 수세의 입장에 있는 개도국 간의 대립구도가 연출
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 제조업체 등의 자국기업이 대규모로 진출하여 있는 선진
국의 경우, 진출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당 업
체의 성공적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자국의 서비스 산업을 보호ㆍ육성
하려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적극적인 개방 요구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
다. 한편 일부 개도국들은 자연인의 이동, 즉 모드 4에 집중하여 서비스 협상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현상도 출현하고 있어,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자연인의 이
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1)
따라서 인구 대국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모드 4와 관련하여 면밀
한 대비가 요청되며, 업계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간적으로 한ㆍ중 FTA에 앞서 미국ㆍEU와의 FTA가 먼저 체결될 가능

1) 外務省經濟局EPA交涉チ-ム 編著(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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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기 때문에, 한ㆍ중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 협상을 단
순하게 취급하지 않고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ㆍ미 FTA
및 한ㆍEU FTA가 높은 수준의 FTA 체결로 결론이 난다면, 서비스 무역 협정에
서 계속 종전의 접근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다른 방
식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ㆍ중 FTA를 추진하면서 양허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될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우리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최근
제기되었다.2) 만약 이 같은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경제적 이득의 균형을 모
색하기 위하여 서비스 교역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받
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의 추세를 살펴보면, 한ㆍ중 FTA를
통해서 양국간 서비스 개방의 양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즉 제조업에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중국은 한때 개도국으
로 향한 FDI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지칭되었지만, 2004~05년을 기점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는 새로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기업의 대(對)중
국 제조업 부문 투자는 대략 2004~0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
면, 유통ㆍ증권업 혹은 부동산 등 비(非)제조업 부문에의 투자가 급격하게 상승하
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비제조업 부문 진출 혹은 시장선점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ㆍ중 FTA 협상에서 서비스 교역 협상을 적절히 활용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2) 양평섭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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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한ㆍ중 FTA와 관련해서 양국간 민간공동연구가 완료되었고,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무역 분석에 연구가 집중
되었고 서비스 무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남영숙 외(2004), 신태용 외(2005) 및 Hongshik Lee et al.(2005) 등이 있으나, 연
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거나, 또는 일부 서비스 부
문에 대해서 양국간 발전 현황 및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밖에도 윤창인(2005)은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시장 무역장벽을 미국 무역대표부의 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한ㆍ중 FTA의 서비스 협상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향후 실제로 FTA 협상이 개시되었을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비
스 무역에 관한 중국의 기체결 FTA의 협정문 및 양허안의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중국의 FTA 전략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중ㆍ아세안, 중ㆍ칠레, 중ㆍ홍콩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중ㆍ뉴질랜드 FTA의 협정문과 양허
안을 주로 분석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본 보고서의 작성기간 중인 2008년 10월에 중ㆍ싱가포르 FTA를
체결하였고, 11월에는 중ㆍ페루 FTA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분석은 시간부족 등의 사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포함하지 못하
였으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협정에 대한 분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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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투자협정을 포함한 FTA는 중ㆍ뉴질랜드 FTA가 최초이다. 투자협정은 상품교역과
도 관련이 있지만,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기 때문에 본 보고
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한국ㆍ중국ㆍ일본 3개국 사이에 투자
협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국이 선진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포괄적인 FTA인 중ㆍ
뉴질랜드 FTA의 서비스 양허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분석하였다. 향후 한ㆍ중
FTA를 추진할 경우, 중ㆍ뉴질랜드 FTA의 서비스 무역 협정 수준이 양국의 서비
스 개방의 기본적인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ㆍ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이미 체결한 다른 어떤 FTA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교역과 투자관계
를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를 소개하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중국의 FTA 전략
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급속한 고속성장과 무역
량의 확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WTO 가입의 최대 수혜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 통상정책의 핵심은 가입 시 이행조건의 성공적인 준수, 그
리고 WTO 체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대외 부문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FTA를 통한 지역협력, 통상확대에도 점
차 관심을 확대하면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의 분석에서 보다 명확
하게 나타나겠지만, 과거에 체결한 중국의 FTA를 차례로 검토해 보면, 중국이 서
비스 부문에서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방수준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는 중국 측 연구자들이 과거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창수 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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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제3장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문과 양허안을 본격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FTA 협상 개시ㆍ과정
ㆍ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양국이 추진하고 체결한 기존 FTA
협상의 결과 및 추이, 그리고 향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방정책의 방향이다. 따라
서 특정 FTA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ㆍ분석이 불가결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 당시의 양허안, DDA 협상안, 중ㆍ홍콩의
CEPA, 중ㆍ아세안 FTA의 서비스 협정, 중ㆍ칠레 FTA 및 중ㆍ뉴질랜드 FTA의
협정문과 양허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한ㆍ중
FTA에 관한 연구 중에서 서비스 협정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단편
적인 분석에 그쳤고, 본 보고서처럼 협정문과 양허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제까지 전무한 상황이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서비스 협정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4대 의무사항인 내
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현지주재(LP) 등을 중심으로 중
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문의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
다. 또한 서비스 산업 발전단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서비스 산업 발전과 연계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중국의
정책목적 등을 중ㆍ뉴질랜드 FTA의 서비스 협정문에서 명시함에 따라, 중국 서비
스 협정의 핵심적인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중 FTA에서 서비스 교역 협상이 갖는 개략적인 함의를 알아
보기 위하여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를 분석하였다. 서비스화는 GDP 대비 비중, 고
용흡수 역량 및 서비스 교역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양국 모두 선진 OECD
국가에 비하면 서비스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양국의 서비스 부문은
빠른 속도로 고용을 흡수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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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비스 부문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한ㆍ중 FTA
서비스 부문 협상은 고용 측면에서 주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제5장에서는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 협상이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문헌
정리 위주로 소개하였다. 우선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제
약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의 장벽 형태가 지분제한, 금지,
국내 규제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절에서
는 일반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교적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
하였다. 소위 연산균형모형(CGE)을 사용하여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
화하는 작업은 분석방법상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
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문제점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CGE 모형을
분석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할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들
어 소위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한ㆍ중 양
국간 통상관계도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CGE 모
형 분석은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절에서는 법률, 유통, 운송, 통신, 금융, 환경, 보건의료, 교육 등 8개 주요 서
비스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주로 기존 연구의 문헌
정리에 의존하였다. 정성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 업종별 현황,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 그리고 한ㆍ중 FTA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
다. 즉 서비스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 엄밀한 분석적 기법을 활용하지는
못하였고, 서비스 무역의 기본적인 성격상 중요한 특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대체
하였다.
중국 서비스 시장의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하기보
다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실제로 파
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추후 과제로 넘기고 본 보고서에서는 포함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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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주요국의 서비스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이 KOTRA에 의하여 발간되었
는데, 중국의 서비스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애로사항 수집과 분석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수집조사와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성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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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중 경제관계
한ㆍ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맺은 이래 지속적으로 발
전하였다. 2004년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
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대상국인 미국이 10.6%, 일본이 6.6%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은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
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한편 해외투자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
은 이미 2002년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
자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 및 해외투자 부분에서 이렇듯 중국과의 경제관
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향후 상품교역 및 제조업 투자 이상의 관계 발전이 예상되는 서비스
교역과 서비스 부문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양국의 대(對)세계 서비
스 교역에서의 위상 및 동향에 대해 파악해본 후, 한ㆍ중간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교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1)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교역 위상
[그림 2-1]은 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었다. 전체
교역의 25.7%를 차지하는 EU 25개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17.4%로 큰 비중을 차
지하며, 다음은 일본, 중국의 순으로 각각 5.7%, 4.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세
계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중국보다 낮으며 싱가포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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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요국별 서비스 교역 비중(2006년)

주: 1) EU(25개국) 국가간 교역은 포함하지 않음.
2) 여기서 서비스는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s)를 제외한 상업서비스(commercial services)를
지칭함.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은 914억 달러의 서비스를 수출하여(세계 8위) 전 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였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세
계 4위) 다음의 기록이다. 서비스 수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이보다 높은 3.8%로,
2006년에 중국은 1,003억 달러(세계 6위)를 수입하였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 비중은 1.8%, 서비스 수입의 비중은 2.6%이었다. 즉 504억 달러(세계
20위)를 수출하고 698억 달러(세계 12위)를 수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는 194억 달러로 89억 달러인 중국의 2.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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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 세계 및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 교역 규모(2006년)
(단위: 억 달러, %)

수 출
순위

수 입

국가

금액

비중

전 세계

27,559

100.0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전 세계

26,484

100.0

1

미

국

3,888

14.1

1

미

국

3,078

11.6

2

영

국

2,275

8.3

2

독

일

2,191

8.3

3

독

일

1,688

6.1

3

영

국

1,720

6.5

4

일

본

1,225

4.4

4

일

본

1,440

5.4

5

프 랑 스

1,145

4.2

5

프 랑 스

1,088

4.1

6

스 페 인

1,055

3.8

6

중

국

1,003

3.8

7

이탈리아

975

3.5

7

이탈리아

984

3.7

8

중

국

914

3.3

8

아일랜드

784

3.0

9

네덜란드

825

3.0

9

네덜란드

781

2.9

10

인

도

738

2.7

10

스 페 인

779

2.9

20

한

국

504

1.8

12

한

698

2.6

국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2)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교역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의 대세계 서비스 수출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3년부터 다
시 증가세를 보인다. 2006년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5.3% 증가한 504억 달러, 수
입은 이보다 4.9%포인트 높은 20.2%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4억 달러의 서비
스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반면 중국의 서비스 수출은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지속 증가
세를 보이며, 수입 역시 1998년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서
비스 수출이 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6%에 불과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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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6년에는 3.3%로 증가했다. 서비스 수입의 경우에도 1996년 1.8%에서 2006
년에는 3.8%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서비스 교역이 한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한ᆞ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한 국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중 국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206
(1.6)

수입액

증가율

224
(1.8)

1996

226
(1.8)

-

292
(2.3)

1997

254
(1.9)

12.3

290
(2.2)

-0.4

245
(1.9)

19.1

277
(2.1)

23.9

1998

248
(1.8)

-2.4

241
(1.8)

-17.0

239
(1.8)

-2.6

265
(2.0)

-4.5

1999

258
(1.8)

3.8

268
(1.9)

11.0

262
(1.9)

9.6

310
(2.2)

17.0

2000

297
(2.0)

15.4

330
(2.2)

23.1

301
(2.0)

15.2

359
(2.4)

15.8

2001

281
(1.9)

-5.5

325
(2.2)

-1.5

329
(2.2)

9.1

390
(2.6)

8.9

2002

273
(1.7)

-2.7

361
(2.3)

11.3

394
(2.4)

19.7

461
(2.9)

18.1

2003

318
(1.7)

16.1

399
(2.2)

10.5

464
(2.5)

17.8

549
(3.0)

19.0

2004

405
(1.8)

27.6

494
(2.3)

23.7

621
(2.8)

33.8

716
(3.3)

30.5

2005

437
(1.8)

7.9

581
(2.4)

17.6

739
(3.0)

19.1

832
(3.5)

16.2

2006

504
(1.8)

15.3

698
(2.6)

20.2

914
(3.3)

23.7

1,003
(3.8)

20.6

주: ( ) 안은 세계 서비스 수출ㆍ수입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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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1) 한ᆞ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2007년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규모는 181.5억 달러로, 상품교역의 약 12.5%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8년 서비스 교역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양국간의 서비스 교역이 연평균 24.4%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1998~2007년
기간 중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및 수입 역시 각각 연평균 25.4%,
23.5% 증가하였다. 2007년 서비스 수출 및 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30.4%, 23.9%로, 수출이 12.9%포인트 크게 증가한 결과 서비스 무역 적자규모가
2억 3,430만 달러나 개선되었다.
표 2-3. 한ᆞ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1998~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1998

5,885

-262.3

1999

5,022

-260.6

2000

5,925

-359.1

2001

4,837

2002

서비스 수출
증가율

금액

1,140

-

1,402

-

1,579

38.5

1,839

31.2

1,948

23.4

2,307

25.4

-278.3

2,154

10.6

2,433

5.4

7,035

-999.3

2,514

16.7

3,514

44.4

2003

14,063

-123.8

3,638

44.7

3,762

7.1

2004

21,199

68.4

5,028

38.2

4,959

31.8

2005

25,411

-677.7

5,725

13.9

6,402

29.1

2006

23,715

-852.3

6,725

17.5

7,577

18.4

2007

23,239

-618.0

8,768

30.4

9,386

23.9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금액

서비스 수입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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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ᆞ중간 서비스 업종별 교역 현황 및 특징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업종은 운수
업(70.2%)과 여행업(10.8%)이다. 또한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8.2%)과 사업서비
스(8.7%)도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다([표 2-4] 참조). 특히 운수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98년 59.7%에서 2007년 70.2%로 증가한 반면, 여행업의
경우는 2007년 비중이 10.8%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중국 진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업의 경우,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정도로 아직 미미한 편이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은 운수, 여행, 사업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서비스 수입에서 운수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2.2%로 1998년에 비해 17.3%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여행 및 사업서비스의 전체
표 2-4.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출 비중
(단위: %)

연도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

정부

여타 서비스

1998

59.7

25.0

2.5

0.3

5.1

7.3

0.1

0.0

1999

54.1

26.2

1.0

0.6

14.1

3.4

0.5

0.1

2000

56.8

23.4

0.8

0.9

14.1

3.8

0.2

0.1

2001

56.0

33.3

0.9

0.7

3.1

5.7

0.3

0.1

2002

58.8

31.8

0.7

0.7

3.2

4.5

0.3

0.1

2003

66.3

20.1

0.8

0.4

7.6

4.5

0.2

0.1

2004

69.5

14.8

0.6

0.5

9.0

5.3

0.2

0.1

2005

71.5

13.7

0.7

0.3

8.7

4.8

0.2

0.3

2006

66.6

14.2

0.6

0.2

11.1

6.5

0.3

0.4

2007

70.2

10.8

0.5

0.3

8.2

8.7

0.4

0.8

주: 중국에 대한 전체 서비스업 수출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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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입 비중
(단위: %)

연도

운수

여행

통신

보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4.9
16.7
16.0
17.0
15.7
20.4
24.0
26.1
25.7
32.2

34.9
47.4
50.2
44.9
51.6
41.8
35.5
36.5
35.5
27.6

11.2
6.9
4.8
4.3
2.0
2.0
1.2
1.1
1.2
1.0

0.1
0.0
0.2
0.3
0.3
0.1
0.1
0.1
0.0
0.1

특허권 등
사용료
0.1
0.2
0.3
0.3
0.2
0.3
0.8
0.4
0.1
0.2

사업

정부

37.6
27.8
27.6
32.1
29.3
34.3
37.2
34.0
35.0
36.1

1.1
0.9
0.7
0.7
0.7
0.6
0.7
1.2
1.3
1.5

여타
서비스
0.1
0.1
0.4
0.3
0.3
0.4
0.5
0.5
1.3
1.3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서비스 수입 비중은 약 28~36%를 유지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교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운수,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운수서비스, 특허
권 등 사용료 서비스 및 보험서비스는 각각 31.3억 달러, 7.1억 달러, 1,300만 달
러의 흑자를 보여주었는데, 이 흑자규모가 대중국 상품무역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각각 16.5%, 0.07% 및 3.7%이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 적자 업종으로 여행과 사업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07년
여행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서의 적자는 각각 16.4억 달러 26.2억 달러로, 전
체 서비스 적자 규모가 6.2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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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지
4,00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운수수지
여행수지
통신서비스수지
보험서비스수지
특허권등사용료수지
사업서비스수지
정부서비스수지
기타서비스중 여타서비스

(단위: 백만 달러)

1998
471.5
-205.3
-127.4
1.6
56.1
-443.4
-13.4
-2

1999
547.2
-459.1
-110.5
9.3
219.2
-457.8
-8.4
-0.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37.5
793.2 926.8 1,646.2 2,302.8 2,418.2 2,533.3 3,131.6
-701.1
-375 -1,013.1
-842 -1,015.7 -1,553.7 1,732.8 -1,641.6
-93.2 -86.7 -52.7 -46.9
-31.2 -34.4 -47.5
-46
14.1
7
5.9
10.6
20.5
11.7
16.4
13
266.8
60.4
73.5
263.7
411.4
471.4
742
708.2
-562.7 -658.8 -914.9 -1,125 -1,577.7 -1,904.3 -2,217.4 -2,622.7
-12.8
-12
-16.3
-18.5 -24.7 -66.5 -79.8 -105.7
-7.7
-6.4
-8.5
-11.9
-17
-20.1 -66.5
-55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무역수지 외에 한ㆍ중 양국간의 서비스 업종별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서비스
업종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4)5)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중국에 대해 운수(TSI=0.34), 보험(TSI=0.35) 그리고 특허권 사용료 서비스(TSI=
0.96)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권 사용료 서비스 부문
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TSI가 1에 가까운 0.83~0.99를 기록하며 수출

4) 무역특화지수(TSI)란 특정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각 품목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로 나눈 값임. TSIij=(Xij-Mij)/(Xij+Mij)로 표시되는데(TSIij는 i국가 j품
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ij는 i국가 j품목에 대한 수출액, Mij는 i국가 j품목에 대한 수입액을 의
미함), 이는 수출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양국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
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임. TSI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5)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TSI 지수를 산출하여 경쟁력을 비교하는 연구는 윤창인(2005) 및 Hatasa
(2007)가 있음. 그러나 서비스 무역의 특성상 상품무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교우위를 산출할 경
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음(Deardorff, 1985). 본 보고서는 서비스
무역의 비교우위를 도출할 때 TSI 지표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참고용으로
TSI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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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운수서비스의 경우, 2007년 TSI가 1998년 0.53에 비해 0.19 감소하였으며 10년간
그 수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수출 특화 정도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1998년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운수서비스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표 2-6. 한ᆞ중 양국 서비스 업종별 무역특화지수(TSI) (1998~2007년)
업종

1998

서비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10 -0.08 -0.08 -0.06 -0.17 -0.02

0.01 -0.06 -0.06 -0.03

운수

0.53

0.49

여행

-0.27 -0.36 -0.43 -0.21 -0.39 -0.37 -0.41 -0.50 -0.48 -0.46

기타 서비스

-0.60 -0.36 -0.34 -0.60 -0.66 -0.48 -0.44 -0.48 -0.39 -0.39

통신서비스

-0.69 -0.78 -0.74 -0.69 -0.59 -0.44 -0.34 -0.31 -0.37 -0.32

보험서비스

0.28

1.02

0.64

0.32

0.20

0.50

0.70

0.62

1.14

0.35

특허권 등 사용료

0.95

0.97

0.95

0.83

0.86

0.92

0.83

0.91

0.99

0.96

0.47

0.50

0.49

0.46

0.52

0.42

0.39

0.34

사업서비스

-0.73 -0.81 -0.79 -0.73 -0.80 -0.77 -0.75 -0.78 -0.72 -0.63

정부서비스

-0.82 -0.36 -0.67 -0.50 -0.55 -0.61 -0.56 -0.73 -0.67 -0.62

기타 서비스 중
여타 서비스

-1.00 -0.17 -0.75 -0.70 -0.74 -0.64 -0.60 -0.40 -0.54 -0.28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여기에서는 한ㆍ중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 교역, 즉 해당 업종이 해
외 계열사를 상대국에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부문 투자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서비스 부문 투자 동향에 대
해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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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부문 투자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 6월 현
재 누계 기준으로 약 25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해외투자의 24.4%를 차지하였
다. [표 2-7]의 투자건수는 송금건수를 의미하며, 현재 전체 해외투자의 48.7% 규
모로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해외 투자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

연도
1968~2008년 누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구분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 해외투자
42,099
137,551
104,481
2,094
5,457
5,144
2,159
6,423
5,181
2,500
7,785
3,898
2,814
9,004
4,226
3,783
12,938
6,188
4,420
15,990
6,836

대중국 투자
18,977
67,011
25,514
780
2,146
746
1,052
3,209
650
1,387
4,433
1,114
1,677
5,621
1,811
2,152
8,063
2,378
2,256
9,535
2,798

비중
45.1
48.7
24.4
37.2
39.3
14.5
48.7
50.0
12.5
55.5
56.9
28.6
59.6
62.4
42.8
56.9
62.3
38.4
51.0
59.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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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말

구분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 해외투자
5,213
18,558
10,991
5,997
21,492
20,733
2,553
10,460
11,138

대중국 투자
2,303
9,779
3,346
2,204
9,264
5,449
819
3,830
2,310

비중
44.2
52.7
30.4
36.8
43.1
26.3
32.1
36.6
20.7

주: 1) 한국의 중국에 대한 누계 투자는 1988년부터임.
2) 수출입은행 통계에서 제공하는 한국 해외투자통계의 건수 기준이 2007년부터 변경되어 기존의
신고건수 및 투자건수가 신규법인 수, 신고건수 및 투자건수로 세분화되었으며, 변경 후 신고건
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하고, 투자건수는 송금건수를 의미함. 이 표에서는 편의상 신고
건수는 생략하였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년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졌
으나, 2007년 이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3년 전체 대중국 투자
의 83.8%까지 달했던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07년에는 66.6%로 대폭 감소
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53.4%로 그 비중이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ㆍ소매
업,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대중국 투자의 13.9%, 10.2%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예술ㆍ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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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의 중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산 업
전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하수ᆞ폐기물
처리ᆞ원료재생ᆞ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누계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금액 25,514 746 1,811 2,798 3,346 5,449 2,310
금액

96.8

1.16 4.88 10.1 12.3 19.8 5.06

비중

0.4

0.2

0.3

0.4

0.4

0.4

0.2

금액

202

0.74 8.19

14

19.9 32.3

111

비중

0.8

0.1

0.5

0.6

4.8

0.5

0.6

금액 19,379 547 1,517 2,231 2,723 3,628 1,234
비중

76.0

금액

21.4

0

0

비중

0.1

0.0

0.0

0.0

금액

3.25

0

0

0

0.33 1.98 0.46

비중

0.01

0

0

0

0.01 0.04 0.02

금액

677

16.3 12.5 67.3

89

168

93.5

비중

2.7

2.2

0.7

2.4

2.7

3.1

4.0

55

71.2 177

222

213

321

금액 1,312

73.4 83.8 79.8 81.4 66.6 53.4
0.28 10.2 6.05 0.08
0.3

0.1

0.0

비중

5.14

7.38 3.93 6.31 6.64 3.91 13.9

금액

198

22.1 4.04 24.8 10.8 49.7 33.2

비중

0.8

3.0

0.3

0.9

1.4

금액

408

57.5 6.32 25.4 24.3

29

48

0.5

2.1

0.2

0.9

비중

1.6

7.7

0.3

금액

186

5.2

11.1 6.05 15.4 35.3 15.3

비중

0.7

0.7

0.6

0.2

0.5

0.6

0.7

24.2 113

119

15

886

236

0.4

16.3 10.2

금액 1,740

0.9

0.7

비중

6.8

3.2

6.2

4.3

금액

608

13.3

35

49.1 89.6 143

63.9

비중

2.4

1.8

1.9

1.8

2.6

2.8

금액

331

1.04 2.43 13.6 50.8 161

80.6

비중

1.3

0.1

3.5

금액

43.8

0.33 1.17 17.6 2.92 7.21 3.65

비중

0.2

0.0

0.1
0.1

0.5
0.6

2.7
1.5
0.1

3.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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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산 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 기관

누계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금액

0.01

0

0

0

0.01

0

0

비중

0.0

0.0

0.0

0.0

0.0

0.0

0.0

금액

18.6

0.06 1.26 2.38 2.82 3.44 4.04

비중

0.1

0.0

금액

13.8

0

0.1

0.2

1.83 4.21 1.53 0.39

0.1

0.1

0.1

0.9

비중

0.05

0.00 0.10 0.15 0.05 0.01 0.04

금액

200

0.13 15.9

15

49.5 51.7 46.7

비중

0.8

0.0

0.9

0.5

1.5

금액

60.9

1.56

4.5

5.75 6.05 12.8 13.3

비중

0.2

0.2

0.2

0.2

0.2

0.2

0.6

금액

14.8

0

0

14.8

0

0

0

비중

0.1

0.0

0.0

0.5

0.0

0.0

0.0

0.9

2.0

주: 1) 누계는 1988년~2008년 6월 말까지의 합계이며, 2008년은 2008년 1~6월 말까지의 누계임.
2) 비중은 해당연도 중국투자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년도.

2)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 부문 투자
2008년 3/4분기 현재 누계 기준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2억 98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1,447.2억 달러)의 약 1.5%에 불과하다. 이 중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는 7.1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792.6억 달러)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서비스업 투자는 아직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1989년부터 2008년 3/4분기 현재까지 누계 기준으
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의 67.3%, 서비스업은 32.1%로, 중국 역
시 제조업 위주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3.4억 달러, 도ㆍ소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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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업에 대한 투자가 약 3억 달러로 전체 중국 투자의 15.4%, 13.5%를 차지한다. 그
외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문화오락 등의 업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 현황(1989~2008년 3/4분기)
(단위: 백만 달러, %)

산 업

건수

금액

비중

전 산업

5,884

2,209.8

100.0

농ᆞ축ᆞ수산ᆞ광업

41

6.5

0.3

제조업

595

1,487.2

67.3

전기ᆞ가스

2

0.1

0.0

건설

49

5.7

0.3

서비스업

5,197

710.4

32.1

도ᆞ소매(유통)

4,491

297.4

13.5

음식ᆞ숙박

353

25.8

1.2

운수창고(물류)

94

17.5

0.8

통신

1

0.04

0.0

금융ᆞ보험

12

1.4

0.1

부동산 임대

26

6.7

0.3

비즈니스 서비스업

109

340.2

15.4

문화ᆞ오락

33

16.0

0.7

공공 기타 서비스

78

5.5

0.2

주: 1) 투자 신고 기준 통계임.
2) 비중은 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각년도.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중국은 2003년 이래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지도 아래 적극적으로 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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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실시해왔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국 및 지역과 12개의 FTA를 진행하였는데, 이들 국가와의 교역은 2007년 총 대외
무역액의 1/4을 차지한다.6) 200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大)
보고에서는 “대외개방 폭과 심도를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유무역구전략(实施自由贸易区战略)을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향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대외개
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는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ASEAN과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와는 FTA를 체결
하여 발효 중에 있다. 또한 2008년 10월 현재 싱가포르와의 양자 FTA를 체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 페루와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리고 호
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걸프협력협의회(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보츠와나, 레
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지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과는 타당성 공동연구 또는 진행 고려
단계에 있다.
표 2-10.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당 국가
1단계 한국, 인도, 코스타리카
2단계 호주, 걸프협력협의회(GC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아이슬란드, 페루, 노르웨이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3단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주: 1단계는 FTA 타당성 공동연구 및 고려 단계, 2단계는 협상 전개 혹은 FTA 협정 최종합의 도달 단
계, 3단계는 체결 완료 및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임.
자료: 이장규 외(2006),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p. 31을 보충함.

6)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08. 9. 18), 党的十七大提出 实施自由贸易区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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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ᆞ홍콩 경제긴밀화협정(CEPA)

중국은 일국양제(一國兩制)라는 특수한 체제 속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상품과 서
비스 무역에서 더 폭넓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경제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하
였고, 따라서 CEPA는 일반 FTA에 비하여 그 개방폭이 더욱 넓다. CEPA는 2003
년 6월에 체결된 CEPA I에서 2008년 7월 체결된 CEPA VI까지 다섯 차례의 보
충협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방폭을 넓혀왔다. 상품무역에서 CEPA III가 발효된
2006년부터는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대중국 수출품에 영관세가 적용되었으
며, 서비스 무역에서는 법률ㆍ회계 등 40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시장접근을 허용
하였다.
2) 중ᆞASEAN FTA
중ㆍASEAN FTA는 2002년 11월 제6차 중ㆍASEAN 고위급회담에서 ｢중ㆍ
ASEAN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中国ㆍ东盟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에 합의하
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11월에 상품무역협정(货物贸易协议)을 체결하여
2007년 7월부터 실시됨으로써 7천여 세목의 제품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 인하와
철폐가 진행되고 있다. ASEAN 6개 선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필리핀, 브루나이)과는 2010년까지, ASEAN 4개 후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
이다, 미얀마)과는 2015년까지 대다수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시행하기로 합의하
였다. 2007년 1월에는 서비스무역협정(服务贸易协议)을 체결하여 2007년 7월부
터 시행되었다. ASEAN 10개국은 12개 서비스 부문의 67개 분야에서, 중국은 5
개 서비스 부문의 26개 분야에서 개방 양허를 기재하였다. 현재 중국과 ASEAN은
투자부분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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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ᆞ칠레 FTA
중ㆍ칠레 FTA는 2005년 11월에 체결되어 2006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양국
은 10년 이내 전체 제품의 9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또
한 양국은 경제, 중소기업, 문화, 교육, 기술, 환경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FTA 체결 이후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칠레의 제1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2008년 4월에는 ｢서비스무역보충협정(服务贸易的补充协定)｣을 체결하였
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컴퓨터, 경영자문, 부동산, 채굴, 환경, 체육, 항공운송
등 23개 분야에서 개방하고, 칠레는 법률,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컴퓨터, R&D, 부
동산, 광고, 경영자문, 채굴, 제조업, 임대, 유통, 교육, 환경, 관광, 체육, 항공운송 등
37개 분야에서 각자 WTO 양허에 기초하여 상대국에 확대 개방을 양허하였다.
4) 중ᆞ파키스탄 FTA
중ㆍ파키스탄 FTA는 2005년 4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6년 11월에 체결되었다.
상품무역에 대하여 2단계로 나누어 관세 인하를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였다. 1단
계에서는 양국이 5년 내에 각국의 세목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
양한 폭으로 관세인하를 실시한다. 2단계는 협정 발효 후 6년 이후에 시작하며, 목
표는 양국 관세품목의 90% 수준까지 관세철폐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투
자 촉진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2008년 9월까지 양국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4차 협상을 완료하였다.
2008년 10월 15일에는 ｢중ㆍ파키스탄 FTA 보충협정(中国ㆍ巴基斯坦自由贸易
协定补充议定书)｣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하이얼ㆍ루바(HaierㆍRuba) 공단 등 중ㆍ
파투자구(China-Pakistan Investment Zone)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삭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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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부록에는 투자구에 대한 12가지 특혜정책을 추가하였다.
5) 중ᆞ뉴질랜드 FTA
2008년 4월 체결된 중ㆍ뉴질랜드 FTA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서방 선진국과의 첫 번째 FTA이며, 상품ㆍ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괄한 전면적인 FTA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의 기체결
FTA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인력이동, 지적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등이 협정
문에 포함되었다. 상품분야 협상에서 중국은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액 기준으로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9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
는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해 37%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 중이며,
2016년까지 99.6%의 제품에 대해 관세철폐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뉴질랜드에 컴퓨터, 경영자문, 교육, 스포츠 등 7개 서비
스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교육, 사진, 복사, 건설 등 6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WTO
플러스 개방을 실시하였다. 특히 환경, 건설, 농임업, 엔지니어링, 여행,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MFN)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자국 내 인력부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중국 숙련 노동력의 임시고용을 협정문에 포
함시킴으로써, 최대 천 명의 중국 인력에 대한 3년간 임시고용을 허가하였다.

6) 중ᆞ싱가포르 FTA
중ㆍASEAN FTA 다자간 협상의 완전 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싱가포
르는 2006년 8월부터 양자간 협상을 시작하였다. 2008년 10월에 양국은 상품, 서
비스 및 인력이동 분야에서 더욱 폭넓은 개방을 진전시킨 중ㆍ싱가포르 FTA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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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게 되었다. 동 FTA는 중국이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타
결한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 FTA라는 의의가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발효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의 85%에 관세 완전삭감이 적용되고,
2010년까지 추가적으로 10%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가공식품 및 전자전기 제품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모든 대
싱가포르 수출품에 대하여 발효시점부터 영관세가 적용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와 국내규제 의무를 포함시켰는데, 중국은 싱가포르
에 비즈니스 서비스 및 병원 서비스에 대해 개방하였으며, 싱가포르도 중국에 대해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및 병원 서비스를 개방하였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상대국에 대해 2개의 한의학 대학 학위를 인정하였으며, 회
계ㆍ감사ㆍ건축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MRAs)을 통해 양국의 학위
및 자격증 인정을 위한 협상 개시를 촉진하였고, 특히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인
력이동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대해 사업방문자(6개월), 계약서비스공급
자(1년), 주재원(3년)의 임시입국을 허용하였고, 싱가포르는 중국에 사업방문자(30
일 혹은 60일, 30일 연장 가능), 계약서비스공급자(90일, 90일 연장 가능), 주재원
(2년, 8년까지 3년씩 연장 가능)의 임시입국을 허용하였다. 이 외에도 이 협정에는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세관절차, TBT, SPS, 경제협력 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나. 중국의 FTA 전략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은 크게 외교ㆍ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
는 (1) 해외 에너지ㆍ원자재 확보, (2)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
출시장 다변화, 대(對)서구 우회수출 등), (3)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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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 승인 유도, (4) 산업경쟁력 제고, (5)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6) 서부 대
개발 및 동북 진흥의 촉진, (7)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8)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외교ㆍ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
인으로는 (1) 지역 리더십 강화, (2)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7)과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2005)8)의 관련
문헌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역)별로는 인접
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 있어서는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자국중심의 지
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우선적이며, 기타 해외시장 진출, 국내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는 에너지ㆍ자원 확보, 시장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
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중국은 FTA 체결 시 상품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부문
은 향후 상품 FTA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해왔다. 보통 상품협상을 체결하여 발효한 다음 1~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
여 서비스 협상을 체결하였다. 중ㆍASEAN FTA의 경우 2005년 7월 상품협상이
발효되었고, 서비스 협상이 발효된 것은 2007년 1월이었다. 중ㆍ칠레 FTA의 경우
는 상품협상이 2006년 7월 발효되었고, 2008년 4월에 서비스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처럼 단계적인 협상 방식을 취한 이유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려고 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이고 이와 동시에 서비스나 투자 부문
등에서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7)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2005), ｢“十一五”規劃期間我國發展的外部環境與對外開放的戰略任務｣, 經
濟要參, 北京, 第26期, pp. 2~9.
8) 于培偉(2005), ｢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原則和策略｣, 經濟要參, 北京, 第37期,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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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증가하고 축적되면서 중국은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FTA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방향으로 전
략을 전환하고 있다. 2008년 들어 중국이 체결한 중ㆍ뉴질랜드, 중ㆍ싱가포르
FTA는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MRA 등을 최초 FTA 체결 시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FTA 협상에서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서비스 및 투자, 기타 이
슈들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59

제3장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협정의 중국 측 협정문과 양허안을 분
석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무역에 있어 중국의 개방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데, 중
ㆍ홍콩 CEPA, 중ㆍ아세안 FTA, 중ㆍ칠레 FTA 및 중ㆍ뉴질랜드 FTA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2절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의 양허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보
고서에서는 주로 중ㆍ뉴질랜드 FTA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향후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할 경우 중ㆍ뉴질랜드 FTA가 양국에게 중요한 준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로 중ㆍ뉴질랜드 FTA의 협정문 및 양허안과 중국의
WTO/DDA 양허안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1) 협상 개요와 특징
중ㆍ홍콩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2001년 11월 홍콩 특별행정장관 도날드 창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
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어, 2002년 초 중앙정부의 지시하에 1년 6개
월에 걸친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29일 CEPA 1단계가 체결된 이후
2008년 7월 29일 CEPA VI가 체결되기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을 통한 보충협정이
체결되었다. 중ㆍ홍콩 CEPA의 서비스 개방은 중국이 체결한 어떠한 무역자유화
협정보다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의 특수한 일국양제라
는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상한선을 가늠해 보기 위해 중ㆍ
홍콩 CEPA의 서비스 부문의 개방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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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홍콩 CEPA 진행 경과
CEPA 진행 경과

연도
2002

1월 홍콩 CEPA 개시

2003

6월 홍콩 CEPAⅠ체결

2004

1월 홍콩 CEPA 발효
10월 홍콩 CEPAⅡ 체결

2005

1월 홍콩 CEPAⅡ 발효
10월 홍콩 CEPA III 체결

2006

6월 홍콩 CEPA IV 체결

2007

1월 홍콩 CEPA IV 발효
6월 홍콩 CEPA V 체결

2008

7월 홍콩 VI 체결(2009년 1월 발효 예정)

자료: 필자 정리.

2) 협상 결과
중ㆍ홍콩 CEPA의 서비스 협상은 크게 서비스 협정문 협상과 양허안 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ㆍ홍콩 CEPA 서비스 협상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CBTS: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이에 관련되는 조치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중ㆍ홍콩 CEPA의 서비스 양허안 기재방식은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의 GATS 방식을 차용하였다. GATS 양허안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형태를 국경간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 상업적 주재(모드 3), 인력이동(모
드 4)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양허안 기재에서 각 교역 형태별로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와 시장개방(Market access)에 대한 제한사항을 완전개방
(None), 제한적 개방(조건의 명시), 양허없음(Unbound)으로 기재하여 개방의 정도
를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중ㆍ홍콩 CEPA에서는 국경간 공급(모드
1)과 해외소비(모드 2)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일국양제(一
國兩制)라는 양자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주권국가간의 서비스 교역에 해당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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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ㆍ홍콩 CEPA의 구체 양허 내용은
상업적 주재(모드 3)와 인력이동(모드 4)에 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인력이동에서 전문인력이나 종사자의 자격과 제한사항
을 큰 폭으로 완화시킨 것이 큰 특징이다.
첫 번째 CEPA 협정에서는 18개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었고, 그 이후 다섯 차례
에 걸친 보충협상을 통하여 22개의 서비스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CEPA 협정하
에서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모두 40개이다. CEPA I 부속서 4에는 양허표에 기재
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중국의 WTO 가입 문건(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서비스 양허안(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n Services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에 따른다고 명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양허안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WTO 양허안에서 진전된
개방수준(WTO 플러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허안에 기재한 분야들에 있어서는 명시한 제한과 규제 이외에도 중국 국
내 관련법과 규제들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홍콩은 협정 발
효 이후에 양허안에 기재된 분야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차별적 조치도 중국 서비스
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표 3-2. 중ᆞ홍콩 CEPA 보충협정별 추가개방서비스 분야
CEPA I

CEPA II

CEPA V

CEPA VI

1

회계

항공운송

프린팅서비스

과학기술 자문

2

광고

문화서비스

공공설비

광업

3

건설 및 엔지니어링

IT서비스

건물청소

4

시청각

직업추천업

경영자문 및 프로젝트
경영

5

은행

직업중개업

컴퓨터

6

건축 및 엔지니어링

특허중개업

고령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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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CEPA I

CEPA II

CEPA V

7

컨벤션 및 전시

상표권중개업

환경서비스

8

유통

전문자격시험

시장조사

개인자영업

9

화물운송 및 물류

10

호텔 및 여행사

통ᆞ번역서비스

11

보험

스포츠서비스

12

법률

13

경영자문

14

의료

15

부동산

16

육상여객운송

17

주식

18

통신

합

18개

9개

CEPA VI

사진서비스

11개

2개

자료: CEPA 각 협정문에서 필자 정리.

