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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해나갈 대안
중 하나로 남북경협의 중요성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남북한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한반도 통일과 경제통합에 대비하는 정책 대안은 꾸준히 모색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점
검하고 보다 선진화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까지의 남북경협은 제도화 수준이 낮고 북한의 시장화 촉진에 별다른
기여를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족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해오던 무관세거래는 향후 남북경협 규모가 커질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WTO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
로 남북한 FTA 체결을 요구하는 견해는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경협 확대 및 제도화, 남북경협 무관세거
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 북한의 시장화 촉진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
는 방안으로 남북한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때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
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든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암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제통합의 초보적 단계
를 다루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먼저 중국과 홍콩, 대만의
FTA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한 FTA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FTA에 담길 주요 내용과 함께 국제통상법적 제약 및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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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무역 및 생
산 유발효과)를 추정한 후 북한 및 국제사회를 고려한 남북한 CEPA 체결전략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는 임수호 연구위원과 이효영ㆍ최장호 부연구위원, 최유정 연구
원,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지영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
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우리 원의 정여천 선임연구위
원과 황운중 부연구위원, 심사를 맡아준 기획재정부 최영배 남북경제과장과 김
양희 사무관, 고려대 강문성 교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적
극적인 도움을 주신 대만 현지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세계경제
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남북관계의
디딤돌이 되어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경제통합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 택

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
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
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
화하였다.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즉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등 해외사례를 FTA 체결
의 배경과 진행 과정, 법적 지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
서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홍콩, 중국-대만 FTA는 제1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개방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후속 협상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했다
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홍콩 CEPA의 경우 매년 1회 보충
협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한 반면, 중국-대만 ECFA의 경우 조
기수확프로그램(EHP) 이외에 상품ㆍ서비스무역 협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두 FTA의 성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
는 주로 중국-홍콩, 그리고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미 남북한간
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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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들을 검토하
여 CEPA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원칙, 상품교역(관세, 비관세장벽, 원
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등 4개 분야
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 무관세거래는 지속하되 이에 따른 남북
한 내 산업별, 계층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영
역에서는 아직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현행 남북경협이 가지는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북한 FTA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다양한 국제통상법의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
히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MFN)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관세혜택 및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
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
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간
FTA(CEPA)를 체결할 경우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 GATT 제24조
의 요건 충족 문제,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및 기체결 FTA의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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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지역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도 검토
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국제통상법
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현 남북한간 교류의 규모 및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
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GDP 변화는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CEPA 체결로 남한 GDP가 2020년 1,822조 8,000억 원
→ 2039년 3,06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북한 GDP도 2020년 38조
원 → 2039년 30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소득격
차가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하였으며, 남북한 교역도 2020년
23억 2,000만 달러(남한 GDP의 0.15%, 북한 GDP의 7.2%) → 2039년 49억
3,000만 달러(남한 GDP의 0.18%, 북한 GDP의 11.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
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
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 내 효과
(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 또한 CEPA 체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역 내 효과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남한의 지역 내 효과는 18.7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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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효과는 북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GDP 및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추정 결
과를 적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시산하였다. 남한의 최종수요
(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
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추진 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통합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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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간 우리사회 저변에서는 남북경협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물론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에 따른 제재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약화
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남북경협 확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
다. 또한 한국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와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ㆍ강화는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
적으로 남북한 FT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
과를 추정하며 국제통상법적 제약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1992년부터 무관세거래를 해왔
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으나, 향후 남북경협 규모가 커지거나 경제통
합이 본격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면 거래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WTO에 가입하는 경우 WTO 회원
국인 한국에 대한 제소도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또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달리 남북경협은 통일 및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추진
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경협이 단기적인 수익성 차원만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한간 보완적 산업구조 형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간 남북경협은 제도화 수준이 낮고, 民(남)-官(북), 官(남)-官(북) 형
태로 진행되어 북한의 개혁ㆍ개방이나 시장화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
이 제기되어왔다. 남북경협의 과실을 북한의 당ㆍ정부(官)가 독점함에 따라 이
른바 ‘퍼주기’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무관세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 경제통합을
염두에 둔 남북경협의 확대 및 제도화, 그리고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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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한 FTA 체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남북한 FTA 체결을 요구하는 주장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아
직 본격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인데, 그나마 예외적인 연구로는 임수호, 동용승
(2007)과 강문성 외(2014)를 들 수 있다.
임수호, 동용승(2007)은 중국과 홍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을 남북한간에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
하여 제도적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1국가 2
체제 2정부 관계에 있는 중국 내륙과 홍콩 사이의 관계가 남북한 사이의 특수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2007. 10) 개최 시
기와 맞물려 상당한 정책적 관심을 끈 바 있다. 하지만 CEPA의 구체적 내용이
나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이론에서 CEPA가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규명 등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강문성 외(2014)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체결을 주장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CEIA는 FTA보다 진전된 통합 형태로서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의 중간 수준으로
상정되고 있다(‘인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외한 공동시장’). 특히 이 연구는
무역 및 투자, 화폐, 인적자원 활용 등 세부 분야별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를
추정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종합적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FTA의 주요 내용과 체
결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추진전략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홍콩 CEPA의 사례에 따라 남북한 FTA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
(CEPA)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 체
결, 1992. 2. 18 발효)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는 국가간(inter-state) 관계가 아니
라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이므로 FTA를 국가간 협정(Agreement)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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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약정(Arrangement)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홍콩 사례
등을 참고하면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
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물론 중국-홍콩 관계에서 주조된 특수 용어인 CEPA를 남북한 관계에 차용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포괄
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혼동할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실제 남북한 사이에 약정이
체결될 때는 CEPA가 아닌 다른 명칭, 예컨대 ‘남북한 사이의 포괄적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CEPA라
는 용어가 남북한 사이에 체결될 FTA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고 보고
논의의 편의상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CEPA는 낮은 단계의 FTA 혹은 잠정적 FTA 정도로 규
정할 수 있다. 과거 GATT 규범에서는 상품교역에 국한하여 FTA를 정의했지
만, 오늘날에는 상품교역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
경정책, 경쟁정책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FTA를 규정하고 있다. 상품교역
의 무관세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조치 등은 이러한 포
괄적 의미의 FT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 다만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에서 남북한 사이에 정상적 의미의 FTA가 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
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CEPA를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로 설정한다. 강
문성 외(2014)에서 말하는 CEIA는 관세동맹 이상의 통합을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경제가 상당히 발전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북
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남북한간 산업 차이를 고려할 때 역외 공동관세 설정은
1) 강효백(2011),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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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기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남북한간 무관세거래가 계속 이루
어지더라도 북한의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상품의 북한 유입을 일정 기간
통제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 CEPA는 두 가지 통일 시나리오, 즉 남북한간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나 북한 지역
에서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정치적 통일이 먼저 달성된 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시나리오에서 CEPA는 경제통
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에서는 정치적 통일 후
경제통합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굳이 CEPA라는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급진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여파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통일이
먼저 달성되더라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그림 1-1. 통일 시나리오와 CEPA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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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는 점진적 통합의 첫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CEPA는 두 가지 통일
시나리오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나리오를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2)
남북한 CEPA 체결은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CEPA
체결을 통해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북경협
의 질적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산되어 있는 남북경협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남
북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
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CEPA 체
결을 북한의 시장화 등 북한경제 변화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무엇보다 남북한 사이의 교역을 확대시켜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것이며 남북한의 산업 재편을 통해 사실상의 경제통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이 체결한
CEPA, 중국-대만이 체결한 ECFA 사례를 분석한다. 남북한 CEPA 체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협상의 진행 방식이나 협정의 내용, 경제
적 효과,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집중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포함될 내용을 원칙,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등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남북한 CEPA
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기 체결된 경협합의서에 기초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3장은 기존 남북경협 합의서를 분야별로 정리ㆍ분석
한 후 국제적 관례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EPA에 추가적으로 포

2) 둘째 시나리오의 경우 CEPA는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과 동시에 추진되게 된다. 통일ㆍ통합
의 시나리오와 한시적 분리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석 편(2013); 전홍택 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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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 할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서술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국제통상법적으로 현행 남북경협이 초래할 수 있는 분쟁 소지
를 검토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남북한 FTA 체결임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남북한 FTA 체결 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회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GDP 성장, 무역 증
가, 그리고 생산유발효과 차원에서 추정한다. 남북경협을 일반적 교류협력 단
계, CEPA 1단계, CEPA 2단계로 구분한 후, GDP 성장 및 무역 증가효과는 각
단계별 이행효과를 추정하고 생산유발효과는 CEPA 1단계 마지막 해를 기준
으로 CEPA 체결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발견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 후 남북한 CEPA 체결과 관련된 정책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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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콩 CEPA
2. 중국-대만 ECFA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 사례를 분석한다. 중국-홍
콩 CEPA와 중국-대만 ECFA는 동일 국가 내에서 상이한 체제를 가진 두 독립관세
구역간 FTA로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체제적 이질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FTA
체결 시 참고할 만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이다.3) 이하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체결의 배경과 진행 현황, 법적 지위, 주요 내용, 경제적 효과,
한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남북한 CEPA 체결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1. 중국-홍콩 CEPA
2001년 11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에 자유무역지대 설립
을 제의함에 따라 양자는 협상을 거쳐 2003년 6월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중국-홍콩
CEPA는 중국 최초의 FTA로서 중화권 경제통합의 초석이 되었다.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중국-홍콩 CEPA 체결은 불경기와 실업률 증가 등 경제위기를 타파하려는
홍콩의 경제적 이익과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구현하고 중화경제권을 통합하
려는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편입 직후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무역량 급감과 대중 무역의
존도 증가, 실업률 급증 등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대중 무역의존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홍콩의 주요
교역국들이 홍콩을 거치지 않고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3) 중국-마카오 CEPA 사례는 제외한다.

2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제3국-홍콩-중국’으로 이어지는 중개무역지로서 홍콩의 역할이 위축되었던
것이다.
경제위기는 홍콩 시민들 사이에 중국 편입 및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으로서는 홍콩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정치적 분리운동의 등
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의 부작용
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홍콩에 先개방함으로써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4)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1년 11월 홍콩 특별행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에 ‘유사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제안하였고, 중국 중앙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2002년 초부터 협상을 진행하여 불과 1년여 뒤인 2003년 6월 상
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으로 구성된 CEPA를 체결하
표 2-1. 중국-홍콩 CEPA 단계별 협정 진행 과정
체결 시기

약정 및 보충약정

비고
-

1

2003.6.29

CEPA 체결 (CEPA I)

2

2004.10.27

Supplement I (CEPA II)

-

3

2005.10.18

Supplement II (CEPA III)

2006년부터 상품 관세 완전철폐

4

2006.6.27

supplement III (CEPA IV)

5

2007.6.29

Supplement IV (CEPA V)

-

6

2008.7.29

Supplement V (CEPA VI)

광둥 선행 시범조치 개시

7

2009.5.27

Supplement VI (CEPA VII)

8

2010.5.27

Supplement VII (CEPA VIII)

9

2011.12.13

Supplement VIII (CEPA IX)

-

10

2012.6.29

Supplement IX (CEPA X)

-

-

11

2013.8.29

Supplement X (CEPA XI)

-

12

2014.12.18

Supplement XI (CEPA XII)a)

-

13

2015.11.27

Supplement XII (CEPA XIII)b)

-

주: a) 광동-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약정,
b) 서비스무역 약정.
자료: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Hongkong, Online, 검색일: 2016. 8. 24).