가) 협정문 협상 결과
중ㆍ홍콩 CEPA I의 서비스 협정은 4장 11~15조에서 규정하며, 11조 시장접근,
12조 서비스 공급자, 13조 금융협력, 14조 관광협력, 15조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접근에 대해 양측은 점차적으로 기존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축소ㆍ철폐하고 구체적인 양허(부속서 4)에 따라 자유화
를 확대해가기로 합의하였다. 서비스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부속서 5 (Definition of
“Service Supplier” and Related Requirements)에서 자세한 정의와 요구조건에 합
의하였다. 또한 WTO 회원국 중 중국이나 홍콩에서 법인 영업을 하는 서비스 공
급자가 CEPA에서의 특혜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세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의 내용은 부속서에 기재하였지만, 특별히 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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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협력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에 기재하였다. 먼저 금융협력에 있어서 (1) 중국은
국유상업은행과 합자상업은행이 홍콩에 국제자금과 외환거래센터를 이전하는 것을
지원할 것, (2) 중국은행들이 합병을 통해 홍콩에서 네트워크와 사업활동을 발전시
키는 것을 지원할 것, (3) 중국의 금융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홍콩의 금융상품
들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할 것, (4) 금융규제기관 사이에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
할 것, (5) 시장규율을 준수하고 규제효율을 제고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의 보험회
사와 기타 회사들이 홍콩에 상장하는 것을 지원할 것에 합의하였다.
관광협력에 있어서는 (1) 광둥성 주민이 홍콩에 개인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지역의 관광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협력을 강화할 것, (3) 관광산업의 서비스 표준을 제고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
익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협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하여 (1)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촉진하고 전문직능의 교류를 촉진할 것, (2) 양측의 관련 당국 및 전문기관이 서로
협의를 거쳐 전문자격의 상호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명시
하였다.
한편 다섯 차례의 CEPA 보충협의 협정문들에서는 기본 협정문에 추가협상이
타결된 부분만을 간략하게 명시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
나) 서비스 분야별 양허안 협상 결과9)
CEPA I에서 중국은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기타 서비스 7개 대분야에서 18개 서비스 분
야를 개방하였고, CEPA II에서는 대분야 중 오락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가 추가되
9) 중ᆞ홍콩 CEPA의 분야별 양허협상의 내용과 평가는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발간한 보충협
상별 정리평가자료(참고문헌 참조)를 참고하여 각 양허안의 내용을 종합정리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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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8개 서비스 분야가 추가로 개방되었다. CEPA I의 18개 분야는 경영자문,
회의 및 전시, 광고, 회계, 건설 및 부동산, 의료 및 치과, 유통, 물류, 화물취급 중
개업, 저장 및 보관, 운송, 여행, 시청각,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부가가치 통신 서
비스이며, 이 중에서 CEPA II에서 개방조치를 심화시킨 8개 분야는 법률, 회계,
의료, 시청각, 건설, 유통, 은행, 증권, 운송, 화물취급 중개업, 개인자영업이다.
CEPA II에서 새롭게 개방한 분야는 항공서비스, 문화오락, IT, 직업소개업, 직업
중개업, 특허중개, 상표중개 및 전문자격시험 8개 분야이다. 따라서 CEPA II까지
중국은 총 2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WTO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홍콩에 양허하였다.
CEP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업 투자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회사는 홍콩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설립되어야 하며,
CEPA에 의해 규정된 연한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된 회사여야 한다. 또한 홍콩에서
종사하던 같은 성격의 업종으로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하며, 홍콩 법인세를 납
부해야 하고, 홍콩에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장소(토지나 건물)를 소
유하거나 임대해야 하며, 전체 종업원의 50% 이상을 홍콩에서 고용해야 한다.
홍콩의 전문가 및 거주자들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CEPA I의 협상결과에 따
라 증권과 보험업 전문가의 경우 중국에서 영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및 의료
종사자는 중국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CEPA II에서는 홍콩 거주자에게 중국의
30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및 기술자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시
민권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의 경우 CEPA I하에서 광둥지역에 합법적인 소매상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CEPA II에서는 지역적인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영
업의 범위도 소매서비스에서 음식료 서비스, 미용업 및 기타 분야로 확대되었다.
CEPA III에서는 법률, 회계, 시청각, 건설, 유통, 은행, 증권, 여행, 운송, 개인
자영업 10개 분야에서 23개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CEPA IV에서는 법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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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IT, 컨벤션 및 전시, 시청각, 유통, 여행, 항공운송, 육상운송, 개인자영업의 10
개 서비스 분야에서 15개의 자유화 조치가 추가되었다. CEPA III와 IV에서는 추
가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진 서비스 분야는 없었으며, 따라서 CEPA I과 II에서 이루
어진 27개 서비스 분야가 CEPA IV까지 유지되었다.
CEPA V의 서비스 협상에서는 28개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기
존 개방 분야가 17개, 새로운 개방 분야가 11개였다. 이로써 CEPA V까지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총 38개였다. CEPA V에서 개방된 28개 서비스 분야는 법률, 의료,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동산, 시장조사, 경영자문, 공공설비, 직업중개, 건물청소,
사진, 인쇄, 통ㆍ번역, 컨벤션 및 전시, 통신, 시청각, 유통, 환경, 보험, 은행, 증권,
노인복지, 관광, 문화, 스포츠, 운송(항공, 육상 및 해상) 및 개인자영업 등이다. 이
중 새롭게 개방된 분야는 컴퓨터, 시장조사, 경영자문, 공공설비, 직업중개, 건물청
소, 사진, 인쇄, 통ㆍ번역, 노인복지, 스포츠 서비스 등이다.
CEPA VI에서는 15개의 기존 개방 분야와 2개의 새로운 개방 분야를 합쳐 총
17개 서비스 분야에서 29개의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CEPA VI까지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총 40개이다. 2004년 CEPA 실행 이후 200개 이상의 서비
스 자유화 조치가 도입되었다. CEPA VI에서 개방된 분야는 회계, 건설, 의료, 컨
벤션 및 전시, 은행, 관광, 운송, 유통, 개인자영업, 직업소개(추천대리업 및 중개),
프린팅, 환경, 장애인복지, 광업 및 과학기술자문 등 19개 영역이다. 이 중 새롭게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광업과 과학기술자문 등 2개 분야로, 이들은 중ㆍ칠레 FTA
에서 중국이 칠레에 양허한 분야이다. CEPA IV에서 추가된 9개 서비스 분야(건
물청소, 시장조사, 경영자문,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진, 스포츠, 인쇄, 통ㆍ번역,
환경서비스)에서의 자유화 조치들은 중국이 중ㆍASEAN FTA에서 개방했던 분야
였다. 향후 중국이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결과 CEPA
를 통해 홍콩도 더 많은 자유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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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지리적 근접성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관계로 인해, 17가지의 광둥성에서의
선행시험 자유화 조치가 포함되었고,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중국의 기타 지역으
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1) 비즈니스 서비스
(가) 법률 서비스(CPC 861)
CEPA I에서는 ‘제휴(association)’ 형태로 홍콩법률회사가 중국 법률회사와 동
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대표인의 거주기한 요구조건을 축소하였고 광저우와
선전에서는 폐지하였다. 또한 중국 법률회사가 홍콩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중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가 중국 법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CEPA II에서는 홍콩 법정변호사가 홍콩의 법률자문을 위해 중국 법률회사에 사건
별로 조력하는 경우에 허가증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CEPA IV에서는 특별히 획기적인 법률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졌다. 먼저 대표사
무소 대표인의 거주기한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외국 변호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중국 내에서의 법률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홍콩과 관련한 혼인 및 상속
사건에 한하여 중국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자격이 주어졌으며, 홍콩의 사건변호사
는 중국의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홍콩 영주권자에게 중국 법률
자격시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중국 법률회사에서 인
턴십 이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인턴십은 홍콩 내에 설립된 중국 법률회사의
지점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 분야에서 홍콩 영주권자의 중국 진출이 매우 용
이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CEPA V에서는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둔 홍콩 법률회사가 해당 대표사무소가
있는 지역 내에서 한 개의 중국 법률회사와 제휴(association)하여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제휴할 중국 법률회사가 반드시 대표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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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법률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 승인하에 외국 법률회사는 지 - 중국의 대표사무소가 있는 홍콩 법률회사는 중국 법률회사와
리적, 수량적ᆞ제한없는 영리 제휴할 수 있으나, 합자 형태는 금지함.
목적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중국 법률회사
수 있음.
와도 제휴 가능
- 모든 대표인은 매년 6개월 - 거주요건 폐지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함.
- 중국 법률회사는 외국인 변호 - 중국 법률회사는 홍콩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음(법정변호사와
사를 고용할 수 없음.
사무변호사). 2007년 1월부터 홍콩과 관련된 혼인 및 상속 관
련 사건에서 중국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홍
콩 사건변호사는 중국에서 민사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 허용
- 중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의 법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법률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중국 법률 회사에서 인턴십을 마
친 홍콩 영주권자는 변호사 개업 신청 허용, 홍콩에 설립된
중국 법률회사의 지점에서도 인턴십 가능
- 사건별로 중국 법류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 조력을 제공
하는 홍콩 변호사는 홍콩의 법률자문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
아도 됨.

한다는 지역적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업운영상에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나) 회계 서비스(CPC 862)
전반적으로 CEPA하에서 회계 서비스는 그다지 획기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
지 않아서 WTO 양허에서 크게 추가된 양허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한편 홍콩회계
사협회(HKSA)와 중국 재무부 및 중국공인회계사협회(CICPA)는 전문자격 상호인
정협정에 따라 CEPA II하에서 회계 분야의 재무경영(financial management)과 회
계감사(auditing) 분야의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에 합의하였다.
소규모의 홍콩 회계사들은 임시회계 비즈니스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주요한
중국시장 진출 수단이었다. CEPA III에서는 임시회계 비즈니스 허가증의 유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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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회계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 대표사무소 설립 가능

- 동일

- 합작법인 회계회사 가능/외국 파트너 조건
- 동일
1. 연간 수입 2천만 US달러
2. 최소 200명의 회계사 채용
3. 현지채용 조건: 최소 60명의 중국인 회계직원
4. 조세와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의 회계회사는 합
작법인 제한을 받지 않음.
5. 자문사업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20만 US달러
- 외국 회계회사는 중국회사와 제휴하여 제3의 WTO - 동일
회원국에 있는 자회사와 계약 체결 가능
- 중국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 중국 CPA를 소지하고 중국에서 개업한
내국민대우를 받음(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회계회 홍콩 회계사는 중국에서의 연간 근무시간
요구조건에 있어 중국 CPA와 동등하게
사를 설립할 수 있음)
대우
- 상호자격 인정에 따라 회계 분야의 2개
분야 시험 면제
- 자격을 갖춘 홍콩 거주자는 중국자격시험
응시 가능
-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회계 비즈니스 허가증 - 임시회계 비즈니스 허가증의 유효기간 5년
신청, 6개월 단위로 허가증 갱신
으로 연장
- 홍콩 자문회사에 의해 설립된 자문회사는
부기서비스 제공 가능
- 홍콩에서 획득한 홍콩 회계사의 감사 경력
연한은 중국에서 취득한 것과 동등하게 취급
- 중국 공인회계 전문기술 자격시험을 위해
홍콩 내 시험센터 설립 허용
- 광둥성 동관과 선전에 홍콩 거주자를 위한
중국 회계자격시험 센터 설립

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으로써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CEPA V에서는
임시회계 비즈니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홍콩 회계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경감되었다. 또한 중국 공인회계 전문기술 자격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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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홍콩 내 시험센터 설립을 허용하였다. CEPA VI에 도입된 선행시험(pilot
test) 조치로서, 광둥성 정부가 동관과 선전에 설립된 회계자격시험센터에서 시험
을 치르고 합격한 홍콩 거주자에게 회계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의료 및 치과 서비스(CPC 9312)
홍콩 CEPA I & II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중 의료 및 치과 서비스에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양허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홍콩과 중국의 합작법인의 경우 대다수
인력이 홍콩인일 수 있게 한 것은 WTO 양허 대다수가 중국 국적이어야 한다고
제한한 것에서 많이 진전된 시장개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홍콩의 의료인력 중 어
떠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중국의 의료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
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CEPA V에서는 중국에서 합작법인 형태로 의료시설을 개업하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요건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중국 의료
시술 자격면허를 획득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단일 병원을 개원할 경우
중국 개업의들과 동일한 조건을 따르도록 하였다. CEPA VI에서는 중국 광둥성에
표 3-5.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양허 비교표
WTO 양허/CEPA 기존 양허

CEPA 양허

- 중국에 합자나 합영 형태로 의료기관 - 합작법인 투자요건 1천만 위안으로 완화
설립을 원하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요건 2천만 위안
- 합작법인 병원이나 의료원의 의사와 의 - 합작법인 병원이나 의료원의 의사와 의료진의 대다수
료진의 대다수는 중국 국적이어야 함. 는 홍콩 영주권자일 수 있음.
- 본국 자격증으로 외국인 의사가 중국에 -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
서 단기간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보건 사는 중국에서의 단기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 유효기
부 발급의 허가증 획득 요건. 기한은 6 간이 3년이며, 만기 시 연장 가능.
개월이고, 1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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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WTO 양허/CEPA 기존 양허

CEPA 양허
- 홍콩 영주권자가 홍콩의 지정대학 또는 중국 국무원의
교육행정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의학ᆞ치학ᆞ
중의학 학위를 획득하고 1년간 홍콩에서 인턴십을 마
친 자는 중국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자에
게는 ‘의료개업자격증’이 발급됨.
- 홍콩 영주권자가 응시할 수 있는 의료자격시험의 범주
는 임상의학ᆞ전통 중의학 및 치의료 분야임.
- 중국의 의료시술 자격면허를 획득한 홍콩 서비스 공급
자는 중국 개업의들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단일 의료
원 개원 가능
- 2009년 1월부터 광둥성에 독자 외래진료병원(outpatient
clinics) 설립 허용
- 광둥성에 설립하는 합작법인 외래진료병원에 대한 홍
콩과 중국 측 파트너 사이의 지분비율 제한, 투자요건
제한 없음(광둥성 보건행정당국이 설립과 승인과정을
책임지도록 함).

합작법인 및 독자 외래진료병원(outpatient clinics) 설립을 허가하였다. 지분비율이
나 투자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광둥성 지방정부에서 설립과 인허가 과정의 책임을
맡는 시험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라) 컴퓨터 관련 서비스
CEPA II에서는 중국의 등록 기업들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되었던 CISIQ
(Computer Information System Integration Qualification) 자격을 홍콩 기업들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CEPA IV에서는 평가 기준에서도 완화된 기
준이 홍콩 기업들에 적용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 양허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실행(software implementation)
및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외국 다수지분 보유의 합작법인 설립
이 허가되었다. CEPA V에서는 이 분야에서 독자기업 설립이 허용되었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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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완성 서비스에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컨설팅,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 프
로그래밍 및 시스템 유지ㆍ보수 서비스가 포함된다.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에는
입력 준비, 데이터 프로세싱과 목록 작성, 시간분할 및 기타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
스가 포함된다.
표 3-6.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컴퓨터 관련 서비스 양허 비교표
WTO 양허/CEPA 기존 양허

CEPA 양허

- 시스템 통합을 수행하는 IT 기업은 - 홍콩 기업의 CISIQ 신청 시 규정 완화
등록 후 CISIQ(Computer Informa- ∙ 전문직 명칭상의 요구조건 평가 제외, 관련 학위와 실
tion System Integration Qualifica- 무경력은 평가대상 포함
tion) 자격을 획득해야 함.
∙ 시스템 통합에서의 기업실적에는 중국과 홍콩에서의 프
로젝트가 모두 포함
∙ 3급 신청 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관련 인력
이 40명 이상으로 완화, 이 인력 중 학사 혹은 그 이상
의 대학 학위를 소지한 인력이 80% 이상
- 소프트웨어 완성 관련 서비스 외국 - 2008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 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
다수지분 합작법인 허용
자기업 설립 허용
-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외국 다수 -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지분 합작법인 허용

(마) 부동산 서비스
CEPA I & II의 부동산 분야에서는 독자기업 설립과 고수준 부동산 프로젝트
서비스(high standard real estate project)의 제공을 허용하였으며, 수임료나 계약
기반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컨벤션 및 전시 서비스의
경우에 WTO 양허에서는 합작법인만을 허용했으나, 홍콩 기업에 대해서는 독자기
업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WTO 가입 양허에 따라 중국은 해외 서비스 공급자가
수임료 혹은 계약 기반으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자 다수지분 보유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양허하였다. 중국은 2005년 5월부터 ｢부동산 관리기업
인가 관리방법｣을 도입하여 부동산 관리기업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인가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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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동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CEPA V하에서 부동산 관리기업을 신청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심사에
서 홍콩과 중국에서의 부동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부
분의 홍콩 부동산 관리기업들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로 인해 진입장
벽이 낮아짐으로써 더 좋은 중국시장 접근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7.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부동산 서비스 양허 비교표
WTO 양허/CEPA 기존 양허

CEPA 양허

- 수임료/계약 기반의 부동산 서비스를 위한 - 동일
외국 독자기업 설립 허용
- 외상 독자 부동산 기업은 자가보유 혹은 임 - 독자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고수준 부동산 프로
대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젝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음.
할 수 있으나, 고수준 부동산 프로젝트(아파
트와 사무용 빌딩 등)는 제외됨.
- 2008년 1월부터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부동산
관리기업 자격 신청 심사 시 중국과 홍콩에서의
부동산 관리 포트폴리오가 모두 고려됨.

(바)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에서 이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지만, 2004년 3월에 외
국기업에 대해 이 분야의 시장접근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외자기업은 해외에서 전
시를 기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홍콩 투자 전시기업은 CEPA하에서 홍콩과 마
카오에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광둥과 상하이 시에 설립된 홍콩 투
자 전시기업들은 CEPA V하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험적으로 해외전시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형태로 광둥성
과 상하이 시에서 시범적으로 전시기획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특히
후자의 조치는 광둥성이나 상하이에 사무실이 없는 중소규모의 전시업체들에 상업
적 주재와 관련된 투자에 매이지 않고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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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의 진전된 개방에 의해 다른 외국 직업알선 업체들에
비하여 홍콩 기업들은 CEPA하에서 매우 큰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독자로 직업알
선소와 직업중개소를 설립할 수 있고, 2009년 1월부터 홍콩기업들에 대한 최소 등
록자본 요건이 12만 5천 US달러에서 10만 위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등록
자본 요건은 광둥 기업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다.
인쇄 및 출판 서비스(printing and publishing services)도 CEPA V하에서 새로
추가개방된 분야로서, 포장재료 인쇄 서비스를 위한 인쇄기업 설립 시 외자기업의
최소 자본요건은 1천만 위안인 데 비하여, 홍콩 기업들은 CEPA하에서 중국 내국
기업과 동등한 자본요건인 150만 위안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 외에 CEPA에 포함된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에는 시장조사 서비스(CPC
86401)가 있으며,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또한 경영자문(CPC 8660)과 건축
이외 분야의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CPC 86601)에 대하여 국경간 무역 형태로 경
영자문과 관련된 건설 이외의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자문과 관련된 건설 이외 분야의 프로젝트 관리 제공을 위해 독자기업의 설립
을 허용하였다. 또한 공공설비 서비스(public utility service)에서는 중등규모 도시
의 가스, 열,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네트워크의 건설과 작동을 위한 독자회사 설립
을 허용하였고, 건물청소(CPC 874), 사진 서비스(CPC 875), 통ㆍ번역 서비스(CPC
87905)에 대해서 중국에 독자기업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CEPA VI에 추가된 광업 서비스에는 CPC 883 중 석유 및 천연가스만 포함하
였으며, 중국에서의 광업을 위해 합영기업 형태만을 허용하였다. 또한 철, 구리 및
망간의 탐사 서비스(CPC 86751과 86752 일부) 제공을 위하여 독자, 합자 혹은
합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이 칠레와의 FTA에서 양허한 내
용을 홍콩과의 CEPA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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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준 규정/WTO 양허
CPC 871 광고 서비스
- 외국 독자기업 설립 허용

- 동일
경영자문 서비스

- 외국 독자기업 설립 허용

- 동일

- 최소 등록자본 요건은 명시되지 않음.
- 중국 회사법에 명시된 최소 등록자본 요건에
- 최소 등록자본 요건은 지역적으로 15만 US달 따름.
러에서 20만 US달러로 다양함.
- 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유한책임회
사의 최소 등록자본은 10만 위안을 넘지 않음.
CPC 872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
- 외국 기업은 중국에 직업알선소를 독자로 설립 - 홍콩 서비스업자는 중국에 직업알선소 및 직업
할 수 없음.
중개소 독자설립 허용, 최소 등록자본 요건은
- 외자기업은 소수지분으로 합작법인 직업중개소 12만 5천 US달러
를 세울 수 있으며, 지분비율은 25% 이상 혹 - 2009년 1월부터 광둥에 직업알선소 및 직업중
은 49% 이하여야 함.
개소를 독자로 설립할 경우 최소 등록자본 요
- 직업알선소와 직업중개소 합작법인 설립을 위 건은 10만 위안이며, 이는 광둥의 중국기업에
한 최소 등록자본 요건은 30만 US달러
대한 요건을 따르는 것임.
인쇄 및 출판 서비스
- 출판 및 기타 인쇄물 인쇄 서비스를 위한 외국 - 출판 및 기타 인쇄물 인쇄 서비스를 위한 외국
소수지분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소수지분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 홍콩 지분비
- 포장재료 서비스 인쇄 기업 설립을 위한 최소 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등록자본 요건은 10만 위안
- 포장재료의 인쇄와 바인딩을 위한 독자기업 설
립 허용, 2009년 1월부터 중국기업과 동일한
최소 등록자본 요건인 150만 위안 적용
CPC 87909 컨벤션 및 전시 서비스
- 외국 컨벤션 및 전시회사는 독자 혹은 합작법 - 독자 혹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홍콩 및 마카
인 설립 가능
오의 전시 서비스 제공 가능
∙ 중국에서의 전시 및 컨퍼런스
- 시험적으로 광둥과 상하이 시에 설립된 홍콩 서
비스업자의 합작법인나 독자기업은 해외 전시를
∙ 해외시장의 컨퍼런스
기획할 수 있음(단, 관련 규정에 따른 중국 국
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의 승인에 따름).
- 시험적으로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광둥과 상하
이에서 국경간 공급형태로 전시기획을 할 수
있음(단, 관련 규정에 따른 중국 상무부의 승
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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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서비스
(가) 개요
CEPA에서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 서비스(value-added services) 부문
에 대해서만 양허하였다. WTO 양허안에서 허용한 분야 외에 다섯 가지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였으며, 기업설립과 관련한 소유지분 제한은 WTO와 동일하게 50%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추가적인 5개 분야는 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비스, 저장 및 송
신 서비스, 콜센터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등이다. CEPA V에
서는 추가적으로 중국에 ‘IP 기반의 VPN(MIVPN: Mainland IP based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홍콩 측 지분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요건은 상
응하는 통신면허증을 발급받아 MIVPN 서비스를 홍콩에서 연속 3년 이상 공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국 측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외에도 홍콩기업은 중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인수합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분 상한은 50%이다.
표 3-9.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통신 서비스(부가가치 서비스) 양허 비교표
기존 규정/WTO 양허
- 아래 분야의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에 대 하여 외국지분 50% 미만의 합작법인 기
업설립 허용
∙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및 데이
터 베이스 복구, 전자 데이터 교환, 팩시 밀리 서비스(저장 및 송신, 저장 및 복구),
코드와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혹
은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 포함)

CEPA 양허
추가적으로 아래 분야의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에 대하
여 홍콩지분 50% 미만의 합작법인 기업설립 허용
∙ 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비스, 저장 및 송신 서비스, 콜
센터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2008년 1월부터 IP 기반의 VPN(IPVPN) 서비스
를 중국에 공급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홍콩 측 지분 상한은 50% 미만이며, 지역적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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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청각 서비스
홍콩 CEPA에서 시청각 서비스는 기존의 WTO 양허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개
방 양허를 얻어낸 분야로 평가된다. 비디오와 음향 레코드 유통의 경우에는 홍콩
지분이 70% 이하인 합작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한편 CEPA에서는 WTO에서
개방한 영화관의 건축, 리노베이션뿐 아니라 운영까지 개방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홍콩 독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수입영화로 분류되어 수입쿼터의 제한을 받
았던 홍콩영화가 중국어로 제작된다는 조건하에 CEPA에서는 수입쿼터 제한에서
제외되었으며, 공동제작 영화의 제한요건도 기존 중국 국내 규정보다 완화되었다.
또한 공동제작한 TV 드라마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제작한 드라마와 동일하게 방
영ㆍ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광저우 지역에서 시
범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중국과 홍콩의 합작 TV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는 합작의 중국 측 파트너가 광전
총국(SARFT)에 제목, 각 회 시놉시스 및 주요 제작 인력과 제작 계획을 담은 제
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CEPA V하에서는 이러한 제안서에 각 회당 시놉시
스 분량 요건이 한자 5,000자에서 1,500자로 축소되었는데, 이로써 관련 제작사의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10.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시청각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CPC 83202 비디오 유통 서비스, 음향 레코드 유통 서비스
- 합영회사(contractual joint venture) 설 - 홍콩 지분 70%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
립 허용(지분제한 명시하지 않음)
영화관 서비스
- 영화관 건축 및 리노베이션 허용, 외자 - 영화관 건축, 리노베이션 및 운영 허용, 독자회사 설
비율 49% 이하로 제한
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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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중국어 영화 및 공동제작 영화
- 수입영화
∙ 1년에 20편 수입쿼터 제한
∙ 홍콩 영화는 외화로 취급함.
- 공동제작
∙ 외국과 중국 인력비율 50:50
∙ 영화 스토리는 중국 배경

- 수입영화
∙ 홍콩에서 제작된 중국어 영화는 수입쿼터 비적용
∙ 홍콩 영화사가 영화저작권의 75% 이상을 소유해야 함.
∙ 홍콩 거주자가 영화의 전체 주요 인력의 50% 이상
을 구성해야 함.
- 공동제작
∙ 홍콩 출신 주요 창작인력 비율에 제한이 없으나, 중
국 출신 주연급 배우가 최소 1/3 이상이어야 함.
∙ 스토리가 중국 배경일 필요는 없으나, 줄거리나 주
요 인물은 중국과 관련되어야 함.
∙ 공동제작 영화는 중국 경외에서 프로세싱 할 수 있음.
공동제작 TV 드라마

- 프라임 타임(19:00~22:00)에는 수입 - 홍콩과 중국 합작의 TV 프로그램은 중국 제작 TV
TV 프로그램이나 합작 TV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 유통 허용
중국 TV에 방영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
- 공동제작 드라마의 각 회당 시놉시스는 - 2008년 1월부터 중국과 홍콩의 합작 드라마 프로그
한자 5,000자 이상임.
램을 제작하는 기관이 제출하는 제안서에서 각 회 시
놉시스는 1,500자로 개정함.
케이블 TV 네트워크
- 홍콩 케이블 TV 네트워크 사업자는 시범지역인 광저
우에 전문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EPA에서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건설 프로젝트에서 외국 투자비율에 상관없
이 입찰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중국 건설기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건설기업 자격허가 신청 시 중국 경외(境外)에서의 건설계약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콩 건설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더 높은 등급
의 기업에 자격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시장접근의 기회를 제고하였다.
한편 중국 국내 건설 관련 법규에 의해 외국 투자 건설기업에서 외국인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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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관리자의 비율은 1/3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CEPA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폐지하였다. 또한 이 법규에서는 외자 건설기업에 의해 고용된 외국 서비스 공
급자에 대해 중국 국내에 연간 최소 3개월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CEPA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과 재무관리 인력으로 고용된 홍콩 영주권자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 3-11.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 외국 독자기업 설립 허용

- 동일

- 외국 독자 건설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건설 프 로젝트 유형
∙ 전액 외자에 의해 자금조달된 투자 건
∙ 국제기구에 의해 자금조달된 건
∙ 중외 합작 프로젝트로 외자가 50% 이상인 건
∙ 중외 합작 프로젝트로 외자가 50% 이하이지
만,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중국기업이 독자적 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 중국 투자 프로젝트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인 해 중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외국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중외 합작 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 허용
홍콩 서비스업자에 의해 중국에 설립된 건설
기업이 중국 외에서 달성한 건설계약 실적을
건설기업 자격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허용
기술인력이나 재정관리 인력으로 고용된 홍
콩 영주권자에 대한 거주기한 요구조건 폐지
자격관리 행정당국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
관리자의 홍콩 영주권자 비율 제한 폐지

(4) 유통 서비스
유통 서비스는 크게 위탁대리인 서비스(commission agents services), 도매 서
비스(wholesaling), 소매 서비스(retailing) 및 프랜차이징(franchising)으로 구분된
다. CEPA에서 도매 서비스에 해당하는 무역회사 설립 시 중국 국내 규정에 따른
거래액과 최소 자본금 요구조건이 매우 완화되었다. 따라서 많은 중소규모의 홍콩
무역회사들이 중국 내의 무역회사들에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과 무역거래를 해야
했던 어려움이 해소되고 거래비용이 절감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유통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
든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을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철폐하였다. 단일 외국기업이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79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점포를 개점하고 판매 상품에 의약품, 살충제, 제초필름, 화
학비료, 식물유, 식용설탕 및 면화를 포함할 경우 이 기업의 외자 지분비율은 49%
를 초과할 수 없다. 2007년 6월 CEPA 협상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2008년 1월
부로 폐지하여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서비스 공급자도 65%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CEPA VI에서는 이러한 기업
들이 다양한 브랜드와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경우에 한하여, 독자기업
으로 이러한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표 3-12.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유통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위탁대리인 서비스(소금ᆞ담배 제외), 도매 서비스
- 외자 독자기업 설립 허용
- 해외무역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 파트너는 신청 전 3년간 중국과의 연간 평균 무역액 미
화 3천만 달러 이상(해당 기업이 중서부 지역
에 설립될 경우 2천만 달러)
- 최소 자본금은 5천만 RMB(중서부 지역은 3천
만 RMB)

독자 무역기업 설립 허용
중국과의 평균 연간 거래액이 신청 전 3년간
미화 1천만 달러 이상(해당 기업이 중서부 지
역에 설립될 경우 5백만 달러)
최소 자본금은 2천만 RMB(중서부 지역은 1
천만 RMB)

소매 서비스(담배 제외)
- 모든 제품의 소매판매업에 종사 가능
- 외국 도매기업은 소금 및 담배의 유통 불허, 외 국 소매기업은 담배 유통 불허
- 외국 독자기업은 3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지고 다 수 공급자로부터 다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체인
점일 경우 다음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도서,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제초필름,
가공유, 화학비료 등
∙ WTO 가입 양허안 부속서 2a에 기재된 상품
- 단일 외자기업이 30개 이상의 체인을 개업한 경
우 외국 소유지분 제한은 49% 미만

소매상업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조건 폐지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제초필름
및 가공유에 대한 소매판매 허용
중국 국내 자동차 유통 법규에 따른 자동차
소매 판매 허용
화학비료, 가공유 및 원유의 위탁판매업 허용,
화학비료의 도ᆞ소매업 허용. 개업 상점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소유지분 제한은 51%
에서 65% 미만으로 상향

프랜차이징
- 인력이동 외 완전개방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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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서비스(환경품질 감독 및 오염원 조사 제외)
환경 서비스에는 하수 서비스(CPC 9401),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
배기가스 처리 서비스(CPC 9404), 소음감소 서비스(CPC 9405), 자연 및 풍경보
호 서비스(CPC 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CPC 9409), 위생 서비스(CPC 9403)
등이 포함되며, CEPA V하에서는 환경보호 서비스를 위한 홍콩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는 WTO 가입 양허에 따라 외국 기업들에 다수지분 합작법인 설립
만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한층 개방된 조치이다.
한편 시험적인 조치로서 광둥성 지역에 환경오염 제어설비를 설립하는 홍콩 서
비스 공급자의 자격승인 권한이 광둥성 정부에 주어지게 되었다.
표 3-13.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환경 서비스 양허 비교표
WTO 양허/CEPA 기존 양허

CEPA 양허

- 외국기업의 다수지분 합작법인 설립 허용 - 환경보호 서비스를 위한 홍콩 독자기업 설립 허용
- 광둥성 정부는 광둥 지역에 환경오염 제어설비를 설
립하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승인권을 부여받음.

(6) 금융 서비스
(가) 은행 서비스
CEPA하에서 은행의 총자산 요건이 WTO 양허안 기준의 미화 2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완화되는 등 홍콩의 중소규모 은행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다. 위안화
영업에 대한 요구조건도 완화되었다. 홍콩은행의 방카슈랑스(보험 영업)도 허용되
었다. 그러나 홍콩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중국 보험
사 상품으로 한정되었다. CEPA III에서는 홍콩은행의 위안화 영업 조건을 일반 외
국계 은행에 비해 완화하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CEPA IV에는 금융 관련 양허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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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V하에서는 ‘실질적인 영업 운영’ 요건이 원래 현지운영 기간 5년이었던
것이 지점으로 2년 운영하고 3년 이상 홍콩에서 회사법인으로 운영되는 조건으로
완화되었다. 한편 CEPA V하에서 홍콩은행이 중국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신
청 요건이 전년도 말 총 자산 미화 1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즉 홍
콩은행이 중국 은행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립이든 법인 설립이든 중국은행
의 지분인수든,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60억 달러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표 3-14.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은행 서비스 양허 비교표
기존 규정/WTO 양허
CEPA 양허
- 외국은행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총 - 홍콩은행*의 중국 지점 설립을 위한 총자산 요건은 60
자산 조건은 200억 달러 이상
억 달러
- 2008년 1월부터 ‘실질적인 영업 운영’ 요건은 지점으로
영업 2년, 홍콩에서 회사법인 영업 3년 이상이면 충족됨.
- 외국은행이 지점 영업을 하고 있는 도 - 합작법인 은행 설립 전 대표사무소 설립 요구조건 폐지
시에서 출장소 개점 가능
- RMB 영업 요구조건
- RMB 영업 요구조건 완화
∙ 개시 전 3년 이상 중국 내 사업 경력 ∙ 개시 전 2년 이상 중국 내 사업 경력
∙ 개시 2년 전 수익창출 경력
∙ 수익창출 평가에서 개별 지점 기준이 아닌 전체 지점
합산
∙ 해당 지점의 운용자산 5억 위안 이상
∙ 개별 지점 각각의 운용자산 3억 위 ∙ 중국 내 모든 지점의 운용기금(operating funds) 평균
안 이상
수준 5억 위안 이상
∙ 개별 지점의 운용기금 수준 3억 위안 이상
- 홍콩은행의 중국 지점의 보험 영업 허용
- 홍콩은행이 중국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신청 전년도
말 총자산 요건 미화 1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조정
- 중국에 설립된 홍콩 법인은행은 아래와 같은 경우 데이
터센터를 홍콩에 둘 수 있음.
∙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중국법인 설립
∙ 법인 설립시 홍콩의 모은행에 기존 데이터 센터 구축
∙ 중국 사업을 위한 데이터센터(고객, 회개 및 상품 정
보 같은 핵심 시스템 포함)를 독립적으로 운영
∙ 이사 및 경영간부 회의가 중국 사업을 위한 데이터센
터의 관리에 대해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중국 영업을 위한 데이터센터가 상응하는 감독요건을
충족하며, 중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음.
주: * 홍콩은행 자격요건: (1) 홍콩 등록 은행, (2) 홍콩에서 실질적인 영업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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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VI하에서 중국에 설립한 홍콩 은행법인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
우 데이터센터를 홍콩에 둘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의 완화는 중국에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비용부담 및 유지ㆍ보수에 따르는 위험 등을 경감시켜 준다.
(나) 보험 서비스
홍콩 보험회사들은 국제 수준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중국의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회사들간에 전략적 제휴나 그룹화
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미화 50억 달러의 총자산 기준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존
재한다. 따라서 홍콩 보험사의 지분비율이 WTO 기준보다 훨씬 상향 조정되었다
고 해도 그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보험중개 자격시
험을 홍콩에서 치를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되는 등 보험계리 전문가와 같은 보험 전
문직 인력에게는 좀더 쉬운 중국시장 접근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표 3-15.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보험 서비스 양허 비교표
기존 규정/WTO 양허
- 외국 보험사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
∙ 50억 달러 이상 총자산
∙ 30년 이상의 영업 경력
∙ 2년 이상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CEPA 양허
- 홍콩 보험사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그룹구
성, 전략적 합병 등 허용, 시장접근 조건
∙ 50억 달러 이상 총자산
∙ 그룹 내 한 개 기업의 30년 이상 영업 경력
∙ 그룹 내 한 개 기업의 2년 이상 중국 내 대
표사무소 설립

- 중국 보험사에서 외국 보험사의 지분비율은 - 중국 보험사에서 홍콩 보험사의 지분비율은 24.9%
10%를 초과할 수 없음.
를 초과할 수 없음.
- 중국 보험계리 자격증을 획득한 중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 거주자 중 중국 보험기관에 취직한
자는 상응하는 보험업에 종사하도록 허용
- 보험중개 서비스를 중국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
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보험판매는 불가)
- 홍콩 거주자가 선전에서 보험중개업을 위한 자
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시
험센터를 홍콩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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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V하에서 홍콩 보험사는 중국에 보험중개 서비스를 중국 보험사에 제공
하기 위하여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홍콩 보험사를 대신하여
중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홍콩 보험국(OCI)과 중국 보험관리국
(CIRC)은 2004년 2월에 홍콩 거주자가 선전에서 보험중개업을 위한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하였다. CEPA V에서는 이를 위한 시험센터가 2008
년경에 홍콩에 세워지게 될 것을 명시하였다.
(다) 증권 및 선물 서비스
홍콩교역소(HKEx: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가 북경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기업들이 홍콩 플랫폼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자금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EPA II를 통하여 홍콩의 증권 중개사
들이 중국의 선물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즉 홍콩의 증권 전문가들이
중국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에서의 영업기회가 확대되었다.
표 3-16.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증권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 합작법인 증권사(외국지분 1/3 이하)는 (중 국 중개사 없이) 직접 A주 인수와 B주와
H주 및 국채와 회사채의 인수ᆞ거래에 참 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펀드를 론칭할 수
있음.
-

홍콩 중개사는 중국에 합작법인 선물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지분 상한 49%).
합작법인 선물 중개회사의 사업영역은 중국 회사
와 동일
중국 선물 중개회사의 현 최소 자본요건은 300만
RMB.

- 외국 증권사는 중국 중개인 없이 해외에서 - 동일
B주 거래를 할 수 있음.
- 홍콩교역소(HKEx)의 북경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 홍콩 영주권자인 전문가는 중국의 증권 및 선물업 자
격 획득을 위해 해당 법규에 따른 교육을 받고 시험
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며, 전문지식 시험은 면제됨.
- 중국 증권사가 홍콩 자회사 설립의 등록절차를 완
료하기 위한 시간제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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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V하에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에 의해 승인된 자산관리회사는 홍
콩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증권사가 홍콩 자회사 설립의
등록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시간제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으로써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SFC)로부터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7)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에는 CPC 641~643 호텔 및 레스토랑(아파트 빌딩 포
함)과 CPC 7471 여행사 및 투어 전문업자, 기타 서비스가 해당된다. CEPA I에서
는 기존의 WTO 양허와 비슷한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였고, 홍콩 인근지역인 광둥
성 주민의 홍콩 방문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홍콩과 대륙 간의 활발한 인적교류
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WTO 가입 양
허안보다 2년 빠른 홍콩의 독자기업 형태의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또한 독자
기업 설립 시의 연간 거래액 기준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었다. 한편 CEPA IV에
서는 광둥지역에 독자 혹은 합작법인 기업을 설립한 홍콩 여행사에 광둥지역 영주
권자를 위한 홍콩/마카오 그룹관광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개방을 시도한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CEPA V하에서 홍콩 여행사가 독자 혹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총 매출액
요건이 더욱 완화되었다. 현재 광둥에서 독자 혹은 합작법인 기반으로 여행사를 설
립한 경우 광둥성 영주권자들을 위한 홍콩/마카오 그룹관광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CEPA V에서는 이러한 시험적인 시도의 지리적 범위를 넓혀서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윈난, 꾸이저우, 쓰촨성 혹은 자치구들에까지 확대하였다.
CEPA VI하에서는 광둥성에 독자 혹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홍콩 비즈니스 공급
자의 여행사 설립 신청을 승인하는 권한이 광둥성 정부에 이양되었다. 또한 중국 시
민권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관광가이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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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호텔과 음식 - 동일
점 건설, 개축 및 운영을 위한 독자기
업 설립 가능
- 호텔과 레스토랑의 요리사 및 고위간
부를 포함한 외국인 관리자와 전문가
의 입국 허용
-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합작법인 여행사와 관광 여행업자로서 서비스
제공 허용
∙ 여행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
∙ 연간 전 세계 관광수입이 4천만 달
러를 초과
∙ 합작 등록자본금이 250만 위안 이상
- 2007년부터 독자기업 허용

CEPA III: 중국에 독자기업을 설립하려는 홍콩 여행사
의 연간 거래액은 미화 2,500만 달러 이상, 합작법인
여행사의 경우 연간 거래액 1,200만 달러 이상
CEPA IV: 2007년 1월부터 광둥성에 독자 혹은 합작법인
기업을 설립한 홍콩 여행사는 시험적으로 광둥지역 영주권
자를 위한 홍콩/마카오 그룹관광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CEPA V: 2008년 1월부터 연간 관광수입 요건이 독
자 여행사의 경우 미화 1,500만 달러, 합작법인 경우
800만 달러로 더욱 완화됨.