4) 도상범(2010),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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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양측은 CEPA 제3조5)에 따라 매년 1회 보충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나. CEPA의 법적 지위
중국과 홍콩은 각각 WTO에 독립관세구역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WTO
는 독립관세구역간 FTA 체결을 허용하므로 양측간 FTA 체결에 대한 국제법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6) 하지만 홍콩에 대한 주권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7)
양측간 조약은 맺을 수 없다.8) 그런데 통상적으로 협정(agreement)은 국가간
조약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양측은 내용적으로는 FTA(Free Trade
Agreement)지만 협정이 아닌 협의 또는 약정(arrangement)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CEPA를 체결했다.
이러한 CEPA의 이중적 성격은 법적 지위(국내법인가 국제법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중국 내 다수설은 CEPA를 국내법으로 보는 시각이다. 첫
째, 체결의 주체로 볼 때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주권국가 내 2개 행
정기관이 체결한 기관간 약정이라는 점이다. 실제 CEPA 체결 주체는 중국 중
5) CEPA 협정문 [Article 3] Inception and Development: 1. From 1 January 2004, the two sides
will start to implement the specific commitments in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and
services under the “CEPA.” 2. The two sides will broaden and enrich the content of the
“CEPA” through continuous and further reciprocal liberalization between them.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Hongkong, Online, 검색일: 2016. 8. 24).
6)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XII. Accession],
“1.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its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 terms to be
agreed between it and the WTO. Such accession shall apply to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nexed thereto” WTO,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Online, 검색일: 2016. 8. 24).
7)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장 제1조. 세계법제정보센터(Online, 검색일: 2016. 8. 24).
8) 물론 홍콩은 경제 분야 등에서는 ‘중국 홍콩’(Chinese Hong Kong)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 외교 등 여타 분야에서는 조약 체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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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상무부 부부장과 홍콩특별행정구 재정국 국장으로 되어 있다.
둘째, 국가간 조약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비준해야 발효
되는데, 중국-홍콩 CEPA는 비준 절차 없이 발효되었으므로 조약의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홍콩 CEPA는 무역분쟁에 대한 WTO
의 법적 지배를 거부하고 있어 국제법 범주에 넣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중국홍콩 CEPA는 쌍방간 무역분쟁을 WTO 분쟁해결 절차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를 통하지 않고, 쌍방간 협상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이는
CEPA가 국제법 규제대상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CEPA의 지위를 국내
법으로 한정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CEPA를 국제법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형식이 어떻든 사실상 WTO 회
표 2-2. 일반적인 FTA와 중국ㆍ홍콩 CEPA의 특징 비교
구분

차
이
점

분야

중국ㆍ홍콩 CEPA
WTO 협정, 공동성명,
중국 헌법, 홍콩 기본법

법적 근거

WTO 협정

법적 성격

국제법(양자조약)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중적 성격

법적 주체

국가

동일 국가 내 독립관세구역

무역구제 조치 대부분 WTO 관련 협정 준용
분쟁해결

공
통
점

일반적인 FTA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상계관세, 반덤핑조치 등 적용 배제
중국-홍콩 쌍방간 협의. 중국-홍콩 공동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칙

WTO MFN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
체제

법적근거

WTO 협정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
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

주요내용

∙ 회원간 무관세나 낮은 관세 적용. 비회원에게는 WTO에서 허용하는 관세
적용 가능
∙ 회원간 자유로운 상품 수출입 허용.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허용하는 제
한조치 가능

주. 1) GATT 제24조 제5항은 지역경제통합의 형식을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를 체결하기 위한
잠정협정 등 세 가지로 구분. 제3항에 따르면 FTA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내로 규정.
2) GATS 제5조는 회원간 상품ㆍ서비스 무역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차별 철폐를 의무화.
자료. 도상범(2010), p. 20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9) 김여선(2006),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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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간 체결된 협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홍콩은 중국의 헌법 및 홍콩특별
행정구 기본법, 그리고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국제법 주체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외교섭권을 갖고 있으며,10) CEPA는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
근거하여 체결된 FTA의 일종이므로 홍콩이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중국과 체결
한 국제조약이라는 것이다. 비록 국내법적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중국-홍콩 양
측은 WTO 회원이므로 CEPA는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하고, 이는 결국
CEPA의 국제법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다. CEPA의 주요 내용
중국-홍콩 CEPA는 크게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 및 투자편리화 조치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홍콩은 CEPA 체결 이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
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CEPA의 실제 초점은 서비스 자유화 조치이다. 양
측은 2004년부터 매년 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FTA에서는 찾
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CEPA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ㆍ투자 편
리화 조치, 기타 등 23개 조문과 6개 부속서로 구성된다.
1) 상품무역 및 무역구제조치
홍콩은 CEPA 체결 이전부터 중국산 상품 수입 시 수입관세를 적용하지 않
았으며 CEPA를 통해 무관세를 유지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중국은 CEPA 체결
이후 홍콩산 상품 수입 시 적용하던 수입관세를 점차 완화하다 2005년 체결된
보충약정(CEPA II)에서 모든 홍콩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합의하였다
(2006년 발효).
10)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운항, 통신, 여행, 문화, 체육 등 영역에서 ‘중국홍콩’의 명의로
단독으로 세계 각국, 각 지역 및 유관 국제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유관협의를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7장 제151조, 세계법제정보센터(Online,
검색일: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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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국-홍콩 CEPA(2003년)의 구조
구분

내용
1조

1장
총칙

2장
상품무역

3장
원산지
4장
서비스
무역
5장
무역ㆍ투자 편리화

6장
기타

부속서

목적

2조

원칙

3조

설립과 발전

4조

WTO협정 일부 조항 배제

5조

관세

6조

WTO 위배 비관세조치 배제
할당관세 배제

7조

반덤핑조치 배제

8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배제

9조

세이프가드

10조

원산지 규정

11조

시장접근

12조

서비스 제공자

13조

금융협력

1(무관세 보충규정)

2(원산지 세부규정),
3(원산지 증명 절차)

4(서비스개방 양해 보충규정),
5(서비스 제공자 보충규정)

14조

관광협력

15조

전문 자격증 상호승인

16조

투명성/표준성/정보교류 협력 강화

17조

협력 분야

18조

WTO 협정상 예외조항 반영

19조

공동운영위원회

20조

규제조치 완화

21조

부속서

22조

개정

23조

발효

6(무역ㆍ투자 편리화
보충규정)

자료: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Hongkong, Online, 검색일: 2016. 8. 24).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관세할당, 반덤핑 조치, 상계조치 등을 적용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무역이 아닌 국내거래의 성격에
맞게 국내거래 무관세거래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불공정교역 행위는 주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관세조
치의 경우 WTO 규정 내에서 취할 수 있으며, 수입이 상대측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세이프가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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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중국 또는 홍콩임이 입증되어야 한
다.11) 부속서 3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원산지가 중국 또는 홍콩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➀ 해당 상품의 전부가 중국 또는 홍콩에서 획득된 것이거나 ➁ 상품의
일부가 중국 또는 홍콩에서 상당한 정도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라 함은 ➀ 제조 또는 가공 작업 ➁ 세번
변경 여부 ➂ 부가가치(최소 30% 이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양측은 만약
기술발전 및 여타 이유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CEPA 공
동운영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에 관해서는 positive 방식에 따른 점진적, 단계별 개방 확대의
원칙에 따라 2003년 CEPA에서는 경영컨설팅, 컨벤션, 광고, 회계, 부동산 및
건설, 의료, 유통, 물류, 운송, 시청각 서비스, 법률 서비스, 금융, 관광 등 각 분
야별 개방 조건과 세부규정을 제시하였다. 2015년 positive 가 아닌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교육, 환경, 건강 및 사회복지, 레크레
이션ㆍ문화ㆍ스포츠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었다(2016년 현재). 중국은
WTO에서 합의한 개방일정보다 평균 2년 정도 빠른 속도로 홍콩에 서비스 시
장을 개방했는데, 이는 홍콩에 시장 선점 기회를 주기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2008년부터는 ‘광둥성 선행 시범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개시
하여 제한된 지역에서의 시장개방 조치 도입 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
으로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광동성 선행 시범조
치는 2014년 CEPA XII12)를 통해 보다 구체화 되었다.
11) 부속서 2에서는 홍콩산으로 인정하는 상품 리스트(중국 세번 기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273개에서 2016년 7월 현재 1,81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Hongkong, Online, 검색일: 2016. 8. 24)에서 각 협정문 참고.
12) CEPA XII: 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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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의 서비스 자유화 조치는 서비스 공급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
용된다. 서비스 공급자는 일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약정 당사자
의 영토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국한된다. 외국기업도 홍
콩 서비스공급자로 인정받을 경우 서비스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3)
① 홍콩 내에 설립된 회사(홍콩 사업 등록증 취득 필요)
② 최소 3년 이상 홍콩 내 사업운영 경험(단 건설ㆍ금융서비스ㆍ보험ㆍ교통
혹은 물류 관련 산업은 최소 5년)
③ 사업 운영기간 동안 홍콩 내 법인세 납부
④ 홍콩 지점 내 직원 50% 이상이 홍콩인일 것
2015년 체결된 보충약정인 ‘서비스무역 협의’에서는 양측간 의무, 최선호
조치, 국경간 서비스, 특별절차, 정보요구, 투자 촉진,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
우, 수입제한 조치 등 서비스무역 자유화 관련 조치를 한 단계 더 구체화 시켰
다. 특히 광둥성 선행 시범조치를 통한 주요 합의 내용을 중국 전 지역으로 확
대시켰으며, 각종 제한조치를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홍콩에 전체 서
비스 산업(WTO 기준 총 서비스산업: 160개)의 95.6%에 달하는 153개 분야
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14)
3)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및 분쟁해결
중국과 홍콩은 투명성 제고, 표준화, 정보교류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
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약속하였다. 2003년에는 통관절차, 상품 검사 및 검역,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전자 상거래, 제도 및 규정의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구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Guangdong(2014. 12. 18).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Hongkong, Online, 검색일: 2016. 8. 24).
13) 이러한 공통요건 이외에도 업종별로 상이한 세부 요건이 적용된다.
14) KOTRA, 해외시장뉴스-국가정보(Online, 검색일: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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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6년 현재 양측은 컨벤션 및 전시, 문화, 지적
재산권 브랜딩, 교육 분야에까지 편리화 조치를 확대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작
업반을 구성하여 원활한 협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CEPA는 양측의 통상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쌍방 합
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측이 임명
하는 고위 관리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담당한다. 공동운영
위원회는 1년에 최소 1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
에 특별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운영위원회는 분쟁해결 전담
기구가 아니라 CEPA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기구이다. 또한 의사결정을 만장일
치제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라. 경제적 효과
1) 경제성장 및 무역증대
홍콩의 GDP 성장률은 CEPA 체결 직전 3년간(2001~03년) 연평균 1.8%에
서 체결 이후 10년간(2004~14) 연평균 4.4%로 2.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
그림 2-1. 홍콩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1~14)
(단위: 백만 달러(USD), %)

자료: CEIC Database(Online, 검색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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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홍콩의 대중국 교역 추이(2000~15)
(단위: 백만 달러(USD), %)

자료: CEIC Database(Online, 검색일: 2016. 8. 16)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로 나타났다. 또한 CEPA 체결 당시 7%대를 넘나들던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하
락하여 2011년 이후 3%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홍콩의 대중 교역액은 CEPA 체결 전인 2002년 1,70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5,061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는 홍콩 전체 교역액의 51.3%에
해당한다. 또한 대중 무역수지도 CEPA 체결 전인 2002년 –132억 달러에서
2003~15년 연평균 –11억 달러로 적자폭이 감소하였다.

2) 서비스
CEPA 체결 이후 중국 내에서 홍콩 서비스업자(HKSS) 인증을 받는 업체도 매
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HKSS 인증을 받은
업체는 1,218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 8월 현재는 2,830개로 6년 사이 2배 이
상 증가하였다. 특히 [그림 2-3]에서 보듯이 2013년 하반기부터 HKSS 인증을
받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CEPA 서비스 관련 보충약정 체결
과 그 추세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 합작 또는 전액 출자 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진
출하는 홍콩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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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홍콩 서비스업자(HKSS) 인증 현황
(단위: 건수)

자료. 장수영(Online, 검색일: 2016. 8. 24).

한편 앞서도 지적했듯이 2015년 보충약정(‘서비스무역협의’)에서 중국은 홍
콩에 서비스 산업의 95.6%를 전면 혹은 부분 개방하였으므로 향후 홍콩 업체
의 중국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투자
홍콩 서비스업체의 중국 진출 추세는 투자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중국과 홍
콩의 상호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홍콩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자금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동한 자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2년
부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홍콩의 대중국 투자는 초기에는 유통산업에 집중
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부동산, 전문직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
면 중국의 대홍콩 직접투자는 주로 리스, 상업서비스, 도소매, 은행, 보험 등 금
융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홍콩의 FDI(외국인직접투자)와 ODI(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2년 각각 22.7%, 34.9%에서 2014년 30.1%, 40.5%로 크게 증가
15)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홍콩 간 CEPA 서비스무역협의 체결｣(Online, 검색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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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2002~14년, 시장가격 기준)
(단위: 십억 달러(HKD))

자료: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of HK(Online, 검색일: 2016. 11. 8).

하였다. 중국의 FDI와 O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67%와
58%(2013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16)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중국에서 홍콩으로의 직접투자를 상회함
에 따라 홍콩은 연간 약 100억~200억 달러의 직접투자 순유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증권투자 및 은행자금의 대중국 순유출이 금융서비스 수출 증가를 발생
시킴에 따라 오히려 홍콩의 경제성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7)

마. 한계와 문제점
CEPA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홍콩 기업의 대중국 진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아직 중국 내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물류업의 경우 경영관
리ㆍ검사ㆍ검역ㆍ법률책임에 대한 수많은 규제와 더불어 소관부처가 분산되
16)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of HK(Online, 검색일: 2016. 11. 8); 홍콩주재원(2015), p. 1.
17)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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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18) 또한 행정 권력에 의한 직
ㆍ간접적인 시장진입 장벽, 국영기업의 독점, 지방보호주의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양측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 분쟁해결 절차의 불완전성 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CEPA는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CEPA 체결 이후
중국 자본이 홍콩경제를 잠식해 들어오고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해짐에 따라 홍콩시민들의 반중감정이 증가되었다. 중국 산모의 홍콩 원정 출
산, 중국 보따리 상인의 생필품 싹쓸이, 중국인의 과열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홍콩 내 중국인 유학생 급증과 일자리 차지 등도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19)
이러한 반중감정은 2014년 9월 ‘우산혁명’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20)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중국은 홍콩과 CEPA를 체결하고 7년 만인 2010년 6월 대만과 경제협력기
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
하였다. 당시 대만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펼침에 따
라 수출시장에서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필요하였다. 특히 중국-아세안 FTA
가 2010년 1월 발효됨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
서 주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18) 도상범(2010), p. 202.
19) 이홍규(2014), p. 6.
20) 우산혁명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2월 11일, 약 3개월간 지속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다. 이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된 것으로, 완전한 직선제를 원하는 홍콩 시민
의 요구와 달리 중국 중앙정부가 행정장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후보 2~3명에 대한 주민
선거를 제의함에 따라 촉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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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ECFA 추진 경과: 제1~10차 양안회담(2010~15)
시기
2010. 6

주요내용
ECFA 체결(2010. 9 발효), 지적재산권보호협정(IPR) 체결

2010. 12 의료협력협정 체결
2011. 1

EHP 발효(중국→대만 539개, 대만→중국 267개 항목 개방), 양안경제협력위원회 출범

2012. 8

투자보호협정 체결, 해관협력협의 체결

2013. 6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14. 3

해바라기운동(3/18~4/10)
※ 先 ‘양안관리감독조례’ 제정, 後서비스무역협정 입법 심의 주장

2014. 6

상품무역협정 등 후속 협상 잠정 중단

2014. 9

상품무역협정 협상 재개

2015. 8

중복과세 금지 및 조세협력 강화 협정 체결

자료: 저자 작성.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21)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5월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정부가 출범하였다. 마
잉주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양안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
였다. 중국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정식협상을 개시한 지 5개월 만인
2010년 6월 ECFA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주요 산업 분야를 먼저
개방하는 조기수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이 전면 발효되었
으며 후속 협상을 위한 양안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투자보호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2014년
초 대만에서 해바라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ECFA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
21) 대만은 동아시아권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예컨대 2008년 현재 대만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ㆍ일본ㆍ한국ㆍ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12%)의 5배를 상회한다.
대만이 동아시아 FTA 체결 추세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대만의 제1 수
출국이자 제2 수입국인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자 위기감은 더욱 증
폭되었다. 2009년 당시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5~10%의 수입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하범직
(Online, 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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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특히 해바라기 운동의 여파로 대만 여야가 상품ㆍ서비스무역협정 입법
화 전에 ｢양안관리감독조례(兩岸協議監督條例)｣를 먼저 제정하기로 합의함
에 따라 서비스무역협정은 발효가 중단되었고 상품무역협정 체결협상도 중단
되었다. 양측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4년 9월, 상품무역협정 체결협상이 재
개되었으나23) 2016년 1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총
통에 당선됨에 따라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ECFA는 중문으로는 약정에 가까운 ‘협의’로 표기되지만 영문으로는 조약으
로 해석될 수 있는 협정(agreement)으로 표기된다. 이는 ECFA가 가진 극히
모호한 법적 지위를 반영한 타협안이라고 보인다. 첫째,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주권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을 구성하는 두 독립관세구역에 불과하므로
ECFA는 국가간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에서 우세한데, 따
라서 중국은 ECFA를 ‘협의’ 정도로 간주한다. 중국이 ECFA 발효 시 입법원의
비준 절차를 생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1992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되 중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가 누구인지는 각자 해석에 맡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92 합의’).
즉 중앙정부와 그 하위의 특별행정부 사이에 체결된 CEPA와 달리 ECFA는 서
로 중국 주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동급의 두 정부 간에 체결된 것이다.24)
22) 해바라기 운동은 중국과 FTA 체결 시 중국 저가상품이 대만시장을 잠식할 뿐 아니라 중국 저가 노동
력이 유입되어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마잉주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국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가 대중국 종속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계심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23) 대만 측은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패널, 공구ㆍ기계 등 4대 민감산업의 관세 인하를 요구했고,
중국 측은 농산물 품목 등 수입금지 제한품목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24) ECFA는 대만 측을 대표하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 SEF)와 중국 측을
대표하는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ARATS)가 각자 정부의 위임을 받아 체결하였다. 따
라서 ECFA 체결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양측 정부로 귀속되므로 정부간 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강
효백(2011),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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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의 법적 성격 비교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명칭

∙ 중문: 按排
∙ 영문: arrangement

∙ 중문: 協議
∙ 영문: agreement

주체

∙ 중국 측 상무부 부부장
∙ 홍콩 측 재정사(국) 사장(국장)

∙ 중국 측 해협회(ARATS) 회장
∙ 대만 측 해기회(SEF) 이사장

비준

∙ 비준 절차 없이 발효

∙ 중국 측 비준 절차 생략
∙ 대만 측 입법원 비준

∙ 국제법: WTO협정, 중ㆍ영 공동성명
∙ 국내법: 중국 헙법, 홍콩 기본법

∙ 국제법: WTO협정
∙ 국내법: 없음

∙ 국내법설(다수설, 중국학계 다수설)
∙ 국제법설(소수설, 홍콩학계 다수설)

∙ 국제법설(대만 관방 주장)
∙ 특수구제법설(중국학계 다수설)
∙ 국내법설(중국 관방 주장)

법적근거

학설

자료: 강효백(2011), pp. 197~19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통상 동급의 중앙정부 간에 맺어진 협정은 조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을 구성하는 두 독립관세구역 간에 맺어진 ECFA는 역설적이게도 국가간
조약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은 대만, 특히 대만 독립 지지 세력에게서
우세하다. 중국과 달리 대만은 ECFA 발효 시 입법원의 비준 절차를 거쳤다.
한편 ECFA는 기본골격과 목표만 설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에서
결정하는 형태로서 GATT 제24조 5항에서 규정하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
대를 체결하기 위한 잠정협정’에 해당한다.25)

다. ECFA의 주요 내용
ECFA는 크게 상품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프로그램(EHP) 등 세 부분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ECFA는 일반적인 FTA나 중국-홍콩 CEPA가 장별로 상
세히 규정하고 있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제2장에서 간략하게 규정하는

25) GATT 제24조 제5항은 지역경제통합의 형식을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를 체결하기 위한 잠정협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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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EHP를 별도의 장(4장)으로 할애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26) 즉 양측은
우선 EHP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단기간 내 신속한 성과를 내는 데 ECFA의 주안
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여타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협력, 세관업무,
전자상거래, 산업협력, 중소기업협력 등에 관한 내용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
이 중 투자보장제도를 포함한 일부만이 이후 보충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ECFA는 서론과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EHP, 기타 등 5개장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개 부속서를 통해 ➀ EHP 해당 품목과 관세 인하계획 ➁
원산지 규정 ➂ 세이프가드 ➃ EHP를 통한 서비스 분야 개방조치 ➄ 서비스
공급자 기준 등을 기술하고 있다.27)
1) 상품무역
중국과 대만은 ECFA를 통해 상품무역의 관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고 비관
세장벽 및 각종 제한조치들을 완화시키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투자 보호 및 촉
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상품시장 개방협상은 ECFA 발
효 후 6개월 이내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EHP 이외의 상품무역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양측은 EHP를 통해 특정 분야를 먼저 개방함으로써 경제통합을 견인하고자
하였다. 상품무역의 경우 중국 539개, 대만 267개 등 총 806개 품목에 대해 3개년
(2011~13)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중국이 개방한 품목은
석유화학(88개), 기계(107개), 방직(136개), 전기전자(33개), 철강(22개), 수송
기계(50개), 농산품(18개), 기타(85개) 부문이다. 대만이 개방한 품목은 석유화학
(42개), 기계(69개), 방직(22개), 수송기계(17개), 기타(117개) 부문이다(표 2-7
26) 이 같은 구성은 기본적으로 2010년 1월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를 기초로 하여 중국이 대만 측의 요
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7) 공통요건 이외에도 업종별로 상이한 세부요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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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EHP 관세 폐지 일정
(단위: %)

중국 → 대만

대만 → 중국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현행

1년차

2년차

0

0

-

-

5

5

0

-

15

10

5

0

7.5

3년차

0

0

-

-

2.5

2.5

0

-

5

2.5

0

자료: 중화민국행정원대륙위원회(Online, 검색일: 2016. 11. 5).

참고). 이들 806개 품목은 2013년 1월 1일부로 전면 무관세거래가 실현되었다.
EHP 목록에는 양안간 주요 교역품목인 공산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품
목 수로 미루어보았을 때 ECFA는 중국보다는 대만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대만의 주력 수출업종인 석유화학, 기계류, 자동차 부
품 등이 EHP에 포함되었으며, 취약 산업과 농산물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28)
또한 중국 노동력의 대만 유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대만의 입장을 수용하여
인력이동에 관한 조항은 제외되었다.

표 2-7. EHP 개방 품목
중국 → 대만 양허 품목(개)
석유화학

88

기계

107

방직

대만 → 중국 양허 품목(개)
석유화학

42

136

기계

69

전기전자

33

방직

22

철강

22

수송기계

50

수송기계

17

농산품

18

기타

117

기타

85

합계

539

총계

267

자료: 중화민국행정원대륙위원회(Online, 검색일: 2016. 11. 5).

28) 대만은 ECFA 체결 이전부터 농산품 추가개방 및 노동시장 개방은 불가하다고 단언하였다. 한편 대만
이 양허받은 539개 항목 중 70%가 석유화학과 기계, 방직, 수송기계 등 4개 산업에 속하는데, 동 산업
군은 대만의 대중국 수출총액 중 30%를 차지하는 주력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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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중국은 회계, 컴퓨터 서비스, 연구ㆍ개발, 컨
벤션, 전문설계, 수입영화 쿼터, 병원, 민용항공기 수리, 은행, 증권, 보험 등
11개 업종을, 대만은 연구ㆍ개발, 컨벤션, 전신, 특제품 설계, 수입영화 쿼터,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서비스, 은행 등 9개 업종을 우선 개방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측은 2013년 서비스무역협정을 타결했으나, 해
바라기 운동 등 대만 국민의 반대로 아직 미발효 상태이다.
한편 ECFA 부속서 5는 서비스 공급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홍콩 CEPA에 비해서는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① 중국 또는 대만의 자연인 혹은 법인
② 중국 또는 대만에 설립된 회사
③ 최소 3년 이상 중국 또는 대만 내 사업운영 경험(단 은행ㆍ채권ㆍ보험 관
련 산업은 최소 5년)
④ 서비스 공급자 증명서 발급 필요

표 2-8. 중국-대만 서비스무역협정(2013년 6월) 주요 내용
구분

개방내용

대만→중국
개방 확대 분야

∙ 은행: 출자 규모에 따라 10~20%까지 지분 보유 허용
∙ 증권: 투자적격기관(QDII)의 투자 허용(최대 10억 달러)
∙ 인쇄: 지분율 50%까지 허용
∙ 관광여행: 제한 철폐
∙ 미용: 제한 철폐

중국→대만
개방 확대 분야

∙ 전자상거래: 합자기업 설립 시 지분율 55%까지 허용(푸젠성 한정)
∙ 대형소매체인점: 합자기업 설립 시 지분율 65%까지 허용
∙ 영화: 제한 철폐
∙ 병원: 대만기업의 독자투자 허용
∙ 증권업: 합자기업 설립 시 지분율 51%까지 허용
∙ 은행: 푸젠성 내 지점 설립 허가

자료: 고영민(2015, Online, 검색일: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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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ECFA의 규정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2012년 8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
다. 이는 양안간 체결된 최초의 투자보호 메커니즘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보장협정은 양안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장애요인 제거, 투자 제한 업
종 축소,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조성, 분쟁해결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
다. 협정 체결에서 주요 쟁점은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과 현지 지방정부 간 분
쟁해결 메커니즘, 대만 기업인의 신변 안전, 지적재산권 보호였다.29)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은 원칙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자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종종 충돌하
곤 한다. 예컨대 투자보장협정은 양안이 제3국에 설립한 기업은 일정 요건을 만족
시키는 경우 양안 기업으로 인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만의 국내법은
중국기업이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제3국의 기업을 중국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법인의 국적이 중국
이고,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 중국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30)

4) 무역구제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ECFA는 EHP 대상 상품ㆍ서비스무역에 대한 구제조치(반덤핑조치, 상계관
세, 세이프가드 등)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은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ECFA는 무역구제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역구제조치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31)
하지만 아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CFA는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
29) 2009년 중화민국행정원대륙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대만 ECFA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지적재산권, 상품검사ㆍ검역, 투자보호 순이었는데, ECFA 체결 당시 대만
정부는 이 분야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 Mainland Affairs Council(2009, Online, 검색
일: 2016. 11. 7).
30) 하현수(2013), p. 274.
31) 대만정치대 Lin zhu jia 교수 인터뷰(2016. 6, 대만 타이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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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아직 협정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ECFA는 분쟁해결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양안경제협력위원
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분쟁이 일어
나는 경우 일방의 요구에 따라 특정 분야 무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분야 무역은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미비와 불안정성은 ECFA의 최대 맹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32)

라. 경제적 효과
1) 무역
일반적으로 중국-대만 간 ECFA는 양안 무역에 기대했던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ECFA가 EHP를 제외하고
는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가는 이른 감이
있다. 실제로 양안간 무역을 전체 품목과 EHP 대상품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먼저 무역총액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2011년 무역총액은 2010년(ECFA 체
결 원년) 대비 약 13.0%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오히려 4.6% 감소하였다.
2013~14년도에는 소폭 반등하였지만, 2015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11.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ECFA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양허품목 수가 제한적이기 때
문이다(HS기준, 전체 품목의 7%). 조기개방 대상품목이 대만의 대중국 수출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수출에서는 25%, 수
입에서는 12%가량). 또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목은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무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32) 대만정치대 Lin zhu jia 교수 인터뷰(2016. 6, 대만 타이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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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대만의 대중국 무역 현황(2009~15)
(단위: 십억 달러(USD, 좌), %(우))

자료: Bureau of foreign Trade Database(Online, 검색일: 2016. 11. 5).