- 광둥에서 독자 혹은 합작법인 기반으로 여행사를 설립
한 경우 광둥성 영주권자들을 위한 홍콩/마카오 그룹관
광 사업 신청 허용
- 2008년 1월부터는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윈난, 꾸
이저우, 쓰촨성 혹은 자치구들에도 확대 적용
- 2009년 1월부터 광둥성에 독자 혹은 합작법인을 설립
하는 홍콩 비즈니스 공급자의 여행사 설립 신청을 승인
하는 권한을 광둥성 정부로 이양
- 중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가 중국 관광가이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8)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 양허에서 스포츠와 오락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 개방을 하
였고, 이 분야의 다른 하위부문에 대해서는 개방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과의 CEPA 협정에서는 문화 서비스 중 독자 혹은 합작법인 기반의 공연장
설립, 공연예술 대행업의 지점 설립, 공연대행 기업 설립, 인터넷 문화사업과 온라
인 서비스 사업장 설립, 아트 갤러리와 예술전시 단위의 설립 등 다양한 문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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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분야를 개방하였다.
CEPA V하에서는 공연예술 대리업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이 독자기업으로 완화
되었다. 또한 홍콩 공연예술업자 혹은 공연예술그룹이 시험적으로 광둥성과 상하
이 시에서 국경간 공급의 형태로 상업공연을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상업공
연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대중을 위한 현장 공연활동을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광둥
성과 상하이 시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공연기획사나 그룹은 반드시 문화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둥성이나 상하이 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획득하기 전 공연기
획사와 관련 책임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표 3-18.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오락ᆞ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양허 비교표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문화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제외)
- 미개방

- 합영기업, 합자기업 혹은 독자기업 형태로 중국에 공연장 설립 허용
- 홍콩 공연예술업자의 중국 내 지점 설립 허용
- 중국 측 다수 지분 조건으로 중국에 인터넷 문화사업 단위와 인터넷 온라
인 서비스 사업장 설립 허용
- 합영기업, 합자기업 혹은 독자기업 형태로 중국에 아트 갤러리, 아트숍 및
예술전시 단위 설립 허용
- 2008년 1월부터 홍콩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연예술중개업 독자기업 설립 허용
- 2008년 1월부터 홍콩 공연예술업자 혹은 공연예술그룹이 시험적으로 광둥
성과 상하이 시에서 국경간 공급의 형태로 상업공연을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 관계당국의 승인 필요
스포츠 서비스 (CPC 9641, 96412, 96413)

- 미개방

- 스포츠 이벤트 판촉서비스, 스포츠 이벤트 기획서비스, 스포츠 설비운영서
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허용(단 골프코스 건축 제외)

(9) 운송 서비스
운송 서비스는 크게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으로 분류되며, 각각 화물과
여객에 대한 하위분류가 있다. 먼저 해상운송에 대하여 CEPA에서는 선박운송기업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였다.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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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 및 기체결 FTA에서는 양허안에 미기재하였고, 다만 중
국의 ｢항공분야 외상투자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홍콩 CEPA에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양허하였다.
육상운송에서 화물차량운송 분야는 WTO 가입 양허안에서 독자기업 설립을 허
용하였으나, 홍콩 CEPA에서 명시한 홍콩과 중국 각 지역간의 논스톱 화물차량 운
송 서비스는 홍콩기업들에 틈새시장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물운송 서
비스의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내 기업 설립에 부과되는 제한들이 홍콩 기업들에
적용되지 않고, 중국 내 기업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게 되었다.
해상운송에서는 예인선 서비스,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국제 해상 컨테이너 임
대업, 홍콩 등록 선박의 선박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였
다. 또한 항공운송 서비스에서는 항공운송 판매 서비스업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
립을 양허하고, 등록자본 요건을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CEPA V하에서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제3자 국제선박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
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홍콩 측 지분은 51%를 넘을 수 없다. CEPA VI에서
광둥성과 홍콩 및 마카오 루트를 운행하는 선박업 제공을 위해 홍콩 서비스 공급
자가 독자기업과 시험적으로 광둥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 판매대리업의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국내선과
국제선(타입 I과 타입 II, 국제선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선 포함)을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자본 요건은 중국기업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 항공운
송협회(CATA)에 의해 발표된 ｢중국민항 운송업 서비스를 위한 자격 절차｣에 따
르면, 타입 I과 타입 II 항공운송 판매대리업 신청을 위해서는 CATA의 지역 대표
사무소의 실질 초기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CEPA V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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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CATA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EPA V에서는 경제보증을
중국자본(mainland-capital) 은행이나 CATA가 추천하는 보증회사에 의해 제공받
을 수 있게 되었고, CEPA VI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국 법인은행(mainland-incorporated)에 의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홍콩 측의 소수지분 조건으로 중국의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MCRS:
Mainland Computer Reservation System) 공급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법인 기업 설립을 위한 면허는 경제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s)에
따르도록 하였다.
육상여객운송의 경우 광둥,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장시, 윈난, 꾸이저우, 스
촨 등 9개 성과 홍콩 간 직접여객버스운송 제공을 위하여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존 CEPA하에서 해당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홍콩의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버스회사였는데,
CEPA V에서는 공공 소형버스회사(light bus)가 추가되었다. 한편 CEPA VI에서
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광둥에 설립하는 육상화물운송 서비스 기업의 승인권한
이 광둥성 정부에 이양되었다. 향후 육상화물운송역, 보수 및 운전 교육기업과 같
은 광둥성의 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도 광둥성 당국에 의해 처리된다.
표 3-19.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운송 서비스 양허 비교표
기존 규정/WTO 양허

CEPA 양허

해상운송(화물과 여객) (CPC 7211, 7212), 컨테이너항 및 창고
- 중국 국기를 단 선박기업 설립 조건 은 등록자본에서 외자비율이 49% 이 하인 합작법인, 경영진 이사회의 의
장은 중국 측에 의해 임명
- 컨테이너항과 창고 서비스 기업 설립 시 외자의 다수 지분 보유 허용
-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독자기업 설립 허용
세관 절차를 준수하는 한에서 빈 컨테이너의 이동을 위
해 정기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예인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 컨테이너 부품 무역 및 구매
와 매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89

표 3-19. 계속
기존 규정/WTO 양허

CEPA 양허
- 홍콩 등록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단위 설립 허용
- 2008년 1월부터 제3자 국제선박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법인 설립 허용, 홍콩지분 비율은 51% 미만
- 2009년 1월부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루트를 운행하는
선박업 제공을 위해 독자기업과 지사를 시험적으로 광
둥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항공운송 서비스 (CPC74610 항공업, 74690 기타 항공 관련 서비스)
- 항공운송 관련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 중소규모 공항을 위한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외자 소수지분의 합작법인 허용
서비스 제공 허용. 단, 계약 유효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항 관리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 허용
- 7가지 항공운송 기본 서비스(항공사 화물 싣고 내리기,
커뮤니케이션, 출발 제어시스템 유닛 적재장치 관리, 승
객과 수하물 관리, 화물과 메일 서비스, 램프(ramp) 서
비스 및 항공기 서비스) 제공 허용
- 항공운송 판매중개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
허가, 등록자본 요건은 중국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중국에 독자 혹은 합작법인 형식으로 항공운송 대리업
설립을 신청할 경우 중국자본(mainland-capital) 은행이
나 CATA가 추천하는 보증회사, 중국법인(mainlandincorporated) 은행으로부터 경제보증(economic guarantee)
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항공운송판매업 설립 신청
시 CATA의 지역 대표사무소에 의한 실질 초기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를 직접 CATA에 제출할
수 있음.
- 2008년 1월부터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MCRS(Mainland
Computer Reservation System) 공급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함.
-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면허는 경제수요심사(ENT)에 따름.
육상운송 서비스 (CPC 7123 화물차량운송, 7121, 7122 여객운송)
- 화물차량 운송의 경우 외국 독자기업 - 동일
설립 허용
- 홍콩과 중국의 각 성, 시 및 자치구 사이에 논스톱 육
상 화물운송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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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계속
CEPA 양허

기존 규정/WTO 양허

- 여객운송의 경우 외자지분 49% 이하 - 중국 서부지역에 여객육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
의 합작법인 형태만 허용, 경제수요 기업 설립 허용
심사(ENT) 필요
- 광둥,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장시, 윈난, 꾸이저우,
스촨 9개 성과 홍콩 간 직접여객버스운송 제공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허용
- 홍콩에서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여객운송사가 중국의
현급 시에서 여객공공운송 서비스 제공 허용을 위한 독
자기업 설립 허용
- 화물차량운송의 경우 외국 독자기업 설립 허용
- 여객운송의 경우 외자지분 49% 이하
의 합작법인 형태만 허용, ENT 필요

광둥,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장시, 윈난, 꾸이저우,
스촨 9개 성과 홍콩 간 직접여객버스운송 제공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허용.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은 홍콩
의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버스회사에 공공 소형버
스회사(light bus)가 추가되었음.

-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광둥에 설립하는 육상화물운송
서비스 기업의 승인권한이 광둥성 정부에 이양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 외상 독자기업 설립 허용

- 저장 및 창고업 기업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 요건은 중
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화물운송업 서비스 (화물검사를 제외한 CPC 748 및 749)
- 최소 3년 이상의 영업 경력을 가진 - 독자기업 설립 허용
화물운송기업에 한하여 합작법인 설 - 국제 화물운송기업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 요건은 중국
립 허용,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합작법인의 영업기한은 20년 미만, - 등록자본 요건을 충족한 화물운송기업은 중국 내 지점
중국 내 영업개시 1년 후부터 지점 설립 허용
설립 가능
- 첫 번째 합작법인 설립 후 2년 경과
후에 두 번째 합작법인 설립 가능

(10) 기타 서비스
CEPA I에서는 물류 서비스(logistics service)에 관한 양허를 기재하였다. 즉 일
반 육상화물을 위한 육상운송, 창고 및 보관업, 화물 적재 부가가치 과정, 포장, 배
달 및 관련 정보와 자문 서비스, 중국 내 화물운송 대리업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물류 서비스의 관리 및 운용을 포함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기업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91

설립을 허용하였다. CEPA II에서는 상표권 중개업(trade mark agency)을 개방하
였다. 성급 공상국에 등록을 하여 자격증을 획득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상표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중개업(patent agency)에서는 중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가 중국의 국가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고, 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는 중국에서 변리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자영업(individually owned stores)에 대한 양허로서 중국 전역에
서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신청과정 없이 중국 국내법에 따라 개인 소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해당 서비스 분야는 식음료, 미용, 건강관리, 목욕 서비스,
가전제품과 일상용품 수리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프랜차이징 영업은 제외된다. 개
인자영업 상점에는 8명 이상이 종사할 수 없으며, 사업장 규모는 3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CEPA III에서는 CEPA II에서 새롭게 개방하였던 개인자영업에 있어서 기존 6
개 허용 분야에 4개 분야, 즉 재화와 기술 수출입, 사진촬영 및 프로세싱 서비스,
세탁 및 염색 서비스와 자동차 및 오토바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CEPA
IV에서는 농작물 재배, 축산(animal husbandry), 수산양식, 컴퓨터 수리 서비스 및
기술 교환 및 촉진 서비스 등 5개 분야가 추가되어 개인자영업이 허용된 분야는
총 15개 분야로 늘어났다.
개인자영업 서비스의 경우, CEPA V에서는 CEPA IV까지 개방한 기존 15개의
분야에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상운송 관련 화물취급 및 적재 서비
스, 국제화물운송대리업과 국제우편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운송 서비스, 보관 및
창고업, 통ㆍ번역 서비스 6개 분야가 추가되었다. CEPA VI하에서 추가로 개방된
개인자영업 서비스 영역은 4개인데, 이 중 2개 분야는 중국 전 지역에 해당하고
나머지 2개 분야는 광둥성에만 적용된다. 앞의 2개 분야는 건물청소와 광고제작
서비스이고, 뒤의 2개 분야는 무역중개 및 위탁업(경매 제외)과 임대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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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ing and leasing, 주택 임대차 제외)이다. 이로써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개방한 개인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총 25개 분야이다.
한편 CEPA V하에서는 고령자 서비스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독자 사영 비기업
(non-enterprises)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단 시험적으로 광둥성에서 실
행하기로 하였다. CEPA VI하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독
자 사영 비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역시 시험적으로 광둥성에서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
나. 중ㆍ아세안 FTA
1) 협상 이슈 및 타결 결과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상당한 분야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을 합의하고 (1) WTO GATS V(1)(b)에서 허용하는
조치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하거나), 새로운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며, (2) 아세안 국가 사이의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그
리고 중국의 GATS 자유화의 심도와 범위를 초과하는 자유화를 실행하고(GATS
플러스), (3) 해당 국가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배분 및 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비스 부문의 협력을 증진한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다수의 FTA 협정에서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동일한 협정문
에 규정되어 있지만, 중ㆍ아세안 FTA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아세안 국가들 간에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A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과 서비
스 무역에 관한 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이 분리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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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 상
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표 3-20 참조)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산업화가 가장 진전된 국가로 금융ㆍ통신ㆍ운송 부문에서 동남
아시아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고, 회계ㆍ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 유통 서비스도 발
달되어 있다. 반면에 소위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로 지칭되는
아세안 후발국가는 시장경제화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서 서비스 산업도 아직 발
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20. 중ᆞ아세안 서비스 무역 현황(2006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91,999

100,833

n.a.

n.a.

인도네시아

11,518

21,625

말레이시아

21,831

23,720

5,403

6,072

싱가포르

59,074

61,927

태국

24,130

32,053

캄보디아

1,296

790

라오스*

166.1

31.6

미얀마

279.5

562.9

베트남**

4,176

5,282

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주: * 2001년, ** 2005년 기준
자료: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7.

2005년 세계은행의 세계발전보고 자료를 인용하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서비
스 부문의 발전 상황은 역시 상당한 격차를 보여준다. GDP 대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중국은 32%이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65%, 필리핀 53%,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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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50%, 말레이시아 42%, 인도네시아 40%, 베트남 38%, 캄보디아 36%를 기록
하였고, 통계가 나오지 않는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라오스와 미얀마가 중국보다 낮
은 수치를 보여준다.10)
그리고 중국ㆍ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는 AFTA에서와 같이 아세안의 후발
참여국가인 CLMV에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였다. GATS 제4조에서 개도국의 참여
확대(Increasing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원용해서 서비스 무역 협정 제17조에서 CLMV의 참여 확대를 규정하였다.
중국ㆍ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양허하는 분야를
양허표에 기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점진적인 자유화 방식을 채
택하였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차 패키지를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패키지 방식은 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AFAS)과 같은 방식이다. 자유화의 범위
와 수준을 살펴보면, 다수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WTO에서 양허한 자유화 수준
을 넘고 있다. 그리고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강화하
여, 수출에 관심을 가지는 부문의 시장접근 개선, 자유화의 유연한 실행 등이 협정
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중국은 대분류 기준으로 건설, 환경보호, 운수, 비즈니스 서비스 등 5개 서비스
부문의 26개 소분류 부문에서 아세안 국가에 개방하였고, 아세안 국가는 금융, 의료,
여행, 운수 등 12개 서비스 부문을 중국에 개방하였다. 따라서 중국 내 하폐수 처리,
소음감소 서비스 등 환경보호 서비스 부문에 진출한 아세안 기업들은 이번 서비스
협정에 따라 100% 지분의 독자기업 형태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이 개선되면서 중국ㆍ아세안 국가의 서비스
기업들은 새로운 발전기회를 갖게 되었고, 현재 중국과 아세안 양측은 의정서 방식

10) 王娟(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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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용하여 두 번째 패키지의 서비스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11)
2) 협정문 및 양허표 내용 및 구조
가) 중ㆍ아세안 FTA 진행 상황
우선 중국과 아세안의 FTA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2001년 11월
의 중ㆍ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주룽지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는 10년 이내에 FTA
를 창설하는 것을 제의하였고, 2002년 11월 양측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FTA의 핵심으로 경제협력의 기본
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2)
2003년 10월 3일에는 협정 개정의정서를 체결하였고, 2006년 3월에는 협정의
제2차 개정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분쟁해결 메커니즘 협
정이 서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편 2003년 10월 중국과 태국은 조기 자유화(early harvest)를 앞서 시행하였
고, 2004년 1월 1일부터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해산물 등에 대해 조기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였다(필리핀은 2005년 1월 21일 시행). 2005년 7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였는데, 관세 철폐는 아세안 6개국(ASEAN6)은 2010년, CLMV는 2015년
으로 조정하였다.
중국과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 협정의 정식 명칭은 ｢중ㆍ아세안 포괄적 경제협
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서비스 무역 협정｣으로, 2007년 1월 14일 필리핀의 세부 섬

11)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http://ftp.mofcom.gov.cn) 참조.
12)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 및 유관 분야를 포괄하며, 중ᆞ아세안 FTA의 원칙, 범위, 모달리티(modality), 조기
자유화 조치, CLMV의 대우 등을 포함한다. 당시 WTO 비회원국이었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
스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Sheng Liju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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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된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조인되었고, 2007년 7월부터 발
효되었다.13)
표 3-21. 중ᆞ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조
전문

내 용

전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11조

분쟁해결 메커니즘

제2조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조치

제12조

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3조

상품무역

제13조

기타 항목

제4조

서비스 무역

제14조

개정

제5조

투자

제15조

기탁자

제6조

조기 자유화(早期收穫計劃)

제16조

실효

제7조

기타 경제협력분야

부속서 1

조기 자유화 예외 품목

제8조

시간적 프레임워크

부속서 2

조기 자유화 특정 품목

부속서 3

조기 자유화의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품목 분류

제9조

최혜국대우

제10조

일반적 예외

자료: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한편 서비스 무역 협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의 FTA라 할 수 있다. 중ㆍ아세안 FTA와는 별도로 2006년에 중
국과 싱가포르는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ASEM 회의에서 서명하였다. 중ㆍ싱가포르 FTA는 중ㆍ아세안 FTA
보다 자유화 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아세안 국가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
량이 최대인 싱가포르로서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과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된 것이다.14)

13)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투자협정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면서, 2008년 12월 태국에서 열리
는 제12차 중ᆞ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체결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Xinhua via COMTEX,
Aug 27, 2008).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97

나) 서비스 협정의 구조
서비스 무역 협정은 4부(Part) 33조와 양허표(제1차 양허 패키지, the first
package of commitments)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무역 협정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GATS와 대체로 유사하다.15)
표 3-22. 중ᆞ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의 구성
정의 및 범위(Definitions and Scope)
제1부 제1조
제2조

정의(Definitions)
범위(Scope)
의무 및 규율(Obligations And Disciplines)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투명성(Transparency)
비밀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
인정(Recognition)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Monopolies and Exclusive Service Suppliers)
상관행(Business Practices)
세이프가드(Safeguards)
지불 및 이전(Payments and Transfers)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Security Exceptions)
보조금(Subsidies)
WTO 규율(WTO Disciplines)
협력(Cooperation)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의 참여 증대(Increasing Participation of
Cambodia, Lao PDR, Myanmar and Vietnam)
특정 부문별 양허(Specific Commitments)

제3부 제18조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19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20조 추가적 양허(Additional Commitments)

14) Straits Times, Sept 5, 2008.
15) 중ᆞ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의 구조에 대해서는 주로 石川 幸一(2007)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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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계속
제21조
제22조
제3부
제23조
제24조

특정 부문별 양허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양허의 적용과 확대(Application and Extension of Commitments)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양허표의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s)
기타 규정(Other Provisions)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중앙, 지역, 지방정부(State,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연락책임(Contact Point)
재검토(Review)
다방면의 규정(Miscellaneous Provisions)
수정(Amendments)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발효(Entry into Force)
기탁자(Depositary)

자료: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다) 협정문의 개요
(1) 제1부 정의 및 범위
제1조에는 정의, 제2조에는 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이 협정은 정부의 권한행사
로서 제공(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되는 서비
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1조 (t)에서 서비스 무역은 GATS의 4개
의 유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그 밖에 人(person), 업무상의 거점, 법인, 조
치(measure),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소비자 등이 정의되어 있다.
(2) 제2부 의무 및 규율
GATS 규정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최혜국대우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FTA에서 최혜국대우는 다른 체결국가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대우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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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하면 동등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NAFTA 등에 규
정되어 있다.
제3조의 투명성과 제4조 비밀정보의 공개 조항은 GATS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였고, 제5조 국내 규제는 자격요건, 기술상 표준, 면허 등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하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내 규제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
초하여 서비스 공급의 질을 저해하지 않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인정 부문에서는 타국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면허 및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당사국 혹은 합당한 단체간의 협정 혹은 장치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및 제8조의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상관행에 관한 규정에서는 독
점적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부문별 양허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점권을 남용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을 억제ㆍ제한하는 상관행
에 대해서는 상대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consultations)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에서는 GATS 제10조에 준한 다자간 협상 결과를 반
영하기 위하여 본 서비스 무역 협정의 적절한 개정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다자간 협상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서비스 무역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서비스 분야가 출현하면 협의(consultations)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불 및 이전 조항에서는 본 협정이 IMF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을 주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GATS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수지 및 대외금융부문의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일반적 예외 조항 및 제13조 안정보장을 위한 예외
조항은 GATS의 해당 규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제14조 보조금 규정에서는 본 서비스 무역 협정이 체결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subsidies or gran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GATS에
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서비스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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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15조에서는 향후 이 협정의 개정은
WTO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3부 특정 부문별 양허
제18조 시장접근 조항, 제19조 내국민대우 및 제20조 추가적 양허에 관한 규정은
GATS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정 부문별 양허표(제21조)에는 GATS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약속을 기재한
다. 제22조에서 중국은 단일의 양허표를 작성하여 모든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며, 각
아세안 국가는 독자적으로 양허표를 제21조에 입각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첫 번째 패키지의 부문별 양허표를 이 서비스 무역 협정의 부속서로 첨
부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이 협정이 발효되고 1년 이내에 두 번째 패키지의 부
문별 양허표를 체결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4조에서는 발효 3년 후에는 양허를 철회 혹은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제4부 기타 규정
제25조에서는 이 협정의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역시 협정의 의무
와 양허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8조에서는 GATS의 부속서(서비스를 공급
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부속서, 항공운송 서비스 부속서, 금융 서비스 부속서
및 통신 서비스 부속서)가 이 서비스 협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는 분쟁해결은 이 협정이 아니라 ‘중국ㆍ아세안 국가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협
정에 대해 2007년 7월 1일 이전에 각국은 국내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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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속서 양허표 개요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부문별 양허표는 거의 통일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나,
부문별 소분류 등은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다. 중국의 양허표에는 WTO 가입
시 양허 내용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양허분야를 기재하였다.
중국의 양허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표 2-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3. 중ᆞ아세안 서비스 FTA의 중국 양허표 개요
수평적 양허
[시장접근]
(모드 3) 외자출자 비율, 토지사용, 자연인(임원)의 체재기간, 계약서비스공급자(CSS)의 체재기간
에 대한 조건부 양허
[내국민 대우]
(모드 3) 보조금에 대한 조건부 양허
(모드 4) 자연인(임원) 및 계약서비스공급자(CSS)에 대한 조건부 양허
특정 부문별 양허

1. 비즈니스 서비스
1.B. 컴퓨터 관련 서비스(CPC 841, 842, 843, 8431, 8432, 8433)
1.D. 부동산 서비스(CPC 821, 822)
1.F.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CPC 86401, 865, 86601, 872, 874, 875, 87905 외 1개)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6. 환경 서비스
6.A. 하수 서비스(CPC 9401)
6.B.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
6.C. 배출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
6.D. 소음감소 서비스(CPC 9405)
6.E. 자연 및 조경보호 서비스(CPC 9406)
6.F.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CPC 9409)
6.G. 위생 서비스(CPC 9403)
10. 오락문화 스포츠 서비스
10.D. 스포츠 및 기타 오락 서비스(CPC 96411, 96412, 9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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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계속
11. 운송 서비스
11.C. 항공운수 서비스(CPC 8868 외 1개)
11.F 도로운송 서비스(CPC 7112, 7123, 61120, 71213)
11.H. 운송보조 서비스(CPC 742, 748, 749)
자료: ASEAN-CHINA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NEX 1/SC1(The First Packages of
Commitments).

(1) 수평적 양허
수평적 양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접근에 대한 모드 3의 조건부 양허의
경우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외자기업(外商獨資企業)과 합자기업(合資企業)으로,
합자기업은 주식형 합자기업과 계약형 합자기업으로 구분된다. 주식형 합자기업의
외국투자자 지분은 합자기업 등기자본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지점(branches)의 설립은 현재 법ㆍ규정을 제정 중이기 때문
에, 이 협정의 부문별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양허하지 않는다(unbounded)고
기재하였다.
중국에 외국기업의 대표처(representative offices) 설립을 허용하지만, 이들 대
표처는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는 CPC 861, 862, 863, 865 부문을 제외하면 어떠한
영리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16)
중국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개인과 기업의 토지사용 기간 최대 상한치는 거주
목적의 경우 70년, 공업 목적은 50년, 교육ㆍ과학ㆍ문화ㆍ공공위생ㆍ체육의 목적
은 50년, 상업ㆍ여행ㆍ오락 목적은 40년, 종합적 이용 및 기타 목적의 토지사용은
50년이다.
모드 4에 대해서는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대한 조
치를 제외하면 양허하지 않는다(unbounded).

16) CPC 861 법률 서비스, 862 회계 서비스.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03

첫째, 외국기업의 중국 내 대표처, 지점, 자회사(subsidiary)에 근무하는 임원급 직
원의 중국 내 근무는 최초 3년까지 허용된다.
둘째,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임원은 계약기간 혹은 최
초 3년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된다.
셋째, 중국 내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중국 내 직접적인 활동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판매직원이 서비스 공급의 판매를 위한 협상을 위해 체류할 경우 90일까지의
일시적 체류가 허용된다.
넷째, 계약서비스공급자(CSS)는 중국 내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CSS의 고용주는 중국 내 상
업적 주재를 하지 않으며, 급여는 해당 외국법인으로 받고 있고, 제공하려는 서비
스에 관해서 적절한 기술(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기간 혹은 최대 1년
간 중국에서 체류가 허용된다. 계약 이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데, 회계, 치의료,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일반적인 도시계획 서비스는
제외), 컴퓨터 및 유관 서비스, 건설 및 유관 엔지니어링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여
행 서비스 9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CSS가 허용된다. 교육 서비스의 CSS는 학사학
위 이상, 전문직 타이틀 혹은 적절한 자격 이수증(certificates)을 소지하고, 해당 전
문직에 최소 2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 측 계약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갖는 법인체여야 한다.
다섯째는 설치 및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기계 혹은 공업설비의 설
치ㆍ유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계약 혹은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공
급해야 하고, 기계 혹은 공업설비의 생산자는 법인체여야 하며, 보유자는 중국 내
법인체여야 한다. 이들은 계약기간 혹은 최대 3개월 동안 체류하도록 허용되어 있
는데, 다른 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내국민대우에 대한 수평적 양허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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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중국 내 시청각 서비스, 항공 및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현행
보조금은 양허되지 않는다(unbounded). 또한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신규 부문
혹은 하위 부문의 중국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모든 보조금 역시 양허하지 않는
다(unbounded).
모드 4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양허표의 시장접근에서 언급된 카테고리에 해당되
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에 대한 조치를 제외하면 양허하지 않는다
(unbounded).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양허 사항은 기재된 것이 없다.
(2) 특정 부문별 양허
(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중국은 대분류 기준으로 건설, 환경보호, 운수, 비즈니스 서비스 등 5개 서비스
부문의 26개 소분류 부문에서 아세안 국가에게 개방하였는데, 구체적인 양허 내용
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중ᆞ아세안 FTA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 분

MA(시장접근)
1

2

3

NT(내국민대우)
4

1

2

3

4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상담 서비스 양허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양허

P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843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8431 입력준비 서비스

양허 양허 F2

A

양허 양허 양허

P

8432 데이터 프로세싱 및 도표작성 서비스
8433 컴퓨터 시간공유(time-sharing) 서비스

양허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양허

P

P: 공인된 엔지니어, 학사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유 및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양허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unbound).
F2: 외상독자기업 설립 허용
Z: 외국 독자기업의 자회사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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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상담 서비스(CPC 841)에 컴퓨터와 관련 서비
스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컨텐츠 공급 서비스로 구성되는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않
는다고 제한하였다.
(나) 부동산 서비스
표 3-25. 중ᆞ아세안 FTA 부동산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821 자기소유 또는 임대자산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
822 유료 또는 계약 베이스의 부동산 서비스

MA
1

2

NT
3

양허 양허 F2

4

1

2

3

4

A 양허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unbound).
F2: 외상독자기업 설립 허용

(다)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경영자문 관련 서비스(CPC 866)의 경우 건설 이외의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CPC 86601)에만 적용되며, 인력공급 및 안배 서비스(CPC 872)는 기타 인력의
공급서비스(CPC 87209)17)는 제외한다. 또한 요금 혹은 계약에 의한 포장물질의
인쇄서비스는 단지 인쇄에만 적용된다.

17) 인력공급 및 안배 서비스(CPC 872)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executive search services (87201),
placement services of office support personnel and other workers(87202), supply
services of office support personnel(87203), supply services of domestic help personnel(87204), supply services of other commercial or industrial workers(87205),
supply services of nursing personnel(87206), supply services of other personnel
(87209).

106 한ᆞ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표 3-26. 중ᆞ아세안 FTA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86401 시장조사 서비스
865

경영자문 서비스

866 경영자문과 관련된 서비스
86601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MA
1

2

N

N

NT
3

4

Q1 A1

1

2

3

4

N

N

N

A

양허 양허 Z

A 양허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Q1

A

양허 양허 Q1

A 양허 양허 양허 A

N

N

N

A

872

인력공급 및 안배 서비스
(87209* 제외)

874

건물청소 서비스

N1 양허 Z

A

875

사진촬영 서비스

양허 양허 Q1

A 양허 양허 양허 A

요금 혹은 계약에 의한 포장물질의 인쇄 서비스 N

87905 통ᆞ번역 서비스

N

Z1

양허 앙허 Z2

A

N1 양허 양허 A
N

N

N

A

A 양허 양허 양허 Q2

N: 양허하지 않음(unbound).
N1: 기술적 타당성의 부족으로 양허하지 않음(unbound).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A1: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상업적 주재를 위한 필요요건임.
Q1: 합작기업의 형태로만 제한되며, 외국자본의 과반수 지분 소유를 허용함.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s)가 요구됨.
Q2: 해당 언어에 유창한 실력을 보유하고, 3년의 통역 또는 통역 경력을 가진 자
Z: 외상독자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Z1: 외상독자기업 허용, 경제수요심사가 요구됨.
Z2: 외상독자기업 허용.

(라)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현장의 건립 전 업무(CPC 511), 빌딩의 건설작업(512), 토목공학의 건설업
무(513), 사전 제작된 건설물의 조립 및 건립(514), 특별 직종의 건설업무(515), 설
치업무(516), 빌딩건설 완공업무(517), 빌딩 건설 및 해체, 토목공학 업무 중에서
기사가 작동하는 장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518)는 [표 3-27]과 같이 양허한다.
단 512에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준설 서비스도 포함되며, 518의 경우 외국 건설사
가 소유하고 이용하는 장비의 임대 및 리스 서비스에만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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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중ᆞ아세안 FTA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MA
1

2

NT
3

4

N1 양허 W

A

1

2

3

4

N1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N1: 기술적 타당성의 부족으로 인해 양허하지 않음(unbound).
W: 외국투자자의 과반수 지분 확보가 가능한 합작기업 설립 허용. 또한 외국독자기업이 허용되며, 다음
네 가지 건설 프로젝트에만 종사할 수 있음. 첫째, 100% 외국자본 투자 또는 증여에 의한 건설 프
로젝트, 둘째,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대출 또는 대출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입찰에 의한 건설 프
로젝트, 셋째, 외국자본이 50% 이상인 합작건설 프로젝트, 외국자본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기술
적으로 중국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합작건설 프로젝트, 넷째, 중국 측이 투자한 프로젝트
이지만 중국 건설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省정부의 허가를 받아 중국회사와 외국 건
설회사가 연합하여 수행 가능.

(마) 환경 서비스
환경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 3-28. 중ᆞ아세안 FTA 환경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9401
9402
9404
9405
9406
9409
9403

하수 서비스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배기가스 처리 서비스
소음감소 서비스
자연 및 풍경보호 서비스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위생서비스

MA
1

2

NT

3

4

N2 양허 F

A

1

2

3

4

양허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N2: 환경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음.
F: 외국 측 지분 과반수 이상인 합작기업 허용, 외국독자기업의 설립 허용.

(바)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중ㆍ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 중국은 체육행사 진흥 서비스(CPC 96411),
체육행사 조직 서비스(96412), 체육시설 운영 서비스(96413)만을 양허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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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도 골프는 제외되었다. 또한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에서 시청각 서
비스는 제외되었다.
표 3-29. 중ᆞ아세안 FTA 오락ᆞ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 분

96411, 96412, 96413
체육 및 기타 오락 서비스(골프 제외)

MA

NT

1

2

3

4

1

2

3

4

N

N

Z1

A

N

N

N

A

3

4

N: 양허하지 않음(unbound).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Z1: 외상독자기업 허용, 경제수요심사가 요구됨.

(사) 운송 서비스
표 3-30. 중ᆞ아세안 FTA 항공운송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 분

8868 항공기의 유지ᆞ보수 서비스
전산예약 시스템 서비스

MA
1

2

NT
3

4

1

2

N1 양허 Q3

A

N1 양허 Q4

A

A 양허 F3

A 양허 양허 N

A

7112 화물철도운송
7123 화물차량운송

양허 양허 F2

A 양허 양허 양허 A

61120 차량 보수ᆞ유지 서비스

양허 양허 F4

A 양허 양허 양허 A

71213 승객운송
742

저장ᆞ보관 서비스
(모든 운송수단의 부대 서비스)

748, 749 화물운송 취급 서비스
(화물검사 제외)

N

N

F5

A

N

N 양허 F4

A

N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Q1

N 양허 A

A 양허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N: 양허하지 않음(unbound).
N1: 기술적 타당성 부족으로 양허하지 않음(unbounded).
Q3: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항공기 유지ㆍ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중국
측이 지배적 사업자여야 함.
Q4: 합작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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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중국 항공회사 및 중국 전산예약 시스템과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의 전산예약 시스템은 중국의 예
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중국 항공회사 및 에이전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b) 양국간 항공협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권리가 있는 외국 항공회사는 외국 예약
시스템에 의하여 중국 내 도착 도시의 대표사무소 및 영업사무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c) 중국 항공회사 및 당회사의 에이전트는 해외 전산예약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경우 중국민용항공
국(CAAC)의 승인을 받아야 함.
F3: 외국의 전산예약 시스템은 중국 전산예약 시스템과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중국 측이 지배적
인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합작회사의 설립은 경제수요심사를 거쳐야 함.
F2: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상독자기업의 설립이 허용됨.
F4: 외상독자기업의 자회사(sbusidiaries) 설립이 허용됨
F5: 단지 합작기업의 형태만 허용되며, 외국 측의 투자는 49%를 초과할 수 없음. 경제수요심사를 받아야 함.
Q1: 외국 화물운송회사는 최소한 연달아 3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중국에서 합작기업 설립과, 외상독자기
업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됨. 합작기업의 영업조건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중국에서 1년 영업 이
후 합작기업은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화물운송 합작기업은 중국에서 2년의 영업 이후에는 두 번째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다. 중ㆍ칠레 FTA
1) 협상 개요 및 의의
2008년 4월 13일 중국과 칠레가 체결한 FTA 서비스 무역 협정은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체결한 첫 번째 서비스 무역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2006년 9월 협상 개시 이래 1년 반 동안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3월 말에 서비스 무역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부터 발효하게 된다. 이로써 양국은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투자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비교우위의 상호보완, 국제경쟁력 향상, 교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양국은 투자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투자관리 체제, 정책, 개방 현황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해왔으며, FTA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의 의견합의로 이후 적절한
시기에 FTA 투자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 18일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회의 기간에 중국과 칠레는 ｢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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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 10월 1일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종
전에 20%에 불과했던 교역 증가율이 2007년에는 65%를 기록하며 양국간 교역액
이 146.6억 달러에 달하였다. 양국이 달성하기로 한 교역액 ‘10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이 중 중국이 칠레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102.4억 달러, 수출액은
44.2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80%와 42% 증가한 수치이다(표 3-31 참조).
양국의 서비스 협정 체결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양국이 각 영역
에서의 전면적 협력, 협력영역의 확대 및 협력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서비스 협정 체결은 양국이 전면적인 협력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새
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관계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31. 중ᆞ칠레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611

-

421

-

1999

605

-0.9

664

57.5

2000

784

29.5

1,339

101.7

2001

816

4.1

1,303

-2.6

2002

998

22.4

1,565

20.1

2003

1,284

28.6

2,245

43.5

2004

1,690

31.6

3,672

63.5

2005

2,151

27.3

4,943

34.6

2006

3,110

44.6

5,689

15.1

2007

4,416

42.0

10,239

80.0

2008

4,084

49.7

8,065

14.6

자료: 중국 해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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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이슈 및 타결 결과

가) 협상 이슈
중ㆍ칠레 FTA 서비스 부문 협정으로 인해 항공운송, 스포츠, 탐광(探鑛), 채굴
(採掘), 경영자문 등 WTO 양허안보다 개방을 확대한 업종 관련 기업들에는 경쟁
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해
선진 정보 및 기술 그리고 경영방식이 도입되면 중국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나) 타결 결과
중ㆍ칠레 간 서비스 협정문의 적용대상은 서비스의 생산ㆍ유통ㆍ마케팅ㆍ판매ㆍ
배송, 서비스의 구매ㆍ사용ㆍ지불 그리고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의 현지 주재에 대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단, 금융 서비스, 정부조달,
보조금(정부제공 대출ㆍ개런티ㆍ보험), 국가의 국내 해상운항권, 일부 양허된 부
분18)을 제외한 항공 서비스(국내ㆍ국제선 서비스 및 일부 항공 서비스 관련 지원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협정문 및 양허표 내용 및 구조
중ㆍ칠레 FTA 서비스 부문 협정문은 22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의 내용은 영향의 범위와 정의, 의무 및 규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부
속서는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이동(temporary movement of business person)과 양

18) specialty air service, 항공기 유지ᆞ보수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RS (Computer
Reservation System) 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및 지상조업(ground handling) 서비스에 대해
서는 Annex 2의 양허사항에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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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서비스 개방의 구체적인 양허표로 이루어져 있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컴퓨터, 경영자문, 부동산, 채굴, 환경, 체육, 항공운송 등
23개 분야에서 개방하고, 칠레는 법률,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컴퓨터, R&D, 부동
산, 광고, 경영자문, 채굴, 제조업, 임대, 유통, 교육, 환경, 관광, 체육, 항공운송 등
37개 분야에서 각자 WTO 양허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확대 개방하였다.
협정서의 부속서 1(Annex 1)에서는 특별히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이동에 대해
규정을 설정하고 중국 측의 요구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아래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
이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립하였다. 향후 양국은 비즈니스 인력이 비자를 편리하
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수속 절차를 간단히 하는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협상을 진
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조직은 양국의 비즈니스 인력 입국 비자와 관련하여 연락과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양국의 무역ㆍ투자 관련 비즈니스 인력들의 왕래
에 편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가) 수평적 양허
수평적 양허는 분야에 관계없이 양허표상에 표시된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공통적
으로 적용된다.
시장접근(MA)의 모드 3에서 중외합자기업의 외국기업 지분은 최소한 25% 이
상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의 지점 설치와 관련된 법률 및 법규는 현재 제정 중
에 있으므로 세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양허하지 않는다. 외국기
업의 대표사무소를 중국에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단, 세부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양허한 CPC 861, 862, 863, 865와 관련
된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외되어 있다. 중화인민공
화국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므로 기업과 개인은 토지를 사용하는 데 거주 목적 70
년, 공업 목적 50년, 교육ㆍ과학ㆍ문화ㆍ공공위생 및 체육 목적 50년, 비즈니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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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오락 목적 40년, 종합이용 또는 기타 목적은 50년의 사용기한 제한을 준수
해야 한다.
보조금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내국민대우(NT)의 모
드 3에서 현재 국내 시청각, 항공운송,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보조금 혜택
에 대해 양허하지 않는다. 또한 중ㆍ칠레 서비스 무역 협정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
스업종 중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보조금 혜택에 대해 양허하지 않는다. 중
ㆍ칠레 서비스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새로운 서비스 무역 협상에서 체결되는 부문
또는 세부 분야에 대해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하는 보조금 혜택에 대해서도
양허하지 않는다.
시장접근(MA)의 모드 4에서 (1) WTO 회원국 중 중국에 이미 대표사무소, 지
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임원급 직원, 전문가 등 고급인력이 회사의 파견으
로 이동할 때에는 처음 입국으로부터 3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2) WTO 회원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임원급 직원, 전문가는 계약서상의 규정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거
나 처음 입국 시 3년 체류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3) 중국 영토
내에 상주하지 않고 중국 경내에서 소득의 원천이 있지 않으면서 서비스 판매 협
상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서비스 판매자의 경우 서비스가 일반대중에
게 직접 판매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 판매자는 서비스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90
일 동안 입국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내국민대우(NT)의 모드 4에서는 시장접근(MA)의 모드 4에서 언급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자연인의 입국 및 임시체류를 양허하지 않고 있다.

나) 서비스 분야별 양허
분야별 양허는 전문직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타 비
즈니스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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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여행 및 관광 특정 서비스 분야,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10개 분야
에 대해 다루고 있다. GATT 사무국 분류표(W/120)의 12가지 서비스 분야 중 통
신, 금융, 보건, 운송 서비스가 빠지고, 대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1) 전문직 서비스(법률ㆍ건축ㆍ엔지니어링ㆍ종합엔지니어링ㆍ도시계획)
법률 서비스(CPC 861)에서는 중국 법률업무를 제외한 부문의 모드 1~2에서 시
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양허하였으며, 모드 4에 대해서는 시장접근(MA), 내국민
대우(NT)를 수평적 양허 이외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접근(MA)의 모
드 3에 대해서 칠레 법률회사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고객의 중국 법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국 법률사무
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중국 법률사무소와 장기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칠레 법률회사의 대표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경력 2년 이
상 소지자이어야 하며, 수석대표의 경우는 칠레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이거나 그와
동등한 정도의 자격을 가진 자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개업경험
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국민대우(NT)의 모드 3에서 모든 대표
사무소의 대표는 매년 중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표사무소는 중국
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건축 서비스(CPC 8671),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종합엔지니어링 서비
스(CPC 8673), 일반 도시계획을 제외한 도시계획 서비스(CPC 8674)의 경우 모드
4에 대해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으며, 모드 2는 시장접근(MA), 내국민대
우(NT)에 대해 개방하였다.
또한 이상 네 가지 서비스(CPC 8671, 8672, 8673, 8674)의 경우 시장접근(MA)
의 모드 1에서 계획설계(scheme design)를 제외한 부문에서 중국 전문기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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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구되며, 시장접근(MA)의 모드 3에서 칠레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내국민대우(NT)의 모드 3에서는 칠레에 건축가, 엔지니어, 도시계획 서비스 회사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32. 중ᆞ칠레 FTA 전문직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861 법률 서비스(중국 법률업무 제외)

MA
1

2

NT
3

4

1

2

3

4

양허 양허 F

A 양허 양허 F1

A

F3 양허 F2

A 양허 양허 F4

A

8671 건축 서비스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8673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8674 도시계획 서비스(일반 도시계획 제외)
F: 칠레 법률회사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의 활동영역은
ⅰ)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허용받은 국가와 지역의 법률, 국제공약 및 관례에 따른 서비스 제공,
ⅱ) 고객이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위탁을 받은 경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허용받은 국가와 지역의
법률사무 처리, ⅲ) 외국고객을 대표하여 중국 법률사무소에 위탁하여 중국 법률업무를 처리, ⅳ) 계
약 체결을 통해 중국 법률사무소와 장기 위탁관계 유지, ⅴ) 중국 법률환경의 영향에 대한 소식 제
공. 쌍방의 의정에 따라 칠레 법률회사의 대표사무소가 법률업무를 위탁한 중국 법률회사의 변호사
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 칠레 법률사무소의 대표는 개업변호사 경력과 칠레 변호사협회 또는 변
호사 공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개업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수석대표의 경우는 칠레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이거나 이와 동등한 정도의 자격(예: 유한책임회사인 법
률회사의 일원)을 가진 자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개업경험을 보유해야 함.
F1: 모든 대표사무소 대표는 매년 중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표사무소는 중국 국내 변
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F2: 칠레 독자기업 설립 허용
F3: 계획설계(scheme design) 양허, 계획설계를 제외한 부문에서 중국의 전문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됨.
F4: 칠레 서비스 공급자는 반드시 칠레에 등록된 건축가, 엔지니어, 건축ㆍ엔지니어ㆍ도시계획 서비스
전문기업이어야 함.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컨설팅 서비스(CPC 841),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CPC 842),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1), 데이터 프로세싱 및 도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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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CPC 8432), 컴퓨터 시간분할(time-sharing) 서비스(CPC 8433), 컴퓨터 포
함 사무장비의 유지ㆍ보수 서비스(CPC 845)는 시장접근(MA)의 모드 1~2와 내국
민대우(NT)의 모드 1~3을 모두 개방하고 있다. 시장접근(MA)의 모드 4는 수평적
양허 외에는 양허하지 않고, 내국민대우(NT)의 모드 4의 경우는 컴퓨터 포함 사무
장비의 유지ㆍ보수 서비스(CPC 845)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 공인된 기술자,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양허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CPC 842),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1) 시장접근
(MA) 모드 3의 경우 칠레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컴퓨터 포함 사무장비의
유지ㆍ보수 서비스(CPC 845)의 시장접근(MA) 모드 3에서는 칠레 독자기업의 자
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표 3-33. 중ᆞ칠레 FTA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 분

MA
1

2

NT
3

4

1

2

3

4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컨설팅 서비스

양허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양허 P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8431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양허 양허 F2

8432 데이터 프로세싱 및 도표작성 서비스
8433 컴퓨터 시간분할(time-sharing) 서비스

양허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양허 P

845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장비의 유지ᆞ보수 서비스 양허 양허 Z

A 양허 양허 양허 P

A 양허 양허 양허 A

P: 공인된 기술자, 학사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유 및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양허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F2: 외국독자기업 설립 허용
Z: 외국독자기업의 자회사 설립 허용

(3) 부동산 서비스
자가 또는 임대자산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CPC 821), 유료 또는 계약 베이스의
부동산 서비스(CPC 822)의 경우 MA와 NT의 모드 4는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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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며, 모드 1~2에서 MA, NT 모두 개방하였으나 모드 3의 경우 NT는
양허했고, MA의 모드 3에서는 칠레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표 3-34. 중ᆞ칠레 FTA 부동산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MA
1

2

NT
3

821 자기소유 또는 임대자산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
양허 양허 F2
822 유료 또는 계약 베이스의 부동산 서비스

4

1

2

3

4

A 양허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F2: 칠레 독자기업 설립 허용

(4)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는 광고 서비스(CPC 871), 시장조사 서비스(CPC 86401),
경영자문(CPC 865),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CPC 86601, 건설 프로젝트 경영 서비
스 제외), 농업ㆍ임업ㆍ수렵ㆍ어업 관련 서비스(CPC 881, 882), 채굴 관련 서비
스(CPC 883, 석유와 천연가스만 포함), 과학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중 철ㆍ구리
ㆍ망간의 탐사 서비스에서 지질ㆍ지구물리학상 및 기타 과학탐사 서비스(CPC
86751의 일부), 지하탐사 서비스(CPC 86752의 일부),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를 포함하고 있다.
광고 서비스(CPC 871)는 MA, NT 모드 4에서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으며, NT 모드 1~3에 대해서는 양허하고 있으나 MA 모드 1~2에서는 중국에
등록되고 외국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MA 모드 3은 칠레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광고회사와 독자기업의 자
회사를 설립하도록 양허되어 있다.
시장조사 서비스(CPC 86401)의 경우 해당 조직상품의 판매성과 및 전망에 대
한 정보수집으로 제한되며, 시장접근(MA) 모드 1~2, 내국민대우(NT) 모드 1~3에
서 양허하지 않고 있다. 시장접근(MA) 모드 3에서는 합자기업에만 양허하고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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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허용하며,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s)
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접근(MA) 모드 4에서는 수평적 양허 외에는 양허하지 않
으며, GATS에서 모드 4(자연인 이동)가 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 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CPC 86401에 대해서는 상업적 주재, 즉
연구기관이 중국에 주재한 경우에 양허하고 있다.
경영자문 서비스(CPC 865)는 시장접근(MA) 모드 1~2와 내국민대우(NT) 모드
1~3는 양허하고, 모드 4에서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모두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으며, 시장접근(MA) 모드 3에서 칠레 독자기업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
되어 있다. 건축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CPC 86601)는 시장
접근(MA) 모드 1~2는 양허하고 내국민대우(NT) 모드 1~3은 양허하지 않는다. 그
리고 시장접근(MA) 모드 3에서는 합자기업에만 양허하고 칠레 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허용하며, 경제적 수요심사가 요구된다.
농업ㆍ임업ㆍ수렵ㆍ어업 관련 서비스(CPC 881, 882), 과학기술 관련 컨설팅 서
비스 중 철ㆍ구리ㆍ망간의 탐사 서비스에서 지질ㆍ지구물리학상 및 기타 과학탐사
서비스(CPC 86751의 일부), 지하탐사 서비스(CPC 86752의 일부),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의 경우 시장접근(MA) 모드 1~2, 내국민대우(NT) 모드 1~3에
서 양허하고 있으며, 시장접근(MA) 모드 4와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를
제외한 내국민대우(NT) 모드 4에서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았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의 내국민대우(NT) 모드 4에서는 해당 언어에 3년 이상의
번역 또는 통역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양허하였다. 또한 CPC 881, 882, 86751,
86752의 모드 3에서는 중국기업과의 합자형태에 대해 양허하였으며,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의 모드 3은 칠레 독자기업의 설립을 양허하였다. 석유 및 천연
가스 채굴에 부수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모드 1은 양
허하지 않았고, 모드 2는 양허하였으며, 모드 4에 대해서는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
하지 않았다. 시장접근(MA) 모드 3은 중국기업과의 합자기업에만 양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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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중ᆞ칠레 FTA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871
86401
865
86601

광고 서비스
시장조사 서비스
경영자문 서비스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건축 관련 서비스 제외)
881, 882 농업ᆞ임업ᆞ수렵ᆞ어업 관련 서비스
883
채굴에 부수된 서비스
(석유 및 천연가스만 포함)
과학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중
철ᆞ구리ᆞ망간 탐사 서비스
86751의 일부 지질ᆞ지구물리학 및 기타 과학탐사
서비스
86752의 일부 지하탐사 서비스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1
Q
N
양허

MA
NT
2 3
4
1 2 3
Q Q1 A 양허 양허 양허
N Q2 A, C N N N
양허 Z
A 양허 양허 양허
N

N

N

4
A
A
A

양허 양허 Q2

A

A

양허 양허 Q3

A

양허 양허 양허 A

N 양허 Q4

A

N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Q5

A

양허 양허 양허 A

양허 양허 F2

A

양허 양허 양허 Q6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Q: 중국에 등록되고 외국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가능
Q1: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중국 내 광고회사 설립 허용, 외국독자기업의 자회사 설립 허용
N: 양허하지 않음(unbound).
Q2: 합자기업의 형태에만 제한되며, 외국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허용함.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s)가 요구됨.
C: 상업주재가 요구됨.
Z: 외국독자기업의 자회사 설립 허용
Q3: 합자기업의 형태에만 제한되며, 외국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허용함.
Q4: 중국의 파트너와의 합작형태로만 석유와 천연가스의 채굴 허용
Q5: 중국의 파트너와의 합작형태로만 철ㆍ구리ㆍ망간의 탐사 서비스 허용
F2: 외국독자기업 설립 허용
Q6: 1 또는 그 이상의 해당 언어에 유창한 실력을 보유한 3년 이상의 번역 또는 통역 경력을 가진 자
로 제한

(5)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511~518)의 경우 모드 1은 MA, NT 모
두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허하지 않았으며, 모드 4는
MA, NT 모두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았다. 또한 MA의 모드 2와 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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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2는 모두 개방했으며, NT의 모드 3은 양허했으나 MA의 모드 3은 다음 네
가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칠레 독자기업의 진출을 양허하였다(표 3-6 참조).
표 3-36. 중ᆞ칠레 FTA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MA
1

2

NT

3

4

N* 양허 W

A

1

2

3

4

N*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N*: 기술실행 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양허하지 않음(unbound).
W: 칠레 독자기업이 허용되며, 다음 네 가지 건설 프로젝트에만 종사할 수 있음. ⅰ) 100% 외국자본
투자 또는 자본증여에 의한 건설 프로젝트, 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대출 또는 대출을 통해 진행
되는 국제입찰에 의한 건설 프로젝트, ⅲ) 외국자본이 50% 이상인 중외합작 건설 프로젝트, 기술적
으로 중국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외합작건설 프로젝트의 경우는 외국자본이 50% 미만
인 경우 허용, ⅳ) 중국 측이 투자한 프로젝트이나 중국 건설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省정부의 허가를 받아 중외건설회사가 연합하여 수행 가능.

(6) 유통 서비스
유통 서비스 부문에서는 소금과 담배를 제외한 위탁판매 및 담배를 제외한 소매
서비스의 MA 모드 2와 NT 모드 2~3에서 양허하였고, 모드 4는 수평적 양허 이
외는 양허하지 않고 있다. 위탁판매 서비스의 경우 MA, NT 모드 1을 양허하지
않으며, 모드 3은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소매 서비스의 MA, NT 모드 1
은 우편주문만 양허하였고, MA 모드 3은 복합 브랜드 판매 및 30개 이상 체인을
가진 체인점을 제외하고 독자기업의 설립을 양허했다. 또한 도서, 신문, 잡지, 약
품, 농약, 가공유, 화학비료 및 중국의 WTO 의정서 부속서 2a(Annex 2a)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3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체인점의 경우 칠레기업이 다수의 지
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체인점의 경영자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중국합자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허하였다.
유통 서비스는 세부 분야에서 모두 추가적 양허를 하고 있다. 소금과 담배를 제외
한 위탁판매 및 담배를 제외한 소매 서비스의 경우 부속서 1(Annex 1)의 정의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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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서비스 및 칠레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유통을 허가하였으며, 칠
레의 서비스 제공자가 유통한 제품에 대해 A/S(after service) 등 부속서 1(Annex 1)
에 정의된 관련 부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양허하고 있다.
표 3-37. 중ᆞ칠레 FTA 유통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MA

NT

1

2

3

4

1

2

3

4

AC(추가적
양허)

위탁판매 서비스
(소금ᆞ담배 제외)

N

양허

F

A

N

양허

양허

A

Y

소매 서비스
(담배 제외)

N1

양허

FX

A

N1

양허

양허

A

Y

구 분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N: 양허하지 않음(unbound).
F: 외국 독자기업의 설립 허용
Y: 추가적 양허 있음.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함.
N1: 우편주문을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음.
FX: 여러 공급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며, 체인이 30개 이상
인 체인점을 제외하고는 외국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함.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가공유, 화
학비료 및 중국의 WTO 의정서 부속서 2a(Annex 2a)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30개 이상의 체
인을 가진 체인점의 경우 외국기업이 다수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외국 체인점의 경영자는 합
법적으로 설립한 중국합자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음.

(7)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군사, 경찰, 정치 및 정당 학교교육 등의 특수교육은 제외하며,
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CPC 921) 및 중등교육(CPC 922), 고등교육(CPC 923),
성인교육(CPC 924), 기타 교육 서비스(CPC 929)에 대해 시장접근(MA), 내국민
대우(NT)의 모드 1은 양허하지 않고, 모드 2는 양허하였다. 시장접근(MA) 모드 3

19) 유통
계약
스로
또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CPC 61, 62, 63 및 8929를 포함함. 위탁판매 서비스는 유료 또는
베이스로 대행인, 중개인 또는 경매인 또는 기타 도매상이 제공하는 판매 및 관련 부속 서비
구성되어 있음. 소매 서비스는 조정된 장소(상점 또는 가두매점) 또는 비고정장소에서 개인
가정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그와 관련된 하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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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칠레 학교 측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합작학교 설립을 허용하였으
며, 모드 4에서는 중국 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에서 초청 또는 고용된 외국인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입국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및 수평적 양허를 제외하
고는 양허하지 않았다. 또한 내국민대우(NT) 모드 3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모드 4
에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해당 전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자에 대
해 양허하였다.
표 3-38. 중ᆞ칠레 FTA 교육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921
922
923
924
929

MA
1

2

3

초등교육 서비스(92190 중의 국가의무교육 제외)
중등교육 서비스(92210 중의 국가의무교육 제외)
고등교육 서비스
N 양허 J
성인교육 서비스
기타교육 서비스(영어 언어 트레이닝 포함)

NT
4

A1

1

2

3

4

N 양허 N

S

N: 양허하지 않음(unbound).
J: 외국학교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중외합작 학교 허용
A1: 중국 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에서 초청 또는 고용된 외국인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입국하여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평적 양허를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음.
S: 자격조건을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해당 전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적
절한 직책과 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제한함.

(8) 환경 서비스
환경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인 조사는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 서비스
에서는 하수 서비스(CPC 9401),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 배기가스
처리 서비스(CPC 9404), 소음감소 서비스(CPC 9405), 자연 및 풍경보호 서비스
(CPC 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CPC 9409), 위생 서비스(CPC 9403)에 대해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모드 4는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았다.
시장접근(MA) 모드 1은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았고,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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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시장접근(MA) 모드 2와 내국민대우(NT)
모드 1~3은 양허하였다.
표 3-39. 중ᆞ칠레 FTA 환경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9401
9402
9404
9405
9406
9409
9403

하수 서비스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배기가스 처리 서비스
소음감소 서비스
자연 및 풍경보호 서비스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위생 서비스

MA
1

2

NT

3

4

N2 양허 F

A

1

2

3

4

양허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N2: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음.
F: 외국독자기업의 설립 허용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CPC 7471)의 시장접근(MA), 내국민대
우(NT) 모드 1~2를 양허하고, 모드 4는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았다. 또
한 시장접근(MA)의 모드 3에서 외국 사업자가 진출한 지 6년 안에 외자독자 자회
사 설립이 허용되며, 지역제한도 없어지게 된다. 여행사와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
업자는 국내 및 외국 여행객에 대해 중국 교통 및 호텔에서 직접 제공되는 여행
및 호텔 숙박시설 서비스와 중국 국내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에게 여행 가
이드 서비스, 중국 국경 내에서 여행자 수표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국시장 진입 이후 6년 내에 합자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가 분점
을 개설할 수 없는 제한이 없어지며, 외국의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
에게 요구되던 등록자본금 한도금액도 국내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
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국민대우(NT)의 모드 3에서는 외국계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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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독자 여행사가 중국인의 해외여행과 홍콩ㆍ마카오ㆍ대만 지역으로의 여행 업
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 3-40. 중ᆞ칠레 FTA 관광 및 여행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7471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

MA
1

2

NT

3

4

양허 양허 J1

A

1

2

3

4

양허 양허 J2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J1: 여행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로서 연간 전 세계 관광수입이 4천
만 달러를 초과하고 합작 등록자본금이 2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합자 여행사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로 진출하여 중국정부가 지정한 관광지 및 북경ㆍ상해ㆍ광주ㆍ서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자본의 비중이 큰 것도 허용됨.
J2: 합자 또는 독자의 여행사/패키지 관광 전문 여행업자가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홍콩ㆍ마카오ㆍ대만
지역으로의 여행을 다룰 수 없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허함.

(10)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에서 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으며, 양허표에
서는 골프를 제외한 스포츠 및 기타 오락 서비스(CPC 96411, 96412, 96413)의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모드 1~3은 양허하고, 모드 4는 수평적 양허 이외
는 양허하지 않았다.
표 3-41. 중ᆞ칠레 FTA 오락ᆞ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96411, 96412, 96413
체육 및 기타 오락 서비스(골프 제외)

MA
1

2

3

양허 양허 양허

NT
4
A

1

2

3

4

양허 양허 양허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11) 항공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부문은 항공기의 유지ㆍ보수 서비스(CPC 8868), 항공운송 서비
스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Computer Reservation System: 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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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지상조업(ground handling) 서비스, 특별항공 서비스
(specialty air service)의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의 모드 2는 양허하고, 모
드 4는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았다.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의
모드 1은 항공기의 유지ㆍ보수 서비스(CPC 8868)를 제외하고 모두 양허하였다.
단,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CRS) 서비스의 경우 칠레의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을
중국의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과 연결하여 중국 항공회사와 항공 대행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항공 대행업자가 칠레의 CRS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중국민항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다.
표 3-42. 중ᆞ칠레 FTA 항공운송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구분

MA
1

2

NT

3

4

1

2

3

4

8868 항공기의 유지ᆞ보수 서비스

N 양허 C

A

N 양허 양허 A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양허 양허 G

A

양허 양허 양허 A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C1 양허 C2

A

양허 양허 N

공항운영 서비스

양허 양허 N

A

양허 양허 양허 A

지상조업(ground handling) 서비스

양허 양허 C3

A

양허 양허 양허 A

특별항공 서비스(specialty air service)

양허 양허 N

A

양허 양허 N

A

A

A: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N: 양허하지 않음(unbound).
C: 칠레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에 합자 항공기 유지ㆍ보수 기업의 설립 허용. 단, 중국 측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G: 양측 항공협정에 따라 칠레 항공운송기업이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C1: 칠레의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CRS: Computer Reservation System)을 중국의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템과 연결하여 중국 항공회사와 항공 대행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항공 대행업자가 칠레의
CRS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중국민항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C2: 칠레의 서비스 제공자와 중국의 CRS 서비스 제공회사가 중국 국경 내에서 합자의 CRS 기업을 설
립하여 CRS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중국 측이 CRS 합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51% 이상을 보유해야
함. 설립된 합자 CRS 기업의 영업허가는 경제수요심사를 거쳐야 함.
C3: 칠레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 공항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
으며, 중국 측이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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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 서비스와 특별항공 서비스(specialty air service)는 시장접근(MA) 모
드 3를 양허하지 않으며, 시장접근(MA) 모드 3에서 항공기 유지ㆍ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칠레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에 합자 항공기 유지ㆍ보수 기업을 설립
하는 것을 허용하며, 단 중국 측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양허하였다.
또한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의 경우 양측 항공협정에 따라 칠레 항공
운송기업이 중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양허하였다. 지상조업(ground
handling) 서비스의 경우 칠레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공항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이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NT) 모드 3은 컴퓨터 좌석예약 시스
템(CRS) 서비스와 특별항공 서비스(specialty air service)를 제외하고 양허하였다.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서비스 협정 개요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인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것이
다. 기존 FTA에 비해 서비스(제9장), 인력이동(제10장), 투자(제11장) 부분이 협정문
본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최초로 체결한 포괄적(comprehensive) FTA라고
지칭할 수 있다.20)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방식과는 달리 상품ㆍ서비스ㆍ투
자 협상을 일괄적(single undertaking)으로 포함한 협상이기도 하며, 기존 FTA와
는 달리 지식재산권, 투자자대 국가소송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 양국 정부는 3년 동안 15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4월 7일 협정을 완료하였고, 2008년 10
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4년 5월 무역경제협력 기본협정(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을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는 2004년 4월에 선진국 중
에는 최초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여 우호적 분위기가 FTA 협상 이전에 형성되
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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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에서 모드 1~3를 다루고, 모드 4는 별도
의 장으로 의무와 예외를 규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협정(중ㆍ뉴질
랜드 FTA 제9장)과 인력이동(제10장)에 관한 장을 함께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분야는 크게 서비스 협정문과 서비스 양허안21)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협정문 본문은 정의, 목적, 범위, 서비스 협정의 일반적 의무
와 기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협정의 내용은 일반적 의무, 구체적 약속, 추
가 약속, 국내규제(DR), 인정(Recognition), 자격인정협력(Qualifications Recognition
Cooperation), 지불 및 송금(Payments and Transfers), 혜택의 부인, 투명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ㆍ뉴질랜드 FTA는 GATS에서는 일반적인 의무이나 FTA에서는 기본원
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최혜국대우(MFN)를 서비스 장 협정문 본문에 포함시켰으
나, 중국이 체결한 두번째의 포괄적 FTA인 중ㆍ싱가포르 FTA는 최혜국대우를 협
정문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ㆍ뉴질랜드 FTA가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것은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도로 판단된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교역(trade in services) 장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와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예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교역 장은 NAFTA 방식이 아닌 GATS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여
모드 1~3을 적용대상으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양허안이 작성되었다. 모드
4의 경우는 별도의 장(Chapter 10)과 부속서(Annex 9)에 합의하여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과 부속서에 포함되었다.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포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ㆍ뉴질랜
드 FTA 서비스 협정은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서비스 협정에 비해 협정문의 포
21) 부속서 8(Annex 8)에 중국과 뉴질랜드의 양허안(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on
service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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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장 비교
항목

중ᆞ홍콩
중ᆞ아세안 중ᆞ칠레 중ᆞ뉴질랜드 중ᆞ싱가포르
CEPA
(2007)
(2008)
(2008)
(2008)
(2003)

내국민대우(NT)

×

○

○

○

○

시장접근(MA)

○

○

○

○

○

국내규제(DR)

×

○

○

○

○

현지주재(LP)

×

×

×

×

×

최혜국대우(MFN)

×

×

×

○

×

인정(Recognition)

○

○

○

○

○

일시입국(Temporary Entry)

×

×

부속서

○

○

지불 및 송금(Payments and
Transfers)

×

○

×

○

○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

○

○

○

○

투명성(Transparency)

×

○

○

○

○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
자/상관행

×

○

×

○

○

세이프가드 조치

×

○

×

○

○

보조금

×

○

×

○

×

포지티브 양허 방식

○

○

○

○

○

주: ○는 포함됨, ×는 포함 안 됨.
자료: 저자 정리.

괄성이 떨어진다. 양허안에서도 2001년 중국의 GATS 수준보다 크게 앞서나가는
개방수준을 보이지 않아, FTA 서비스 분야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상이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급격한 방식보다는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단계를
고려한 점진적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 서비스 협정운에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단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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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에
도 FTA 서비스 협정 시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과 연계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서비스 개방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정책에 관
한 정부권한을 기존 한국이 체결한 서비스 협정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규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의 차이에
따른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양허안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GATS 수준과 대체로 유사하여, 한ㆍ미 FTA, 한ㆍEU FTA에서 전반적으로
DDA 플러스 수준의 개방에 합의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 서비스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일시입국에 관한 별
도의 장(제10장)과 부속서(Annex 9)가 있고, 부속서 9에서 중국과 뉴질랜드의 양
허 분야가 제시되어 외관상으로는 양국의 양허가 균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의 개념이 협정 본문(제130
조)과 부속서(Annex 11)에 포함되었고, 이 부속서에 따른 구체적인 약속은 중국은
기재하지 않고 뉴질랜드만 기재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
적으로 완료하려는 뉴질랜드가 일시입국 분야에서 민감한 이슈인 고용을 제한적으
로 중국에 허용하면서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특정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되어, 인력이동 분야에 관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2) 서비스 협정의 주요 내용
서비스 협정문은 제9장에서 서비스 교역(trade in services), 제10장에서 자연인
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을 포함하고 있고, 서비스 협정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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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별ㆍ국별 양허안이 부속서 8(Annex 8)에, 양국의 최혜국대우(MFN)
의무적용 서비스 분야가 부속서 9(Annex 9)에 기재되었다.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10(Annex 10)에서 양국은 서비스 공급 인력의 양허범위를 포함하였고, 부
속서 11(Annex 11)에서는 ‘임시고용입국’과 관련, 뉴질랜드의 중국 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포함되지 않아, 인력이동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뉴질랜드와 중국은 투명성을 높이고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FTA
서비스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양국 모두 정부의 서비스 산업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과 지원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권한도 서비스 협정에 포함시켰다.
양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협정은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한 서비스 공급, 정부
조달, 보조금, 일부 항공운송 서비스(105조)를 서비스 협정문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FTA 서비스 협정의 일반의무사항에 내국민대우(NT, 106조), 시장접근
(MA, 108조)을 포함하여 양국이 서비스 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상대국 서
비스 시장 접근을 보장하였다.
부속서(Annex 8)에서 중국과 뉴질랜드는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의무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개방 영역을 GATS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positive approach)을 채택
하여 중국과 뉴질랜드의 서비스 산업 개방영역과 제한사항에 합의하였다.
부속서 9(Annex 9)에서는 미래 MFN의 적용을 받는 양국의 산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적시하여, 기존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에 비해 진전된 형태의 협정에
합의하였다.

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 및 목적
중ㆍ뉴질랜드 FTA의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교역(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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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조치(measures)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는 그 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율하는
협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GATS에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affecting)’
조치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에 행정행위 또는 기타 형태 등으로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22)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
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장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교역 장에서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어 조치에 무엇을 포함하느냐가 중요하다. GATS는 서
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첫째, 서비스의 구매ㆍ지급 또는 이용, 둘째,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공급되도록 회원국이 요구하는 서
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셋째,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서비스 공급 목적으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자연인의 주재(presence)로 정의하고 있다.
중ㆍ뉴질랜드 FTA에서는 GATS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affec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관계되는(relating to)’이라는 용어에 비하면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보다 협의로 정의 하였으며, 한국이 한ㆍ미 FTA에서 제시
하는 조치와는 차별을 보이고 있다. 한ㆍ미 FTA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금융주식의 형태나 또는 채권을 공급하는 조치에도 서비스 장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실
시하였고,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는 서비스 분야 추가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
지하였으며,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도 기존의 GATS 수준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
은 서비스 개방을 실시하였다.

22) GATS 제28조(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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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한ᆞ미 FTA 와 중ᆞ뉴질랜드 FTA 서비스 교역 조치 비교
한ᆞ미 FTA

중ᆞ뉴질랜드 FTA

(a)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 서비스 생산, 분배, 마케팅, 판매 및 배달에 관
한 조치는 서비스 공급의 정의에 포함(GATS
and delivery of a service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와 동일)
(b) the purchase or use of, or payment for, (a) the purchase, payment or use of a service
(GATS 와 동일)
a service(서비스의 구입 혹은 지불)
(c) the access to and use of distribution, (b) the access to and use of,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a service, services which are
transport, o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required by the Parties to be offered to the
and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generally(GATS와 동일)
supply of a service(서비스 공급과 연계한
유통, 운송,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d) the presence in its territory of a service (c) the presence, including commercial presence,
of persons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supplier of the Party; and(서비스 공급자
의 영토내 주제)
the other Party(GATS 와 동일)
(e) the provision of a bond or other from of -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금융주식의 형태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ofr the 나 또는 채권을 공급하는 조치는 서비스 장
supply of a service(서비스 공급의 조건으 의무사항의 적용에서 배제
로 채권이나 금융주식의 공급)
자료: 저자 정리.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도 한ㆍ미 FTA와는 달리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금융주식의 형태나 또는 채권을 공급하는 조치는 협정문 의무사항
적용에서 배제하였고, 서비스 공급과 연계하여 유통ㆍ운송ㆍ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포함시키지 않고 GATS와 동일한 내
용을 채택하였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낮으며, 특히 한ㆍ미 FTA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양국은 서비스 협정문에서 정부의 서비스 규제 권한의 중요성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정부의 서비스 규제
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의 정책 목적과 지방의 상황을 고
려해야 할 필요를 인정하고, 양국 서비스 규제의 발전 정도에 관한 불균형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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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서비스 분야 개방과 동시에 정부의 서비스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였다.
향후 한국이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개방에 대해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 서비스 발전단계에 맞는 개방전략을 강조하기 위
해 동일한 조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규
제의 역할에 대해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어, 향후 한국 서비스 기업이 불이익을 받
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만 서비스 교역 장이 적용되고, 서비스 장의
의무사항 적용에서 정부조달,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한 서비스 공급,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일방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외된다.
항공교통권(air traffic rights), 또는 항공교통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도 서비스 협정의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 3-45. 한ᆞ미 FTA와 중ᆞ뉴질랜드 FTA 의 항공 서비스 조치 적용 비교
한ᆞ미 FTA

중ᆞ뉴질랜드 FTA

- 항공기 수리ᆞ정비 서비스: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during which an aircraft
is withdrawn from service; and
- 특수항공 서비스: specialty air services; or

서비스 장이 이하의 항공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조
치에 적용(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ffecting):
(a) 항공기 수리ᆞ정비 서비스: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b) 항공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the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c) 컴퓨터 예약 서비스: (CRS: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자료: 저자 정리.

또한 항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장의 적용을 받는 분야도 GATS와 동일하
게23)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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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ㆍ미 FTA의 경우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와 특수항공 서비스24)가 서비스 장의 적용을 받았다.

나) 협정문의 주요 의무 및 평가
중ㆍ뉴질랜드 서비스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사항에는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이 포함되었다. 한ㆍ미 FTA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과 함께 현지주재
(LP: Local Presence) 의무 부과 금지가 4대 주요 의무로 포함되었다. [표 3-43]에
서 보듯 중국이 체결한 모든 서비스 협정문의 의무에서 현지주재(LP) 의무부과 금
지가 제외되어 있어 중국이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
건 또는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에서 내국민대우는 GATS와 동일한 수준이고,
동종의 서비스(like services)에 대한 조치에만 적용되어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합
의하였다.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최혜국대우(MFN)의
경우 중국은 중ㆍ뉴질랜드 FTA에서만 의무로 협정문에 포함시켰고, 여타 FTA에
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중ㆍ뉴질랜드 FTA 이후에 타결된 중ㆍ싱가포르 FTA (2008
년 10월 체결), 중ㆍ페루 FTA(2008년 11월 타결)에는 최혜국대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MFN 의무에서 상호주의에 합의하였다. 협정문 제107조에
서 뉴질랜드(중국)가 미래에 체결할 FTA 서비스 협정에서 상대국에 중국(뉴질랜
드)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하는 경우 중국(뉴질랜드)에 자동으로 이를 부여하도
23) GATS에서는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에 기재.
24) 컴퓨터 예약 서비스는 미국과의 항공 협정에 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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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MFN을 부여하지만,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효력
을 발휘하거나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 협정의 경우 MFN 적용에서 배제하
기로 합의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이 미래 MFN 대우 시 해당 분야를 포지티
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중국과 뉴질랜드의 미래 MFN 적
용 서비스 영역은 총 7개 분야로 건설, 환경, 농업ㆍ임업 부수 서비스 등이고, 특히
농업ㆍ임업 부수 서비스의 MFN 적용은 중국이 OECD 국가와의 특혜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유보조항을 삽입하였다. 따라서 농업ㆍ임업 부수 서
비스의 경우 중국이 OECD 국가 이외의 상대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
의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중국은 이 유보조항에 따라 MFN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
표 3-46. 양국의 미래 MFN 적용 서비스 분야
1

건설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512, 514, 516, 517): 건물 건설, 조립식
건설, 설치 작업, 건물 마무리 및 완료 작업

2

환경 서비스(CPC 8672)

3

농업ᆞ임업 부수 서비스(CPC 881, 8814): 이 분야에 대한 중국의 MFN 의무는 OECD
국가와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에만 적용된다는 유보조항에 합의

4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5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6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1, 842, 843, 844, 845, 849)

7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CPC 641,642, 743, 7471, 7472)

자료: 저자 정리.

최혜국대우의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협정문 본문과 적용범위에 있어 양국간
MFN 대우의 균형(balance of MFN treatment)인데, 농업ㆍ임업 부수 서비스에 대
한 중국의 MFN 유보조항은 이러한 균형이 중국 측에 다소 유리하게 기울어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과 뉴질랜드는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제공한 혜택에
대해서는 MFN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여 뉴질랜드는 호주ㆍ태국ㆍ브루나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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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ㆍ싱가포르와 태평양제도(PACER)와의 특혜무역협정에 대하여 MFN 예외를
확보하였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GATS에서 일반의무가 아닌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의무를 서비스 협정문에 포함하여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안에 적용하였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GATS와 동일한 6개 분야의 제한조치25)를 기재하였고, 시장접근 의무
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분야가 양허표에 기재되었다.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안으로
인해 일단 양허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제한사항을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으
면 시장접근 규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국내규제(DR: Domestic Regulation)도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문의 의
무사항으로 포함되었는데, GATS 문안과 유사하고, 국내규제의 핵심 요소인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EST) 테스트가 포함되었다. 양국은 서비스 협정문상의 여타 의무 중 국내규제
(DR)에서 구체적 서비스 양허 범위에 있어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
치가 ‘합리적ㆍ객관적ㆍ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 서비스 무역을 규
율하는 국내규제가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양국이 합
의한 국내규제 의무는 기본적으로 GATS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서비스 규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합의하여 서비스 교역 촉진을 위한 기본정신에 충실하였다.
인정(Recognition)은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서비스를 공급
하는 전문 서비스 인력의 자격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외국인에게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 서비스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
호, 공공안전,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측면이 있
다.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인정’은 GATS와 유사한 내용으로 합의되어 있
25) 한ᆞ미 FTA는 5개 분야의 시장접근 제한조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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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과 전문자격 인정에 관한 협력조항이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나, 한ㆍ미 FTA
에 비해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7. KORUS FTA 와 중ᆞ뉴질랜드 FTA 인정 조항 비교
한ᆞ미 FTA(12.9)

중ᆞ뉴질랜드 FTA(Article 112)

3.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 즉시 정보제공 의무조항 없음
shall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including
appropriate descriptions, concerning any
agreement or arrangement that the Party or
relevant bodies in its territory has concluded
-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혹은
자국내 유관기관이 체결한 조약 혹은 협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해설을 포함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함.
6. Annex 12-A applies to measures adopted -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관한 규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the 정이 없음.
licensing or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as set out in that Annex. -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체계 없음.
- 부속서 12-A는 전문직 서비스 공급업자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
- 부속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구성
-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이 작업반은 협정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한ᆞ
미 FTA 합동위원회에 상호인정 추진 현황
을 보고
자료: 저자 정리.

제113조는 자격인정협력(qualifications recognition cooperation)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중ㆍ뉴질랜드 교육합동위원회(JWG: China-New Zealand Education Joint Working Group) 주도하에 진행된 현재의 자격요건 인정(recognition)
성과를 승인(acknowledge)하고, 학위 및 학문적 자격(academic degrees and qualifications)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력을 JWG가 추가로 탐색하도록 권장(en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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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양국은 제113조 2항에서 중국 노동부와 뉴질랜드 자격국(NZ qualifications authority)이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을 반드시 구성하여(shall establish),
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직업 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s) 상호인정의 가능
성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합동작업반을 반드시 구성하게 한 것은 중국이 체결한 기
존 FTA 협정문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ㆍ미 FTA에 비해
구체적 인정 논의 분야 및 추가논의 가능 분야, 구체적 스케줄 및 진전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 및 직업의 면허 및 자격 인정의 가능성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양국 정부기관을 ‘권장한다(encourage)’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
극적인 상호 인정협력 체계는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채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3-48. KORUS FTA 와 중ᆞ뉴질랜드 FTA 상호인정 메커니즘 비교
KORUS FTA

중ᆞ뉴질랜드 FTA

1.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 표준 및 기준에 관한 구체적 언급 없음.
표준 및 기준
2. 당사국이 협의하는 분야에서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 개발
4.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의 역할
- 관련 전문직 기관간의 상호인정 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 작업반의 역할이 협력 강화 및 가능성 탐사에
-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 그침.
한 표준절차 개발의 타당성
- 상호인정 약정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당사국
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약정의 혜택을 받
는 것을 방해하는 지역정부에서 유지하는 NT,
MA 에 불합치하는 조치
-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등 3개 분야를 - 구체적 시한에 따른 협력 메커니즘 부재
중심으로 논의 개시, 양측 합의 시 협의 분
야 추가 가능
- 작업반 구성: 협정 발효 1년 이내
- 협정 발효 2년 내 공동위원회 보고
- 공동위원회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 의무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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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뉴질랜드는 경상수지 위기 시 임시 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s)
적용을 제202조에서 허용하였다. 세이프가드 부여 시 한ㆍ미 FTA와 동일한 원칙인
공평, 비차별적, 선의의 원칙(EQUITABLE, NON-DISCRIMINATORY, GOOD FAITH)
등이 임시 세이프가드의 기본원칙으로 포함되었다.
중ㆍ뉴질랜드 서비스 협정문 제120조는 서비스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는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정부의 서비스 규제 권한을 규정한 내용이 기재되었
다. 제120조는 양국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 아무 때나 서비스 개방 일정을 개정
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서비스 규제 완화 또는 개방정책의
융통성과 부작용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방일정의 개정 또는
취소 권한을 양국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자유화 진전으로 인한 서비스
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서비스 자유화의 취지에는 맞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조항이 서비스 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인
정한 것으로 보여, 향후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협정문에서 ‘자유화 후퇴 방지장치(Ratchet Mechanism)’를 적용하
지 않아 서비스 자유화 극대화 취지에 어긋나고, 중국의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소
극적 개방의지를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뉴질랜드의 서비스 분야
협력 강화 및 재심의는 제122조에 합의되었다. 중국의 개도국으로서의 상황을 인
정하고 양국간 경제적 발전의 차이를 인정하여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방안 협
력에 함께 노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력을 강조하였으나, 실익이 있는 조항은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123조에서 독점 서비스 공급자의 권한 남용 방지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영역은 제외하였다. 독점 서비스 공급업자의 권한 남용이 있
는 경우 운영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제124조에서 MFN 확대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발효 후 2년 내 및
이후 최소한 매 3년마다 서비스 장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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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교역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포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발효
후 최소한 매 3년마다 협의만을 규정하고, 특정 분야에 관한 별도의 작업반 구성에
는 합의가 없어, 구체적 영역에서의 자유화 진전에 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경우 이러한 재심의 조항이 서비스 자유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는 판
단되지 않는다.
3) 서비스 양허안의 주요 내용
부속서(Annex 8)에서 중국과 뉴질랜드는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의무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개방 영역을 GATS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positive approach)을 채택
하여 중국과 뉴질랜드의 서비스 산업 개방 영역과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사
항에 합의하였다.

가) 뉴질랜드 서비스 양허안
뉴질랜드의 양허안에서 기본적으로 GATS의 양허 범위와 수준을 포함시키고,
일부 서비스 양허 범위에서 모드 1~3에 한해 GATS 양허수준 이상을 약속하였다.
뉴질랜드가 GATS 이상의 양허수준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는 기타 교육 서비스, 환
경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사진 서비스, 복사 서비스, 건설 서비스 등이다.

나) 중국 서비스 양허안
(1) 수평적 양허안
부속서(Annex) 8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을 모드 1, 2, 3으로 구분하여 제
시 하였다. 부속서 10에서는 모드 4, 즉 일시입국(temporary entry)에 관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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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뉴질랜드 GATS 플러스 서비스 분야
분야

내용

기타 교육 서비스(CPC 929*)

- 민간 언어 기관에서 제공되는 훈련
- 민간 중국어 테스팅 센터에서 제공되는 언어평가 서비스
- 뉴질랜드 의무교육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설기관이
제공하는 초등ᆞ중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 모드 1~3 제한사항 없음, 전면개방

환경 서비스(CPC 940*)

- 환경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환경 서비스 제공, 환경 관련
모든 서비스 영역
- 모드 1~3 제한사항 없음, 전면개방

컴퓨터 서비스(CPC 845, 849)

- 사무기기ᆞ시설의 관리 및 수리 서비스, 기타 컴퓨터 서비스
- 모드 1~3 제한사항 없음, 전면개방

사진 서비스(CPC 875)

- 모드 1~3 제한사항 없음, 전면개방

복사 서비스(CPC 87904)

- 모드 1~3 제한사항 없음, 전면개방

건설 서비스(CPC 514, 516, 517)

- 건설 컨설팅 서비스 모드 1~3 제한사항 없음, 건설 컨설팅
서비스 전면개방

주: * 뉴질랜드 양허안 분석.
자료: 저자 정리.

표 3-50. 중국의 수평적 양허 사항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모드 3)
(모드 3)
-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의 경우 외국인 지분 제 - 시청각, 항공 및 의료 서비스 국내
한 25%
공급업자에 대한 기존 보조금 양허
하지 않음(Unbound).
- 지사 설립에 관해서 양허하지 않음(Unbound).
- 대표사무소 이윤추구 금지(단, CPC 861, 862, 863, 865
제외)
토지사용 기간 제한
- 거주 목적은 70년
- 산업 목적은 50년
- 교육, 과학, 문화, 공공의료 및 물리교육 목적은 50년
- 상업, 관광 및 여가활동 목적은 40년
- 포괄적 이용 및 기타 목적은 50년
자료: 중ㆍ뉴질랜드 FTA 수평적 양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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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제시되었고,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중국의 WTO 가입 당시의 특정 약속이
뉴질랜드 서비스 공급업자에게도 적용됨을 규정하였다.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부속
서 8)은 수평적 약속과 분야별 약속으로 구분된다.
우선 수평적 양허의 시장접근 제한사항을 분석하면, 중국은 외자기업을 외국자
본회사(foreign capital enterprises)와 합작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s)으로 분류하
고, 합작기업을 다시 자본합작기업(equity joint venture)과 계약합작기업(contractural
joint ventures)으로 나누어 자본합작기업에 대해서는 모드 3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25% 이상으로 유보하였다.
외자기업 지사설립에 대해서는 미양허, 외자기업 대표사무소 설립은 허가제의
적용을 받으나, CPC 861ㆍ862ㆍ863ㆍ865의 경우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이윤
추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제한사항을 유보하였다. 또한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
가 소유임을 명시하고, 기업과 개인의 토지사용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이 있음을 유보하였다.
수평적 양허사항의 내국민대우 제한사항을 분석하면, 모드 3에서 중국의 시청
각, 항공 및 의료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존의 보조금(all the existing
subsidies)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내
국민대우 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미양허하였다.
FTA에서 GATS 또는 DDA에 비해 추가로 개방된 서비스 분야와 양허 수준의
변화는 서비스 협상의 결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된다. 중ㆍ뉴질랜
드 FTA 서비스 분야 수평적 양허안은 모드 4를 제외하고 모드 3에서 중국의
2001년 GATS 양허안, 2005년 DDA 양허안과 동일한 양허 범위와 수준을 보여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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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양허 범위 및 수준 분석
여기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개방 분야를 GATS와 DDA 2차 양허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ㆍ뉴질랜드 FTA에서의 서비스 개방 범위 및 수준을 전반적으로 판단
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이 WTO/DDA에서는 미양허하였으나, 중ㆍ뉴질랜드 서비스
에서 추가로 양허한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ㆍ뉴질랜드 FTA 중
국의 서비스 양허 분야 중 DDA 2차 양허안보다 개선된 양허 분야는 환경 서비스
모드 3의 7개 분야와 교육 서비스 분야의 추가적인 약속 분야이다. 환경 서비스의
경우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하여 GATS/DDA 2차 양허안에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형태로 허가제 요건이 적용되던 것을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은 외국인
100% 소유 환경 기업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양허수준 변화는 개방을 통해 환경
서비스의 경쟁력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1. DDA 2차 양허안보다 개선된 분야(DDA 플러스)
분야

개선된 내용

비고

교육 서비스

해외유학 사이트 기재 및 평가기준 공동작업

실질적인
진전으로 보기
어려움

환경 서비스
하수도 서비스
고형 폐기물 처리서비스
배출가스 청소 서비스
소음경감 서비스
자연풍광 보호 서비스

- 시장접근 제한 완화: 100% 외국인 소유 기업
환경품질 감독
허용
및 오염원 검사
서비스 제외
- NT: 제한사항 없음.