하지만 EHP 대상품목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ECFA 체결로 인한 관세폐지 효
과는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2-9]에 따르면, 2011년 대만의 대중국 수출
에서 EHP 대상품목을 제외한 금액은 9.1% 증가하였으나, EHP 대상품목은
17.3%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2~14년에도 지속되는데, 특히 2012년
의 경우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EHP 대상품목을 제외한 금액은 3.9% 하락하
였으나, EHP 대상품목은 오히려 3.5% 증가하였다.
중국시장 내에서 대만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대만과 중국기업의
경제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철강ㆍ석유 분야에서는 중국기업으로부
터 저가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관련 분야에
서는 대만의 기술우위와 선점 효과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33)

33) 윤병조(2015, Online, 검색일: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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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EHP 대상 품목 여부에 다른 대만의 대중교역 추이(2010~14)
(단위: 십억 달러(USD), %)

2010

구분

2011

2012

증가율

금액

2013

증가율

금액

2014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51.2

281.4

12.0

270.5

-3.9

269.9

-0.2

274.2

1.6

대중수입

36.0

43.6

21.3

40.9

-6.2

42.6

4.1

48.0

12.8

EHP 품목(268개)

3.9

5.0

27.9

4.9

-2.2

4.9

0.4

5.4

9.3

수출 총액

274.6

308.3

12.3

301.2

-2.3

305.4

1.4

313.8

2.7

대중수출a)

76.9

84.0

9.1

80.7

-3.9

81.8

1.3

82.1

0.4

EHP 품목(557개)

15.0

17.6

17.3

18.2

3.5

20.2

10.6

20.6

1.8

가. 수입
수입총액
a)

나. 수출

다. 총 교역
교역총액

525.8

589.7

12.1

571.7

-3.1

575.3

0.6

588.0

2.2

대중수출입

112.9

127.6

13.0

121.6

-4.7

124.4

2.3

130.2

4.7

EHP 품목

18.9

22.6

19.5

23.1

2.3

25.1

8.4

26.0

3.3

주: a) 대중 수출입 총액은 지역적으로는 홍콩, 품목상으로는 EHP 품목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대만정치대 Lin Zhu Jia 교수 간담회 자료(2016. 7. 13, 서울), p. 17.

2) 투자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
만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1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對대만 투자는 2009년 중국기업과 개인의 對대만 투자가

표 2-10. 대만-중국의 상호 투자 규모(2009~13)
(단위: 건, 백만 달러(USD))

대만 → 중국
건수

중국 → 대만
금액

건수

금액

2009

249

6,058

23

37

2010

518

12,230

79

94

2011

575

13,100

105

51

2012

454

10,924

138

331

2013

440

8,684

138

349

자료: 고영민(2015, Online, 검색일: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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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양안간 투자보호협정이 체결
됨에 따라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액 면에서 보면 대만의 대중
국 투자액이 중국의 對대만 투자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만이 기술 유
출 방지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한계와 문제점
앞서 ECFA는 CEPA에 비해 개방 정도가 낮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ECFA의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물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2009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시 대만 국민의 60%는 ECFA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 의견을 피력하였다.34) 그러나 막상 ECFA
가 체결되자 대만 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反중국 여론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거부하는 여론이 증가하였다.35) 그 정점에서 2014년 해바라기 운
동이 촉발되었다.
전통적으로 대만에는 대중국 협력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존재해왔다. 하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자는 국민당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대만의 경제적 자치권 상실을 야기한다는 민진
당 노선이다. 국민당은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흐름에 적극 동조하지 못하여 대만
경제의 저성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지역경제통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러나 국민당 집권 8년 동안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여론은 대만의
독립성에 방점을 두는 민진당 노선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36)
34) Mainland Affairs Council(2009, Online, 검색일: 2016. 11. 7).
35) 중국타이페이대표부 인터뷰(2016. 6, 대만 타이페이).
36) 해바라기 운동 이후 양안 경제협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양안관리감독조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다. 해당 조례는 양안간 경제협력 추진 시 모든 정보를 미리 관리ㆍ감독하겠다는 취지인
데, 이는 극단적으로 평가하자면 사실상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타
이페이대표부 인터뷰(2016. 6, 대만 타이페이).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 47

그림 2-6. 대만의 대중 수출입 의존도
(단위: %)

자료: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ROC(Online, 검색일: 2016. 8. 20).

사실 앞서 살펴보았듯이 EHP 분야를 제외하면 ECFA가 대만 경제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하다. 반면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중국 경제종속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2015년 현재 대만
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5%이지만, 실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홍콩 수출물량을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 대만의 대중
수입의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19.2%를 달성, 중국이 일
본을 제치고 대만의 수입대상국 1위 국가가 되었다. 총통 선거 당시 차이잉원
은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
을 정도다.
앞으로 대만 정부가 ECFA를 통해서건 다른 수단을 통해서건 새로운 경제성
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경제침체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ECFA로 전가되
면서 중국경제에 종속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대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여론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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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이미 남북한간
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서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
관례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떤 부분을 취사선택하며 어떤 부분
을 새롭게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모든 남북경협 관련 합의의 출발점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1992. 9. 17)라고 볼 수 있다. 동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상품교역, 자원 공동개발(광물ㆍ수산자원 등), 투자(공업ㆍ농업ㆍ건설ㆍ
관광) 등의 분야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며, 자유로운 활동과 편익을 보장하기
로 합의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무관세거래와 청산
결제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선언하였다.37)
이후 남북경협은 북핵위기와 IMF 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양적, 질적으로 꾸
준히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남북경협을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38)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남북경협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마침내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
37)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1992. 9. 17). 이 장에서 언급되는 합의서의 주요 내
용은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38)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위기 직후인 1994년 11월 9일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북핵위기로 위축된 남북경협을 회복시키고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동 조치는 남북
한 경제인의 상호방문 허용(단 기업 총수는 제외), 1회 100만 달러 이하의 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 및
관련 기술자 방북 허용, 500만 달러 이하의 시범적 경제협력사업(대북투자) 실시 등이 주요 골자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한국이 IMF 위기 국면에 처해 있던 1998년 4월 30일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
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역점을 둔 대북 관여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였다. 동 조치를
통해 기업 총수를 포함한 남북 경제인의 상호방문이 전면 허용되었다. 또한 남북한 위탁가공사업에서
의 규모 제한(1회 100만 달러)과 남북한 경제협력사업(투자)에서의 규모 제한(500만 달러)이 폐지되
었고, 대북투자 시 일부 품목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버리고 전략물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였다. 제2차 경협활성화 조치는 남북
경협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넘어 금강산관광(1998년 말 시작), 개성공단(2003년 착공) 등 경
제협력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Online, 검색일: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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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남북한 당국간 주요 경협 합의서(일자순)
합의일시
1992. 9. 17

명칭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2000. 12. 16

남북 청산결제 합의서
남북 소득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 합의서

2002. 12. 8

개성공업지구 통관 합의서

2004. 1. 2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

2003. 7. 31

남북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

2003. 10. 12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 합의서

2006. 6. 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2007. 7. 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세부합의서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정상선언

2007. 11. 1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 합의서

주: 공식 명칭과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자료: 저자 작성.

로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는 확대되는
경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경협합의서들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모두 94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61개의 합의서와 26개의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 이 중에서 구체적
내용 없이 사업 추진 의향만 밝힌 것이나 일시적 조치만을 담은 것을 제외하고
남북경협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서만을 추려보면 대략 15
건 정도로 파악된다.39) 이하에서는 원칙,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및 투자(자원
개발 포함),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의 분야별로 기존 합의를 정리ㆍ분석하
고, CEPA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39) 합의서 원문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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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통상적인 국가간 FTA 체결은 쌍방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남북한 CEPA는 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에도 기
여해야 한다.40)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목적과 민족적 목적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 비용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이익
을 앞세울 것인지, 경제적 이익을 앞세울 것인지에 대한, 혹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없을 경우 그간 남북
한 관계의 경험을 고려할 때 CEPA 체결은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논란만 초
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문제는 경제적 상호주의의 적용 방식 문제와 직결된다. 통상적으로 FTA
는 국가간, 국내계층간 이익ㆍ비용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
회적 논쟁을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간 남북한 관계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CEPA 체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
북한 경협 확대의 이익이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으로만 쏠릴 경우, 또는 경협
확대의 이익이 남북한 사이에 고루 분배되더라도 특정 계층이 혜택을 독점할
경우 CEPA는 체결되기도 어렵고 설사 체결되더라도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특히 CEPA로 인해 확대된 남북경협의 혜택이 북한의 정권이나 군부 등 특정
집단에 집중될 경우 CEPA는 한국 내에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안보 논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그간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불만과 우려의 핵심은 결국 이익비용 분배의 형평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측에서는 주로 국가간 이익의 형평성

40)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
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남북기본합
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1992. 9. 17)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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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즉 남측이 개성공단이나 평양 등에서 국제기준에 훨
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북측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불만이다.41) 이
외에도 군부를 중심으로 북측 지역에 남한 자본이 진출하는 데 대한 안보적 우려
와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북투자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측에서는 주로 계층간 이익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즉
북한이 남북경협에서 벌어들인 돈을 정권안보와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한
다는 우려이다. 남북경협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
려 북한 정권을 공고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계획경제 복구에 이바지하여 그간 진
행되어온 자생적 시장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42) 이러한 우려
와 비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남북경협의 질적 심화를 가로 막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향후 정부 차원의 대북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단
계에 가면 국가간 이익분배의 형평성 문제(한국정부의 재정 이전 문제 혹은 통
일 비용 문제)와 함께 이러한 계층간 이익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
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한 CEPA 체결은 국제적 논쟁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뒤
에서 살펴보듯이 남북한 CEPA 체결은 WTO 규정 등 국제법상으로는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CEPA 체결은 통일 과정의 개시를 의미하기 때문
에 내심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주변 4강의 직간접적 반대에 직면할 소
지가 있다.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와 인권 및 체제 문제를 이유로 남북한 CEPA 체결을 반대하거나 그
41) 실제 개성공단의 임금(월 150 달러)은 북측 근로자들이 중국 등에서 받는 임금(월 300 달러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면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으
로 이 이슈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42) 물론 이는 보수진영의 해석이다. 그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사회적, 정책적 논쟁의 배경
에는 남북경협의 효과를 둘러싼 학술적 쟁점이 깔려 있다. 즉 남북경협이 북한 시장화의 촉진요인인지
억제요인인지, 그리고 북한이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외경제협력을 국제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로 보는지 아니면 계획경제 복구를 위한 자원ㆍ기술 수급처로 보는지 여부이다. 문제는 아직 학계에서
조차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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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일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ㆍ체제 문제 해결이 본 궤도에 들어선 이후 남북
한 CEPA 체결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반대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이
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남북한 경제통합과 핵 문제 및 인권ㆍ체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반대라는 장애물을 무시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경제적 불이익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EPA 체결에서 시작
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과 부합한다는 점을 납득시킴과 동
시에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한 CEPA 체결이 국내외적으로 지지받기 위해서는, 혹은 최소한
명시적 반대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
로 CEPA가 설계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된다. 그간 체결된 남북경협 합의
서들을 검토해보면 시장접근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부합성 측면에서 최소
주의적 접근을 선택했다고 보인다. 이는 북한의 수용성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남북경협은 더 이상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
로 지지받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CEPA를 설계함
에 있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런데 북한에게 과감한 시장 접근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남북경협은 어느 일방의 시혜가 아니
라 양측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국은 남북한간 이
익ㆍ비용의 분배에 있어 엄격한 단기적 상호주의보다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상
호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홍콩과 CEPA를 체결한 핵심 이

5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유는 홍콩에게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중화경제
권의 통합이라는 장기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상호주의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좋은
예가 된다. 이것이 남북한 CEPA 체결에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이다.

2. 상품교역
가. 관세
남북한간 상품교역은 무관세거래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왔다. 한국정부는
1988년 7ㆍ7 선언을 통해 남북한 교역의 문호 개방을 천명하면서 남북한 교역
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였다.43) 남북한 교역을 국가간 무역
이 아닌 민족내부교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후 남북경협은 자연스럽게 무관세
거래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1992년에는 동 원칙이 남
북한 사이에 명시적으로 합의되었다.44) 이후 모든 남북경협 합의서에서는 동
원칙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재확인되었다.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남북경협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
다. 남북경협은 7ㆍ7 선언을 계기로 198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89년 2,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남북교역액은 2015년 약 27억 달러로 135배나 증가하였다. 경
협의 내용도 처음에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중심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투자)이 중심축을 담당하게 되었다.45) 초기 남북
43)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1988. 7. 7) 제3항.
44)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
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추진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부속합의서｣(1992. 9. 17) 제1
조 제10항.
45) 남북경협은 비상업성 교역과 상업성 교역으로 구분된다. 비상업성 교역은 주로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북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된 대북 경수로 사
업 역시 비상업성 교역으로 분류된다. 상업성 교역은 다시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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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남북경협의 규모(좌)와 남북경협에서 상업성거래 비중(우)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검색일: 2016. 11. 7).