기타환경 보호 서비스
위생 서비스
주: 중ㆍ뉴질랜드 FTA 중국 서비스 양허가 DDA 2차 양허에 비해 개선된 분야를 분석하였고, 개선된
제한사항은 모드 3의 시장접근 제한사항임.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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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중국의 DDA 양허 및 중ᆞ뉴질랜드 FTA 미양허 분야
DDA 양허/중ᆞ뉴질랜드 FTA 미양허 분야

서비스 분야
도시간 정기승객운송
서비스(CPC 71213)

DDA 수정 양허안에서
- 모드 1, 2: Unbound
- 모드 3: 합작기업, 지분제한, ENT 요건

시장조사 서비스(CPC
86401)

DDA 수정 양허안에서
- 모드 1, 2: Unbound
- 모드 3: MA(합작기업, ENT 요건), NT(Unbound)

DDA 수정 양허안에서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 - 모드 1, 2: Unbound
- 모드 3: MA(합작 요건, 외국인 다수지분 허용, ENT 요건), NT
(CPC 872)
(Unbound)
DDA 수정 양허안에서
- 모드 1: MA(Unbound*), NT(Unbound*)
빌딩청소 서비스(CPC 874)
- 모드 2: 제한 없음.
- 모드 3: MA(외국인 100% 소유기업 허용), NT(제한 없음)
요금 또는 계약 기반
포장재 프린팅 서비스

DDA 수정양 허안에서
- 모드 1, 2: Unbound
- 모드 3: 시장접근에서 ENT 요건

자료: 저자 정리.

표 3-53. 중ᆞ뉴질랜드 FTA 추가기재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GATS 미양허/중ᆞ뉴질랜드 FTA 양허 분야

1. 비즈니스 서비스

F.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d) 경영자문(아래 하위 분야만 해당)
-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서비스(CPC 86601)

10. 오락ᆞ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D. 스포츠 및 기타 오락 서비스(골프를 제외한 CPC 96411,
96412, 96413)

주: 중국이 GATS에서 미기재한 분야를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추가 기재한 서비스 분야 제시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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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이 DDA에서는 양허하였는데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양허하지 않
은 서비스 분야, 즉 DDA 마이너스인 분야는 도시간 정기승객운송 서비스(CPC
71213), 시장조사 서비스(CPC 86401),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CPC 872) 등 총
5개에 달한다.
표 3-54. GATS 보다 개선된 서비스 분야(모드 3)
분야

개선된 내용

비고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CPC 842)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100% 외국인 독자 소유기업 허용 시장접근 완화

입력준비 서비스(CPC 8431)
추가약속 기재로 내용
교육 서비스
해외유학 사이트 기재 및 평가 공
상 실질적 개선으로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
동 작업
보기 어려움.
교육, 기타 교육
환경 서비스
- 하수도 서비스, 고형 폐기물 처리 서
비스, 배출가스 청소 서비스, 소음경 100% 외국인 소유기업 허용
감서비스, 자연풍광 보호 서비스, 기
타 환경보호 서비스, 위생 서비스

시장접근 제한 완화

항공운송
- (d) 항공기 수리 및 유지ᆞ보수 서
시장수요심사(ENT) 요건 삭제
비스
- 컴퓨터 예약 서비스

시장접근 제한 완화, NT
제한은 그대로 유지

자본요건 삭제: 합작법인 설립요건
화물운송대리점 서비스(CPC 748, 749,
(1백만 달러) 및 추가 지사설립 요 시장접근 완화
화물검사 제외)
건(12만 달러) 삭제
자료: 저자 정리.

DDA 2차 양허안과 중ㆍ뉴질랜드 FTA를 비교하면 중국의 서비스 양허 범위
및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 DDA 수준이거나 전반적으로 상기 일부 서비
스 분야에서 DDA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중ㆍ뉴질랜드 FTA의 중국의 서비스 양허를 중국의 GATS와 비교하는 경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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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GATS에서는 미양허하였으나, 중ㆍ뉴질랜드 FTA에
서 추가로 양허한 국경간 서비스 분야(금융 서비스 제외)는 경영자문 서비스(CPC
86601),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CPC 96411, 96412, 96413) 등 이하 2개
분야이다.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추가로 양허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드 3에서 GATS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기재한 서비스 분야는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CPC 842), 데이
터 프로세싱 서비스(CPC843), 입력준비 서비스(CPC 8431), 자동차 유지ㆍ보수
및 정비 서비스(CPC 61120), 교육 서비스, 환경 서비스, 항공기 수리 및 유지ㆍ보
수 서비스, 화물운송대리점 서비스 등의 분야이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는 GATS와
동일한 서비스 양허 영역이지만, 양허수준이 중ㆍ뉴질랜드 FTA의 모드 3에서 개
선되었고, 대부분 시장접근(MA) 제한사항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소유
100% 허용, 시장수요심사 요건 삭제, 자본요건 폐지 등을 통해 시장접근 제한사항
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ㆍ뉴질랜드 FTA의 중국 서비스 양허 범위 및 수준을 전반적으로 판
단해 보면 GATS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부 서비스 분야에 한해 GATS 플
러스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점진적인 서비스 개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중국의 서비스 DDA 양허안도 GATS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국의 GATS 및 DDA 양허안과 중ㆍ뉴질랜드 양허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중ㆍ
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은 GATS보다는 다소 진전된 형태를 띠
고 있으나, DDA 수준보다는 전반적으로 양허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는 한ㆍ미 FTA에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DDA 플러스 수준을 달성한 것과
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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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인의 이동과 비자 이슈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장은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볼 수 없었던 분야
로, 중국과 뉴질랜드 모두 인력이동의 중요성에 공통의 인식을 갖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
다는 판단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
로 협정문과 양허안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자연인’에 대한
정의를 ‘비즈니스 방문자(business visitor)’, ‘계약 서비스 공급업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임원(executives)’, ‘설치자(installer or servicer)’, ‘기업 내 전
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 ‘관리자(manager)’, ‘숙련된 근로자(skilled worker)’,
‘전문가(specialist)’ 등으로 정의하여 용어와 정의의 명확성 향상을 통해 양국간 서
비스 교역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조치가 영향을 주는 구체적 자연인의 범주
를 ‘비즈니스 방문자’, ‘계약 서비스 공급업자’, ‘기업 내 전근자’, ‘숙련된 근로자’,
‘설치자와 서비스업자’로 제한하였고, 시민권ㆍ국적ㆍ영구거주 또는 고용에 관련
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인력이동 장은 ‘일시입국’과 ‘일시고용입국’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자연인의 이
동에 관한 약속에 합의하였는데, ‘일시입국’에 관한 양국의 특정 약속은 부속서
10(Annex 10)에 기재하였고, ‘일시고용입국’은 상대국 노동시장 접근에 관한 약속
을 제130조와 부속서 11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제130조에 따른 ‘일시고용입국’에
관한 약속은 중국은 기재하지 않았고, 뉴질랜드만 구체적인 서비스 분야를 기재하
였다.
중국은 GATS 양허에서 최대 90일까지 허용하였던 비즈니스 방문자의 중국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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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간을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허가하고, 관리자ㆍ임원ㆍ전
문가 인력이 기업 내 전근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기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
하거나 또는 최초 3년 체류를 부여하되, 다만 둘 중 짧은 기간으로 부여하도록 합
의하였다. 설치자와 서비스업자(installer and servicers)의 경우 계약에 따라 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표 3-55. 중국의 자연인 이동에 관한 약속(부속서 10)
분야

제한사항(체류기간 포함)

비즈니스 방문자

최대 6개월까지 체류 허용

기업 내 전근자

계약서에 명시된 최장 기간 또는 최초 3년 이하 허용

설치자와 서비스업자

계약에 따라 정해야 하지만,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저자 정리.

뉴질랜드는 부속서 10에서 ‘비즈니스 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설치자와 서
비스업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였다. 중국의 비즈니스 방문자 및 설치자
와 서비스업자에게 연간 최대 3개월, 임원ㆍ관리자ㆍ기업 내 전근자는 최대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기업 내 전근자로서 선임전문가
(senior specialists)는 12개월간, 그리고 기타 전문가는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쳐
최대 3년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뉴질랜드의 모드 1~3에 있어 GATS 플러스 서비스 영역의 경우 중국의 ‘임원’
과 ‘관리자’는 최초 3년간, 뉴질랜드 체류기간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3년을 더 체
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뉴질랜드는 중국의 ‘전문가’들도 뉴질랜드의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 최초 3년간 체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3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양허하였다.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뉴질랜드의 일시입국 양허는 GATS 플
러스로 2005년 뉴질랜드의 DDA 양허안 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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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양허는 중국의 서비스 공급업자에 관한 것이고, 중
국은 ‘일시고용입국’에 관한 서비스 양허 분야를 기재하지 않았다. 노동시장 테스
트 없이 최대 3년간 일시고용입국이 허용되고, 뉴질랜드의 양허 분야에서 일시고
용입국 체류기간과 함께 자격요건이 분야별로 제시되었다.
표 3-56. 뉴질랜드의 일시고용입국 양허 분야 및 제한사항
양허분야

제한사항(입국자 수, 체류기간 및 기타 자격요건)

- 최대 200명 체류
전통적인 중국 한의사 및
-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되지 않음.
간호사
-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전통 한의학 기관에서 3년 이상 수학 요건
중국 요리사

중국어 강사 보조

중국무술 우슈 코치

중국 관광가이드

- 최대 200명 체류
- 한번에 3년까지 최대 체류 가능
- 중국 요리학교에서 자격증 3의 수준을 취득한 자
- 최대 150명 체류
- 한번에 3년까지 체류 가능
- 고등교육과 3년 이상 수학한 경력 필요
- 최대 150명 체류 가능
- 한번에 최대 3년까지 체류
- 우슈단급이 3~5단계,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우슈학교에서 최소 2년
이상 수학
- 최대 100명까지 체류
- 고용계약에 따라 3년까지 체류

- 20개 분야, 최대 1천 명까지 체류
특정 분야의 중국 숙련
- 컴퓨터 응용 엔지니어, 건축 엔지니어, 수의사, 간호사, 용접공, 영유
노동력
아 교사, 회계사 등
자료: 저자 정리.

20개 구체적 숙련 서비스 분야에서 3년간 최대 1천 명까지 노동시장 테스트 없
이 중국의 서비스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구체적인 숙
련 서비스 각 분야 별로 고용가능한 인원은 최대 1백 명으로 제한되었다. 20개 구
체적 숙련 서비스 분야는 뉴질랜드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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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개 숙련 서비스 분야는 매 5년마다 ‘FTA 자연인의 이동위원회
(committee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가 검토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20개 분야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비자 촉진(visa facilitation)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약속은 어떤 것이든지 기재되
지 않고 뉴질랜드의 약속만 부속서에 합의되어, 중국에 유리한 협상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는 부속서 12(Annex 12)에서 중국 학생에 대한 비자개
선과 중국인에 대한 신규그룹 통과비자(a new group transit visa)를 개설하고 유
지할 것을 양허하였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이수하기 위해 학생비자 서류를 제출한 중국 학생이
뉴질랜드의 비자수여 결정을 10일 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뉴질랜드가
제공하여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서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매우 소극적인 태
도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다자 협상에서의 양허 수준보다 더 진전된 개방을 이루기
위해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못하다. 기체결 FTA 중 가장
개방 수준이 낮은 서비스 FTA는 중ㆍ아세안 서비스 FTA 양허안이다. 중ㆍ아세
안 FTA를 DDA 서비스 양허안과 비교해 보면 DDA에서 기재한 많은 분야를 미
개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양허안은 1단계 개방 패키지로서, 향후 추가적인 협상
을 통해 더욱 확대 개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DDA 양허안과 중ㆍ아세안 FTA의 중국 측 양허안(서비스 무역)
을 비교하면, 중ㆍ아세안 FTA에서 중국의 개방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이는
서비스 무역 개방수준이 높지 않은 상대방 아세안 국가에 대응한 것으로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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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DDA 양허안 및 중ᆞ아세안 FTA(중국 측 양허안) 비교
DDA 및 중ᆞ아세안 FTA 양허 분야

서비스 분야

비고

1. 비즈니스 서비스
A. 전문가 서비스

- DDA: (a) 법률 서비스 등 8개 부문에서 조건 양허
DDA- 중ᆞ아세안 FTA: 미기재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 DDA: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자문 등 5개 분야
동일
- 중ᆞ아세안 FTA: 5개 분야

D. 부동산 서비스

- DDA: (a) 소유/임대부동산 서비스 등 2개 분야
동일
- 중ᆞ아세안 FTA: 2개 분야

F.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 DDA: (a) 광고 서비스 등 15개 서비스 분야 조
건 양허
DDA- 중ᆞ아세안 FTA: (b) 시장조사 서비스 등 7개 조
건 양허, 나머지 8개는 미기재

2. 통신 서비스

- 24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아세안 FTA: 미기재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양자 동일(8개 부문 조건 양허)

DDA동일

4. 유통 서비스

- DDA: 5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아세안 FTA: 미기재

DDA-

5. 교육 서비스

- DDA: 5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아세안 FTA: 미기재

DDA-

6. 환경 서비스

- 양자 동일(7개 부문 조건 양허)

동일

7. 금융 서비스

- DDA: 15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아세안 FTA: 미기재

DDA-

8. 보건 관련 사회 서비스

- 양자 모두 미기재

동일

9. 관광ᆞ여행 관련 서비스

- DDA: 2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아세안 FTA: 미기재

DDA-

10. 오락ᆞ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양자 동일(1개 부문 양허)

동일

11. 운송 서비스

- DDA: 14개 부문 양허
- 중ᆞ아세안 FTA: 8개 부문 양허

DDA-

12. 기타 서비스

- 양자 모두 미기재

동일

자료: 중ㆍ아세안 서비스 FTA 양허안 정리.

수 있다. 중ㆍ아세안 FTA는 전문가, 통신, 유통, 교육, 금융, 운송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가 모두 미기재되어 있다. 한편 DDA 양허안과 완전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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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 DDA 양허안 및 중ᆞ칠레 FTA(중국 측 양허안) 비교
DDA 및 중ᆞ칠레 FTA 양허 분야

서비스 분야

비고

1. 비즈니스 서비스
A. 전문가 서비스

- DDA: (a) 법률 서비스 등 8개 부문에서 조건 양허
- 중ᆞ칠레 FTA: 5개 분야

DDA-

- DDA: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자문 등 5개 분야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중ᆞ칠레 FTA: 5개 분야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DDA+
의 유지ᆞ보수 서비스(CPC 845)
D. 부동산 서비스

- DDA: (a) 소유/임대부동산 서비스 등 2개 분야
- 중ᆞ칠레 FTA: 2개 분야

동일

- DDA: (a) 광고 서비스 등 15개 서비스 분야 조건 양허
F.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 중ᆞ칠레 FTA: 8개 분야. DDA 분야 7개 + 신분야 1 DDA개(채굴 및 탐사 관련 서비스)
2. 통신 서비스

- DDA: 24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칠레 FTA: 미기재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 양자 동일(8개 부문 조건 양허)
서비스

DDA동일

4. 유통 서비스

- DDA: 5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칠레 FTA: 2개 부문

DDA-

5. 교육 서비스

- 양자 동일

동일

6. 환경 서비스

- 양자 동일(7개 부문 조건 양허)

동일

7. 금융 서비스

- DDA: 15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칠레 FTA: 미기재

DDA-

8. 보건ᆞ관련 사회 서비스 - 양자 모두 미기재

동일

9. 관광ᆞ여행 관련 서비스

- DDA: 2개 부문 조건 양허
- 중ᆞ칠레 FTA: 1개 부문 조건 양허

DDA-

10. 오락ᆞ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양자 동일(1개 부문 양허)

동일

11. 운송 서비스

- DDA: 14개 부문 양허
- 중ᆞ칠레 FTA: 6개 부문 양허(항공운송에 신분야 4개)

DDA-

12. 기타 서비스

- 양자 모두 미기재

동일

자료: 중ㆍ칠레 서비스 FTA 양허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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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개방수준을 보인 부문은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오
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부문인데, 이들은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도 최소한
DDA 수준으로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
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한으로 개방할 수 있는 하한선에 해당하는 부문들과 개
방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의 비고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DDA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동일의 세 가지로 판단하였는데, 판단 기준은 양허분
야의 개수이다. 따라서 비록 양허부분의 개수가 적어졌지만 각 양허분야의 개방수
준은 더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중ㆍ칠레 FTA의 경우에도 통신ㆍ금융 서비스는 모두 미기재되었다. 다만 중ㆍ
아세안에서 미기재되었던 전문가 서비스의 일부와 유통 및 운송 서비스의 일부는
기재되었다. 특히 중국이 칠레와 FTA를 신속하게 체결한 주요 동기인 광산 채굴
과 관련한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최초로 DDA 플러스의 개방을 하였
다. 또한 운송 중에서는 DDA에서도 기재하지 않은 항공권 판매, 공항운영 등 4개
항공운송 분야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중ㆍ아세안 및 중ㆍ칠레 FTA에서 중국은
DDA에서 기재한 많은 서비스 분야들을 누락한 반면, 양자 관계에서 특수한 필요
를 가지고 있는 신분야들을 추가로 개방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중ㆍ뉴질랜드 FTA는 기체결한 서비스 FTA 중에서 가장 폭넓은 개방을 보여주
고 있다. 중ㆍ뉴질랜드 FTA 양허안은, 기본적으로 문구들이 2002년 제출된 중국
의 GATS 서비스 양허안과 동일하며,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입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제출된 DDA 양허안은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GATS 양허안에 기초하여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ㆍ뉴질랜드 서비스
FTA 양허안에는 GATS 및 DDA에서 개방한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의 일부 분야
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방한 분야들
도 있다. 더 나아가 개방한 주요 분야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자문 서비스, 교육 서
비스, 환경 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항공운송과 육상운송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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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서비스 분야 양허안은
GATS 및 DDA 양허안에서 실질적인 큰 폭의 개방을 이루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비즈니스 서비스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 서비스, 오락ㆍ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에 대해서는
GATS 및 DDA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 개방하였다. 이러
표 3-59. DDA 양허안 및 중ᆞ뉴질랜드 FTA 양허안 비교
DDA 및 중ᆞ뉴질랜드 FTA 양허안

서비스 분야

비고

1. 비즈니스 서비스
A. 전문가 서비스

- 8개 분야 동일

동일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 5개 분야 동일

동일

D. 부동산 서비스

- 2개 분야 동일

동일

F.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 DDA: (a) 광고 서비스 등 15개 서비스 분야
조건 양허
- 중ᆞ뉴질랜드 FTA: DDA에 기재된 (b) 시장조 DDA사, (k) 인력공급배치, (o) 빌딩청소, (r) 포장재인
쇄, 사무기기 임대, 유지보수 등 5개 분야 누락

2. 통신 서비스

- 24개 부문 동일

동일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8개 부문 동일

동일

4. 유통 서비스

- 5개 부문 동일

동일

5. 교육 서비스

- 5개 부문 동일(추가적 양허)

DDA+

6. 환경 서비스

- 5개 부문 동일

동일

7. 금융 서비스

- 15개 부문 동일

동일

8. 보건ᆞ관련 사회 서비스

- 양자 모두 미기재

동일

9. 관광ᆞ여행 관련 서비스

- 2개 분야 동일

동일

10. 오락ᆞ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1개 분야 동일

동일

11. 운송 서비스

- DDA: 14개 분야
- 중ᆞ뉴질랜드: 14개 분야(DDA 분야 중 도시간 정 유사
기승객운송 누락, 자동차 유지ᆞ보수 정비 포함)

12. 기타 서비스

- 양자 모두 미기재

자료: 중ㆍ뉴질랜드 서비스 FTA 양허안 정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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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 산업 분야들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고 판단
되는 부문일 것이다. 특히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모드 1, 모드 2의 경우 완전 개방
했을 뿐 아니라, 모드 3에서도 100% 외자지분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서 외국투자로 자본ㆍ인력ㆍ기술 등을 유치하려는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 서
비스에 있어서도 GATS/DDA에서는 외국인 다수지분의 조인트벤처만 허용했던
것을 중ㆍ뉴질랜드 FTA, 중ㆍ아세안 FTA, 중ㆍ칠레 FTA에서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환경 서비스 산업에 대해 수요가 증가할 것과 더 높은 품질의
환경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ㆍ통
신ㆍ유통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WTO 이상의 양허를 하고 있는 FTA는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이 분야에서 더 진전된 개방을 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60. 중ᆞ홍콩 CEPA 양허안의 GATS 플러스 양허 내용
양허 분야

양허 내용

1. 비즈니스 서비스
A. 전문가 서비스

(a) 법률

- 중국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홍콩 법률회사는 중국 법률회사와 제휴
할 수 있으나, 합자형태는 금함. 이 회사의 홍콩 변호사는 중국법률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음. 홍콩 변호사는 오직 한 개의 중국 법
률회사에만 고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타 국적의 다른 법률회사
대표사무소에 동시에 고용될 수 없음(I&II).
- 2007년 1월부터 홍콩과 관련된 혼인 및 상속 관련 사건에서 중국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2007년 1월부터 홍콩 사
건변호사는 중국에서 민사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 가능(III&IV)
-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중국 법률회사와도 제
휴 가능(VI)

(b) 회계, 감사, 부기

- 홍콩 자문회사에 의해 설립된 자문회사는 부기 서비스 제공 가능(I&II)
- 임시회계 비즈니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III&IV)
- 임시회계 비즈니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

(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 중국의 수요에 따른 수량제한을 적용하며, 중국 파트너와 합작법인
병원 및 의료원 설립, 외국인 다수 지분 허용(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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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계속
양허 분야

양허 내용

- 합작법인 투자요건 1천만 위안으로 완화. 2009년 1월부터 광둥성에
독자 외래진료병원(outpatient clinics) 설립 허용. 광둥성에 설립하는
합작법인 외래진료병원에 대한 홍콩과 중국 측 파트너 사이의 지분비
율 제한 없음(V&VI).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 2008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 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 허
용.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V&VI)

D. 부동산 서비스
(a) 소유/임대부동산 서 - 고수준(high standard real estate project) 부동산 프로젝트 서비스
비스
허용
(b) 수임료/계약기반 부
- 독자기업 허용, 수임료나 계약 기반의 부동산 서비스 허용
동산 서비스
F.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c) 경영자문

- 중국 회사법에 명시된 최소 등록자본 요건에 따름.
- 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
은 10만 위안을 넘지 않음.

(k)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CPC 872)

- 홍콩 서비스업자는 중국에 직업알선소 및 직업중개소 독자설립 허용,
최소 등록자본 요건 12만 5천 US달러. 2009년 1월부터 광둥에 중국에
직업알선소 및 직업중개소를 독자로 설립할 경우 최소 등록자본 요건은
10만 위안이며, 이는 광둥의 중국기업에 대한 요건을 따르는 것임.

(r) 요금 또는 계약 기 반 포장재 프린팅
서비스

홍콩 독자지분 기업 허용(I&II)
독자 혹은 합작법인 설립하여 홍콩 및 마카오의 전시 서비스 제공 가
능. 시험적으로 광둥과 상하이 시에 설립된 홍콩 서비스업자의 합작
법인나 독자기업은 해외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음. 광둥과 상하이에서
국경간 공급형태로 전시 기획 가능(III&IV)

2. 통신 서비스
DDA+4개 분야 지분 상한 50%. 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비스, 저장 및
송신 서비스, 콜센터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I&II)
C. 통신 서비스: 부가가치
IP 기반의 VPN(IPVPN) 서비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서비스
수 있도록 허용, 홍콩 측 지분 상한은 50% 미만이며, 지역적 제한은 없
음(V&VI).
D. 시청각 서비스
- 비디오 유통

- 홍콩 지분 70%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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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계속
양허 분야

- 음악 레코딩 유통 서
비스

양허 내용

- 영화관 건축, 리노베이션 및 운영 허용, 독자회사 설립 허용(I&II). 한
지역에 다수의 영화관 건축, 리노베이션 허용(III&IV). 공동제작 영
화, TV 드라마, CATV 네트워크 등 추가 개방

- 외국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중외 합작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 허용
- 홍콩 서비스업자에 의해 중국에 설립된 건설기업이 중국 외에서 이룬 건
설계약 실적을 건설기업 자격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허용(I&II)
3.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 기업의 중국기업 설립을 위한 등급
서비스
평가 시 홍콩과 중국에서의 실적을 동시에 고려. 둘 이상의 홍콩 서비
CPC 511, 512, 513,
스 공급자가 제휴하여 도시계획 서비스 기업 설립 시 개별 기업들의 홍
514, 515, 516, 517,
콩과 중국 내에서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함(III&IV).
518
- 건설 및 엔지니어 설계 회사를 합자나 합영 형태로 설립할 경우 총자
산에서 중국 측 파트너의 등록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 폐
지(V&VI)
4. 유통 서비스
A. (소금ᆞ담배 제외) 위
- 중국과의 평균 연간 거래액이 신청 전 3년간 1천만 US달러 이상(혹
탁대리 서비스
은 해당 기업이 중서부 지역에 설립될 경우 5백만 US달러)
B. (소금ᆞ담배 제외) 도
- 최소 자본금은 2천만 RMB(중서부 지역은 1천만 RMB)
매무역 서비스

C. 소매 서비스
(담배 제외)

- 소매상업기업 설립 기업의 요구조건 폐지.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제초필름 및 가공유에 대한 소매판매 허용. 중국 국내 자동
차 유통 법규에 따른 자동차 소매 판매 허용(I&II)
- 화학비료, 가공유 및 원유의 위탁판매업 허용, 화학비료의 도소매업
허용. 이 기업이 개업상점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소유지분 제한
은 51% 에서 65% 미만으로 상향(III&IV)

6. 환경 서비스(환경품질 감
환경보호 서비스를 위한 홍콩 독자기업 설립 허용
독 및 오염원 검사 제외)
7. 금융 서비스

A. 보험

- 홍콩 보험사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그룹 구성, 전략적 합병 등
허용, 시장접근 조건
∙ 50억 US달러 이상 총자산
∙ 그룹 내 한 개 기업의 30년 이상 영업 경력
∙ 그룹 내 한 개 기업의 2년 이상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 중국 보험사에서 홍콩 보험사의 지분비율은 24.9%를 초과할 수 없음.

B. 은행

- 홍콩 은행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총자산 조건은 60억 US달러 이
상, 합작법인 은행 설립 전 대표사무소 설립 요구조건 폐지. 홍콩은
행의 중국 지점은 보험영업 허용. RMB 영업 요구조건 완화(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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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계속
양허 분야

양허 내용

- 홍콩은행의 위안화 영업조건 산정을 위해서는 중국 내 모든 지점의
자산 합산(III&IV)
C: 증권

- 홍콩 중개사는 중국에 합작법인 선물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지
분 상한 49%). 합작법인 선물 중개회사의 사업영역은 중국회사와 동
일. 중국 선물 중개회사의 현 최소자본 요건은 300만 RMB 임.

- 중국에 독자기업을 설립하려는 홍콩 여행사의 연간 거래액은 2,500
만 US달러 이상, 합작법인 여행사의 경우 연간 거래액 1,200만 US
달러 이상(기타 외자기업 4000만 달러). 광둥지역 영주권자를 위한
9. 관광 및 여행 서비스
홍콩ᆞ마카오 그룹 관광사업 신청(III&IV)
- 연간 관광수입 요건이 독자 여행사의 경우 1,500만 US달러, 합작법
인 경우 800만 US달러로 더욱 완화됨(V&VI).
- 합영기업, 합자기업 혹은 독자기업 형태로 중국에 공연장 설립 허용.
홍콩 공연예술업자의 중국 내 지점설립 허용. 합영 혹은 합자기업 형
10. 오락, 문화 및 스포츠
태로 중국에 공연대행업 기업 설립 허용. 중국 측 다수지분 조건으로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중국에 인터넷 문화사업 단위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사업장 설립
제외)
허용. 합영기업, 합자기업 혹은 독자기업 형태로 중국에 아트 갤러리,
아트숍 및 예술전시 단위 설립 허용.
11. 운송 서비스
A. 해상운송

-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독자기업 설립 허용. 세관절차를 준수하는 한
빈 컨테이너의 이동을 위해 정기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I&II)
- 예인선 서비스, 선박 유지ᆞ보수,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 컨테이너
부품 무역 및 구매와 매수 서비스, 홍콩 등록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단위 설립 허용(III&IV)

주: 괄호 안의 로마자는 CEPA 보충협상 단계를 표시함.
자료: 중ㆍ홍콩 CEPA 각 협정문 양허안에서 필자 정리.

한편 중국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서비스 개방 수준을 보이는 중ㆍ홍콩
CEPA의 경우에는, 양자의 특수관계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FTA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각 부문별로 개방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상한선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표 3-60]은 중ㆍ홍콩
CEPA에서 GATS보다 더 진전된 개방을 허용한 분야들을 CEPA협상 단계별로 정
리한 것이다.
5차에 걸친 추가협상의 단계마다 많은 개방을 허용한 서비스 분야는 법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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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시청각 분야, 관광 및 여행 서비스 등이다. 또한 금융과 통신, 유통, 운송 서비
스 등에서도 기체결 FTA에서는 미기재하거나 GATS에서 진전된 개방을 하지 않
았던 중국이 기업설립 요건이나 사업범위 등에서 폭넓은 개방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중ㆍ홍콩 CEPA에서는 WTO 및 기체결 FTA에서 개방된 적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서비스업, 공공설비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서비스 분야들의 국내기업진출가능성을 조사하고, 협상시 추가개방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이 GATS/DDA에서 더 나아간
개방을 양자 FTA에서 양허할 경우, 중ㆍ홍콩 CEPA의 단계적 개방 수준과 유사
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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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서비스화는 생산 및 고용 부문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에 대한 최종 및 중간 수요가 증가하는 등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
스 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서비스화는 선진경제의 구조 변화를 특
징짓는 중요한 흐름으로,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적어도 고용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서비스 산업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서비스 경
제의 선두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서비스화가 진행되어
2000년에는 서비스 산업이 전체 고용의 74%를 차지하였다. OECD 국가에서도 서
비스업은 이미 고용뿐만 아니라 산출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서비스 수요의 높은 소득 탄력성으로 인한
노동의 재분배를 서비스화의 원인으로 보고, 서비스화 현상을 경제 전체의 성장 둔
화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금융ㆍ사업ㆍ통신 등 지식기
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의 국제교역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단지 최종재가 아니라, 아웃소싱에 따른 중간
재로서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한국과 중국 역시 경제의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발
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의 확대, 이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외자기업 진출 확대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생산ㆍ고용ㆍ교역의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즉 경
제의 서비스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Singelmann
분류체계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비중을 통해 양국의 서비스 산업 구조가 지
니고 있는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26)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한ㆍ중 FTA에서 서
26) 서비스 산업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국민 계정
상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ᆞ가스ᆞ수도업, 건설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활동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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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협정이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생산의 서비스화는 크게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재
로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비중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GDP 중에서 서
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8.6%에서 2007년 57.6%로 19.0%포인트 증
가하였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중 22.7%에서 27.9%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림수산업 등
기타 부문은 같은 기간 38.7%에서 14.5%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감
표 4-1. 한국의 산업별 GDP 대비 비중
(단위: %)

산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서비스

38.6

45.6

49.5

51.8

54.4

56.3

57.6

제조업

22.7

24.3

27.3

27.6

29.4

28.4

27.9

*

기타

38.7

30.1

23.2

20.6

16.2

15.3

14.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농림어업, 광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건설업.
자료: 한국은행 ECOS.

함. 세부적인 업종 분류는 한국의 경우 2007년 말 9차 개정 이전 분류인 한국 통계청 고시 제
2000-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반하고, 중국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국민경제산업분
류｣(GB/T4754-2002)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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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세부 업종별로 서비스 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1980
년 5.0%에서 2007년 14.3%로 크게 증가하여 현재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이 같은 기간 중 4.5%에서 9.1%로 크게 증가
하였고, 통신업, 오락ㆍ문화 서비스업 등의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80
년 각각 12.6%와 16.6%에서 2007년 현재 각각 12.1%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교
육 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 15.5%에서 8.0%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
식숙박업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 한국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7

도소매업

12.6

13.6

15.0

13.9

13.7

12.1

음식숙박업

5.1

5.0

5.0

5.0

5.0

4.4

운수업

8.2

8.2

7.9

7.4

8.1

8.2

통신업

0.6

0.7

1.1

1.8

4.1

6.8

금융보험업

5.0

6.0

9.5

13.1

11.9

14.3

부동산ᆞ임대업

16.6

16.3

14.3

13.6

14.0

12.1

사업 서비스업

4.5

5.8

7.6

8.8

8.9

9.1

공공행정 및 국방

20.2

15.8

12.5

10.5

9.8

8.8

교육 서비스업

15.5

14.6

11.8

9.8

8.7

8.0

보건ᆞ사회복지

2.5

4.8

5.1

4.8

4.2

4.4

업종

오락ᆞ문화 서비스

1.4

1.6

1.7

2.1

2.3

5.9

기타 공공 및 개인 서비스

3.3

3.0

3.4

3.6

3.5

2.6

기타 서비스

4.6

4.6

5.1

5.7

5.8

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비스업 전체

주: 서비스 분류는 한국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함.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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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을 재분류하여 살펴보면,27) 2007년 현재 생산자
서비스가 서비스업 전체 부가가치의 37.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준
다. 그리고 유통 서비스가 1995년 24.5%에서 2007년 28.8%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고, 2000년대 들어 사회 서비스의 비중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ingelmann
분류체계에 따르면,28) 생산자 서비스와 유통 서비스는 제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입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 서비
스 부문의 비중은 단순히 서비스 산업의 비중뿐만 아니라 제조업과의 연관관계를
동시에 반영한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핵심으로 서비스 산업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한국은 생산자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여
그림 4-1.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27) 서비스 산업의 재분류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Browning-Singelmann 분류체계(Schettkat, R.
and L. Yocarini. 2003, p. 14)를 참고하여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을 유통 서비스(distribution service: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 공공행정ᆞ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ᆞ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기타 공공ᆞ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4개 부문으로 분류한다.
28) Schettkat, R. and L. Yocarini(200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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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서비스 부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유통 서비스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 이는 통신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산출물을 통해 측정한 서비스재의 생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 생산에 중간 투입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표 4-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산출액에 대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1995년 34.1%에서 2000
년 39.0%, 2003년 40.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4-3. 한국의 산업별 산출액 구성 추이
(단위: %)

산업

1995

2000

2003

일본(2000)

농림어업 및 광업

4.2

2.9

2.5

1.5

제조업

47.6

46.5

44.5

31.9

전기ᆞ가스ᆞ수도 및 건설업

11.6

9.4

10.4

10.5

서비스업

34.1

39.0

40.6

55.3

기타

2.5

2.2

2.0

0.8

전체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은행(2007).

국내 총산출을 위해 투입된 중간재, 즉 총투입에서 서비스 투입이 차지하는 비
중 또한 1990년 25.8%에서 1995년 30.0%, 2003년 33.2%로 계속 높아졌다. 중간
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의 중간
재 서비스 투입 비중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이
다. 총 중간투입에서 서비스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기준 47.9%였던 일
본의 서비스 중간 투입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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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가 상대
적으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4. 한국의 중간투입 구성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2003

물적 투입 비중

74.2

70.0

68.5

66.8

52.1

서비스 투입 비중

25.8

30.0

31.5

33.2

47.9

총 중간투입

100.0

100.0

100.0

100.0

100.0

산 업
*

일본(2000)

주: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ㆍ가스ㆍ수도업, 건설업.
자료: 한국은행(2007).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가 서비스 산업의 전체 부가가치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전문성과 생산성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
히 낮은 수준이다.29) 따라서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
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서비스업 아웃소싱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난다. 이것은 현재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나. 고용의 서비스화
경제 전반에 걸친 서비스업 부문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서
면서 계속 감소하여 2007년 그 비중이 17.6%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1980년 38.6%에서 2007년 현재 6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7년 기
29)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와 생산성에 관한 더 구체적인 연구로는 허재준 외(2007), 김현정(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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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산업 전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보다 9.1%포인트 높은 수치
이다. 기타 산업 부문의 취업 비중 감소는 대부분 1차 산업인 농림ㆍ어업에 기인하
며, 건설업과 전기ㆍ가스ㆍ수도업의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5. 한국의 산업별 취업 비중
(단위: %)

산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서비스

38.6

45.6

47.7

54.8

61.2

65.2

66.7

제조업

22.7

24.3

27.9

23.6

20.3

18.5

17.6

*

기타

38.7

30.1

24.4

21.6

18.5

16.3

15.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농림어업, 광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건설업.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2.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2000~07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2000년 대비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면, 2007년 현재 전체 산업의 취업
자 수가 227만 7천 명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과 제조업 부문은 각각 51만 7천
명, 17만 4천 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산업 전체의 취
업자 수 증가분을 넘어서는 268만 명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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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업종별로 서비스업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도소매업, 음식숙
박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4개 업
종의 취업 비중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2007년
현재 각각 23.5%와 13.1%로 전체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다. 전체 서비스업에서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는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 보건ㆍ사회복
지, 부동산ㆍ임대 등이 있다.
표 4-6. 한국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취업 비중
(단위: %)

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소매업

29.6

29.2

28.5

27.5

26.2

25.2

24.3

23.5

음식숙박업

14.8

14.4

14.3

14.1

14.2

13.8

13.4

13.1

운수업

8.3

8.3

8.1

7.7

7.8

7.7

7.6

7.8

통신업

1.5

1.5

1.6

1.8

1.7

1.9

2.0

1.8

금융 및 보험업

5.8

5.6

5.2

5.3

5.1

5.0

5.2

5.2

부동산ᆞ임대업

2.7

2.8

2.9

3.0

3.1

3.3

3.3

3.2

사업 서비스업

7.8

8.5

8.9

9.3

10.1

10.4

10.9

11.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5.9

5.2

5.0

5.4

5.3

5.3

5.3

5.1

교육 서비스업

9.2

9.2

9.5

10.6

10.4

10.5

10.9

10.8

보건ᆞ사회복지

3.3

3.6

3.9

3.8

4.1

4.3

4.5

4.8

오락ᆞ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2.8

2.9

3.0

3.0

3.2

3.4

3.3

3.2

기타 공공ᆞ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6.8

7.2

7.4

7.1

8.1

8.2

8.4

8.7

가사 서비스업

1.4

1.5

1.5

1.4

0.9

0.9

0.9

1.0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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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세부 업종 가운데 2000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사
업 서비스 부문으로 2007년 현재 83만 5천 명이 증가하였고, 교육 서비스와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 서비스가 2000년 대비 각각 49만 6천 명, 46만 7천 명이 증
가하여 그 뒤를 잇고 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서비스 업종은 도소매업과 가사 서
비스업으로 각각 15만 6천 명과 2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화(2000~07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1995~2007 기간 중 서비스업 부가가치 기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던 생산자 서비스가 고용 측면에서는 2007년 기준 20.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비중에서 여타 서비스 부문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던 유
통서비스도 1995년 43.7%에서 2007년 33.1%로 고용 흡수력이 크게 감소하였는
데, 이는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통 서비스를 제외한
여타 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은 같은 기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생산자 서비스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 14.8%에서 2007년
20.2%로 5.4%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가 크게 증가
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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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다. 교역의 서비스화
서비스 교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위치를 고려하
여 서비스 교역을 네 가지 공급형태, 즉 모드 1(국경간 공급), 모드 2(해외소비),
모드 3(상업적 주재), 모드 4(자연인 이동)로 분류하고 있어 서비스 무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급형태별로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통
계상 제약으로 인해 여기에서는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에 제시된 서비스 무역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IMF의 BOP 통
계는 서비스 교역 현황을 제시하였지만,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 이동으로 이루어지
는 교역 통계는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BOP 통계는 소득이전 등의 금융거래를 보
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타 통계에 비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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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BOP 기준)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합계

283.9 365.9
329.6 403.8
418.8 499.3
451.3 587.9
518.7 706.4
-136.6
-187.7
-82.0
-74.2
-80.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운송

132.2 113.0
171.8 136.1
225.3 176.6
238.8 201.4
258.6 233.9
37.4
24.7
19.1
35.7
48.7
(46.6) (30.9)
(52.1) (33.7)
(53.8) (35.4)
(52.9) (34.3)
(49.9) (33.1)

여행

59.4 104.6
53.6 101.0
60.7 123.5
58.1 154.1
53.2 182.4
-45.3
-47.4
-62.8
-96
-129.2
(10.3) (25.8)
(20.9) (28.6)
(16.3) (25.0)
(14.5) (24.7)
(12.9) (26.2)

커뮤니 3.8 6.9
3.4 6.9
4.5 6.4
4.4 7.7
4.7 7.8
-3.3
-3.1
-3.1
-3.5
-1.9
케이션 (1.3) (1.9)
(0.9) (1.1)
(1.0) (1.7)
(1.1) (1.3)
(1.0) (1.3)
건설

0.4 0.2
0.4 0.1
1.0 0.04
1.1 0.06
0.2
0.2
1.0
(0.1) (0.1)
(0.1) (0.0)
(0.2) (0.0)
(0.2) (0.0)

보험

0.4 5.7
0.3 3.9
1.4 4.6
1.7 7.3
3.7 9.1
-5.3
-3.6
-3.2
-5.6
-5.4
(0.7) (1.3)
(0.1) (1.6)
(0.1) (1.0)
(0.3) (0.9)
(0.4) (1.2)

금융

6.9 0.7
7.0 1.0
10.8 1.3
16.5 2.4
25.6 6.2
14.1
19.4
6.3
6.0
9.5
(4.9) (0.9)
(2.4) (0.2)
(2.1) (0.3)
(2.6) (0.3)
(3.7) (0.4)

1.0

1.3 0.03
(0.3) (0.0)

1.3

컴퓨터 0.2 1.2
0.3 1.3
0.3 1.6
0.6 1.8
2.4 7.7
-1.2
-5.3
-1.0
-1.0
-1.3
및 정보 (0.1) (0.3)
(0.1) (0.3)
(0.1) (0.3)
(0.1) (0.3)
(0.5) (1.1)
특허권

20.1 44.9
8.4 30.0
13.1 35.7
18.6 44.5
19.1 45.6
-21.7
-22.6
-25.9
-26.5
-24.8
(4.0) (8.8)
(4.4) (8.9)
(4.2) (7.8)
(3.9) (6.4)
(2.9) (8.2)

사업

60.1 96.1
66.9 110.5
81.3 131.6
94.2 155.4
130.7 199.1
-36.0
-43.6
-50.3
-61.2
-68.4
(21.2) (26.3)
(20.3) (27.4)
(19.4) (26.4)
(20.9) (26.4)
(25.2) (28.2)

개인문 1.8 2.8
0.8 2.6
1.3 3.8
2.7 4.8
3.7 6.8
-1.0
-1.9
-2.5
-2.1
-3.1
화오락 (0.7) (0.8)
(0.2) (0.6)
(0.3) (0.8)
(0.6) (0.8)
(0.7) (1.0)
주: ( ) 안의 숫자는 서비스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IMF(2007),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BOP 통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518.7억 달러, 서비스
수입은 706.4억 달러로 약 187.7억 달러의 서비스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2

30) 윤창인ᆞ이준규(200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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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2억 달러의 적자 규모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고, 2005년에 들어서 그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운송ㆍ건설ㆍ금융 부문이 각각
24.7억 달러, 1.3억 달러, 19.4억 달러로 소규모 흑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서비스
분야는 모두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행수지의 적자 규모가 2002년 45.3억
달러에서 2006년 129.2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 서비스업 총 적자 금액
의 68.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서비스 부문이 같은 기간 36억 달러에서
68.4억 달러로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서비스의 전체 수출과 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운송, 여행 그리고 사업 서
비스로, 이 3대 서비스 부문은 2006년 기준 서비스 전체 수출과 수입의 각각
85.4%와 87.1%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운송 서비스가 2006년 전체 수출입의 각
각 49.9%와 33.1%를 점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 서비스는 각각
25.2%와 28.2%, 여행 서비스는 각각 10.3%와 25.8%를 기록하였다. 사업 서비스
의 교역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케팅, 광
고, 무역업무 등 현지에서의 지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확대되었다. 경
제의 글로벌화로 서비스의 국경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
은 서비스 교역의 상당부분이 물류와 사람의 이동에 수반되는 운송과 여행 서비스
에 집중되어 있다.
BOP상의 교역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모드 1의 운송 서비스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모드 2에 의한 여행, 모드 3에 따른 사업 서비스 등 기타 서비
스 수출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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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개혁개방 후 30여 년간 중국의 산업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 30.2%에서 2007년 현재 11.3%로 크게 감소하였고, 2차
산업은 1980년 48.2%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7년 48.6%를 기록하였다. 3차 산업의 GDP 비중은 같은 기간 중
21.6%에서 40.1%로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000년 이후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표 4-8. 중국의 산업별 GDP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1차 산업

30.2

28.4

27.1

20.0

15.1

12.2

11.3

2차 산업

48.2

42.9

41.3

47.1

45.9

47.7

48.6

3차 산업

21.6

28.7

31.6

32.9

39.0

40.1

4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中国國家统计年鉴(2008).