경협에서 중심을 차지하던 대북지원 등 비상업성 교역의 비중 역시 2005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그 자리를 상업성 교역이 차지하였다.46)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2010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중
단(천안함 폭침에 따른 ‘5ㆍ24 조치’), 그리고 특히 2016년 개성공단 폐쇄(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로 현재 남북경협은 정체 내지는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
이 사실이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무관세거래를 배경으로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그간 남북한간 무관세거래가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남
북경협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남북경협에서 상업성 상품의 이동은 대

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위탁가공교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지역(대부분 평양)에서 진행되는 임가
공 교역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의류 분야에 집중되었다. 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그리
고 기타 대북 투자사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타 투자사업은 2007년 정부 차원에서 시험 추진하다
중단된 북한 자원개발사업과 기타 소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의미한다. 아직 개성공단 이외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한 민간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성 교역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46) 2005년부터 비상업성 교역이 급감하고 상업성 교역이 급증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으로 상업성 교역이
급격히 증대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원성 사업이 대폭 감소했
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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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북에서 남으로 이루어졌고47) 그 규모가 작아 북한산 물품의 반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상품이나 물자는 북한에서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48) 개성공단ㆍ평양
등의 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생산ㆍ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나
소모품에 국한되어49)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였다.
하지만 향후 남북경협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ㆍ심화될 경우 북에서 남으로
반출된 상품이나 남에서 북으로 반출된 상품이 남 혹은 북의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2010년 5ㆍ
24 조치 이전까지 남북경협에서 한국의 주요 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일반교
역)과 섬유류였다(개성공단 및 위탁가공교역).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농림
수산물의 반입액은 2억 달러, 섬유류의 반입액은 4억 2,000만 달러에 불과하
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향후 CEPA가 체결되어 남

그림 3-2. 남북교역에서 북한산 반입물품의 구조(1999~2009)
(단위: %)

주: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중단되었으므로 개성공단사업의 거래품목이 과대 반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9년까지의 교역품목만 포함.
자료: 통계청, 남북교역 현황(Online, 검색일: 2016. 11. 9).
47) 주로 농수산물과 위탁가공된 의류제품이었다.
48) 쌀ㆍ비료 등 주로 지원물자가 이에 해당한다.
49) 개성공단 건설ㆍ생산용 자재, 평양 등지에서 위탁가공용 자재, 기타 경영물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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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이 확대된다면, 북한산 농수산물로 인해 한국의 농어민이나 수입업체가
큰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 또한 북한에서 싼 임금과 생산비용, 물류비용을 활
용하여 의류를 대량으로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동남아 등의 지
역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동종업계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남북경협에서 한국의 대북
반출 품목은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농림수산
물은 대북지원 식량이거나 개성공단 직원용 식자재가 대부분이며, 화학공업제
품,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은 개성공단이나 평양에서의 위탁가
공을 위한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계류 역시 위탁가공에 필요한 소규
모 설비들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한국산 물품의 반입이 북한 내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CEPA가 체결되어 한국에서 남아도는 쌀이 북한의 시장이나
국영유통망으로 진입하는 경우, 개성공단이나 평양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한국

그림 3-3. 남북교역에서 한국산 반출물품의 구조(1998~2009)
(단위: %)

주: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중단되었으므로 개성공단사업의 거래품목이 과대 반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9년까지의 교역품목만 포함.
자료: 통계청, 남북교역 현황(Online, 검색일: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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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비재가 북한 시장이나 국영유통망으로 진입하는 경우 북한의 식량 및 소
비재 시장은 중국과 한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현재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재 산업 복구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재 산업 복구가 어
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간재나 기계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50)
요컨대 아직 산업 복구 단계에 있는 북한에게 특정 지역과 업종을 벗어난 시
장 접근을 요구하려면 상당한 제어 장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남북교역의 확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의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 사이에는 이미 무관세거래가 합의되었을 뿐 아니라 25년간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CEPA 체결 시 관세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는데 있다. 존재하지 않던 관세율을 제정하거나 관세할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은 WTO의 FTA 체결 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민족내부거래(무관세거래)의
국제적 승인 확보라는 CEPA 체결의 근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의 불공정 행위, 예컨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 반
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도입하는 것도 무관세거래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남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분쟁해
결절차에 의지하는 것이다. 중국-홍콩 CEPA 역시 관세할당, 반덤핑관세, 상계
관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와
분쟁해결절차에 의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 김정일 정권은 심각한 자원제약 상황에서 군수공업과 관련 중공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산업 복구를 추진했다(선군경제전략). 하지만 최근 김정은 정권
은 이와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수공업에 대한 투자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대신 민수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핵ㆍ경제 병진노선). 민수 부문의 경
우에도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을 우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
후 북한이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편 최근 7차 당대회 이후에는 농기계
등을 중심으로 기계류에서도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와 농기계 등이 군수공
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간 선군경제전략을 통해 거둔 군수공업 부문에서의
성과를 민수 부문으로 파급시키려는 시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임수호(2015); 최장호, 최유정(2016)
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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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관세장벽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자체 법규에 따라 매우 높은 비관세장벽이 있지만 기
존 합의서상에는 관련 명시적 언급을 발견하기 어렵다. 남북한 CEPA 체결 시
비관세장벽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앞서 지적했듯이 비관세장벽은 남
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측의 국내적 피해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라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CEPA는
FTA 체결의 요건상 비관세장벽의 폐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비관
세장벽의 폐지는 북한의 경제관리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나가
는 과제, 즉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CEPA 체결
시에는 쌍방간 피해 구제에 기여하는 정도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남북한간 포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면서 종류별로 폐지의 속
도를 달리 가져가는 일이 중요하다.
표 3-2. 비관세장벽의 유형
WTO의 분류
기술적
조치

위생ㆍ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농업협정에서
파생된 비관세조치

특별수입 제한
관세할당
수출보조금

기타

수량 제한
수입 허가
국영기업

MAST의 분류
기술적 조치

SPS, TBT
선적 전 검사

비기술적 조치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수량제한조치
가격제한조치
금융조치
반독점조치
무역 관련 투자조치
유통 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수출보조 제외)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주: MAST(Multiple Agency Support Team)는 FAO, IMF, ITC, OECD, UNCTAD, UNIDO, World Bank, WTO
등으로 구성.
자료: 최보영 외(201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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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은 사실상 관세를 제외한 모든 직간접적 무역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비기술적 조치, 특히 수입 허가, 수량 제한, 세이
프가드, 보조금, 국영기업(수입 자격, 권한 제한) 등의 이슈에 국한하여 남북경
협에서의 비관세장벽을 검토한다.51)

1) 건별 승인제 및 한도물량 제도, 세이프가드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건별 반출입 승인제도와 반입 한도물량(수입
쿼터) 제도이다.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52) 아래 항목은 건별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53)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
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ㆍ수
입에 금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확인ㆍ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ㆍ전자출판물ㆍ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ㆍ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 포함), 엽서ㆍ연하장
3.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에 따른 193개 품목(모두 농수산물 및 식품
관련 품목임. 목록은 부록 2 참고)
4.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
5. 제3국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6. UN 안보리 제제결의안에서 지정된 물품

51) 최근 국제무역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이나 위생ㆍ식물위생조치(SPS) 등이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남북경협에서 다루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52) 통일부 고시 제2009-21호(2009. 10. 27).
53)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포괄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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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한도물량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국내 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모두 농림
수산물에 한정되어 있으며 매년 초 품목 및 물량이 고시되고 있다. 5ㆍ24 조치
직전인 2010년 초 고시된 반입 한도물량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북한의 경우에도 건별 반출입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의 ｢북남경제협력법｣은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
화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양속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의 북남 경제협력을 금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54) 협력사업의 승인 및 관련 남북한간 물자 반출입은

표 3-3. 2010년도 북한산 농림수산물 한도물량 공고(2010. 2. 4)
구분

일반품목
(14개)

품목

연간한도(톤)

업체한도(톤)

반입 제한

꽃게(냉동/신선)

200

20

7. 31~8. 31

붉은 대게(냉동/신선)

700

50

암컷/치게

새우/보리새우 (염장/염수장)

300

50

냉동가리비

400

40

오징어(냉동/신선)

200

20

조미오징어

400

20

냉동낙지

200

20

2,000

20

호박

500

20

표고버섯

600

20

200

10(탈각 4)

1,000

20

건명태(북어류)

호두(피/탈각)
들깨

국영품목
(4개)

땅콩조제품

600

50

참깨분

200

50

녹두

2,000

400

팥

1,000

200

대두(콩나물콩 포함)

3,000

300

100

50

참깨

11~3월

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Online, 검색일: 2016. 11. 8).
54) 남북경제협력의 대상에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서
비스), 물자교류”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북남경제협력법｣(2005. 7. 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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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개성공
단 및 금강산관광지구는 ｢개성공업지구법｣ 및 ｢금강산관광특구법｣을 따름).55)
한도물량 제도의 경우 ｢북남경제협력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무역법｣
에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법｣은 자국의 수
요 보장과 자원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경우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사람의 생명이
나 환경,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
무역지도기관에게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56)
한국에서 대북 건별 수입승인제와 한도물량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반출의
경우 전략물자 등 대북제재 품목의 반출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반면 반입의 경
우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대량 유입에 따른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함이거나(민감품목), 국가안보상 북한의 선전홍보물 반입을 막기 위함이거
나(도서 등), 제3국(예컨대 중국)의 상품이 남북한 무관세거래를 악용하여 북한
산으로 위장하여 수입되는 경우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안보 및 한국의 대외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의 조치들이므로 남북한 CEPA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에도 건별 수입승인제와 한도물량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본적
으로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환경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
다. 하지만 관련 세부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남북경협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남북한 CEPA 체결 시 세부규정을 투명하게

55) ｢북남경제협력법｣(2005. 7. 6) 제8조, 제10조, 제18조. 한편 동 법의 제19조는 남북한간 경제협력물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6) ｢무역법｣(2007. 3. 27) 제40조~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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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남북한간 합의를 통해 양허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단 CEPA가 체결되면 비관세장벽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우
므로 남북경협의 중장기적 발전 수준을 예견하여 미리 합리적인 양허안을 만들
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수입 확대로 국내 산
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WTO 규범이 허용하는 한도 내
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는 중국 업체가 남북한 무관세거래를 악용하여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한국에 저가공세를 펼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보조금
향후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보조금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제공하는 대북 교
역ㆍ경협보험제도가 WTO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위반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57)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북 교역ㆍ경협보험제도는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피해국이 제소하는 경우 무역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8)
북한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수출입은 국가가 지정한
무역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무역회사는 국가로부터 수입대금을 지원받아
수입을 하고 획득한 수출대금은 국가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의 ｢무역법｣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59)
57) 한국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북 교역ㆍ경협보험제도는 남북한간 상품거래나 투자에서 한국
업체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제도
이다. 이는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이규창(2008),
pp. 111~112.
58) 이규창(2008), p. 123.
59) “제44조(상금, 특혜 제공) 수출품, 수출협동품 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금을 준다. 수출기지를 새로 조성하였거나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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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 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보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소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교역물량이 급증할 경우 남북한 사이에도 분쟁
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 체결 시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를 합의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조사 후 이행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3) 수입 권한ㆍ자격 제한
북한의 비관세장벽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입 권한ㆍ자격 제한이다. 이
는 특정 품목 혹은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창구를 국가나 특정 업체에 부여함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직수출이 곤란하거나 수출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60) 북한은 품목별로 무역회사를 지정하여 해당 회사에 수출입 권한과
수출입 쿼터(일명 ‘와꾸’), 심지어 수출입 가격까지 지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남북경협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간 북한은 민경련(민족경제연합회)이라는 정
부조직을 내세워 남북경협을 독점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이 반출한
물자는 북한의 시장이나 공장ㆍ기업소 등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일단
북한정부로 귀속되었다가 재분배되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 반출 역시 민
경련 등 정부조직에 의해 독점되고 대금은 정부로 귀속된 후 재분배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경
직된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을 초래한 핵심 원인이었다.
따라서 남북한 CEPA 체결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북한의 실제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남북한 CEPA 체결의 원칙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다
른 경제적 실익에서는 과감한 양보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여 판로를 개척한 단위에는 특혜를 준다.” ｢무역법｣(2007. 3. 27).
60) 비관세장벽협의회, ｢비관세장벽 예시｣(Online, 검색일: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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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 규정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국한되는데, 남
북한간에는 이미 ｢남북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2003. 7. 31)가 마련되어 있
다.61) 동 합의서에 따르면 원산지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
공 또는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
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 포장, 상표 부착, 물품 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
순한 조립 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
른 물품과의 혼합 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 작업만을 거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 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 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물론 이러한 규정은 원칙에 해당할 뿐 실제 교역 현장에서 원산지 판정의 기준
61)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1992. 9. 17). 이 장에서 언급되는 합의서의 주요 내
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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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원산지 판정은 세 번 변경을 기준
으로 할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지,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다면 몇 %를 기준으
로 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사실 ｢남북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
서｣는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제8조). 따라서 향후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관련 세부규정
을 마련한 후 이를 CEPA 협상에서 부속문서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향후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우 중국 업체 등이 남북
한간 무관세거래를 활용하여 북한을 경유한 대남 물량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원산지 세부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62) 만일 남북한
간 원산지 판정의 세부기준이 다를 경우 외국 업체는 관련 허점을 파고들 소지
가 있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 기준은 남북한간 제도통일의 관점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남북한간 서비스교역 및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
칙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에 마련되어 있다. 동 합
의서는 자원의 공동개발(석탄ㆍ광물ㆍ수산자원)과 공업ㆍ농업ㆍ건설 등 각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조 1항). 또한 과학ㆍ기술ㆍ
환경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 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ㆍ전문가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

62) 북한의 원산지법에 따르면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1) 북한에서 채취한 광물과 그 가공품 2) 북한에
서 채집한 식물과 그 가공품 3) 북한에서 사육한 동물과 그 가공품 4) 북한에서 잡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5) 북한의 원료/자재로 생산한 제품 6) 다른 나라에서 부분품을 수입하여 새로 만든 제품 7) 수입한 원료/
자재를 이용해 북한 내에서 최종 완성한 제품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 이외에 세부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수출품원산지법｣(2009. 11. 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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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남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일반투자
연안 정촌
흑연광산

경공업-지하자원 연계투자

의주 덕현
철광산

남포 대대리
인회석광산

단천 대흥
단천 룡양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이트
광산
광산
20억 톤

36억 톤

단천 검덕
아연광산

매장량

635만 톤

1억 톤

3,600만 톤

투자
규모

510만 달러
(현물투자)

100만 달러
(20%지분)

3억 톤

협의 중

6,993만 달러어치 경공업자재 반출

반입
규모

연간 1,830톤
(15년간)

3년간
14만 톤

연간
4만~5만 톤

경공업자재 지원 액수에 비례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Online, 검색일: 2016. 11. 7).