최근 3차 산업의 증가세가 둔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2001년부터 심화된 소비구
조의 고도화와 도시화에 따른 중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2차 산업의 부가가
치 증가율이 3차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중
국의 GDP 대비 3차 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선진국과 비교하
면(1999년 기준, 69.5%) 그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보다
훨씬 낮은 인도(2002년 기준, 50.7%)보다도 서비스 산업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

176 한ᆞ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고 있다. 이는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개발, 정보컨설팅 등 생산자 서비스 부
문과 도시화 수준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4-9]에서 통계상 기타 서비스 부문으
로 분류된 항목을 제외하고 2007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업종은 도ㆍ소매업으로 18.2%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교통운수ㆍ창고
및 우편업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서비스 업종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임대 및 사업 서비스, 과학연구ㆍ기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표 4-9. 중국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업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21.7

16.3

19.8

16.2

15.9

14.8

14.6

도ᆞ소매업

19.7

31.0

21.5

23.9

21.1

18.4

18.2

주택, 요식업

4.8

5.3

5.1

6.0

5.5

5.7

5.7

금융업

7.6

10.1

17.3

14.0

10.6

8.6

11.1

부동산업

9.8

8.3

11.2

11.8

10.7

11.2

11.8

기타

36.3

28.9

25.0

28.0

36.2

41.3

38.6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임대 및 사업 서비스, 과학연구ㆍ기술 서비스 및 지질 탐사, 수리ㆍ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교육, 위생ㆍ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문화ㆍ스포츠 및 오락 산업, 공공관
리와 사회기구.
자료: 中国國家統計年鉴(2008).

한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생산자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1981~2000년 기간 중 그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17.8%로, 같은 기
간 서비스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한다.31) 중국 생산자 서비스의 GDP 비중
은 1981년 8.2%에서 2000년 12.2%로 4%포인트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총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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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2.8%에서 53.9%로 11.1%포인트 상승하였다.
생산자 서비스의 발전은 서비스 산업 내의 분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간의 분업
수준도 반영한다. 특히 공업화 단계에서 생산자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제조
업으로, 최근 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중국에서 생산자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
게 부각되고 있다.
표 4-10. 중국의 생산자 서비스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구분

1981

1983

1987

1990

1992

총량

1,409

1,713

3,880

3,579

9,545 17,547 25,116 31,311

-

10.3

22.7

-2.7

63.3

22.5

12.2

12.3

GDP 비중

8.2

8.2

10.9

8.5

13.9

11.2

11.1

12.2

서비스업
총산출 비중2)

42.8

40.7

47.5

47.2

56.3

56.8

52.1

53.9

증가율
1)

1995

1997

2000

주: 1) GDP에서 생산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2) 서비스업 총산출에서 생산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王子先(2008), p. 57.

국내 총산출을 위해 중간재로서 공급된 서비스의 투입 비중은 2000년 기준
19%로, 같은 해 31.5%였던 한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중국과 함께
BRICs를 구성하고 있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보다도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매
우 낮은 상황이다.

31) 일반적으로 생산자 서비스는 최종소비 수요를 직접 충족시키는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에 대별되는 개념으로, 제품과 서비스 생산자의 중간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 부문을 지칭
한다. 그러나 실제 통계상에서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업종을 분류해내는 것은 매우 복
잡하고 일관성을 지니기 어려운 작업으로, 여기서 언급되는 중국의 생산자 서비스는 교통운송ᆞ저
장, 정보전송ᆞ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 도소매 무역업, 금융ᆞ보험업, 임대와 사업 서비
스업, 과학연구ᆞ기술 서비스와 지질 탐사업, 수리ᆞ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을 포함함(王子先
2008,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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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국가별 중간투입의 구성
(단위: %)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2000

2000

1998~99

2000

OECD 13개국
평균

물적 투입 비중

81.0

67.5

70.5

69.1

55.4

서비스 투입 비중

19.0

32.5

29.5

30.9

44.6

총 중간투입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주: OECD 13개국은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을 포함함.
자료: 王子先(2008), pp. 15~16.

다시 말해 제품과 서비스 생산자의 중간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 생산자 서비스의 대부분이 노동집약형 업종에 집중
되어 있고, 자본이나 기술, 인적자원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업종의 발
달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고용의 서비스화
산업별 취업 비중을 보면, 중국의 고용 부문은 여전히 1차 산업, 특히 농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이는 여타 산업에 비해 1차 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유지하여 고용 흡수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차 산업은 1980
년 전체 고용의 68.7%를 차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현재
40.8%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은 1980년 18.2%에
서 2007년 26.8%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13.1%에서 32.4%로 취업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의 취업 증가율이 제조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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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1990년대 초반부터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제조업을 상회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40.1%인 것
과 비교하면, 고용 측면에서 진행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중국의 산업별 취업 비중
(단위: %)

자료: 中国國家統計年鉴(2008).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서비스업의 업종별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2003~07
년 동안 교통운송ㆍ저장 및 체신업과 도ㆍ소매업만이 고용비중 감소를 보여주었
고, 그 외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교육 서비
스가 전체 서비스업의 24.4%로 가장 높은 취업비중을 점하였고, 공공관리 및 사회
기구와 교통운송ㆍ저장 및 체신업, 위생ㆍ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도ㆍ소매업이 각
각 20.7%, 10%, 8.7%, 8.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80 한ᆞ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표 4-12. 중국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도시취업 비중
(단위: 만 명, %)

업 종

2003

2004

2005

2006

2007

교통운송ᆞ저장 및 체신업

636.5
(10.8)

631.8
(10.6)

613.9
(10.2)

612.7
(10.0)

623.1
(10.0)

정보전송,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116.8
(2.0)

123.7
(2.1)

130.1
(2.2)

138.2
(2.3)

150.2
(2.4)

도ᆞ소매업

628.1
(10.7)

586.7
(9.9)

544
(9.1)

515.7
(8.4)

506.9
(8.1)

음식ᆞ숙박업

172.1
(2.9)

177.1
(3.0)

181.2
(3.0)

183.9
(3.0)

185.8
(3.0)

금융업

353.3
(6.0)

356
(6.0)

359.3
(6.0)

367.4
(6.0)

389.7
(6.2)

부동산업

120.2
(2.0)

133.4
(2.2)

146.5
(2.4)

153.9
(2.5)

166.5
(2.7)

임대 및 사업서비스

183.5
(3.1)

194.4
(3.3)

218.5
(3.6)

236.7
(3.9)

247.2
(4.0)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 및
지질탐사

221.9
(3.8)

222.1
(3.7)

227.7
(3.8)

235.5
(3.9)

243.4
(3.9)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172.5
(2.9)

176.1
(3.0)

180.4
(3.0)

187.0
(3.1)

193.5
(3.1)

주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52.8
(0.9)

54.2
(0.9)

53.9
(0.9)

56.6
(0.9)

57.4
(0.9)

교육

1,442.8
(24.5)

1,466.8
(24.7)

1,483.2
(24.7)

1,504.4
(24.6)

1520.9
(24.4)

위생ᆞ사회보장과 사회복지

485.8
(8.3)

494.7
(8.3)

508.9
(8.5)

525.4
(8.6)

542.8
(8.7)

문화, 스포츠 및 오락

127.8
(2.2)

123.4
(2.1)

122.5
(2.0)

122.4
(2.0)

125.0
(2.0)

공공관리 및 사회기구

1,171.0
(19.9)

1,199.0
(20.2)

1,240.8
(20.6)

1,265.6
(20.7)

1291.2
(20.7)

서비스 전체

5,885.1
(100.0)

5,939.4
(100.0)

6,010.9
(100.0)

6,105.4
(100.0)

6243.6
(100.0)

주: 중국의 표준산업분류체계인 ｢국민경제산업분류｣의 2002년 개정 시행으로 인해 중국 서비스업의 세
부 업종이 2003년을 전후로 상이하게 분류됨에 따라 2003년 이후 통계만을 사용함.
자료: 中国國家统计年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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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국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화(2003~07년)
(단위: 만 명)

자료: 中国國家统计年鉴(2008).

서비스업의 총 고용은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모두 357만 명이 증가하였는
데, 그 가운데 공공관리와 교육,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120만, 78만, 63만 명
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무려 121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중국의 서비스 부문별 도시취업자 수
(단위: 만 명, %)

서비스 부문
유통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2003
879
(14.9)
1,382
(23.5)
300
(5.1)
3,326
(56.5)

자료: 中国國家统计年鉴(2008).

2004
905
(15.2)
1,343
(22.6)
300
(5.1)
3,391
(57.1)

2005
953
(15.9)
1,288
(21.4)
304
(5.1)
3,467
(57.7)

2006
994
(16.3)
1,267
(20.8)
306
(5.0)
3,539
(58.0)

2007
1,047
(16.8)
1,280
(20.5)
311
(5.0)
3,606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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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rowning-Singelmann 분류체계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업종을 재분류하여
각 부문별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강한 공공성을 띠는 사회 서비스가 2007년 기준
57.8%로 서비스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산자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고용의 2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며, 유통 서비스는 2003년 14.9%에서 2007년 16.8%로 고용비중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통 서비스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생산자 서비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던 한국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중국에서 사회
서비스 부문의 취업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고용 흡수력을 보이는
것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교역의 서비스화
IMF의 BOP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였
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적자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2002년 67.8억 달러였던 서
비스 적자가 2004년 9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2006년 다시 88.3억 달
러로 감소하였다.
특히 운송, 보험, 특허권 분야에서 각각 133.5억 달러, 82.8억 달러, 64.2억 달
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적자 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업도 매년 소규모 적
자를 기록하였는데, 2006년 적자 규모가 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억 3천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반면 여행과 사업서비스 부문이 2006년 각각 96.3억 달러와
83.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규모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운송, 여행, 사업서비스 수지가 서비스 교역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이 3대 항목은 서비스 전체 수출에서 각각
22.8%, 36.9%, 31.5%를 차지하였고, 수입에서는 각각 34.1%, 24.1%, 20.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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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BOP 기준)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397.5 465.3
467.3 553.1
624.3 721.3
744.0 838.0
920.0 1008.3
-67.8
-85.8
-97
-94
-88.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운송

57.2 136.1
79.1 182.3
120.7 245.4
154.3 284.5
210.2 343.7
-78.9
-103.2
-124.7
-130.2
-133.5
(14.4) (29.2)
(16.9) (33.0)
(19.3) (34.0)
(20.7) (33.9)
(22.8) (34.1)

여행

203.9 154.0
174.1 151.9
257.4 191.5
293.0 217.6
339.5 243.2
49.9
22.2
65.9
75.4
96.3
(51.3) (33.1)
(37.3) (27.5)
(41.2) (26.5)
(39.4) (26.0)
(36.9) (24.1)

커뮤니 5.5 4.7
케이션 (1.4) (1.0)

0.8

6.4 4.3
(1.4) (0.8)

2.1

4.4 4.7
4.9 6.3
7.4 7.6
-0.3
-1.4
-0.2
(0.7) (0.7)
(0.7) (0.8)
(0.8) (0.8)

건설

12.5 9.6
(3.1) (2.1)

2.9

12.9 11.8
(2.8) (2.1)

1.1

14.7 13.4
(2.4) (1.9)

보험

2.1 32.5
3.1 45.6
3.8 61.2
5.5 72.0
5.5 88.3
-30.4
-42.5
-57.4
-66.5
-82.8
(0.5) (7.0)
(0.7) (8.2)
(0.6) (8.5)
(0.7) (8.6)
(0.6) (8.8)

금융

0.5 0.9
1.5 2.3
0.9 1.4
1.5 1.6
1.5 8.9
-0.4
-0.8
-0.5
-0.1
-7.4
(0.1) (0.2)
(0.3) (0.4)
(0.1) (0.2)
(0.2) (0.2)
(0.2) (0.9)

컴퓨터 6.4 11.3
11.0 10.4
-4.9
및 정보 (1.6) (2.4)
(2.4) (1.9)

0.6

16.4 12.5
(2.6) (1.7)

1.3

3.9

25.9 16.2
(3.5) (1.9)

18.4 16.2
(2.5) (1.9)

9.7

2.2

27.5 20.5
(3.0) (2.0)

7

29.6 17.4
12.2
(3.2) (1.7)

특허권

1.3 31.1
1.1 35.5
2.4 45.0
1.6 53.2
2.1 66.3
-29.8
-34.4
-42.6
-51.6
-64.2
(0.3) (6.7)
(0.2) (6.4)
(0.4) (6.2)
(0.2) (6.3)
(0.2) (6.6)

사업

104.2 79.6
174.3 103.7
199.5 139.1
232.8 162.9
289.7 206.1
24.6
70.6
60.4
69.9
83.6
(31.5) (20.4)
(26.2) (17.1)
(37.3) (18.7)
(32.0) (19.3)
(31.3) (19.4)

개인문 0.3 1.0
0.3 0.7
0.4 1.8
1.3 1.5
1.4 1.2
-0.7
-0.4
-1.4
-0.2
화오락 (0.1) (0.2)
(0.1) (0.1)
(0.1) (0.2)
(0.2) (0.2)
(0.2) (0.1)

0.2

주: ( ) 안의 숫자는 서비스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IMF(2007),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점하여 이 3대 항목의 수지를 합하면 전체 서비스 수출입의 각각 91.2%와 78.6%
를 차지한다. 한편 한국이 운송에서 소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여행과 사업수지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운송 서비스에서 133.5억 달러라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여행과 사업서비스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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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중국은 서비스 교역 수지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현재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6%와 66.7%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산출과 고용
에서 서비스 산업의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여타 OECD 회원국들
과 비교하면 서비스화의 진행속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볼 때 OECD 회원국 중에
서 가장 빠른 속도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32)
둘째 특징으로는 서비스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업종의 상대적인 구성 변화이다.
즉 생산자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고
용에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 흡수력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유통 서비스
로, 고용 비중은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통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통신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며, 고용 감소는 1990년대
중반의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도소매업의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산자 서비스의 산출
비중은 1995년 이후 큰 변화가 없으나, 고용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다. 투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출비중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
32) Wölfl(200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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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STAN Database(2005)에 따르면, 미
국의 노동생산성을 1로 하였을 때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0.50인 데 반해, 서
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0.33에 불과하다. 최근 아웃소싱에 따라 중간재로서 공
급되는 서비스의 기능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서
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의 부진은 결국 제조업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서비스 교역이 일부 서
비스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해외소비에 의한 여행수지 적자가 서비스업 총
적자규모의 약 70%를 차지하며, 서비스 교역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한 여행과 사
업서비스, 그리고 소규모 흑자를 기록한 운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2007년 현재 총 산출과 고용에서 각각 40.1%와 32.4%
의 비중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이 48.6%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아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서비스화 과정의 주된 특징은 첫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업의 부가
가치 증가율이 서비스 산업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서비스 산업보다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1990년 초반부터 제조업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1차 산업, 특히 농업
의 고용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서비스 부문의 고용 흡수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고용에서 유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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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가장 높은 취업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중국은 공공관리, 위생, 교육 등
공공성을 강하게 띠는 사회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그 다음이 생산자, 유통 서비스 순이고, 문화ㆍ스포츠ㆍ오락 등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이전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서비스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의 대부분이 한
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중국 역시 운송, 여
행,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교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무역수지상으로는
한국과 정반대로 운송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여행과 사업서비스에서 흑자를 기
록하고 있다.
넷째,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지
역간 서비스화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7. 중국 서비스업의 지역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中国第三产业统计年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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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측면에서 볼 때, 동부 연해 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총량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1995년 동부지역 서비
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서비스업 총 부가가치의 58.8%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
는 61.9%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중ㆍ서부 지역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각
각 23.2%와 18.0%에서 2006년 21.2%와 16.9%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도시와 농촌, 동부 연해와 내륙 간의 불균형 발전이 매우 심
각한 상황이며,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양국 모두 서비스화 부문이 제조업에 비하면 비교적 발전속
도가 빠르지 않다. 그렇지만 양국 모두 서비스 부문은 고용창출에는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부문별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개략적으로 볼 때 향후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 협상은 양국 모두 고용 측면에
서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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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앞 장의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화 특징에 대
한 이해에 이어서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 개방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
리하였다.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서비스 무역의 장벽이 지분제한, 금지, 국내규제 등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1절에서는 일반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법률, 유통, 운송, 통신, 금융, 환경, 보건의료, 교육 8개 주
요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각
업종별 현황,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 그리고 한ㆍ중 FTA를 통해 기대되는 경
제적 효과를 정리하였다.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여기에서 한ㆍ중 FTA 서비스 산업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
롭게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채용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 보고서의
목적을 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유의점을 차례로 부연하도록 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CGE 모형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경제학 분석
기법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FTA 체결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략적으로 추
정하는 데 널리 애용된다. 즉 CGE 모형에 대한 다른 분석기법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시적 경제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때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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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혹은 GTAP DB 활용분석)을 채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CGE 모형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 중에
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ㆍ중 FTA에
대한 초기연구는 남영숙 외(2004)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준연도 1997년의
GTAP 데이터베이스 제5판(Version 5)을 사용하였는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00
년 투입산출표 통계를 적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의 개방에
대한 시나리오하에서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서비스 부문은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CGE 모형 연구 중에서 최근의 연구에는
이창수 외(2007)가 있다. 여기에서는 기준연도 2000년의 GTAP 데이터베이스 제
6.2판을 사용하였지만,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인 중국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중국의
실행세율 등의 데이터를 적용할 때 중국의 WTO 가입 효과를 반영하여 조정하였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한ㆍ중 FTA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면 서비스 부문의 개
방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CGE 모형 연구 중에서 서비스 부문에 대
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Hongshik Lee et al.(2005)이 있다. 이 연구는
한ㆍ중 FTA의 타당성에 대하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
원발전연구중심(DRC)이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다. 이 연구는 15개 부문의 6개 지역을 상정한 CGE 모형 연구로서 GTAP 데이터
베이스 제6판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 보호무역 데이터는 2001년 통계를 이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15개 부문 중에서 유통/비즈니스 서비스, 운송/통신 서비
스,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4개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였다.

제5장 한ᆞ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93

한편 서비스 부문의 개방효과는 상품무역과 달라서 CGE 모형에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국가간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서비스 무역의 장
벽은 관세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 않고 양적인 제한, 금지, 혹은 국내규제 등의 복합
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CGE 모형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용
이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무역의 장벽지수(관세 상당치)를 측정하여 분
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전 세계 권역을 망라하는 서비스 장벽 지수(권역별 관세
상당치)가 필요하다. 전 세계 권역을 포함하는 서비스 장벽 지수 데이터는 Hoekman
이 작성한 권역별 지수와 호주 학자들의 부문강조 방식(sectoral approach)에 의한
지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33) Hongshik Lee et al.(2005)에서는
Hoekman의 관세상당치를 사용하였다.
표 5-1. 한ᆞ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비교
기존 연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부문 시나리오

남영숙 외(2004)

GTAP v.5 기반으로 수정 비개방

Hongshik Lee et al.(2005)

GTAP v.6

이창수 외(2008)

GTAP v.6 기반으로 WTO
비개방
가입효과 반영

서비스 무역 장벽 50% 감축 가정

Hongshik Lee et al.(2005)은 정태모형과 자본축적 모형의 두 가지 모형을 가
지고 분석하였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첫째(시나리오 I)는 농산물 및
제조업의 완전한 관세철폐의 시나리오이며, 둘째(시나리오 II)는 추가로 서비스 부
문에서도 무역장벽을 50% 감축하는 시나리오이다.
33) 서비스 무역 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이해할 때 서비스의 국경간 교역을 가정해야 하고, 또한 국내
및 해외 서비스를 완전 대체재로 가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서비스 무역 장벽이 주로 국경
뒤에 숨은(behind-the-border) 비가격요인의(non-price) 규제조치임을 감안하면, 산업 특유의 규
제적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정량화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내재적 한계성을 내포하게 됨. 최
근 이창수 외(2008)은 Hoekman의 관세 상당치 지수보다는 호주 학자들이 개발한 부문별 접근방
법에 의한 지수를 활용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보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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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GTAP 데이터베이스 제6판의 한ㆍ중 양국간 서비스 무역 통계를
Hongshik Lee et al.(2005)에서 인용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한ᆞ중 서비스 무역 통계(GTAP v.6)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수출

수입

유통/비스니스 서비스

132.2

146.8

운송/통신 서비스

76.6

95.2

금융 서비스

14

11.6

기타 서비스

65.6

50.4

계

288.4

304.0

자료: Hongshik Lee et al.(2005), p. 71.

또한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 모형에서 시나리오 I과 서비스 무역 장벽을 50% 감
축한 시나리오 II의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Hongshik Lee et
al.(2005)에서는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GDP는 추가적
으로 0.029~0.04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시나리오 II의 경우
표 5-3. 서비스 무역 장벽 50% 감축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
(단위: %)

모형
정태
한국

자본
축적
정태

중국

자본
축적

시나
리오
시I
시 II
시I
시 II
시I
시 II
시I
시 II

GDP

후생

수출

수입

교역조건

2.443
2.472
3.132
3.174
0.395
0.401
0.584
0.594

1.132
1.164
2.989
3.030
0.073
0.084
0.593
0.603

4.756
4.787
5.433
5.477
3.537
3.561
3.733
3.862

5.152
5.182
5.858
5.903
4.732
4.763
4.944
4.980

1.235
1.237
0.942
0.939
0.154
0.154
0.128
0.127

자료: Hongshik Lee et al.(2005),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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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0.006~0.01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산업의 부문별 교역효과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I에서는 자유화를 가정하
지 않은 반면 시나리오 II에서는 50% 감축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4. 부문별 한국의 대중(對中) 서비스 수출효과
(단위: 백만 달러)

정태모형

구분

자본축적 모형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유통/업무 서비스

-7.2

12.5

-6.1

13.8

운송/통신 서비스

-4.0

56.0

-3.6

56.9

금융 서비스

-1.1

1.2

-1.0

1.3

기타 서비스

-3.7

9.2

-3.2

9.9

서비스 총계

-16.0

78.9

-13.9

81.9

자료: Hongshik Lee et al.(2005), p. 76.

표 5-5. 부문별 중국의 대한(對韓) 서비스 수출효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정태모형
시나리오 I

자본축적 모형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유통/업무 서비스

5.6

20.2

6.5

21.2

운송/통신 서비스

2.5

79.8

3.2

81.0

금융 서비스

0.9

2.9

1.0

3.1

기타 서비스

3.3

14.2

3.5

14.5

서비스 총계

12.3

117.1

14.2

119.8

자료: Hongshik Lee et al.(2005),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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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CGE 모형 분석방법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논의
하는 것은 본 보고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한ㆍ중 FTA의 경
제적 효과를 CGE 모형을 통하여 모의실험할 경우, 다른 여타의 FTA의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는 것과 달리 보다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분석에 이용한 통계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
전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
구는 GTAP v.5 혹은 GTAP v.6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산업ㆍ
경제구조가 단기간 내에 크게 변동이 있지 않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이
와 같이 2000년 혹은 이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CGE 분석이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면
서 2003년부터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독일에 이어 세
계 제2위 수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늦어도 2009년이면 세계 최대 수출국가로 부
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제1위 외환보유국이며,
Global Insight에 의하면 2009년에는 세계 제1위의 제조업 생산국으로 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기준연도 통계에 중국의 WTO 가입 이전인 2000년 통계를 사용
할 경우, 중국 경제의 다이나믹한 경제성장 및 구조적 변환과정을 적합하게 반영하
였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이 같은 동태적 경제발전은 무역구조에서도
반영되어 급격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한ㆍ중 FTA의 해당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의 쌍방간 무역구조 역시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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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한국의 대중 수출(성질별)
구분
총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직접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기타

2000
액수(천 달러)
18,454,540
11,608,696
5,048,408
1,794,896
(119,248)
(1,114,305)
(561,343)
2,540

비중(%)
100.0
62.9
27.4
9.7
(0.6)
(6.0)
(3.0)
0.0

2007
액수(천 달러)
81,985,183
31,802,775
44,811,705
5,359,057
(346,884)
(4,064,863)
(947,310)
11,645

비중(%)
100.0
38.8
54.7
6.5
(0.4)
(5.0)
(1.2)
0.0

자료: KOTIS.

200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은 약 4.4배 증가하였는데, 원자재의 비
중은 같은 기간 동안 62.9%에서 38.8%로 감소하였고, 자본재의 수출은 27.4%에
서 54.7%로 증가, 소비재는 9.7%에서 6.5%로 감소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
었다. 소비재의 중국 수출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양국간 생산공정의 분업화가 상
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7. 한국의 대중 수입(성질별)
구분

2000
액수(천 달러)

2007
비중(%)

액수(천 달러)

비중(%)

12,798,728

100.0

63,027,802

100.0

원자재

5,837,474

45.6

25,244,032

40.1

자본재

3,682,348

28.8

24,244,200

38.5

소비재

3,278,131

25.6

13,512,480

21.4

(직접소비재)

1,037,221

(8.1)

2,814,841

(4.5)

(내구소비재)

1,007,118

(7.9)

5,238,580

(8.3)

(비내구소비재)

1,233,792

(9.6)

5,459,060

(8.7)

775

0.0

27,090

0.0

총계

기타
자료: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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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의 대중 수입 역시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재 비중이 감소
하는 등 변화를 볼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간에는 지난 기간 동안 생산공정상의 분업이 상당한 정도 발
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지난 기간 동안 중국의 양질의 저임노동력을 활
용하기 위한 소위 국제적인 생산 네트워크가 동아시아에 형성되었는데, 한국과 중
국의 경제관계 역시 이 점에 있어서 예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수
출은 상당 부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최종 조립ㆍ가공 생산과정
에서 필요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은 통상적인 최종재화의 수출이기보다는 진출기업의 투자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생산요소의 수요, 즉 소위 미시경제 이론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의 성격을 지
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며 예측이 쉽지 않다. 또한 중국은 최근 들어 11ㆍ5 계획
기간동안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실시하며 기존의 가공무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변
경하면서 중국의 가공무역의 향후 향방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34)
기존의 CGE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은 한ㆍ중간 교역의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였으며, 이 경우 일반균형 이론의 기본 속성상 서비스 무역에 대한 모의실
험 수치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한ㆍ중 양국간 형성되어
있는 생산 네트워크의 규모와 발달정도는 향후 한ㆍ중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종전에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상대국,
예를 들면 칠레, 아세안, 미국, 유럽(협상 진행 중)과 한국 사이에 이와 같은 수준
의 국제적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향후 한
ㆍ중 FTA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통계, 특히 서비스 산업의 통계의 문제이
다. 중국은 국내 최초의 전국적인 경제조사(국부 센서스)의 결과에 의거, 2006년 1
34) 가공무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감안한 한ᆞ중간 교역현황의 분석은 양평섭 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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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상당한 정도 수정한 새로운 GDP 통계를 발표하였다.35) 과거 과소추정된 것
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서비스 산업의 생산액을 새롭게 추정하였는데, [표 5-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대략
30~50%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의 산업별 통계가 새로
발표됨에 따라 과거의 투입산출계수에 입각한 모의실험 결과에 대하여 역시 큰 의
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되었다.
표 5-8. 중국의 GDP 통계 수정 결과
연도

GDP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1994

103.1

100.1

100.3

109.0

1995

104.0

100.2

100.5

112.0

1996

104.8

100.3

100.7

114.8

1997

106.1

100.4

100.9

118.0

1998

107.7

100.5

101.0

122.3

1999

109.3

100.5

101.2

126.1

2000

110.9

100.6

101.4

130.2

2001

112.7

100.7

101.6

134.6

2002

114.4

100.8

101.7

139.1

2003

115.7

100.8

101.9

143.7

2004

116.8

100.9

102.1

148.7

주: 표의 GDP는 경상 GDP를 지칭함.
자료: 중국통계연감. 수정 전 통계=100.

35) Financial Times(Jan.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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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1)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현황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1979년 개혁개방 당시 변호사제도가 부활하면서 형
성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를 거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에는 외국계 법률
회사의 중국 진출과 함께 시장환경이 점차 개선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36) 2005년 기준 중국의 변호사 수는
11.8만 명이며, 그 가운데 변호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인원이 6,841명이다. 그리고
전체 변호사에서 공직변호사가 1,817명, 기업변호사가 733명을 구성하고 있다.37)
변호사의 학력 수준은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총 변호사 수의 64.6%에
불과하고, 이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변호사는 1만 명 정도이다.
전국에 설립된 법률사무소는 2005년 현재 11,691개이며, 그 중에서 공동법률사
무소가 8,024개, 합작법률사무소가 1,746개,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률사무소가
1,742개이다.
중국 변호사들이 매년 처리하는 소송 사건은 약 150만 건이며, 비소송 사건은
약 80만 건으로, 중국 변호사의 70~80%가 민ㆍ형사 소송 업무에 종사하며,
비소송 업무 중에서 부동산, 증권, 지식재산권, 중재, M&A가 상대적으로 발전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년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률자문
36) 2007年 中国商业服务业发展概况.
37) 공직 변호사는 정부기관 내에서 정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이며, 기업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기업의 경영 제반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임. 중국은 2002년부터 공직변
호사와 기업변호사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전국에 633개의 정부기관이 공직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며, 162개 기업이 기업변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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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0여 만 건, 법률원조는 약 10.3만 건으로 파악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중국의 변호사 수는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1/10,000도 되지 않는 반면, 1990년대
에 미국의 변호사 수는 이미 총인구의 35%, 캐나다는 20%, 영국은 9.8%, 프랑스
는 3.1%를 차지하였다.
법률사무소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현재 중국 최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수는
300명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는
단 20여 개에 불과하다. 반면 홍콩을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100여 개 외국계 법률
대표사무소 가운데 대다수가 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다.
변호사의 수입 면에서도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두 지역의 변호사 총수입이 세계
최대 외국 법률사무소의 수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04년 상하이의
6천 명 변호사의 수입이 23억 위안이었는 데 반해, 같은 해 상하이에 진출한 70여
개 외국 법률 대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200여 명의 대표 변호사 수입이 7억 위
안 상당이었다.38)
이처럼 중국은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이 외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법률사무소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금까지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
에 신중을 기해왔다. 또한 홍콩에 대한 법률 서비스 시장의 우선 개방을 통해 중국
법률시장 육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왔다. 이에
법률사무소의 전문성과 규모의 수준이 높진 않지만, 최근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
둥 등 대도시와 경제발달 지역에서 증권, 금융, 부동산 등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법률사무소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8) 王子先(2008), pp. 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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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계 법률사무소의 진출 현황
2006년 현재 중국에는 20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213개 법률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가 설립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66개로 가장 많은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홍콩이 54개로 2위를 차지한다. 상위 2개국인 미국과 홍콩
의 대표사무소가 전체 수의 54%를 점하고, 상위 5개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진출 순위는 2006년 현재 9위로, 모두 5개
표 5-9. 외국계 법률 대표사무소의 국가별 진출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6년 기준 순위
미
국
홍
콩
영
국
일
본
프 랑 스
독
일
캐 나 다
호
주
한
국
이탈리아
브 라 질
스 위 스
스 페 인
싱가포르
중
동
노르웨이
네덜란드
인
도
스 웨 덴
요 르 단
합 계

자료: 중국 사법부.

2002
34
37
18
9
6
6
3
6

2003
42
35
24
10
8
7
3
6
1
2
1
1

2004
42
35
23
10
8
7
2
7
1
2
2
1

2005
56
43
23
13
10
8
1
7
3
2
1
1

5
1

6
1
1

6
1
1

9
1
1
1

1
1
130

1
1
150

1

1

149

181

1
1
1

2006
66
54
24
15
10
9
8
7
5
4
2
2
2
1
1
1
1
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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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외국계 법률 대표사무소의 지역별 분포
국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미
국
영
국
일
본
프 랑 스
호
주
독
일
캐 나 다
싱가포르
스 위 스
이탈리아
브 라 질
한
국
중
동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 웨 덴
요 르 단
인
도
스 페 인
합 계

베이징
32
9
5
3
4
1
1
1
1
2
1
3

상하이
32
15
8
5
5
6

지역 분포
광저우
다롄
2

선양

1

1

2

7
1
2
1
1
1
1
1

1

1
64

2
88

4

1

2

합계
66
24
15
10
9
7
1
8
2
4
2
5
1
1
1
0
0
1
2
159

자료: 중국 사법부.

의 법률 대표사무소가 진출해 있다.39) 2003년에 최초 대표사무소가 설립된 후
2004년에 1개, 2005년에 3개 대표사무소가 설립되었다.
2006년 기준, 외국계 법률 대표사무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과 홍콩
의 대표사무소는 지역 선정에서 상하이와 베이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홍콩,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을 제외한 15개 국가의 대표사무소는 모두
베이징과 상하이에 분포하였다. 한국의 법률 대표사무소는 베이징에 3개, 상하이와

39) 5개 법률 대표사무소는 태평양, 광장, 세종, 대륙, 동보 법률사무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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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외국계 법률회사의 진출 지역
지 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톈진(天津)
푸저우(福州)
청두(成都)
시안(西安)
닝보(寧波)
난징(南京)
지난(济南）
충칭(重慶）
수저우(蘇州)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선양(沈陽)
합 계

2003년
홍콩 외국
10
50
10
60
9
2
2
1
1
1
1
1

2004년
홍콩 외국
9
51
10
58
9
2
2
1
1
1
1
1
1

1
1
35

115

1
1
35

114

2005년
홍콩 외국
12
58
10
73
10
3
3
1
1
1
1
1
1
1
1
1
1
1
1
1
43
139

2006년
홍콩 외국
13
64
17
88
13
4
3
1
1
1
1
1
2
1

54

1
2
159

자료: 중국 사법부.

선양에 각각 1개씩 설립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대표사무소는 대부분 베이징과 상하이에 집중되었고, 홍콩계 대표
사무소 역시 54개 대표사무소 가운데 30개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설립되었지만, 외
국계보다 좀더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계 대표사
무소는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광저우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외국계 대표사무소가 동부 연해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홍콩계는 법률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화북, 화남, 서부 지역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는 홍콩이 중
국과의 CEPA 체결을 통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중국 법률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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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3)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여건과 한ᆞ중 FTA의 경제적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법률사무소는 지역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직후인 2002년 이미 각각 34개와
18개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정도로 진출 규모가 크고 그 시기도 빨랐다. 특히 미
국의 대표사무소는 2006년 현재 수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있다. 일본 역시 중
국시장에 조기 진출하여 현재 15개의 법률 대표사무소를 설립해 놓았다.
게다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2004년 1월부터 중국과 체결한 CEPA가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홍콩의 법률회사들은 운영 면에서 보다 큰 자유를 누리며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의 법률사무소들은 베이징, 상하
이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계 법률사무소나 이제 막 진출을 시작한 한국계 법률사무
표 5-12. WTO 와 CEPA 양허의 법률 서비스 주요 사항 비교
구분
업무범위

WTO 양허

CEPA 양허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 자문, 외국 중국대륙 법률사무소와 연합업무 가능.
법률사무소는 중국 법률사무소와 장 단, 홍콩 변호사의 중국 내 법률문제 참
기간 위탁계약 가능
여 제한

중국 내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 대학을 졸업한 홍콩인은 전공에 관계없이
적, 체류요건 등의 제한으로 자격취득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1년 실습
변호사 자격 취득
불가
기간을 거친 후 홍콩 및 대륙 내 법률회
사에서 근무 가능(법률소송 업무 제외)
변호사 자격

중국 내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변호사 홍콩 변호사의 중국 내 법률사무소 근무
는 2년 이상의 경력 보유, 중국인 변 가능. 단, 중국 법률 취급 제한
호사 고용 불가

변호사의 중국 내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제한 없음.

자료: WTO Revised Offer, CEPA Ⅰ&Ⅱ: Opportunities for Hong Kong Service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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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달리 중국 내륙 지역에까지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더욱이 CEPA 체결로 인
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접근 권한을 가진 홍콩 법률회사들은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적지 않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홍콩과 마카오
의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국시장을 우선 개방하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
요를 만족시키고, 아울러 홍콩과 마카오의 법률사무소로부터 학습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진출 현황은 현실적 수요를 전혀 충
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으로서, 2007년
에는 한국 총 교역액의 19.9%를 점하였고, 대중국 직접투자는 총 해외투자의 25.6%
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심화되면서 사업전문 서비스, 특히 법
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으로 법제도
의 급격한 변화가 빈번히 발생하여,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5개 법률 대표사무소들이 맡고 있는
대리업무도 대부분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해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제휴, 합작 설립, 중
국인 변호사 고용 등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미개방 부문과 엄격한 설립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면 기진출 한국 투자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법률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로 중국 국내 법률 사무소의 시장경쟁은 한국보다 훨씬 치열하다. 중국
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국내 법률사무소간의 경쟁이 아니라 미국ㆍ영국ㆍ홍콩 등의
법률사무소, 심지어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능통한 조선족이 설립한 법률사무
소와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해 중국 법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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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권한을 다소라도 확대할 수 있다면, 한국 법률 서비스
의 시장경쟁력 제고, 그로 인한 사업서비스 부문의 교역수지 개선,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유통 서비스
1) 중국의 유통 서비스 현황
중국의 유통업은 도ㆍ소매업에 대해 개방을 확대한 2004년 이후 더욱 발전하고
있다. 2004년 6월에는 외국기업에 대해 도매업 진출지역 제한, 중국과 외국기업
투자자의 자본 및 경영실적에 대한 요구사항의 취소, 외국기업의 100% 지분소유
허용,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조건 완화 조치가 있었다. 이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지역, 지분소유 및 수량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
는 등 유통업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선진적인 경영방식과 마케팅 기법을 보유한
해외 유명 대형 유통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시장경쟁을 심화시켜 중국의 유통업 발
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수는 2001년 25,543개에서 2006년에는
51,788개로 연평균 15.2% 증가하였으며, 점포수는 2001년 47,099개에서 2006년
에는 142,652개로 연평균 2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유통업에 종사자 수도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총
매출 역시 2001년에 724억 위안에서 2006년에는 1,970억 위안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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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중국 유통업 기본 현황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업수(개)

25,543

26,605

27,340

52,448

47,698

51,788

15.2

점포수(개)

47,099

60,019

57,237

163,110

129,931

142,652

24.8

종사자 수
(만 명)

404.6

419.1

406.8

507.7

519.5

544.3

6.1

점포수당
종사자 수(명)

85.9

69.8

71.1

31.1

40.0

38.2

-15.0

총매출
(10억 위안)

72.4

81.3

99.4

164.5

164.0

197.1

22.2

주: 유통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ㆍ소매업 기업 통계로, 소매업은 6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500만 위
안 이상, 도매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으로 정의함.
자료: 중국통계연감.