책을 공동으로 세운다고 명시하고 있다(2조 1항).
지하자원 개발의 경우 일반투자 방식과 경공업-지하자원 연계투자 방식 등 2가
지 방식으로 일부 진행되었으나 남북한 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
로 인해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연계투자 방식의 경우 남한이 경공업 자재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북측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반입하는 물물거
래 방식인데,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2006. 6. 6, 2007. 4.
23 수정보충) 및 동 세부합의서(2007. 7. 7) 등 구체적인 합의서까지 마련된 바
있다. 동 합의에 따라 양측은 8,000만 달러어치의 물물거래를 추진했는데, 2007
년 12월 말까지 남측은 6,993만 달러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3차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남측으로 반입된 북한 광물은 240만 달러어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을 위한 남북정상선언｣(2007. 10. 4)과 이를 구체화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 11. 6)에서
는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및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반영
하여 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설정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해
주경제특구 건설 및 공동어로, 한강하구 골재 채취), 개성공단 확장 및 관련 부

68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속시설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안
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지하자원 개발협력, 농업ㆍ보건의료ㆍ수산ㆍ환
경보호 분야 협력, 개성 및 백두산관광 확대ㆍ실시 등이 합의되었다. 주지하듯
이 이상의 합의는 남북한 관계 경색에 따라 모두 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상의 합의 내용을 시장 접근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북한 상호간에 상대적
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분야, 즉 자원개발, 도로ㆍ철도 연결, 운송, 관광, 농
업, 수산,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에 협력이 국한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이나
통신, 컨설팅, 도소매 물류, 광고 등 북한이 체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는 부분은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서비스교역 및 투자는 합의 가능한 분야
에서 시작하여 북한의 경제발전 및 개혁ㆍ개방에 따라 추가협상을 통해 점진적
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CEPA 기본합의문에는 최소
한 미합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는 원칙 정도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비스교역 및 투자 관련 합의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개방의 구체적
인 일정표나 투자 방식(단독투자, 합영투자, 합작투자)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제2차 남북정상선언 이후 각 분과별 세부협상에서 추진
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특
히 향후 남북한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기업이 북한지역에 단독투자 및 합영
투자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체제 부식효과를 우려하여
합작투자만 허용하고 한국기업이 경영에 개입하는 단독 및 합영투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북한 CEPA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남북정상선언｣(2007. 10. 4)에서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게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 부여”하기로 명시하
고 있다. 2000년 체결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2000. 12. 16) 역시 남과 북
은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다른 나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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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합
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대와 특혜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우대와 특혜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 혹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북한에 재진출할 때 한국기
업으로 대우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기업으로
대우할 것인지의 문제 등과 결부되어 있다.63)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남북한간에 많은 합의가 마련되
어 있다. 무역ㆍ투자 편리화와 관련된 남북한 합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
된다. 우선 결제, 투자보장, 과세와 관련된 3대 합의서(｢남북 청산결제 합의서｣
(2000. 12. 16),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2000. 12. 16),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2000. 12. 16))가 있다. 이 합의서들은 남북한 CEPA를 체결할 경우
일부 수정을 거쳐 그대로 부속문서로 채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른바 3통(통행ㆍ통관ㆍ통신)과 관련된 합의서들인데,64) 주지하
듯이 이른바 ‘3통 문제’는 그간 남북경협 업체들이 가장 많이 고충을 토로한 분
야이기도 하다. 또한 3통 관련 합의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에 국한되어 있
어 향후 남북한 CEPA를 체결하는 경우 질적 개선과 함께 지역적 확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ㆍ투자 편리화와 관련하여 가장 미진한 부분은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63) 중국-홍콩 CEPA에서는 공통기준과 업종별 기준으로 세분하여 CEPA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업체 및 투자자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국이 아닌 홍콩 기업에게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였다.
64)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 12. 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 12. 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 12. 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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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비록 ｢투자보장 합의서｣에서 자유로
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는 선언적 문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는 못한다. 특히 북한 측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 측 기업이 인사ㆍ노무관리 권한
을 갖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관련되
어 있어 북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향후 남북한 CEPA
체결 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홍콩 CEPA나 중국-대만 ECFA에서는 분쟁해결을 공동운영위원회에
서 해결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
지 않는다. 반면 남북한간에는 이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남북 사이의 상사분
쟁 해결절차 합의서｣(2000. 12. 16)에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북경협(교역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 해결
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5)
또한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며, 합의
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 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
역 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중재판정부
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당사자는 중재판정 결정문
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회가 취소 신청 심의를 개시한 후 3개월 이내에(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
우 기간 연장이 가능)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기각
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중재위원회와 별도로 남북경협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
65)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이 가능하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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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
다. ｢남북경제협력 공동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 11. 16)에 따
르면, 동 공동위원회는 부총리급으로 하며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들은 남북한 CEPA 체결 시 부속문서로 채택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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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경협은 국가간 교역이 아닌 ‘민족내부거래’로서 관
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WTO 비회원국이므로 회원국간 교역 시
적용되는 각종 무역 규범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 적용 배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이외에도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
조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
세법에 따른 관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남북경협에 대한 조세는 일반적인 수출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법
상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및 환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
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서는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북한에 물품
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 획득 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 등
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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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66)
1) 최혜국대우(MFN) 의무 적용 문제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
의무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MFN) treatment) 위반 문제를 제
기한다. GATT 제1조 1항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여타 국가(“any other
country”)와 교역되는 물품에 대한 모든 무역상 혜택은 다른 WTO 회원국의
동종 물품에도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여타 국가(any
other country)”란 WTO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포함한다.67) 따라서
WTO 회원국인 한국이 WTO 비회원국인 북한에게 제공하는 무관세 혜택은
다른 WTO 회원국에게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아직 WTO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해 관련 의무 위반을 제소한 경우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한간 교역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일 뿐 문제의
소지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간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WTO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소지가 다분
하며, 이 경우 한국은 북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철회하거나 다른 회원국들에게
도 동일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전망이다.

2) WTO 보조금협정 의무 위반 문제
북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WTO 보조금협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68)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66) 본 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GATT/WTO 협정문은 WTO, Legal Texts 페이지(Online, 검색일: 2016.
11. 13)를 참고.
67) GATT 제1조 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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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반입에 대하여 여타 회원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무관세 혜택뿐 아니라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공하고 있
는 각종 재정지원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서 제조되는 물품의 상당 규모가 한국으로 반입될 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상대국은 한국정부의 재정지원 조치를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WTO 보조금협정은 정부가 수출을 조건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지원을 제
공하는 경우 이를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제조되는 물품이 한국으로 상당량 반입되어 기존의 다른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물품을 대체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금지보조금의 일종인 ‘수입대
체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69) 이뿐 아니라 한국정부가 남북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각종 생산설비 및 물류 지원 또한 ‘특정성’이 인정되고 다른
교역상대국의 수출이나 국내생산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조치가능 보조금’
으로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70)71)
이 역시 현재까지는 남북경협 규모가 워낙 미미하여 WTO 회원국들이 공식
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없지만, 향후 교역량이 증가하여 한국시장에서 기존
교역상대국의 수출 물품을 대체하여 무역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개성공단으
로 무관세 반입된 원자재를 이용하여 북한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출 규모가 크
게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8)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제1항 (나)목.
69) WTO 보조금협정 제3조(금지보조금).
70) WTO 보조금 협정 제2조(특정성) 및 제5조(부정적 효과).
71)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제1항 (다)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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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래의 정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아래 방안 중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남북한간 FTA 체
결이다.

1) WTO 협정의 의무면제(waiver) 제도
WTO 협정은 협정상 의무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GATT 제25
조 5항과72) WTO 설립협정 제9조 3항 및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
로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국한되며 WTO 회원국
의 합의(consensus) 또는 3/4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73) 이외에도 면
제의 적용기간과 조건이 명시되며 1년 이상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년 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시에는 당초 의무면제가 부여된 “예외적 상황”이 여
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와 면제 부여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면제의 연장, 수정 또는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의무면제 제도는 1985년 미국이 부여받은 바 있는데, 당시 미국은 ｢캐리비
안만 경제부흥법｣에 의거하여 캐리비안 국가들에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의무면제 조항을 원용하여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
다.74) 이와 같은 의무 면제는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에는 승인 건수가
115건에 달한 바 있다.75)

72) GATT 제25조 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not elsewher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may waive an obligation
imposed upon a contracting party by this Agreement.”
73) GATT체제하에서는 체약국의 과반수 이상(2/3)의 투표를 확보해야 waiver가 승인되었으나(제25조
5항), WTO체제하에서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합의(consensus)가 있거나 합의
실패 시 회원국 3/4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승인될 수 있다(제9조 3항).
74) GATT, L/5779, BISD 31S/20(1985).
75) WTO(1995), p. 887; 안덕근, 박정준(2014),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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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경우 일반적인 국가간 무역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분단국에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과거 GATT 체제에서 동서독간 내독거래가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를 인정받은 점도 고려할 수 있다.76)
그러나 설사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남북한간 무관세에 대해
의무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간 합의(consensus)77)가 이루어지
거나 전체 회원국의 3/4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허용할 개연
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의무면제 규정을 활용한 남북한간 교역의 예외 인정은
북핵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GATT/WTO 협정의 예외조항 원용
GATT 제21조의 국가안보 조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원용하여 남북한간 무관
세거래 등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르
면 GATT/WTO 회원국은 안보상 중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물질, 군수
품 거래, 전쟁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유엔 헌장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이 경우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서만 예외조치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예외조치는 핵물질, 군수품의 거래에
관한 조치 및 UN 헌장의 의무에 따른 조치 등 세 가지 상황에 국한하여 허용되
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목적을 지니더라도 경제협력 조치 및 무관세거래 등 교
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78)
76) 그러나 동서독간 거래에 대한 특례는 GATT 가입 당시 체약국단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GATT 제25조에 의거한 의무면제(waiver)는 아니었다.
77) WTO 체제하에서의 ‘합의(consensus)’란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투표 시 회의에 참석
한 회원국 중 어떠한 회원국도 반대를 하지 않아 결정이 채택되는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if no
Member, present at the meeting when the decision is taken, formally objects to the
propose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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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보 예외규정을 원용한 사례로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EU, 캐
나다, 호주가 아르헨티나에 대하여 무역제재를 취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GATT 체약국들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비경제적인 이유로 GATT 협
정과 합치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79) 또한 비
슷한 시기에 GATT 제21조와 관련된 결정문(Decision Concerning Article
XXI of the General Agreement)을 채택하여 안보 예외규정이 쉽게 발동되
지 않도록 절차적 제약을 마련하였다.80)
이처럼 GATT/WTO 협정상 안보 예외조치는 주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취
하게 되는 무역제한조치인바,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무관세거래
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간 교역의 확대는 추후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
롯한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안보 예외조치에 해당한다
고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 예외규정에 대한 이 같은 해석은
새로운 것으로서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보 예외규정의 원용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GATT/WTO 협정의 권능조항 활용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GATT/WTO 협정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을 적용하여 남북경협의 예외성을 인정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GATT의 ｢1979년 11월 28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호혜 및 차별적, 우호
적 취급에 관한 결정(1979 GATT 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78) 안덕근, 박정준(2014), pp. 156~157.
79) L/5424, BISD 29S/9(1982).
80) (1) 모든 체약국은 제21조에 의거하여 취하게 된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해 최대한 통보를 해야 하며 (2)
제21조에 의거하여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체약국은 GATT상의 모
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3) 추후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하도록 한다.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 79

Countries)｣ 제1항은 “체약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른 체약국에게 부
여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우호적인 대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1) 일
반적으로 동 조항은 GATT 제1조 1항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만 시장접근상 특혜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허용해주는 근거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권능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다른 회
원국의 무역을 저해하거나 장벽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원
활화하고 촉진해야 하며, 관세 등 무역제한적 조치의 감축 및 철폐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및 무역 관련 필요ㆍ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82)
따라서 권능조항을 남북경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인 한국이 개
발도상국인 북한의 경제개발과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협이 추진되고 있다
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전략상 농업 부문의 보호를 위해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선진국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설사 남북경협이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북한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
으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4) 북한의 WTO 가입 조항 활용
북한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WTO 설립협정 제12조의 가입조항83)을
81) 이와 같은 특혜의 부여는 선진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권한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권능조항(Enabling Clause)’이라 지칭된다.
82) 권능조항 제3항 및 4항.
83) WTO 설립협정 제12조(가입조항) 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its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 terms to be agreed between i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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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서독의 경우 동 조
항에 의거하여 1951년 GATT 가입 시 동서독간 거래에 대하여 GATT 의무면
제 결정을 확보한 바 있다.84) 북한 또한 WTO 가입 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가입조건에 명시하고 남북경협상 특례를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등 자
유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입희망국이 제안하는 양허 수준에 대해 전
체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WTO 가입은 북
한의 경제개방 및 개혁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진전된 상황에서나 고려해볼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사 가입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체제상 ‘비시장경제(NME: nonmarket economy)’ 지위가 부여될 것인데, 현재 중국이 당면해 있는 다양한 문
제들로 비춰볼 때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개성공단에서 생산
되는 물품이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당사국이 수출 및 국내산업 피해를 주
장하게 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시 북한에게 NME 지위를 적용하여 높은 덤핑 마진
율을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남북경협 사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소지가 있다.

5) 남북한간 지역무역협정 체결
마지막으로 남북한 양자간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GATT 제24조 5항은 “GATT 협정은 체약국간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
지대의 형성 또는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의 채택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 또는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WTO...”
84) 안덕근, 박정준(2014),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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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대외적으로는 체결 결과 이전보다 대외
무역장벽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85) 대내적으로는 체결국간 무역장벽이 실질
적으로 모두(substantially all) 철폐되어야 한다.86)
이러한 실체적 요건은 경제개방의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인 일반적인 국가
간 FTA에서는 충족이 어렵지 않을 것이나 북한의 경우에는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남북경협의 거래품목은 매우 제한적이므
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장벽 철폐가 제한적인 부문에서만 이루어져
도 충족될 수 있어 대내적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대외적 요건의
경우 FTA의 내용이 현재의 남북한간 무관세거래와 경제협력사업 수준으로 추
진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동맹이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GATT/WTO 협정은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의 체결을 허
용하고 있다. 2013년 2월 기준으로 14개의 잠정협정이 WTO에 통보되어 발
효되었다.87) 잠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RTA 수립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준비해야 한
다.88) 여기서 “합리적 기간”이란 통상 1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89)
현재로서는 남북한간 FTA 체결을 통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WTO 비
회원국이라도 독립적인 관세영역으로서 RTA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걸림돌이 될 만한 사항은 없다.90) 다만 RTA 체결을 위해서는 당
85) GATT 제24조 5(b)항.
86) GATT 제24조 8(b)항.
87) Van den Bossche and Zdouc(2013), p. 663.
88) GATT 제24조 5(c)항.
89) GATT, Understanding on Article XXIV, para. 3.
90) GATT 비체약국 또는 WTO 비회원국 지위 관련 FTA 체결 요건을 지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된 바는 있으나,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적용된 예가 없어 현재 이와 관련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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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신뢰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상 정당성 결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북한간 RTA나 FTA를 체결하여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 적용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남북한간 FTA/RTA를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GATT/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FTA가 체결되기 위
해서는 FTA 참여국들이 WTO 회원국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91) 그러나
GATT 체제하에서는 GATT 비회원국과의 FTA가 비교적 흔하게 체결되어 문
제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1960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
레, 파라과이, 페루 간 중남미 FTA(Latin America FTA) 체결 당시 일부 체결
국은 GATT 체약국이 아니었는데, GATT상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 인
정을 위해 제2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일부
GATT 체약국은 GATT 비체약국인 FTA 회원국의 경우에는 제24조의 적용을

없는 실정이다. 안덕근, 박정준(2014), p. 160.
91) GATT 제24조 제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s between the territories of contracting parties,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or the adoption of an interim agreement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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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의무면제(waiver)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92) 또한 노르
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간 EFTA 체결 당시에도 동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93) 그러나 아직 FTA 참여국의 GATT 비회원국 문제로 인하여
FTA 승인이 거부되거나 무효화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94)
한편 WTO 체제하에서도 WTO 비회원국이었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
스토니아와 EC가 각각 체결한 FTA에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
으나 WTO RTA 위원회에서 실제로 법적 쟁점화가 되지는 않았다.95) 따라서
남북한 FTA 체결 시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단 WTO RTA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 WTO 가입 절차
가 진행 중인 FTA 참여국에 대하여 해당국의 FTA 참여가 WTO 가입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 특정한 방
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96)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WTO 회원국간에 관세동맹이나 FTA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GATT 제
24조 제5항은 실체적 조건과 절차적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체
적 조건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FTA를 체결하는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
여 FTA 체결 전에 비해 무역장벽을 더 높이지 말아야 하며(대외적 요건),97)
FTA를 체결하는 회원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야 한
다는 것(대내적 요건)이 그것이다.98) 또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FTA 체결 계획
92) GATT(1960), BISD 9S/87, para. 31.
93) GATT(1960), BISD 9S/L1235, para. 58.
94) 안덕근, 박정준(2014), pp. 159~160.
95) WTO(1997b), p. 13. 캐나다가 동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EC는 이에 대하여 동 문제가 WTO의 구조적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WTO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대응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됨.
96) WTO(2000), p. 28.
97) GATT 제2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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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을 WTO에 통보하여 WTO RTA 위원회로부터 합치성 여부에 대한 심
사를 받아야 한다.99)
남북한간 FTA의 경우, FTA 체결 전후로 무관세거래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
로 대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대내적 요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하는
데, 남북한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나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남북한간 거래 형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동 요건
은 손쉽게 충족이 가능할 수도 있다.100)
과거 RTA 위원회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당시
호주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HS 코드 6단위의 95%
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안하면서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교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101) 이를 원용하면 남북경
협은 대내적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
에 대한 합의는 아직 부재한 상태로 여타 회원국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
통상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는 남아 있다.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비시장경제(NME) 지위에 대한 논의는 GATT/WTO 체제하에서 반덤핑 마진
을 산정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1995년 처음 등장하였다.102)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회원국 상품
98) GATT 제24조 제8항.
99) GATT 제24조 제7항. FTA 체결에 대하여 WTO RTA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요건
은 2006년 WTO Transparency Mechanism(TM) 설립 후 다소 완화되었는데, RTA 위원회
(CRTA)는 FTA를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식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통보된 FTA를 ‘고려
(consideration)’하도록 되어 있다.
100) 산업별 남북교역 현황은 동 보고서 제5장의 [표 5-4] 참고.
101) Matsushita, Schoenbaum, and Mavroidis(2006), p. 570; WTO(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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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고 이에 따라 상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면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
가격과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비교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비시장경제 국가에
서는 정부에 의해 국내가격이 결정되므로 정상가격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여 이를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WTO 체제하에서는
비시장경제 회원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해 덤핑 마진 산정 시 유사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의 국내가격을 대체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는 이와 같은 계산 방식(NME methodology)을 적용할 경우 비시장경제 회원국
의 입장에서는 덤핑 마진이 과도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반덤핑 규정이 적용될 경우 비시장경제 계산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FTA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FTA를 통해 WTO 의무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FTA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 대한 반덤핑 규정 적용 비시장경제 계산방식을 적
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3) 따라서 북한에 대한 비시
장경제 지위 적용 문제는 북한이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의 소
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추후 북한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중국의
경우와 같이 가입 후 일정 기간 후 비시장경제 지위의 적용이 실효(失效)되도
록 가입의정서 등에 명시해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 특히 2005년 이후 모든 FTA는 개성공단에서
102) WTO, Analytical Index(Online, 검색일: 2016. 11. 13).
103) 한-중 FTA 제7.7조 4. “양 당사국은 반덤핑 절차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할 때,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대체가격 또는 대체비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국의 대체값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
하는 관행이 양 당사국간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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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제품에 대한 역내 원산지 인정을 염두에 둔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104)
일반적으로 FTA는 역내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하여 비회원국
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원산지
규정이다. 그러나 OPZ 규정은 이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FTA 체결
당사국이 아닌 다른 인접국가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OPZ 규정은 최
종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 및 반제품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역외 국가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경우, 역외에서의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하여 제
품이 일시 수출되었다가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
입되는 세관절차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한국은 이러한 OPZ 규정을 최근 타결
한 한-중 FTA에도 도입하였다.105)
남북한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OPZ 규정에 따
른 원산지 특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즉 남북경협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FTA 체결 상대국들이 인정해준 OPZ 규정
은 남북한간 FTA로 교역 규모가 확대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기체결 FTA 상대국은 OPZ 규정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만이 아니라 여
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도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해당 규정을 최
소한 개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체결 FTA 상대국과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기체결 FTA 중 OPZ 위원회를 수립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
해 놓은 경우에는106) 동 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안
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104) 박지연, 이효영(2015), p. 57.
105) 한-중 FTA 제3장.3조.
106) 박지연, 이효영(2015),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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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FTA는 WTO 체제하에서 남북경협을 제도적
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
어 중대한 국제 통상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 남북한간
교류가 현재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FTA 체결을 위한 실체적 요건 중 대내
적 요건 충족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뿐
아니라 북한의 현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
보다는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
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GATT 제24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FTA 체결의 전 단계로서 잠정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FTA에 적용되는
실체적 요건 중 여타 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면 안 된다는 대외적 요건
은 충족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대내적 요건은 당분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FTA 체결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length of
time)”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107) 또한 잠정협정에 포함된 FTA 추진 계획과 일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WTO 회원국들은 잠정협정 체결국들에게 권고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잠정협정 체결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계획 및 일정
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잠정협정을 추진하거나 발효시킬 수 없다.108)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남북한 FTA는 최소 10년간 잠정협정의 형태로 추진

107) GATT(1947),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para. 3. 또한 잠정협정의 체결국들이 10년 이상의 적용
기간을 원할 경우 WTO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108) GATT 제24조 제7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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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
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은 채 점차적으로 F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FTA 체결 초기 단계에는 남북한간
관세면제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차 서비스, 투자 분야까지 개방폭을 확대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교
역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FTA 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법
적 구속력을 갖고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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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산
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남북경협의
발전 단계를 ‘남북경협 전면 중단 단계’(현 단계), ‘일반적 교류협력 단
계’(2008~09년 당시의 남북경협 수준), ‘CEPA 체결 1단계(체결 후 초기 10년.
2020~29년), ’CEPA 2단계(체결 후 후기 10년. 2030~39) 등 4단계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CEPA 1단계로 발전함에 따른 경제
적 효과(1차 효과), CEPA 1단계에서 2단계로 발전함에 따른 경제적 효과(2차 효
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GDP 변화의 경우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모두
분석하지만, 생산유발효과는 분석의 편의상 1차 효과(CEPA 1단계가 종결되는
2029년에서의 효과)만 분석한다. 그 이유는 후술한다.
첫째, 남북경협 전면 중단 단계에서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로의 발전은 경제
통합의 효과라기보다는 제재 완화의 효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다. 즉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5ㆍ24 조치’ 등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2017년
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 10) 직후인 2008~09년의 남북경협 수준을
회복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전개한다. 참고로 2008~09년은 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을 제외하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규모가 최
대에 달했던 시점이다.
둘째, 2017년 남북한간 협상이 시작되어 2020년 남북한 CEPA가 체결된다
고 가정한다. 앞서 제3장과 제4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남북한 CEPA는 잠정협
정 단계에서 시작하여 추가협상을 통해 개방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WTO는 정상적 FTA가 체결될 때까지 10년
간의 잠정협정 기간을 허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CEPA를 잠정협정
기간 10년(CEPA 1단계)과 정상적 FTA 기간 10년(CEPA 2단계)으로 구분하
여 효과를 추정한다. 물론 1단계와 2단계 사이에도 추가협상이 진행되어 남북
한간 개방 폭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나갈 것이다. 개방폭을 두 단계로 한정하
는 것은 순전히 분석상의 편의일 뿐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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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CEPA 1단계로의 발전, 그리고 CEPA 1단
계에서 CEPA 2단계로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를
‘교류협력 쿼터’(노동ㆍ자본ㆍ인프라 패키지)로 명명하고 가정을 도입한다(자
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물론 교류협력 쿼터에 대한 가정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교류협력 쿼터안(기본안) 이외에
심화안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
한 시론적 분석임을 강조해 둔다.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남북한 CEPA 체결이 남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성장회계모형(GAM: Growth Accounting Model)을 활용한다. GAM 모
형은 기본적으로 Cho and Park(1972)과 Adelman(1969)을 따랐지만, 남북
한 경제의 특징과 자료의 이용가능 여부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남북한의 GDP는 Cobb-Douglas 함수 형태를 갖는다. 남한의 GDP 함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북한의 GDP는 인프라(사회간접자본,
SOC),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북한의 GDP
함수가 남한과 달리 인프라를 포함하는 것은 SOC의 낙후성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서 SOC는 GDP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파악된다.109)

109) 이누이 토모히코, 권혁욱(2015),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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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1]


   ,

여기서    ,    는 각각 t기의 남한과 북한의 GDP,     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    는 노동,    ,
   는 자본,    는 SOC,   ,   는 노동의 탄력성,   는 SOC의 탄력성
이다.110)
생산요소 중 노동은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를 갖는다. 노동은 외생변수로 인
구감소율과 생산기여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며, 북한은 추가적으로 실업률을 고
려하였다.