표 5-14. 투자형태별 유통업 현황(2005년)
구분

기업수 점포수 종사자수 매출액
점포당 종업원당 점포당 종업원당
(개)
(개)
(명) (백만 위안) 수입(위안) 수입(위안) 이윤(위안) 이윤(위안)
47,698 129,931 5,194,658

93,151

637,970

15,957

43,032

1,076

도매업 합계

26,963 56,157 2,244,131
(56.5) (43.2) (43.2)

75,511
(81.1)

1,205,571 30,168

75,347

1,885

소매업 합계

20,735 73,774 2,950,527
(43.5) (56.8) (92.7)

17,641
(18.9)

205,911

5,149

18,434

461

중국 기업

20,346 71,673 2,735,193
(98.1) (97.2) (92.7)

-

190,902

5,002

16,345

428

유통업 전체

중국계 투자기업

134
(0.6)

549
(0.7)

63,603
(2.2)

-

842,434

7,272

106,739

921

외국인 투자기업

255
(1.2)

1,552
(2.1)

151,731
(5.1)

-

673,846

6,893

83,689

856

주: 1) 이 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것으로, 소매업은 6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 도매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으로 정의함.
2) 종업원수는 연말에 집계된 수치이며, ( ) 안의 수치는 비중을 의미함. 도매업과 소매업의 수치는
유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업 유형별 수치는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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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통업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기업수 면에서는 도매업이 56.5%, 소매업
이 43.5%이며, 매출액 면에서는 도매업이 81.1%, 소매업이 18.9%, 종사자 수로는
도매업이 43.2%, 소매업이 56.8%를 차지한다. 이 중 소매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수 1.2%, 점포수 2.1%, 종사자 수 5.1%이다. 기업형태별
경영성과는 점포당 수입으로는 중국 기업의 수입이 190,902위안으로 홍콩ㆍ마카
오ㆍ대만 등의 중국계 투자기업(842,434위안)이나 외국인 투자기업(673,846위안)
보다 높지만, 점포당 이윤으로는 중국 기업의 이윤(16,345위안)은 상당히 떨어지
며, 중국계 투자기업(106,739위안)과 외국인 투자기업(83,689위안)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의 유통 서비스 개방 현황

가) 중국의 유통 서비스 양허 현황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당시 유통 서비스 전체 5개 업종(중개대리점,
도매 서비스, 소매 서비스, 프랜차이징, 비고정지역 도매 또는 소매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영업 범위와 유통상품에 대해 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점차 완화하도록 양
허하였다.
유통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DDA 서비스 협상
수정 양허안에서 WTO 가입 시 약속한 단계적 개방 이행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중개대리점과 도매 서비스의 경우 모드 1은 양허하지 않고, 모드 4는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았으나, 모드 3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시장접근의 모드 3은
WTO 가입 후 5년이 지났으므로 100% 독자기업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매 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당시의 양허와 같이 모드 1에 대해서는 시장접
근(MA)과 내국민대우(NT) 모두 우편주문 판매를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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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 면에서 모드 3은 양허의 단계적 이행기간 종료로 모든 제품의 소매유통
업(담배 제외)이 개방되었다. 단, 소매업의 모드 3에서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 이상의 소매점을 가진 체인점 중 책, 신문, 잡지, 제약품,
살충제, 제초필름(mulching film), 가공유(석유제품), 화학비료, 그리고 중국 WTO
가입 협정문 부속서(Annex) 2a에 기재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완전 외국인 소유
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 외 프랜차이징, 비고정지역 도매 또는 소매 서비스의
경우 NT, MA 모두 모드 1, 2, 3에 제한이 없다.
표 5-15. 중국의 유통 서비스 양허 현황
서비스 분류

DDA 수정 양허안(제한사항)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양허하지 않음.
(1)
(2)
제한 없음.
외국인 100% 지분 허용. 단, 화학비료, 가공오일 (3)
및 원유의 경우에는 WTO 가입 후 5년 이내에 외 (4)
국인 100% 지분 허용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양허하지 않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
허하지 않음.

(1)
(1) 우편주문 판매를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음.
(2) 제한 없음.
(3) 화학비료(중국 WTO 가입 이후 5년 이내에 허용) (2)
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소매업에 외국인 서비스 (3)
공급자 참여 허용.
(4)
여러 공급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며, 체인이 30개 이상
C. 소매 서비스
인 체인점을 제외하고는 외국독자기업의 설립을 허
(담배 제외)
용함.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가공유(석유제
품), 화학비료 및 중국의 WTO 프로토콜 Annex2a
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3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체인점의 경우 외국기업이 다수의 지분을 소
유할 수 없음. 외국 체인점의 경영자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중국합자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우편주문 판매를 제외
하고 양허하지 않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
허하지 않음.

(1)
A. 중개대리점 (2)
B. 도매 서비스 (3)
( 소금ᆞ담배
제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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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계속
DDA 수정 양허안(제한사항)

서비스 분류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1)
(2)
(3)
(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1)
(2)
(3)
(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
허하지 않음.

(1)
(2)
E. 비고정지역 도매
(3)
또는 소매 서비스
(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1)
(2)
(3)
(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평적 양허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D. 프랜차이징

추가적
양허 사항

A. 중개대리점 서비스
B. 도매 서비스(소금ᆞ담배 제외)
C. 소매 서비스(담배 제외)

F1, F2

F1: 외국인 투자기업은 시장접근, 각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기재된 제품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유통하는 것과 Annex 2에 정의되어 있는 하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F2: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Annex 2에 정의되어 있는 유통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를 포함한 하
위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주: (1)은 모드 1 국경간 공급, (2)는 모드 2 해외소비, (3)은 모드 3 상업적 주재, (4)는 모드 4 자연인
의 이동을 의미.
자료: WTO.

나) 외국 유통업 진출 현황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소매기업 중에서 홍콩계 기업인 CRV(CR Vanguard)가
2006년 기준으로 매출액 378.5억 위안, 점포수 2,250개로 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
대형 할인점 분야에서는 1995년 중국에 진출한 까르푸가 선두로서 중국 37개 도시
에 101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보유하였으며, 고용된 종업원 수도 5만 명에 달한다.
미국계 할인점인 월마트는 2006년 중국 내에 71개의 매장을 보유하였으나, 2007년
에 1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대만계 소매기업인 HaoYouDuo(好又多)의 지분 35%
를 인수하며 시장의 선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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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2006년 10대 외국 유통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순위

기업명

매출액 증가율
(억 위안) (%)

점포수 증가율
(개)
(%)

투자국

경영형태

홍콩

슈퍼, 할인점,
편의점

378.5

26

2,250

11.0

2 家乐福管理咨询服务公司(Carrefour) 프랑스

할인점

248.0

53

101

53.0

3 上海大润发有限公司(RT-MART)

할인점

195.9

25

68

15.0

패스트푸드

169.0

27

2,095

19.0

미국

슈퍼, 할인점,
창고회원점

150.3

30

71

27.0

好友多商业发展公司
(Trust mart)

대만

할인점

140.0

6

101

5.0

7 易初莲花连锁超市(Lotus)

태국

할인점

135.0

34

75

23.0

창고회원점

93.7

24

33

22.0

영국

할인점

93.0

17

47

21.0

영국

가구건자재
전문점

62.0

20

58

19.0

1 华润万家有限公司(CRV)

대만

百胜餐饮集团中国事业部( Y U M
미국
China)

4

5 沃尔玛投资有限公司(Wal-Mart)
6

锦江 麦德 龙现购自 运有 限 公 司
독일
(Metro)

8

9 上海康诚仓储有限公司(TESCO)
10

百安居投资有限公司
(B&Q China)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中国连锁经营协会.

다) 한국 유통업 진출 현황
한국의 유통업은 1997년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이마트를 비롯한 할인마트와
홈쇼핑, 백화점 등이 진출해 있다. 상하이(上海), 텐진(天津)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
는 이마트 외에 2008년 6월 롯데마트가 기존에 있던 네덜란드계 할인점인 Macro
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존 할인점의 영업방식인 회원제 창고형 대량판
매 중심에서 일반고객 중심의 지역밀착형 할인점 형태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고객
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왕징에 위치
한 왕징점에서는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한국상품 특별존’을 구성하여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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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기가 높은 참이슬, 신라면, 초코파이, 김치 등 한국의 주요 상품 900여 종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로는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이 각각 중경(重庆)과 상해시(上海市)
를 거점으로 진출하였다. CJ 홈쇼핑은 2004년 4월에 상하이 미디어그룹(SMG)과
49 대 51 합자로 진출하여 2007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위안이었으며, 2008년에는
약 20억 위안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CJ 홈쇼핑의 중국 내 매출 순위는
2007년 기준 상해 1위, 중국 2위(1위는 인포머셜을 주로 하는 Acorn International)
였으나, 2008년에는 중국 전체에서도 1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GS 홈쇼핑
은 2005년 초 단독투자로 진출하여 2008년에는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백화점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점포를 낸 롯데백화점은 2008년 8월 중국
기업과 50 대 50 합자로 진출하였다. 총 362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으며, 그 중
한국 브랜드가 76개로 약 21%를 차지한다. 진로, 오휘, 진도모피, 빈폴, 코오롱 스
포츠 등 외에 타임, 버커루, 엘로드, 비너스, 에스콰이어 등 25개 브랜드가 중국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는데, 중국ㆍ일본 등의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한 백화점 업계
에서 한국 이미지와 제품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백화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한ᆞ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유통업 시장은 중국에서 가장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 경제의 성
장에 따른 소비계층이 지속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며,
홈쇼핑, 할인마트, 백화점 등 기진출 우리 기업들이 향후에도 중국 전역으로 사업
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만큼 중국의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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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프랜차이징 분야는 중국
의 DDA 양허안상에 이미 제한이 없으나, 소매업의 경우 모드 3의 시장접근면에서
서로 다른 공급상으로부터 제공된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체인이 30개 이상인 체인점의 경우 외국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
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가공유(석유제품), 화학비료 및 중
국의 WTO 협정문 부속서(Annex) 2a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30개 이상의 체인
을 가진 체인점의 경우, 외국기업이 다수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
어 향후 우리나라 주유업계 진출에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허안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서비스업은 진출국의 관련 법이나 제도의 영
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중국에서 홈쇼핑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홈쇼핑의 경우 방송국과의 합작 여부가 중요한데, 중국의 방송국은 정부기관
성격이 짙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백화점의 경우 다양한 유통채
널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게 되는데, 때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규칙하
여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들이 잔 트집을 잡는 등의 미미한 트러블이 있으나, 중
국 측 합자회사의 중국 내 경험으로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
다고 한다. 이러한 미세한 교역장벽이 한ㆍ중 FTA에서 완화될 경우 한국 유통업
계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운송 서비스
1) 중국의 운송 서비스 현황
중국의 운송 인프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고속도
로는 중국의 각 지역을 연결하였는데, 동부지역의 도로망이 보다 밀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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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부지역의 도로망도 비교적 양호하게 건설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40)
전체 육상도로 시설은 1990년 102만 8,300km에서 2005년 193만 500km로 확
장되었다. 고속도로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5~2000년 기간 동안 51%, 2000~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20%로서, 고속도로가 중국의 육상도로 중에서 가장 빠르게 건
설되고 있다. 1996년에 3,400km에 불과하였던 고속도로 연장은 2007년 기준으로
53,900km 수준까지 확장되었다.41) 또한 2005년에는 ｢7-9-18 계획｣42)을 발표, 중
국의 기존 고속도로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철도운송 시설의 성장은 육상도로보다는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철도운송 시설을 살펴보면, 9
ㆍ5 계획(2000~05년) 및 10ㆍ5 계획(2006~10년) 기간 동안 소위 ｢8종 8횡｣의 철
도망 건설계획에 따라 철도산업이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다. 철도노선은 1990년 5
만 7,800km에서 2005년 7만 5,400km로 확대되었는데, 1995~2000년 기간 동안 매
년 3%, 2000~05년 기간 동안에는 2% 증가율로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78,000km
수준으로 연장되었고, 전체 철도노선의 전철화율은 26%(2005년 기준)이다. 또한
2006년 10월 기준으로 시속 200km 속도를 낼 수 있는 철도노선은 5,300km에 상당
하고, 22,000km의 철도노선에서 시속 12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서 2008년
말에 발표한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으로 철도건설을 선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따
라서 중국의 철도건설은 향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43)

40) 운송 서비스 부문은 EIU(2008. Nov), China Hand 및 中國服務業發展報告 No. 6(2008)을
주로 참조함.
41) 참고로 미국의 고속도로망 연장거리는 약 98,800km임.
42) 북경을 중심으로 방사선처럼 7개의 고속도로가 뻗어나가고, 남북방향으로 9개의 고속도로, 동서방
향으로 18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함.
43) 중앙일보(200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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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운송 역시 비교적 느리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유효한 운송수단이
다. 동부 해안지역을 따라 새롭게 항구가 건설되었고, 내륙수로 건설은 바지선 건
립과 함께 점점 더 효과적인 운송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삼협댐이 장강 유
역에 건설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신규 항구건설과 함께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각
광을 받고 있다.
그림 5-1. 중국의 운송업 비중 현황(2007년)
(단위: %)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최근 중국의 운송 인프라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개선된 분야는 역시 항공수송
분야라 할 수 있다. 신규 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시설의 개보수도 대규모로 진행되
고 있다. 항공수송 서비스의 성장은 주로 여객수송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항공편
에 의한 화물수송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2005년 항공운행 거리는 199만 8,500km로, 1990년 50만 6,800km에 비하면
약 3배로 증가하였다. 항공운행 거리는 1995~00년 및 2000~05년 기간 동안 연
6%로 증가하였다. 국제항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하면서 200~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의 운송 서비스업의 비즈니스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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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C(China Supply Chain Council)의 2007년 조사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대부
분의 기업이 애용하는 운송수단은 육상도로운송이다. 설문조사 기업의 약 2/3는 트
럭에 의한 수송을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전국적인 트럭운송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트럭수송은
대체로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 날 경우 화물을 다른 운송사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다른
운송사로 넘기는 경우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때도 있고 운송화물이 도난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외국 진출사 역시 전국적인 운송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부분적이라도 국내 운송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최대 운송사는
中國外運(Sinotrans Group)으로 약 3천 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전국 규모 운송망에
가장 근접해 있다. 중국의 트럭 운송사의 약 절반은 소규모 사영기업으로 국유기업
으로부터 차량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반차량의 보수ㆍ유지 상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운송 서비스의 인프라 문제 이외에 보호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조치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운송경로에 해당되는 모든 성과 시에
서 해당 라이선스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운송망을 갖추는 것이 쉽
지 않다.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대도시 외곽에 대형 트럭에서 소형 차량으로 짐을
옮기는 시설을 갖추기도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통행요금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행요금이 운송비용에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
중국의 철도운송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노선간 운송 서비스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경ㆍ상해 노선처럼 대단히 효율적으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선도 있지만,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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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선간 서비스 편차가 심한 편이다.
한편 중국에서 철도운송과 강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수로운송이다. 특히 장
강 수상의 바지선 운송은 철도운송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는 운송수단으로 파악된
다. 최근 삼협댐이 건설된 이후 6,300Km의 중국 최장 하천인 장강은 총칭시까지
일년 내내 안정적으로 바지선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바지선 운송비용은 철도운
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철도운송에 비하면 예약이 용이하다.
소수의 외국선사를 제외하고는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 수운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
국정부는 일부 외국선사에 대해 중국 국내 수운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자격요건
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외국선사에 대해 국제 해상운송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외국선사의 지분
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 해운사들은 주로 상하이나 텐진에 진출해 있으며,
베이징에는 일부 해운사들이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해운과 관련하여 중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나 규정들이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되지만, 시정요구가 쉽지 않
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계기로 안전을 중시한다는 명분하에 야간작업 금지, 선박
의 항구 접안 시 예인선 사용조건 강화 등 임시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데, 이러
한 임시규정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유지됨으로써 해운사 측의 영업비용을 상
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항공화물 운송은 중국에서 가장 개방이 잘 되어 있는 운송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중국에서 소형 항공사 역시 해외노선 취항이 허용되고 있
다. 미국의 UPS, Fedex 등은 중국에 아시아 물류 허브를 설립, 항공화물 운송사업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국내 기업은 이 분야에서는 뒤처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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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효과

중국에 진출한 외국 제조업체들은 운수 서비스 등을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는 경
향이 많다. 중국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에 공급과잉이 나타나면서 운송 서
비스에서도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운송 서비스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
문적인 운송 서비스업체는 중국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이 앞서 있는데, 홍콩의
IDS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중ㆍ홍콩 CEPA 협정에 따라 일찍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점이 가능하였다.
여객운수 서비스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면허 영업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장이 지연되거나 용이치 않아서 수익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차량보유 대수에 대해서 중국 국내기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합작기
업은 제한이 있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치 않
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들 수 있다. 한편 택배 서비스는 중국에서 아직 개념이 불
분명한 상황인데, 국제특송의 경우에도 한국은 시장개방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 여객운수 및 화물운수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시장에서는 경
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개방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시장
내 이미 동종 업종에서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개방효과에 대한 업계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중국시장의 추가개
방을 요구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항공화물 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
터 영업 허가권을 승인받아야 함은 물론,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1급 대리점 자격
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요건(자본금 요건 등)이 매우 까다로워 영세규모인 항공
화물 대리점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한국의 항공사들은 한ㆍ중 FTA 체결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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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TA 체결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면 항공화물 운송이 크게 늘어나 영업이
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라. 통신 서비스
1) 중국의 통신 서비스업 현황
통신 서비스업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한 산업으로, 중국의
GDP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업 수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3.0%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6.9%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신식산업부 자료44)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중국의 일반전화선 사용, 이
그림 5-2. 중국 통신 서비스 수입 추이
(단위: 억 위안, %)

주: 비중은 GDP에서 통신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중국 3차산업 통계연감.

44) 中国信息产业部(2006).

제5장 한ᆞ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221

동통신 가입자 수, 인터넷 가입자 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1%,
19.2%, 10.8%로서 중국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통신시장이다.
기술발전과 시장수요의 영향으로 중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통신 서비스는 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2003년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수(2억 6,995만 명)가 일반전화 가
입자 수(2억 6,275만 명)를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보급률이 35.3%로 일
반전화 보급률인 28.1%을 크게 상회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2006년). 2006년 인
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1억 3,700만 명으로 2000~06년 동안 연평균 35.1%의
속도로 성장하며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발전을 견인하였다.
표 5-17. 중국 통신서비스 발전 현황
(단위: 만 명, %)

연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이동통신
보급률

일반전화
가입자 수

일반전화
전화
전화
보급률 가입자 수 보급률

인터넷
가입자 수

2000

8,453

-

14,483

-

22,936

-

2,250

2001

14,522

-

18,037

-

32,559

-

3,370

2002

20,700

-

21,400

-

42,100

-

5,910

2003

26,995

21.0

26,275

21.1

53,270

42.1

7,950

2004

33,482

25.9

31,176

24.9

64,658

51.8

9,400

2005

39,341

30.3

35,045

27.0

74,385

60.6

11,100

2006

46,106

35.3

36,779

28.1

82,884

70.6

13,700

자료: 신식산업부, 중국 3차산업 통계연감.

중국의 통신 서비스업은 중국이동통신공사(中国移动: China Mobile), 중국연합네
트워크통신공사(中国联通: China Unicom), 중국망통그룹유한공사(中国网通: China
Netcom), 중국전신그룹공사(中国电信: China Telecom), 중국철통그룹유한공사(中
国铁通: China Railcom), 중국위성통신그룹공사(中国卫通: China Satellite)의 6개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中国移动, 中国联通, 中国网通, 中国电信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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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中国移动과 中国电信
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다.
中国移动은 전문적인 이동통신 업무를 하는 업체로, 현재 취엔궈통(全国通), 션
저우싱(神州行), 동간띠따이(动感地带) 등의 이동통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中
国联通은 이동통신과 일반전화 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이동통신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로 루이통(如意通), 창팅카(畅听卡) 등이 있다. 2007
년 들어서도 이동통신이 일반전화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이동통신의 양대 공급업체
인 中国移动과 中国联通의 수익도 증가하였다. 2007년 현재 中国移动의 가입자
수는 3.5억 명으로 中国联通 가입자 수(약 1.6억 명)의 2배 정도 된다.
일반전화 시장의 주요 서비스 공급업체는 中国联通, 中国电信, 中国网通, 中国
铁通이며, 이 중 中国联通은 유일하게 전국적 경영자격을 소유한 업체이다. 단, 中
国联通의 업무는 장거리 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이며, 본토내의 일반전화 서비스 업
무는 中国电信, 中国网通, 中国铁通의 3개사가 공급하고 있다. 이 중 中国电信이 전
체 시장의 2/3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는 中国网通 그리고 中国铁通이 가장 적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동통신이 일반전화를 대체하기 시작하며
각 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표 5-18. 일반전화 가입자 업체별 분포 현황
(단위: %)

업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中国电信

62.2

59.1

60.8

61.1

63.1

63.1

中国网通

36.2

38.5

35.4

34.2

32.2

32.3

中国铁通

1.5

2.4

3.8

4.6

4.6

4.6

자료: 郑适(2008),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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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통신 서비스 개방 현황
중국 통신 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의
AT&T, 프랑스 전신 등 외국의 통신 서비스업체가 이미 중국에 사무소 형태로 진
출했고, 중국의 통신정책과 통신 서비스 발전 수준에 맞추어 중국의 통신업체와 기
술 및 자본 협력을 해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중국정부가 中国联通의 발전
을 도와 당시 업계를 주도하던 中国电信의 경쟁업체로 성장시켰다. 中国联通은 대
규모 인터넷망 건설의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넷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을 외국기업과의 합자형태로 조달하여 중국 내 GSM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건설하
는 것으로 중국 통신 서비스업의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개방 형태를 만들어냈다.
1997년에는 中国电信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여 외국자본의 중국 통신시장 참여
기회가 마련되었다.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며 통신 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
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는 외국 통신 서비스 회사와 중국회사의
합자회사가 중국시장에서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의 통
신 서비스업체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도 이루어지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영
역에서 투자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나, 중국기업과의 합자투자만 단계적으로
허용하였다. 중요한 양허 분야는 국내 및 국제 유선통신 서비스, 게이트웨이 시설,
인터넷 및 위성 관련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부가통신(이메일, 보이스메일, 온라
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복구 서비스) 및 페이징 서비스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점진적 개방과 지역제한 완화 및 궁극적인 폐지를 약속하였다.45) 또한 외국기업

45) KIEP(2007), 한ᆞ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이슈, p. 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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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의 상한을 보면, 일반전화ㆍ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가 49%, 통신부가서
비스 및 인터넷 콘텐츠 제공(ISP)의 경우가 50%이다.
중국의 통신 서비스는 기초통신 서비스와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되며, 외국기
업의 경우 두 분야 모두 경영이 가능하지만 아직 부가통신 서비스에만 투자하고 있
다. 이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수익성이 높기 때문
인데, 특히 기초통신 서비스에 비해 등록자본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중국의 ｢외
국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에 의하면, 중국 통신 서비스업의 등록자본금은 전국 또
는 다지역(1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우 기본통신 서비스는 20억 위안
이상, 부가통신 서비스는 1,000만 위안 이상이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범위일 경우
에는 기본통신 서비스는 2억 위안 이상, 부가통신 서비스는 100만 위안 이상으로
다지역의 1/10 수준이다. 또한 기초통신 서비스의 경우 기반이 취약해 방대한 인프
라 투자가 필요하여 외국 통신사들이 직접투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의 SK텔레콤, 스페인의 Telefonia, AT&T,
영국의 다둥뎬바오(大东电报)，유럽의 Eutelsat, British Telecom, French Telecom,
일본의 NTT DoCoMo, 호주 Telecom, Deutsche Telekom, Sprint, APCC(Asia
Pacific Carriers Coalition) 등이 중국업체와 합자형태로 진출해 있다.
SK텔레콤은 1999년 6월부터 中国联通과 수차례의 회의와 기술발표회를 거쳐
2001년 3월에 CDMA 합작을 계약했다. SK텔레콤은 2001년 4월에 Via-SK
Network Co. Ltd.(北京维亚泰克公司)를 설립하고 중국 인터넷 사업에도 진출하였
다. 또한 2004년 4월 8일에는 中国联通(China Unicom)과 함께 중국 측 51%, SK
49% 합자로 뎬통스커(联通时科: CUSK)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2004년 联通时
科의 영업액은 450만 위안으로 中国联通 SP 중 7위를 하였다. SK는 현재 중국의
부가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영역 개
발에서 중국 관련 업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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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통신 서비스 시장의 장벽
중국은 WTO 가입에 맞춰 2001년 9월 중국 최초의 통신 규제법인 ｢통신규제법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을 제정하여 통신산업 규제당국 및 권한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통신규제법은 신식산업부46)를 독립적인 통신산
업 규제당국으로 정하고,47) 신식산업부는 지역별 통신국(Telecom Administrations)
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신식산업부는 통신산업 허가권, 통신장비
허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이 밖에 국가발전계획
위원회와 재정부도 통신산업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1년 신식산업부와 中国电信이 분리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었지만,
규제당국인 신식산업부는 통신시장 규제업무보다 중국의 IT 및 통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에 더욱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역할이 외국인 투자자에
게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식산업부의 허가요건을 충족
해 WTO 양허에 따라 통신 서비스 허가를 신청해도 처리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
에 따라, 2002년 통신규제법을 도입한 이후 기본통신 서비스(basic telecommunications)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단 한 건의 신규 합작투자도 진행되지 못
한 실정이다.
중국의 통신산업 정책 및 시행의 투명성 결여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또 다
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식산업부가 요구하는 기술자격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업체를 효과적으로 통신 서비스에서 제외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
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상황이다.

46) 현재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로 개편되었음.
47) 신식산업부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되면서 중국정부는 WTO 가입 약속에 따라 신식산업부 산하
에 있던 China Telecom을 분리시켜 통신 규제당국과 통신사업자 간의 분리를 단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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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신식산업부는 사전통지 없이 적용원칙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의 경영 자
체에 무리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3년 중국정부는 기본통신 서비스와 부가
통신 서비스 분류체계를 사전공지 없이 변경하여 부가통신 서비스이던 부문을 기
본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함에 따라 외국인의 시장접근 자체를 제한하여 실질적인 무
역장벽으로 작용한 바 있다. 일례로 WTO 양허안에 따르면,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
스의 경우 부가통신 서비스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야 하지만, 중국정부가 이를
기본통신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중국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허가제도, 비용
기본 가격 제도 및 인터커넥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외국 통신업체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체와 경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과도한 자본금 요건도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신규
국제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해 2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여
시장접근을 제한하였으며, 해당 산업 외국인업체의 경우 게이트웨이 사용에
대한 지나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콘텐츠 제공자
(ICP: Internet Content Provider)와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WTO의 양허와
는 달리 개방에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WTO 양허에 따라, ICP의 경우 양허
당시 30%, 1년 후 49%, 양허 이후 2년 이내 50%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에 따라 신식산업부의 허가 또는 지방 통
신당국의 허가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국은 WTO 가입 당시 통신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논의를 DDA 협상 과정
에서 제시하기로 약속하고도 여전히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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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ᆞ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중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3G 업무가 시작
되면 중국의 통신 서비스업체들도 다시 구조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향후 한ㆍ중
FTA를 통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추가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에 있는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업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신 서비스 정책의 투명성 향상, 중국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간섭 방지,
WTO 플러스 수준의 개방계획 명확화, 중국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이 가능해
질 경우,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 게임 등 분야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되며, 이러한 영역의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장에 대한
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금융 서비스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점진적인
방식으로 체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개혁 초기인 1980년대부터 상품시장의
개혁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는 불리한 대외경제 여건하에서 이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요소 시장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생산요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혁이 추진된 것은 노동시장이었다. 중국은 1990
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가 노동력을 계획적ㆍ인
위적으로 배치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의해서 노동력이 배
분되도록 체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후 중국의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의 하나로 전환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228 한ᆞ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중국의 고속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생산요소인 금융 부문의 시장개혁은 노동시장만큼 빠른 속도로 진
행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금융 부문의 개혁은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행조건에 따라 중국은 5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금융 서비스 부문을 개혁ㆍ개방하였지만, 금융 부문의 개혁은 여
전히 부분적ㆍ단편적인 개혁에 그치고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화 과정에서 FTA가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FTA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미ㆍ싱가포르 FTA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FTA 협상에
서 금융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한ㆍ중 FTA에서 금융 서비스 부문은 우리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문의 하나
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중국 측 정책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그 자체로 방대한 작업이고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중국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왔는데, 최근의 주요 연구로서는 금융허브지원팀(2007) 및 이창
영(2008)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이미 축적되어 있다. 따
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우선 중국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의 대폭적인 개방이 어려운
기본적인 여건을 지적하고, 둘째로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와 관련하여 중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한ㆍ중 FTA에서의 시사점을 조망하도록 한다.
우선 중국의 금융산업, 특히 은행부문은 아직까지 국유상업은행 즉 국유부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단일은행(monobank) 시스템에서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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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단순히 국가재정의 출납기관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상업은행을 지향하였지
만,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은 상업성과 관계없이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들의 중요한 자
금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
적이고 투명한 조세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하에서 중국은 금융과 재정 부문
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eidel 2007).
따라서 국가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강제로 저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은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 부문의 본격적인 상
업화 혹은 대외개방화에 중국정부가 적극적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본격화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
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범위로 금융 및 실물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
라서 이제까지 미국ㆍ영국을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선진적인 글
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각종 금융기
관의 기능, 금융상품의 개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등 금융 부문 전반에 대한 새로
운 파라다임이 모색되어야 하고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금융위기 극복의 구
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는 데에는 향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현행 금융위기의 극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금융 서비스 협상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당
분간 어려울 것이고, 시간을 두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금융 부문은 현재 경상거래에 대해서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내 부동산
버블 붕괴의 영향에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주요 수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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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기침체 여파로 일부 수출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의 국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 내 국내은행들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각종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부동산업의 침체에 의해서 중국 내 소매
은행 부문의 성장은 향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침체로 최근까지 급증
하고 있던 은행 부문의 수익성 역시 부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부문은 새
로운 수입원을 개발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경영난이 가장 심각한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공급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금융
감독 기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되었으며, 은행 부문의 리스크가 다른 금융부
문으로 신속히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뱅킹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비
롯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48)
중국에 비해 한국의 금융 서비스 부문은 이미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
지 개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융 부문, 특히
은행 부문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현재까지 중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하여 유ㆍ무형의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지역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많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
에 치중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시장은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으나, 현
지 진출 한국 금융기관은 중국계 대형 은행이나 중국 진출 다국적 은행 그룹에 비

48) Xinhua Financial Limited(2008. 9. 19) (http://www.xprn.com/pr/08/09/088618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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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금력과 금융기법 등 모든 면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또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이행절차에도 불구하고 은행ㆍ증권ㆍ보험 분야에
서 중국 내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도 한국 금
융기관의 중국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대표사무소와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였며,
이들은 공식적인 기준 없이 건별로 재량적인 설립 심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리적 제한 철폐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간 및 과정에 대한 자의적인 법적
용으로 인해 현지 지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 금융감독기관 또한 업종
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규나 시행세칙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금융시장에서의 경영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의 진출 시 존재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한ㆍ중 FTA에 의하여 제한적인 법규와 불투명한 행정절차, 재
량적인 법적용 관행이 개선될 경우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 및 확대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자국 금융산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정책
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과제이며, 금융 부문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중
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파라다임이 시급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
처럼 금융 부문의 정상적인 운용에 대한 입장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금융산업의 개
방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욱 보수적인 견해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의 대외협상, 즉 FTA 협상은 당분간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
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격변하는 금융환경의 와중에서
한ㆍ중 FTA 협상이 시작된다면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양국이 보다 신중하고 전
략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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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 서비스
1) 중국의 환경 서비스 현황
일반적으로 환경산업은 이미 발생한 각종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설비, 오염제거
기술 및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ㆍ전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환경 서비스는 오폐수의 처리,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의 조정,
소음 감소, 환경보존 및 보호에 관한 서비스, 환경 관련 R&D 활동 및 교육ㆍ훈련,
컨설팅, 에코 관광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은 환경 서비스업을 [표 5-19]와 같
이 분류하고 있다.
표 5-19. 중국 서비스업 분류(2004년)
분 류

내 용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방지, 고형 폐기물 처리, 소음 및 진동
환경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 방지, 환경 모니터링, 생태계 보호, 종합이용, 청정생산과 각종
기술제품의 연구개발
환경사업 계획 및 시공

수질오염 처리, 대기오염 처리, 고형 폐기물 처리, 소음 및 진동
방지, 생태환경 복구 및 처리, 기타 오염대책 사업 등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정기 모니터링, 위탁 모니터링, 분석 서비스와 모니터링 서비스

환경 컨설팅

환경영향 평가, 환경사업 컨설팅,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 컨설팅,
환경표지 인증 컨설팅, 유기농 식품 인증 컨설팅, 환경보호 제
품 인증 컨설팅, 에너지 절약 및 절수제품 인증 컨설팅
원자력 관련 청정생산 심사 및 연수, 제품 수명주기 평가, 환경
기술 평가, 환경투자 리스크 평가, 환경정보 서비스, 환경사업
감리, 환경교육 연수 등

오염처리시설 운영

생활오수, 공업폐수, 집진탈황, 공업 폐기가스, 공업 고형 폐기
물, 생활 쓰레기, 위험 폐기물 등 오염처리시설, 자동연속 모니
터링 시스템의 운행관리 등

환경 관련 수출 및 금융 서비스

환경보호 설비와 서비스의 수출입 무역, 환경 투자자와 금융 서
비스 등

자료: 中國環境産業年鑑 2008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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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 서비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기업은 총 3,387
개, 종사자 수는 17만 명, 연간 매출은 총 264.1억 위안, 연간 이익액은 총 26.2억
위안, 수출계약 총액은 0.7억 달러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환경 서비스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993~2004년
기간 동안 환경 서비스 분야의 매출액은 연평균 약 33%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 환경보호 제품 제조업 분야 성장율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참여 기업 수, 종사자 수도 대폭 증가하여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서비
스 요금의 가격경쟁도 치열해져 이익률이 낮아지며, 오염처리장 경영에도 적자 기
업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중국 환경 서비스 산업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 서비
스 산업에서 환경사업 설계시공 서비스와 오염처리시설 운영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이 두 분야가 환경 서비스 수입의 83%를 차지한다.
2004년 기준으로 중국 환경 서비스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부 연해 지역과
중부의 경제발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장쑤, 광둥, 북경, 상해, 충칭,
절강, 산동, 안휘, 천진 등 9개 성의 환경 서비스의 연간 수입총액이 100억 위안을
표 5-20. 중국의 환경 서비스 산업 추이
(단위: 개, 만 명, 억 위안)

구 분

19931)

20002)

2004

기업 수

3,401

5,930

3,387

-

16.4

17

연간 수입총액

11.1

108

264.1

연간 이익총액

6.6

10.6

26.2

이익률

59.5

9.8

9.9

종사자 수

주: 1) 1993년 데이터는 환경보호 기술 개발, 사업설계 시공, 환경보호 컨설팅의 합계임.
2) 2000년 데이터는 환경기술 서비스, 환경 컨설팅, 오염시설 운영관리의 합계임.
자료: 국가환경보호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통계국, 중국환경보호산업기본현
황공보 1998년판, 국가환경보호총국, 2000년 전국환경보호관련산업상황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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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환경 서비스업 각 분야별 현황(2004년)
(단위: 개, 만 명, 억 위안)

구 분
환경기술 연구개발
환경사업의 설계 및 시공
오염처리시설 운영
환경 모니터링
환경 컨설팅
환경 서비스업 합계

기업 수

종사자 수 연간 수입총액 연간 이익총액

456

1.6

13

2.7

1,201

5.3

143.7

15.8

665

5.2

72.7

4.7

1,258

2.7

16.9

0.5

734

1.5

17.8

2.5

3,387

17

264.1

26.2

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공급지남 2006년판.

훨씬 초과하여 전국 환경 서비스 수입총액의 76.6%를 차지였다. 또한 장쑤, 광둥
두 개 성의 환경 서비스 연간수입이 모두 30억 위안을 초과하여 전국 총액의 26%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 서비스 산업과 관련하여 빠르게 법ㆍ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최
근 10년 동안 제정된 환경 서비스 관련 법률은 15건, 행정법규는 25건, 부문규장
은 160건에 이르고 있고, 주요 내용은 시장개방 정책, 투자ㆍ융자 정책, 가격정책,
기업제도 개혁, 소유권 양도, 자산관리 정책, 프랜차이즈 정책, 관리감독 정책, 기
술 관련 정책 등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놀라운 업적임에 분명하지만,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재앙이라고 부를 정도의 환경파괴적인 경제성장이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11ㆍ5 계획 기간(2006~10년) 동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종
전의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각종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
면, 2010년까지 환경오염처리 시설 운영에서 연간 수입총액 300억 위안, 기업 수
3천 개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같은 기간에 전국의 환경오염처리 투자로 1조 4천
억 위안(GDP의 1.2%) 규모가 계획되어 있다.
중점 환경보호 사업은 위험폐기물 처리, 도시 오폐수 처리, 폐기물 무해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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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탈황 처리, 중요 생태기능 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 건설, 농촌 환경보
호행동,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 환경 보호, 친환경 건설 사업 등이다.
우선 수질오염 처리에 약 2,551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중 도시 오폐수
처리는 551억 위안, 공업폐수 처리에는 2천 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처리에는 약 5,000억 위안, 이 중 이산화유황 오염처리는 3천 억 위안, 자동차 배
기가스 억제와 집진류 처리에는 2천 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고형 폐기물 오염
처리에는 약 650억 위안, 이 중 도시 쓰레기 무해화 처리에는 300억 위안, 위험
폐기물의 집중 처리에 150억 위안, 폐기자원과 공업 고형 폐기물의 종합이용에
2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환경보호 투자에 약 1,500억 위안, 환경 서비스업 관련 투자에 약 200
억 위안, 유기식품, 생태제품, 저공해 제품에 약 100억 위안,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와 방사선 환경보호에 약 31억 위안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1ㆍ5 기간 동안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15~17%의 성장률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환경보호산업의 연간 수입총액은 8천 억에서 1만 억 위
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환경 서비스업도 15~20%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며, 2010년 환경 서비스의 연간수입은 약 1천 억 위안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중국의 환경 서비스 시장은 해당 업종의 기업에는 분명히 거대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정
부의 부서로 승격한 환경보호부가 실제로는 환경기준을 적용할 집행능력이 부족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경의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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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진하면서 수많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정책에서 지방정부 관원의 효과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하
여 지방관원 평가제를 환경보호 실적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전에는 외자유치와 경제성장이 평가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을 희생하더라도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개선 실적이 평가에 직접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관원 평가제도의 개선은 중국의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49)
즉 이것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법ㆍ제도의 정상적인 집행에 의해서 지
방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환경산업 혹은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지방정
부와 업무상 접촉이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와 외국기업의 관
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만큼 투명하고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진출 기업
으로서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환경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합작기업(외국기업 대주주 허용)의 형태로 외
국기업의 상업적 주재가 허용되어 있다. 즉 미국, EU 및 일본 등의 선진 환경기술
을 가진 다수의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다. 따라서 단순
히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과의 경쟁을 감안하여야 중국 진출
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49) 이장규ᆞ배승빈(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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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건의료 서비스
1) 중국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 현황
가) 의료인력 현황
중국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2.7%
로 2002년 146.6만여 명에서 2006년 163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치과
의사는 2002년 4만 8천여 명에서 2005년 5만 8천여 명으로 약 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중의사와 약사는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6년 들어 증가하였으나,
2002~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6%, -0.3%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
여왔다. 간호사는 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 3.4%를 시현하며
2002년 124만여 명에서 2006년 143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5-22. 중국의 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의사

1,466,557
(48,705)

1,486,785

1,536,163

1,574,907
(58,803)

1,630,138

2.7

중의사

251,851

245,041

242,107

234,685

236,545

-1.6

약사

357,659

357,378

355,451

349,533

353.565

-0.3

1,246,545

1,265,959

1,308,433

1,349,589

1,426,339

3.4

간호사

주: ( ) 안의 수치는 치과의사 수.
자료: 中国卫生统计年鉴 각년도.

의료기관별 의사 분포현황을 보면, 병원에서 의료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가
2006년 기준 약 105만 명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약 56.2%를 차지한다. 특히 종합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병원의 약 75.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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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 수는 연평균 증가율 7.1%로 종합병원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클리닉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2002년 24,128명에서 2006년 27,638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4.6%의 빠른 증가율을 보여준다.
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50)을 포함하는 중국 중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2006년 현재 약 16.5만 명이고, 이 중에서 중의사는 7.2만여 명으로 그 비중
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의의료기관 가운데 중서의 결합병원에
종사하는 중의사는 2006년 현재 총 2,100여 명으로 중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체 중의사의 2.9%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 중의병원에 종사하는 중의사 수는
6.8만여 명으로 중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체 중의사의 9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3. 중국의 의료기관별 의사 수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959,681
(846,266)

987,035
(874,841)

1,003,952
(891,904)

1,049,118
(935,219)

3.0
(3.4)

종합병원

736,513
(653,031)

754,581
(673,297)

766,863
(686,092)

795,710
(714,256)

2.6
(3.0)

전문병원

71,459
(63,274)

76,282
(67,467)

78,233
(69,068)

87,752
(77,527)

7.1
(7.0)

기타

151,709
(129,961)

156,172
(134,077)

158,856
(136,744)

165,656
(143,436)

3.0
(3.3)

24,128
(20,730)

25,328
(21,683)

24,844
(21,471)

27,638
(23,698)

4.6
(4.6)

구분
병원

클리닉

주: 1) ( ) 안은 개원의51) 수
2) 전문병원은 구강(치과)병원, 종양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전염병병원, 심혈관병원, 정형외과병
원, 미용병원 등을 포함함.
자료: 中国卫生统计年鉴 각년도.

50)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각 민족의학 발전이나 소수민족 배려 차원에서 설립된 병원을 가리키며, 대
부분이 비영리 병원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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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학교육 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고등의학교육은 3년, 5년, 7년을 기한
으로 하는 세 종류의 기본학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52) 그러나 실제로 본과를 기점
으로 한 학제는 5년제, 7년제 이외에도 6년, 8년 등 다양한 학제가 존재하며, 학제
에 따른 학위수여 방식이 학교 재량에 달려 있어 학교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방
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한을 앞당겨 레지던트로 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 의학교육 체계의 과도기적인 성격은 현 중국 의사들의 학력별 구성 비율에
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5년 기준 본과 5년제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
한 의사는 전체의 38.5%에 불과하고, 3년제 전문대학(大專)과 중졸 혹은 고졸 후
약 3년간의 실무교육을 받는 중등전문학교(中專) 졸업자의 비중이 56.4%로 전체
의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계획경제 시기에 전반적인 의료 수준보다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적 공급 자체에 역점을 둔 결과이며, 이 같은 학력
분포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역시 중등교육과정인 중등전문학교(中专)，전문대
학(专科)，본과(本科) 5년, 6년, 7년제, 복수학위, 석사, 박사 등 다양한 학제와 학위
가 존재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중국에는 중의사 양성을 위한 전통적인 도제방식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전통의학 도제 및 특기생의 의사자격 심사고시 방법｣이라는 규
정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국가 중의약 관리국이 인증하는

51) 중국의 의사 자격에는 크게 개원의(執業醫師) 자격과 수련의(執業助理醫師) 자격이 있으며, 개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관기관에 등록을 거쳐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으나, 수련의 자격이 있는 자
는 개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면허 수여가 가능함. 통상적으로 중국은 개원의와 수련의를 모두
의사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52) 전문대학(專科)에 해당하는 3년제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본과(本科) 5년제, 그리고 석사과정을
포함하는 7년제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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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양식의 도제 계약을 스승과 체결해야 하고, 스승 1인에 도제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고등학교(高中)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는 도
제방식으로 만 3년을 수련한 후 수료(出師)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 현황
중국의 병원 수는 2002년 17,652개에서 2006년 19,018개로 연평균 1.9%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종합병원은 2002년 12,716개로 병원 전체의 72%
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그 비중이 69%로 감소하였다. 반면 전문병원은 연평
균 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병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2.7%
에서 2006년 15.9%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의병원과 중서의결합병원도 각각 연평균
1.7%와 0.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상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에는 병상 수가 100개 미만인 작은 규모의
병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중서의결합병원은 병상
표 5-24. 중국의 병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종합병원

12,716
(72.0)

12,599
(71.7)

12,902
(71.0)

12,982
(70.3)

13,120
(69.0)

0.8

전문병원

2,237
(12.7)

2,271
(12.9)

2,494
(13.7)

2,682
(14.5)

3,022
(15.9)

7.8

중의병원

2,492
(14.1)

2,518
(14.3)

2,610
(14.4)

2,620
(14.2)

2,665
(14.0)

1.7

중서의결합병원

207
(1.2)

193
(1.1)

167
(0.9)

194
(1.0)

211
(1.1)

0.5

합계

17,652
(100)

17,581
(100)

18,173
(100)

18,478
(100)

19,018
(100)

1.9

주: ( )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中国卫生统计年鉴 각년도.

제5장 한ᆞ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241

수가 50개 미만인 소형 병원이 각각 41.1%, 51.0%, 5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며, 최근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기준 중국의 영리병원은 총 3,575개로 전체 병원의 약 18.6%
를 차지하며, 연평균 20.8%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영리병원은
2006년 현재 15,616개로 200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종합병원과 중
서의결합병원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 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입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
근 중국정부는 ｢공유제 주도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를 국가와 단체로
규정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영리병원의 설립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5. 중국의 영리ᆞ비영리 병원의 현황
(단위: 개, %)

연평균
증가율

2003

2004

2005

2006

15,677

15,785

15,673

15,616

-0.1

종합병원

11,418

11,432

11,253

11,083

-1.0

전문병원

1,610

1,656

1,721

1,836

4.5

중의병원

2,334

2,390

2,379

2,376

0.6

146

105

118

121

-6.1

2,026

2,545

2,971

3,575

20.8

종합병원

1,137

1,428

1,690

2,012

21.0

전문병원

646

816

944

1,161

21.6

중의병원

182

218

238

285

16.1

47

62

76

89

23.7

구분
비영리병원

중서의병원
영리병원

중서의병원
자료: 中国卫生统计提要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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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자격에 관한 제도
중국에서 의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2006
년 현재 중국에서 의사자격시험을 통해 개원의와 수련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는
중국 전체 의사 수의 약 78%에 불과하다. 중국의 의사자격시험은 개원의 자격시
험과 수련의 자격시험으로 나뉘며, 시험은 임상ㆍ중의ㆍ치의ㆍ공공위생 네 분야로
나누어진다. 시험은 기능시험과 의학종합필기시험이 있다.
표 5-26. 중국의 의사 관련 제도
관련법
교육제도
면허관리기관
국가시험

- ｢의사자격고시임시방법｣, ｢개원의법｣
- 의사양성을 위한 통일된 학제 및 학위제도 부재
ᆞ3년, 5년, 7년을 기한으로 한 세 종류의 기본학제로 규범화
* 최근 8년제 의학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있고 향후 확대도입 예정
- 면허시험은 국무원 위생행정 부문이 주관하고 위생부 의사자격시험위원
회가 담당
- 개원의와 수련의 자격시험으로 구분, 별도 시행
- 매년 1회 실시
- 기능시험과 의학종합필기시험

면허취득을 위한
임상수련 의무화

- 의학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졸업 후 1년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의사자격시험 응시 가능
* 학력에 따라 의무수련기간이 상이하게 적용

면허 사후 관리

- 의사등록제도 실시: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계기관에 등록절차를 거
쳐야 ｢의사면허증｣ 수여 가능
* 의료행위를 2년 이상 중단했을 경우 의사면허증 무효 처리
- 의사의 의료수준, 업무성적 등에 대한 정기심사 실시
* 불합격 시 3~6개월간 면허정지 혹은 무효 처리
- 지속적인 의학교육 및 훈련 실시

- 중국의 의학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의사자격시
험에 응시하여 ｢의사자격증｣ 취득 가능
외국인 의료인력 관리 * 단, 각 지방정부의 의사등록 불허로 의사면허증 취득 사실상 불가
- 외국인 의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허가증 취득 후 중국 내 단기의료행
위 가능
자료: 성한경 외(2007), p. 6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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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의사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재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 등록이 허가되고 의사면허증이 발급된다. 의료활동을 중지한 지 만 2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위생행정부문에 의해 의사면허증이 취소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의학전공 학위를 취득한 외국 국적의 학생이 중국의 의사자격시험
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원의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 중국정부
의 교육행정부문이 인정한 의학전공 본과(本科)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위 취득 후 중국 의료기관 내에서 개원의 지도하에 의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전공실습을 만 1년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외
국 국적인이 응시 가능한 중국의 의사자격시험은 공공위생 부문을 제외한 임상ㆍ
중의ㆍ치의 분야이다. 규정에 따라 중국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외국 국
적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성(省)급 위생행정부문이 공식
적으로 발급하는 ｢의사자격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 국적의 의사가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다. 중국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자격증 취득 후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등록을 신청하고 의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지
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의사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외국 국적 의사의 등록 자체
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국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의 여건과 한ᆞ중 FTA의 경제적 효과
중국 위생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월까지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등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총 160여 개의 각종 중외합자ㆍ합작 의료기관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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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의 규모로 보면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 2004년에는 그
규모가 4,8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진출 외국계 병원의 경영규모
를 보면, 병상을 구비하지 않은 진료소(診所)나 진료센터(診療中心)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금액도 주로 소자본으로 200만 달러 이하인 병원이
50%에 이르며,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진료과목은 대부분 안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혈액투석, 진단 등에 집중되
었고, 지역 분포에서는 주로 19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데, 특히 베
이징, 랴오닝, 산둥 등과 같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 연해 지역의 중ㆍ대도시
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 의료시장 진출 또한 이 같은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으나,53) 베이징ㆍ상하이ㆍ청두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
관의 상당수가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성형ㆍ피
부미용ㆍ치과 등 미용성형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한류열풍과 함
께 성형ㆍ치의예 분야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현
지에 병원을 설립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병원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54) 따라서 향후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규모가 확대되
고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경우, 국내 자본력과 암, 성형외과, 치과, 종합검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병원 진출이 활발
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의료인력에 있어서는 한ㆍ중 FTA와 관련하여 신중한 협상전략이

53)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고된 대중국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투자에서 병원 설립과 관련된 투자는 총
373만 달러, 뷰티클리닉과 관련된 투자는 11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의원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고된 대중국 보건의료 서
비스 투자 중 병의원 설립 투자는 상당 부분 누락되었거나 다른 항목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됨.
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pp.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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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이미 중국은 2002년 DDA 서비스 협상 1차 양허 요청안에서 한방ㆍ
치과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 분야의 개방을 한국에 요구한 바 있고, 이는 모
드 4 분야의 MRA 체결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2008년 4월 체결된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에서 앞서 체결한 여
타 FTA와 달리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상분과를 별도로 마련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협상에서 뉴질랜드는 간호사를 포함한 중국의 전통 중의약(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분야 종사자들의 뉴질랜드 내 단기고용을 허가하
고, 양허 조건으로 인원을 200명, 기한은 3년, 연장 불가로 명시하였다. 특히 뉴질
랜드가 제시한 양허조건에는 중의약 종사자의 학력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1998년 제정된 중국 고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등교육 학위를 취
득한 자, 즉 중국정부가 인정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전통 중의약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한 자에 한해 단기고용을 허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뉴질랜드가 자국 내 중국 의료인력의 단기고용을 위한 요건으로 ‘고등교
육 학위 취득’이라는 학력 제한을 둔 것은 중국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사를 포함한 중국의 의료인력 교육과정 및 자격요건, 면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계획경제 시기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 인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격 및 면허 인정 등에 관한 양국의 질적
동등성을 전제로 하여 향후 자격 인정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246 한ᆞ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아. 교육 서비스
1) 중국의 교육 서비스 시장 현황

중국의 교육 서비스는 시장규모와 서비스 공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서비스
주체와 내용, 방식 등도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중국에는 13.1만 개 유치원과 2,264만
여 명의 취학 전 아동이 있다. 중국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
학교는 각각 34.2만 개, 60,885개이며, 재학생 수는 각각 10,712만 명과 5,95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중등전문학교 등을 포함한 고등
학교는 총 31,685개가 있고, 재학생 수는 4,342만 명에 이른다. 고등교육기관은
2006년 기준 2,311개가 있고, 신입생 수와 재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에는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총 규모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중국정부는 최근 민영화와 국제화를 통한 중국의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교
육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공교육 위주였던 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립학교 중에서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 75,426개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전체 취학 전 교육기관의 58%를 차지하며, 사립 고등교육기
표 5-27. 중국의 사립학교 현황(2006년)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졸업생

신입생

재학생

교직원

교사

고등교육

1,272

222,991

498,562

1,337,942

169,096

96,920

중등교육

10,366

2,204,290

3,175,882

8,447,424

562,468

393,112

초등학교

6,161

643,121

712,489

4,120,907

246,898

179,836

취학 전 교육

75,426

2,628,256

4,104,503

7,756,871

636,914

376,656

자료: 중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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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역시 1,272개로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의
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중등교육기관과 초등학교는 각각 10,366개, 6,161개로 사
립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와 1.8%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명당 각 교육기관의 학생 수는, 2006년 기준 초등학교 학생 수가
8,192명으로 가장 많으나 감소 추세이고, 고등교육기관은 1,81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그 외 고등학교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학
생 수가 3,321명을 기록하였고, 중학교 학생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표 5-28. 인구 10만 명당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연도

고등교육기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

1995

457

1,610

3,945

1,1010

2,262

1996

470

1,780

4,180

1,1273

2,208

1997

482

1,905

4,289

1,1435

2,058

1998

519

1,978

4,408

1,1287

1,944

1999

594

2,032

4,656

1,0855

1,864

2000

723

2,000

4,969

1,0335

1,782

2001

931

2,021

5,161

9,937

1,602

2002

1,146

2,283

5,240

9,525

1,595

2003

1,298

2,523

5,209

9,100

1,560

2004

1,420

2,824

5,058

8,725

1,617

2005

1,613

3,070

4,781

8,358

1,676

2006

1,816

3,321

4,557

8,192

1,731

자료: 중국 교육부.

2007년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9.6만 명으로, 188개 국가 및 지역의
학생들이 전국 31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대만ㆍ홍콩ㆍ마카오 제외)에 분포해
있으며, 중국정부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10,1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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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유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이 64,481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ㆍ미국ㆍ베트
남ㆍ태국이 각각 18,640명, 14,758명, 9,702명, 7,30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외
로 나가는 중국 유학생들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표 5-29. 중국의 유학생 분포
(단위: 만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해외 유학생

3.9

8.4

12.5

11.7

11.4

11.9

13.4

15.0

외국인 유학생

5.2

6.2

8.6

7.8

11.1

14.1

16.3

19.6

자료: 중국 교육부.

한편 모드 3 형태로 중국의 교육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교육기관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IBM 등은 중국의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소
프트웨어 설계훈련 등과 같은 교육훈련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고, 중외합작
교육기관도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9월까지 대학 본과 교육을 맡고 있는 중외합
작 교육기관은 21개로 베이징ㆍ상하이 등 11개 성에 분포해 있다. 석사 이상의 교
육과정을 맡고 있는 중외합작기관은 총 4개로 베이징ㆍ톈진ㆍ광둥ㆍ랴오닝에 위
치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투자국과 건수를 보면, 미국이
154개로 가장 많고, 호주ㆍ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도 각각 146개, 58개, 56개로 다
수 진출해 있으며, 한국은 총 12개의 교육기관이 합작형태로 진출해 있다.
최근 중국 교육기관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중국어 훈련ㆍ양성 시장을
중심으로 2006년 10월 현재 50개 국가 및 지역에 116개의 학원이 설립되었다.
표 5-30. 중외합작 교육기관 투자국과 투자건수
(단위: 개, 2004년 기준)

미국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대만

프랑스

독일

한국

154

146

58

56

46

40

31

24

14

12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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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
전, 특히 컴퓨터ㆍ통신 산업을 위주로 한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
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시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중국에
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교육업체가 약 70개, 관련 사이트 89개, 각종 인터넷
교육기관이 46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컴퓨터ㆍ외
국어 등 비정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취업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각종 기능교육과 비정규 교육시장,
특히 시간절약이 가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
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민간자본은 물론 해외자본도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에 주목하며,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어,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최대의 인터넷 교육사 Worldedo는
2001년 중국시장에 진출, 중국 교육기관과 합작하여 성인 교육, 컴퓨터 교육, 외국
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e러닝 업체인
Blackboard사는 중국 온라인 교육 운영업체인 CERNET사와 공동 투자하여 베이
징싸이얼화보정보기술유한공사(北京赛尔毕博信息技术有限公司)를 설립하고 국내
주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솔루션 제공에 주력
하고 있다. 이들 외자 온라인 교육사는 주로 기능과 비정규 교육에 주력하고 있고,
특히 외국어 교육 면에서 주도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였다. 또 외자업체의 중국시
장 진출로 중국 온라인 교육업의 기술 수준이 대폭 제고되는 동시에 시장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중국 교육 서비스 시장의 여건과 한ᆞ중 FTA의 경제적 효과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교육 서비스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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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하였다. WTO 양허안에 따르면, 모드 3에서는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ㆍ중등
교육, 고등 및 기타 교육 서비스 분야 내에서 외국 교육기관이 외국 다수지분의 중
외합작 형태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시장을 부분 개방하였다. 모
드 4에서는 중국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을 받거나 고용된 경우에만 외국의
개인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내국민대우에서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2년 간 전문경험을 보유한 전문
타이틀 혹은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모드 1, 3의 내국민대우를 양허
없음(unbound)으로 기재하여 보조금 등에서 차별대우가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중국이 기체결한 FTA 중에서 중ㆍ뉴질랜드 FTA를 제외하고 교육 서비스 분야
에서 WTO 양허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 FTA는 없다. 홍콩ㆍ마카오와 체결한
CEPA에서도 교육 서비스는 협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중국 측 양허안에 추가양허(additional commitments)로 “중국 교육부의
해외연수(study abroad) 웹사이트(www.jsj.edu.cn)에 뉴질랜드의 8개 대학교와 20개
의 기술 및 폴리테크닉 기관,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가 승
인한 6개 민간훈련기관의 목록을 리스트업 할 것이며, 양국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위한 질적 보장 기준의 평가에 공동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교육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관계
로, 양자간 FTA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교육기관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계 교육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계 어학원, 입시학원, 유치원 등이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는 직접 교육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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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교육자문, 상무자문)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한국
연수생들의 교육은 현지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곳도 있다. 그
러나 연수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현지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취업비자 획득 절
차가 매우 엄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국 정부의 인가로 설립된 한국국제학교 수가 매우 적어 양국 정부의 협
의를 통해 이를 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여건의 하나로서, 투자 기업인의 자녀교육문제는 선결
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학원, 유치원, 연수교육 등 한국
계 교육 서비스 기관의 대부분이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바, 한국교민의 수를 감안하여 한ㆍ중 FTA를 통해 한국 교육기관의 대중 진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면, 한국 교육사업의 중국시장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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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분석내용을 정리ㆍ요약한 후, 본 보고서의 분
석을 바탕으로 한ㆍ중 FTA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을 제
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ㆍ중 양국의 FTA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 검토할 것이
다. 물론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정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중국의 FTA 정책과 비교를 위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3~5장에 나와 있는 주요 연구성과를 정리ㆍ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후 보완해야 하는 연구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한국은 2007년 6월 말 미국과 포괄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말 현재 EU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추
진한 FTA 중 미국과의 FTA 서비스 협상 결과는 DDA 플러스 수준을 달성한 높
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보이며, 유럽연합과의 FTA도 미국과의 FTA에 뒤지지 않
는 높은 수준의 FTA서비스 협상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FTA를 교역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립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향상, 금융 허브로의 도약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성장
의 계기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FTA 로드맵을 채택하
여 FTA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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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한ᆞ미 FTA와 중ᆞ뉴질랜드 FTA 협정 비교
한ᆞ미 FTA 협상 분야

중ᆞ뉴질랜드 FTA 협상 분야

최초 규정 및 정의

포함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포함

농업

미포함

섬유 및 의류

미포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미포함

원산지 및 원산지 절차

포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포함

무역구제

포함

위생 및 검역

포함

무역기술장벽

포함

투자

포함

서비스

포함

금융 서비스

미포함

통신/전자상거래

미포함

경쟁

미포함

정부조달

미포함

지적재산권

포함

노동

미포함

환경

미포함

분쟁해결/투명성/총칙

포함

자료: 저자 정리.

그리고 한국은 FTA 로드맵 채택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서
비스, 투자, 지재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
해 중국은 중ㆍ뉴질랜드 FTA를 통해 기체결 FTA에 비해 가장 포괄적인 협상 체
결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범위와 수준에서 한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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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3년부터 민감 분야에 대한 개방은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
을 채택하여 일본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이어 칠레, 싱가포르, EFTA, 미국,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GCC, EU 등과 FTA를 완료 또는 협상 중에 있다.
한국은 협상의 분야에서도 거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추구하지만,
개방 폭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
한 한국의 FTA 전략과 구체적 개방정책의 방향은 한국이 이미 체결한 한ㆍ미
FTA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한ㆍEU FTA의 협정문과 유보안 및 양허안에 반영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ㆍ미 FTA를 통해 상품 분야에서 94% 이상
의 조기철폐를 양측이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고의 핵심 내용인 서비스 분야에
서도 한국은 DDA 초과, 미국은 DDA 수준의 높은 개방수준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한ㆍ미 FTA 서비스 협정문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4대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현지주재(LP) 등에 합의하였
다. 유보안에 있어서도 자유화 후퇴 방지장치(ratchet mechanism)를 부속서 1에
도입하였다. 부속서 2에서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미래에 새로이 채택될 수 있는 조치를 유보하였다.
또한 한ㆍ미 FTA에서 유보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의함으로써 서비스 산
업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도를 협상 결과에 반영
시켰다. 특히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
의하여 구체적 분야와 협의단계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개방 분야에서도 전문직 서
비스인 법률, 회계ㆍ세무의 단계적 개방안을 채택하였다. 중국도 민감해 하는 법률
시장 개방에서 한국은 3단계 개방안을 통해 미국 로펌과의 조인트벤처 및 국내 변
호사 고용도 허용할 계획을 포함시켰다. 한ㆍ미 FTA에서는 또한 국내 방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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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부분 개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스크린 쿼터 동결,
시장접근 의무 향상 적용, 미래 MFN 적용 등이 채택되었다.
한ㆍ미 FTA에서 채택한 한국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전략 및 정책은 경제
성장을 대외교역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이후에 추진할 FTA에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향후 한국이 FTA를 추진할 대상국 중에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
할 것으로 분석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다. 2004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
역대상국이 되었고, 2만 개가 넘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07년부터 중
국은 한국의 대미ㆍ대일 수출 총액보다 더욱 큰 규모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제2장
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이미 181.5억
달러를 넘어 상품교역의 12.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교역 규모는 1998년
양국의 서비스 교역 규모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24.4%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운수(70.2%),
여행업(10.8%)이고, 2001년 이후부터는 특허권 등 사용료 및 사업서비스 분야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통신업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0.8%에서 2007년 0.5%로 오히려 감소
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운수, 여행, 사업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은 대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2007년 6억 1,800만 달러
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수, 보험, 특허권 등 사
용료 부문에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 양국 서비스 업종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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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일부 반영하는 무역특화지수(TSI)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운수, 보험, 특허
권 사용료 등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ㆍ중 양국간 서비스 교역이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중
국의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발전과 경쟁력에 있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서비스 개방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한국의 FTA 정책에 비해, 중국은 서비스 산업 발전이 감당할 수 있
는 점진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제2장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
략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FTA 추진 우선상대국 기준은 국가
별로는 인접 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다. 목적에 있어서는 에너지ㆍ자원 확보, 중화
경제권 추진을 위한 전략적 FTA를 우선시한다. 중국은 한국이 중점으로 삼고 있
는 FTA의 경제적 목적인 해외시장 진출, 국내 지역개발, 산업경쟁력 촉진 등을 대
한국 FTA 전략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FTA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체결 상대국으로서 중국에 갖는 의미는 에너지
자원, 시장확보와 같은 경제적 목적보다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 블록 강화라는 전략
적 목표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중국과 미래에 FTA 협상에 들어갈 경우 이러한 중국의 대한국 FTA 전
략, 목적, 체결 상대국으로서 중국에 주는 한국의 의미 등은 FTA 협상 개시ㆍ과정
ㆍ결과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FTA 협정 외적인 중요 요소이다. 중국의
대한국 FTA 협상 개시ㆍ과정ㆍ결과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양국
이 추진하고 체결한 기존 FTA 협상의 결과 및 추이와, 향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방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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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의 주요 기체결 FTA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특징은 FTA 체결 시 주로 상
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상품 FTA의 성과에 따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단계
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는 것이다. 중국은 FTA 체결시 포괄적이고 높
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보다는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FTA 서비스 개방 수준과 범위는 전반적으로 DDA 2
차 양허안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야에서 GATS와 DDA 수
준을 초과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GATS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
른 특징은 중ㆍ홍콩 CEPA에서 중국이 홍콩에 부여한 서비스 분야 혜택이 여타
FTA 협상대상국에 부여한 혜택보다 컸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 여타 국가와 체결
하는 서비스 협상 결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세번째 특징은 중국이 최
근 들어 과거에 비해 서비스, 투자 및 기타 이슈들을 일괄타결하는 다소 포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기존 FTA 중 한국이 중요하게 분석해야 할 서비
스 개방안을 중심으로 중ㆍ홍콩 CEPA, 중ㆍ아세안 FTA, 중ㆍ칠레 FTA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이 2008년 4월 체결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발효한 중
ㆍ뉴질랜드 FTA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은 기존
에 체결한 FTA와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선진
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때 쟁점과 협상 방
향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중ㆍ홍콩 CEPA 서비스 협상은 ‘일국양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6월
CEPA 1단계 합의 이후 총 다섯 차례의 보충협상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개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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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2008년 7월 체결된 CEPA 6단계는 중국의 서비스 개
방 상한선을 제시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중ㆍ홍콩 CEPA의 구체적 양허 내
용은 상업적 주재와 인력이동에 관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력이동에 있어서 전문서비스 공급업자의 자격과 제한사항을 큰 폭으로 완
화한 것이 특징이다. 양허 방식은 GATS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고, 6단
계 협상 이후 최종 추가로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총 40개 분야이다.
최초 CEPA 협상 단계에서는 18개 서비스 분야가 추가로 개방되었고, 그 이후
5단계의 보충협상 단계를 통해 추가로 22개가 개방되었다. CEPA 협상 5단계와 6
단계에서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공공설비, 환경 서비스, 시장조사, 과학기술자문
등으로, 이들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중국이 민감하게 느끼며,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CEPA 1단계에서는 은행, 보험, 주식, 건설 및 엔지니
어링, 시청각, 유통, 호텔 등을 우선 개방하여 비즈니스 및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홍콩과의 FTA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려
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의 기체결 FTA 분석에서 제시되었듯이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소극적인
추가개방 수준을 견지하고 점진적 개방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FTA의
경우 DDA 이상 또는 DDA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여 다자간 협상보다 더욱 진전
된 협상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점진적이고 소극적 개방을 추
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체결 FTA 중ㆍ아세안 FTA 서비스 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FTA이다. 이 FTA에서 중국의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DDA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DDA에서 양허한 분야를 양허 범위에서 제외
시킨 것도 다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서비스 개방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방의
여지도 기대할 수 있지만, 아세안 각국의 서비스 발전 정도가 낮아 중국이 서비스
추가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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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칠레 FTA는 통신ㆍ금융 서비스가 양허에서 제외되었으나, 중ㆍ아세안
FTA에서 미기재되었던 전문가 서비스와 유통 및 운송 서비스의 일부가 기재되었
다. 중ㆍ칠레 FTA에서 중국은 DDA에서 기재한 일부 서비스 분야를 미양허한 반
면, 중국이 양자관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광산채굴과 기타 관
련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에 합의하는 등 상대국 특성에 따른 유
연성을 보여주었다.
중ㆍ뉴질랜드 FTA는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 내용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의 것이자, 기존 중국이 체결
한 FTA에 비해 서비스, 인력이동, 투자 분야를 모두 협정문 본문에 포함시킨 최초
의 포괄적 FTA라고 할 수 있다. 국경간 서비스 장에는 모드 1~3을 다루고, 별도
의 인력이동 장을 두어 모드 4를 다루었다. [표 3-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서비스
협정문의 주요 내용에서도 기존 FTA에 비해 가장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기존 양자 FTA에서 제외하였던 최혜국대우(MFN)가 포함되어 있는
데, 이 의무사항이 중ㆍ뉴질랜드 FTA보다 나중에 체결된 중ㆍ싱가포르 FTA 서
비스 협정문에는 제외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ATS에서 일반의무에 해당하는 MFN이 양자특혜무역협상에서 서비스 협정문
일반의무로 포함되는 것은 서비스 개방 방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
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 단초로 판단된다. 한국도 미국과의 FTA 초기협상에서
MFN 의무를 협정문 본문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MFN을 제외한 중ㆍ싱가포르 FTA 협상 결과를 볼 때 이러한 단초가 한국
과의 FTA에서도 적용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은 기체결 FTA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려는 의지
를 협정문 본문에서 보였지만, 서비스 협정문의 일반적 4대 의무인 NT, MFN,
MA, LP 중 NT, MFN, MA만을 포함하였고, MFN도 과거는 적용하지 않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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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미래 MFN의 경우도 부속서 9에서 별도로 미래
MFN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분야 7개 영역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합의하여 미래
MFN 적용으로 인한 추가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ㆍ미간에
MFN 의무 기재와 적용이 이슈이었듯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과의 FTA 협상에서도 MFN 의무 및 적용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에서 중국은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단계에 조
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향후 FTA 서비스 협정 시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과 연계된 개방정책을 점
진적으로 실시한다는 서비스 개방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서비스 정책
에 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국별 서비스 산업 발전의 차이에 따른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합의 역시 포함시켰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양허안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DDA 수준과 유사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GATS 수준보다 진전된 개방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DDA에서는 양허하였지만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양
허하지 않은 분야도 도시간 정기승객운송서비스(CPC 71213), 시장조사 서비스,
인력 배치 및 공급 서비스, 빌딩청소 서비스, 요금 또는 계약 기반 포장재 프린트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달한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양허안을 GATS와 비교
할 때, 모드 1, 2에서 GATS 플러스인 분야는 경영자문,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등이고, 모드 3에서는 소프트웨어 실행, 경영자문, 교육과 환경 서비스, 스포츠ㆍ
오락 서비스, 항공기 수리 및 유지ㆍ보수 서비스, 자동차 유지ㆍ보수 및 정비 서비
스, 화물운송대리점 서비스 등이다.
한ㆍ미 FTA, 한ㆍEU FTA에서 전반적으로 DDA 플러스 수준의 개방에 합의
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 서비스 협상에서 이러한 중국의 FTA서비스 개방
수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ㆍ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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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일시입국에 관한 별도의 장(제10장)과 부속서(Annex 9)가 합의되었고,
부속서 9에서 중국과 뉴질랜드의 양허 분야가 제시되어 외관상으로는 양국의 양허
가 균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의 개념이 협정 본문(제130조)과 부속서(Annex 11)에 포함되었지만, 이 부속
서에 따른 구체적인 약속을 중국은 기재하지 않고 뉴질랜드만 기재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는 뉴질랜드가 일시입국 분야에
서 민감한 이슈인 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상당부분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러한 대응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뉴질랜드가 중국과 합의를 본 일시고용입국 분야가 자국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로 분석되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중국의 기체결 FTA를 분석해보면,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제시한 서비스 개방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큰 개방
수준을 추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이 기존에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 서비
스 및 오락 서비스에 대해서는 폭넓은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
경 서비스의 경우도 대체로 GATS 플러스 수준으로 개방을 하고 있어 향후 중국
의 환경 서비스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한 WTO/DDA 이
상의 추가개방을 양허하지 않은바, 향후 한ㆍ중 FTA 협상에서 이 분야에 대한 추
가개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제4장에서 보여주듯,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업이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65

과 발전단계에서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007년 현재 서비스 산업이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6%, 66.7%에 이르지만, 여타 OECD 회
원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1980~90년대 고용구조상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다. 둘째, 생산자 서비
스의 부가가치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전반
에 걸친 생산성이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 또한 한국 서비스 교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대규모
로 확대되었고, 유학을 포함한 여행수지 적자가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가 낮아 2007년 기준으로 서비스 산
업이 총산출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0.1%, 32.4%이다. 서비스 산업
발전 정도가 낮아 한국과의 FTA 서비스 협상이 개시되면, 중ㆍ뉴질랜드 FTA와
같은 포괄적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 개방의 정도
와 범위를 제시하는 서비스 양허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는 DDA 수준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서비스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공공관리, 위생, 교육 등 공공성을 강하
게 띠는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이 높아 협상에 있어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도 미국과 FTA 협상 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교육 및 의료 서비
스의 경우 포괄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공공서비스 개방
에 대한 요구를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대세계 서비스 무역수지에서 한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운송 분야에
서는 적자, 여행과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분야별 수지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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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중국의 FTA 전략 및 기존 FTA 서비스 협상 분석, 한ㆍ중 FTA 서비스 경제적
효과 등을 바탕으로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의 주요 이슈 추정 및 정책 제언이
가능하다. 우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에서 협정 외적인 이슈와 협정 내적인 이
슈가 있다. 협정 외적인 요소에는 중국의 FTA 전략에 따른 여타 국가에 대비한
한국의 가치, 이에 따른 중국 측의 최대 양허 범위 및 수준이 있다. FTA 서비스
협상 개시 전이라도 양국이 가능한 양허 범위 및 수준에 대해 사전적으로 탐색하
고, 협상 시 양국이 상호간 Request/Offer를 통해 양허개선 분야에 대한 양국의 입
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중대한 고비
를 맞고 최종 개방수준을 정하는 경우,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서비스 협상뿐만 아니라 전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외적 요소 중 하
나이다. 이러한 요소는 양국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심화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협정 외적인 이슈는 협상에서 정식으로 의제화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
는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관한 것이다. 협정문의 의무사항으로 적시하기 곤란하지
만, 한국기업이 중국 현장에서 직면한 사업 애로사항을 FTA 협상 시 어떻게 반영
하는가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FTA 내에서 다루기 곤란하므로 협상 개시
전부터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여 중국 측에 이를 적극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FTA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FTA 협정 내의 이슈로는 협정문 이슈와 양허안 또는 유보안 이슈가 있다. 협정
문 본문의 의무사항 및 양허안 또는 유보안과 관련된 기술적 쟁점도 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의 개방의지와 관련하여 FTA 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인 네거티브 방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67

의 유보안 적용 여부,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수용 여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의
분야와 절차, 인력이동, 시장접근 향상 이슈 등이 양국간 FTA 서비스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 기존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분석되
듯, 중국은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에 따른 점진적 개방 방식을 반영한 양허안(포지
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하였고, 양허 수준도 GATS나 DDA 수준을 적극적으
로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서비스 협상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통신ㆍ법률ㆍ금융 서비스
등 여타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에 합의하는 것은 한국의 입
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중국이 선진국과 최초로 체결한 뉴질랜드와
의 FTA 내용이 GATS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양허 범위와 수준 자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클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중국정부가 서비스 개방 정책을 후퇴하지 않겠다는 후퇴방지 장
치의 도입 여부도 이슈이다.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문(제120조)에서는 협정 발효 3년 이후 개방일
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어, 서비스 개방의 부
작용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서비스
경제화를 추구하고, 기존 FTA 서비스 협정에서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 중국과의 협상 시 중국이 후퇴방지 장치 도입에 합의할 것인지의 여부가 중
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허방식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채택 여
부가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 도입 여부와 함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중
국이 체결한 어느 FTA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양허가 합의되어 있지 않아 중국과
의 협상 시 포지티브 방식으로 중국이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추진전략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ㆍ중 FTA 서비스 협정문 본문에서 FTA서비스 협정의 일반적 4대 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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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MFN, MA, LP 의무 전부의 서비스 조치 적용 여부도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
한 FTA에서 반영한 사례가 없어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주요 이슈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MFN 의무의 과거 및 미래 적용 여부가 양
국 모두 주요 관심사인데, 한국은 중국이 CEPA에서 홍콩에 부여한 수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 또는 EU에 합의한 수준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ㆍ뉴질랜드 FTA와 같이 미래에만 MFN을 적용하고 MFN 적
용 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일부만 적용하면, 서비스 협상의 결과 발생하는
MFN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한국은 중국과의 FTA 서비스 협상 시 양국에 균
형된 MFN 대우(balanced MFN treatment)뿐만 아니라, 동시에 MFN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드 4의 인력이동 이슈는 양국이 FTA 서비스 협상을 개시할 경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전문인력
에 대한 상호 자격인정(MRA)도 중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MRA 협상 결과가 국내 서비스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 제3장의 중ㆍ뉴질랜드 FTA 인력이동 협상 결
과에 따르면, 중국 측에 다소 유리한 협상 결과가 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으로 고용인력이 부족한 뉴질랜드의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국 서비스 공급업
자의 일시고용입국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뉴질랜드 측의 의도가 협상 결과에 반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시고용입국’에 관해 중국은 양허 분야가 없는 반면,
뉴질랜드는 20개 서비스 분야에 걸쳐 3년간 중국 서비스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체
류를 허용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뉴질랜드가 중국 전통 한의사의 3년간 ‘일시고용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FTA 서비스 협상 시 한의 분야에 대한 일
시입국 및 상호 자격인정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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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특히 금융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 등의 개방 수준이 한ㆍ중 FTA 서
비스 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금융 서비스는 외환위기와
한ㆍ미 FTA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이 달성되었고, 중국의 경우 은행과 보
험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으나, 증권의 경우 개방수준과 투자가
낮아 협상 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ㆍ미 FTA에서 이미 DDA 플러스 수준의 동업과 고용을 허용하는 수
준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양국이 FTA 서비스 협상을 개시하는 경우 중
국에 한ㆍ미 FTA 수준으로 법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급증
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 투자와 진출 기업의 규모로 볼 때,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한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한국 법률 서비스 공급자의 생산성 및 경
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경제발전 속도 및 수준으로 볼 때 한
국의 농업은 중국에 비해 열세이고, 제조업은 많은 분야가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
나 본고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
용료 등 대체로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한ㆍ미 FTA 양국 국회 통과와 한ㆍEU FTA 협상을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 시 DDA 플러스 수준 이상으로의 서비스 개
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 시 한국은 자유화 후퇴방지장치를
도입하여 서비스 개방 정책이 역진적으로 되지 않도록 FTA 서비스 협정문상에 명
문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한ㆍ미 FTA 및 진행 중인 한ㆍEU
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협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상 타결 목
표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FTA 투자분야 협상도 한ㆍ미
수준과 동일한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투자자대
국가 소송제도(ISD)의 도입도 중국과의 FTA 서비스ㆍ투자분야 협상에 포함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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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제4장에서 중국의 기존
FTA 추진 사례 및 서비스 경제화에 따른 분석, 제5장의 중국 서비스 장벽 연구에
기초할 때, 한국과 중국이 양국의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협상결과(win-win)에 합의
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FTA 서비스 협상을 달성하는 것은 향후 1~2년 내에 쉽지
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ㆍ뉴질랜드 FTA 협상결과를 볼 때, 중국이 기존
의 소극적 서비스 개방태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방으로의 정
책 전환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언급함으로
써 본 연구를 끝맺으려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한 상품무역의 관세철폐
수준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면서 FTA의 분석은 그 외
연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보고서가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유관 이슈를 총망라하여 분석한 것은 결코 아니
다. 본 연구서의 주요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FTA 전략, 특히
서비스 무역에서의 전략에 대해 협정문 및 양허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정과 관련하여 투자협
정도 보다 세밀한 분석이 향후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는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한ㆍ중 양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통계 보강, 양국 서비스 교
역 데이터 보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정교한 통계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부문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상 통계적인 분석의 한계를 완전히 극
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피해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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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보고서에 수행한 정성적인 분석도 분석자료를 보다 확충하고 분석
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분석을 축적하여 보다 정교
하고 종합적인 대중국 FTA 서비스 협상 전략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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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f Main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Chang Kyu Lee, Junkyu Lee, Seung-Shin Lee, Jina Yeo, Seung Bin Pae
In considering the volume of trade and size of bilateral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bviously, China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ree trade
agreement (FTA) partners, which Korea will negotiate with some time in the
future. The Korea-China FTA has, therefore, been one of the key issues for
both the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in Korea and a significant number of
previous researches in this area have been accumulated.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generally focused on the bilateral trade in
commoditie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rade in services has not yet
been paid much attention in the Korea-China FTA. This research start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ttaching greater significance to the negotiation on
service agreements in the Korea-China FTA. In this research, a few observations have been made to support the above arguments.
For example, recently, China has exerted some degrees of flexibility in the
area of trade in services when concluding the FTA negotiation with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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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aland. The China-New Zealand FTA is the first FTA, which China has ever
concluded with a developed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first comprehensive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China has ever concluded.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cannot be ignored in considering China's huge size of popul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main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Basically, four previous FTAs in which China concluded, i.e. the China-Hong
Kong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 ChinaASEAN FTA, the China-Chile FTA, and the China-New Zealand FTA, are selected to study their main characteristics, trend, and significant implications on
China's strategies in the area of FTA services agreements.
Historically, China has been extremely cautious in opening its huge but still
underdeveloped service markets in the previous negotiations of FTA service
agreements.
In this research, some important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are located
from the in-depth analysis of FTA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Above all, so far China has had a tendency
to accept the positive list format over the negative one in FTA agreements.
Thus, before the negotiation of the Korea-China FTA is concluded in the future,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format should be the first step in designing
the entire structure of FTA service agreement.
The inclusion of the so-called ratchet mechanism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to avoid any possible retreat of liberalization of service sector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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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untries would agree to open in the future. Also, the inclusion of the
most favoured nation (MFN) clause would be one of possible key issues once
a bilateral negotiation begins.
Additionally, in the future negotiation of the Korea-China FTA, mutual recognition of qualifying licenses of some professional services would become
one of the difficult issues that two countries should solve. Generally,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are encouraged to enhance the mobility of service
providers. However, the systems and procedures to give the licens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Korea and China. As a consequence, opening of
some professional service markets in Korea and improving mobility of service
providers could possibly produce some disturbing effects in the Korean
economy. Therefore, a cautious approach should be taken in this area.
Korea's level of openness in the areas of financial sector, legal service sector,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s has been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China so it is desirable to strategically push FTA service agreements in the
Korea-China FTA once two countries start negotiation in some future.
However, the current ongoing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is inevitably
making the formal launching of the Korea-China FTA unpredictable for the
time being. Even under these unfavorable circumstances, two countries should
expand the economic exchanges in a cooperative manner to construct a mutually beneficial and successful FT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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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Analysis of Main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와 양국 FTA 전략 비교

Chang Kyu Lee et al.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제5장 한·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
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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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중 FTA 협동연구시리즈

F
T
A
대
비
중
국
의
F
T
A

주관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여연구기관: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제연구원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업별 영향분석
●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

●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경쟁력 비교
분석 및 협상방향

성이 있다.

● 한·중 FTA 대비 중국법령상의 무역구제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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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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