          
 

[식 5-2]

 

            



여기서   ,   는 인구감소율,    는 실업률,    ,    는 노동으로
UN World Population Prospect111)의 2020~39년 생산기여인구(15~64
세) 예측 통계를 사용하였다.112)
자본은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를 갖는다. 남한의 자본은 전기의 GDP와 저축
110) 남북한의 생산요소 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남한의 노동 탄력성은 0.66, 자본 탄력성은 0.34를 가정
했다. 북한 생산요소의 탄력성은 Inui and Kwon(2015), p. 6을 참고하여 노동 탄력성은 0.81, 자
본 탄력성은 0.19, SOC 탄력성은 0.21로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SOC 탄력성은 연구자에 따
라 0.23(Wang 2002), 0.2~0.25(Mitsui and Inoue 1997), 0.16(Miyagawa and Hisa 2013), 미
국의 SOC 탄력성은 연구자에 따라 0.17(Yu et al. 2013), 0.139(Pereira and Andraz 2004),
0.119(Chen and Haynes 2014), 태국의 SOC 탄력성은 0.19(Wang 2002)로 추정되었다. 이 경
우 북한의 GDP는 Increasing Returns to Scale(IRS)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는 북한경제가 낙후되
어 있어 개발 초기에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SOC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IRS와 같은 경제성장을 보
일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Infra structure Augmente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IRS를 가정하였다.
111) United Nations(2015, Online, 검색일: 2016. 7. 1).
112) 인구감소율과 생산기여인구는 모두 외생변수로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추정치를 사용
하였다. 실업률은 남한은 완전고용 상태로 가정하고, 북한은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
여 31%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였으며, 매년 0.7%씩 개선된다고 가정하였다. 통계청(2014),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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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북한의 자본은 민간투자 비중, SOC는 GDP 대비
SOC 투자 비중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         


             ,           [식 5-3]


              ,           

여기서    ,    는 각각 남북한의 자본스탁, 는 감가상각률,   ,   는
북한의 자본투자,  는 남한의 한계저축률,   은 북한의 GDP 대비 민간투자
(일반투자) 비중,    는 SOC 스탁,    는 연간 SOC 투자액,    은 북한정
부의 GDP 대비 SOC 투자비중113)이다. TFP는 남북한 모두 매년 일정 수준으
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114)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CEPA 체결 후 남북한은 자기 경제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을 하며 경제성장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노동, 자본, 인프라,
생산성이 변화하며 그에 따라 GDP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13) 자본스탁은 남한과 북한에 축적된 생산자산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남한의 자본스탁은 통계청 국내
통계(Online, 검색일: 2016. 7. 1)의 ‘자산별 순자본스탁’ 중에서 ‘비금융 생산자산’ 항목을 사용했
고, 북한의 자본스탁은 조동호(2013), p. 260의 추정치를 김명수(2004)를 따라 1,000(일반 자본스
탁) 대 1(SOC 스탁)의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감가상각률은 5%로 가정하였다. 한계저축률은
2003~14년의 저축률을 평균하여 23.8%를 적용하였다. 북한의 GDP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2006~14년 북한 GDP(한국은행 추정) 대비 무역(KOTRA 추정, 남북교역 제외) 비중을 평균하여
17.9%를 적용하였다. 북한정부의 GDP 대비 SOC투자 비중은 1960~89년 북한이 발표한 GDP(명
목, 백만 북한원) 대비 자본(경상, 백만 북한원) 증가율의 비중인 19.0%를 적용하였다.
114) 남한의 TFP는 매년 2.32%(2002~11년 한국의 평균 TFP 증가율)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북한의
TFP는 매년 1.45%(2010~15년 평균 GDP 증가율)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남한의 TFP는
Knoema(2012, Online, 검색일: 2016. 7. 1)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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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경제효과 분석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5-1]과 같다.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북한은 남한으
로부터 자본과 인프라를 투자받고 기술지도 인력을 공급받아 생산성이 개선된
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노동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다. CEPA 체결 후 남북한의 합의
에 따라 남한의 기술인력(숙련공)과 북한의 노동인력(미숙련공)이 양 지역으로
공급된다. 남한은 북한으로 기술인력을 지원하며, 이들은 북한지역에서 기술지원
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북한은 남한으로 주로 노동인력을 공급하게 되며,
이들은 남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CEPA I 단계와 CEPA II단
계를 거듭하면서 양 지역의 노동 쿼터는 증가하게 된다(그림 5-2 참고).
노동 분야 교류협력을 함수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식 5-4]
   

여기서   ,    는 CEPA 체결 후 남한과 북한의 생산기여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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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노동 분야 교류협력

자료: 저자 작성.

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급되는 기술인력,   →  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급
되는 노동인력,     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군축으로 무장해제 후 노동시
장으로 편입하는 북한군인의 수이다.
자본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다. CEPA 체결 후 자본투자와 인프라투
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북한은 남한
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반면, 남한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철도 및 도로 연
결, 자원 개발 및 노동력 활용, 대북 경제개발을 통한 통일비용 절감 등을 이유
로 북한에 투자할 유인이 많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북한 인프라 투자는 정
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반면, 자본투자는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
정한다. 인프라투자 역시 CEPA 단계별로 상이한 쿼터 제한을 받는다(그림
5-3 참고). 남한의 대북 자본투자는 북한의 자본스탁(일반 자본스탁)에 기여하
게 되며, 인프라투자는 북한의 인프라스탁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자
본 분야의 교류협력 역시 CEPA 단계별로 상이한 쿼터제한을 받는다.
자본과 인프라의 교류협력을 함수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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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자본과 인프라 분야 교류협력

자료: 저자 작성.

       →   →
 ,
        
  →       ,
  →        ,
           

             ,

 
        → ,

              ,

 
          →  ,
           ,
여기서   ,    는 CEPA 체결 후 남한과 북한의 자본스탁,  ,  
는 CEPA 체결 후 남한과 북한의 자본투자,    는 CEPA 체결 후 북한의 인
 →
프라스탁,    는 북한의 인프라투자,   →
 ,     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자본투자와 인프라투자,      ,      는 CEPA 체결 후
남한과 북한의 GDP,   는 대북 자본투자 쿼터,   는 대북 인프라투자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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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남한의 세율,   는 남한 정부의 재정지출 중 인프라투자 비율,  은 남
한 대북투자의 북한 자본투자 기여율이다.115)
CEPA 체결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남한은 CEPA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북한은
CEPA 체결 전에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나, CEPA 체결 후
에는 남한의 기술인력 지원과 인프라투자로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CEPA 체결 후 북한의 생산성은 임수호 외(2016)를 따라 1971~90년 남한의
경제개발기간 동안의 생산성 증가율과 남한의 대북 인프라투자 증가율을 고려
하였다(그림 5-4 참고).

∆    ∆     ∆   →  ,

[식 5-6]

여기서 은 남한의 대북 인프라투자가 북한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계수이다.11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CEPA 체결 후 남북한 GDP 변화 모형은 다음 수식과
같다.

       
  



 



  

  

 
       




   →



  



[식 5-7]

  → 

115) 남한의 세율은 14.2%(2001~11년 GDP 대비 평균 조세수입 비중)를 가정했다. 남한 재정지출 중 인
프라투자 비율은 15.0%(2001~11년 정부재정 총지출 대비 평균 SOC 및 개발 지출 비중)을 가정했
다. 남한 대북투자의 북한 자본투자 기여율은 13.2%(2011~13년 개성공단의 총생산액 대비 평균
북한노동자 임금지급액 비중)를 가정했다. 조세 비중 자료는 IMF, Tax Revenue(Online, 검색일:
2016. 7. 1), 정부재정 총지줄 대비 SOC 및 개발 지출 비중 자료는 OECD, Government at
Glance(Online, 검색일: 2016. 7. 1) 참고. 개성공단의 총생산액 대비 평균 북한노동자 임금지급액
비중 자료는 KIEP의 비공개 통계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문의 바람.
116) 임수호 외(2016)에 따르면 대북 인프라투자에 따른 북한의 생산성 증가 계수는 0.329이다. 이 계수
는 한국의 1971~90년 동안 건설 및 설비 투자비중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친 영향을 회계분석하여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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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남한의 5개년 경제개발기간(1971~90) 동안의 생산성 변화
(단위: %)

자료: 임수호 외(2016), p. 5.

여기서  는 남한의 대북투자 수익률,  은 북한의 대남 인력 파견 수익률
이다.117) 분석의 편의상 남한의 대북투자 수익은 남한의 대북투자 중 민간기업
주도의 자본투자만 수익을 내어 남한 GDP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남
한정부의 대북 인프라투자는 남한 민간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보았다.118) 동일한 맥락에서 인력 파견도 북한의 대남 인력 파견만 수익을
내어 북한 GDP에 반영되었고, 남한의 인력 파견은 수익을 내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17) 남한의 대북투자 수익률은 1.1442(2011~15년 개성공단의 평균 반출 대비 반입 비율)를 사용하였
다. 북한의 대남 인력 파견 수익률은 월 20만 원을 적용하였다. 이는 2015년 현재 개성공단 인건비
실지급액 수준에 맞춘 것이다. 대북투자 수익률 자료는 통계청, 개성공단사업 통계(Online, 검색일:
2016. 7. 2)를 참고하였다.
118) 남한의 대북 자본투자와 인프라투자는 남한의 자본스탁 계상 과정에서 차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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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노동은 북한 군인이 매년 3만 명씩 일반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CEPA 추진
기간 동안 총 60만 명(전체 북한 정규군은 120만 명으로 추정, 정규군은 생산
가능인구에 미포함)이 일반시민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다. 남한 → 북한으
로의 기술인력 지원은 CEPA I 동안 매년 신규 2,000명, 누적 2만 명, CEPA II
동안 매년 신규 4,000명, 누적 4만 명(I, II단계 총합 6만 명), 북한 → 남한으로
의 노동인력 지원은 CEPA I 동안 매년 신규 2만 명, 누적 20만 명, CEPA II 동
안 신규 4만 명, 누적 40만 명(I, II 단계 총합 60만 명)으로 가정하였다.
자본은 CEPA I 동안 매년 남한 총투자의 10%가 북한에 투자되며, CEPA II
동안 매년 20%가 북한에 투자된다고 가정하였다.119) 2020년 38조 1,000억 원
을 시작으로 CEPA I 동안 총 434조 원이 투자되며, CEPA II 동안 총 1,126조
3,000억 원(I, II 단계 총합 1,560조 3,000억 원)이 투자된다.120) 인프라는

그림 5-5. CEPA 단계별 남한의 대북 자본 및 인프라 투자
(단위: 십억 원)

자료: 저자 작성.
119) 대북 자본투자 비율 제한과 관련하여 매칭투자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남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기업에 한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한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120) 분석에 사용된 모든 화폐의 단위는 남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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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CEPA의 단계별 교류 쿼터
구분
시기

현재

CEPA 임박

CEPA I

CEPA II

교류 금지

2008~09년
남북경협 수준

CEPA 체결 후
1년~10년

CEPA 체결 후
11년~20년

남→북: 年 신규 2,000명
북→남: 年 신규 2만 명
※ 기존인력 지속 허용

남→북: 年 신규 4,000명
북→남: 年 신규 4만 명
※ 기존인력 지속 허용

노동

-

-

북한 군축으로 매년 정규군 3만 명 감축
자본
투자

-

-

남→북: 남한 총투자의
10%

남→북: 남한 총투자의
20%

인프라
투자

-

-

남→북: 남한정부
인프라개발 예산의 100%

남→북: 남한정부
인프라개발 예산의 20%

기술
이전

-

-

비전략 부문 허용

비전략 부문 허용

상품
교역

-

무관세 승인제

무관세 신고제
※ 일부품목 승인제

무관세 신고제
※ 일부품목 승인제

자료: 저자 작성.

CEPA I 동안 매년 남한정부 인프라개발 예산의 10%가, CEPA II 동안 매년 20%
가 투자된다. 2020년 4조 원을 시작으로 CEPA I 동안 총 45조 3,000억 원이 투
자되며, CEPA II 동안 총 117조 5,000억 원(I, II 단계 총합 162조 8,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상과 같은 CEPA 단계별 교류 쿼터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이상의 모델에 기반하여 CEPA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CEPA 체결은 남한의 GDP를 완만하게, 북한의 GDP를 확연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남한의 GDP는 CEPA 체결 전후 큰 차
이 없이 약 1,822조 8,000억 원 규모이나, 2039년에는 CEPA 미체결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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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CEPA 체결 전후 남북한의 GDP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저자 작성.

2,928조 1,000억 원, CEPA 체결 시에는 3,067조 5,000억 원으로, 약 4.8%
의 GDP 성장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2020년 북한의 GDP는 CEPA 체결 전후
큰 차이 없이 약 38조 원이나, 2039년에는 CEPA 미체결 시에는 54조 원,
CEPA 체결 시에는 308조 3,000억 원으로 GDP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CEPA 체결로 북한의 경제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빨라짐에 따라 남북한 소득
격차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남한의 GDP는 북한의 42.3배, 인
당 GDP는 21.4배에 이른다.121) 분석 기간 동안 남북한이 각각 연평균 3.99%,
1.45%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CEP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남한
의 GDP는 2020년 북한의 48.5배, 인당 GDP는 23.9배의 격차를 보이다가 해
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져, 2039년에는 각각 54.2배, 28.1배 차이를 보일 것
이다. 반면 남북한이 CEPA를 체결할 경우, 남한의 GDP는 2039년 북한의
10.0배, 인당 GDP는 5.2배로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CEPA
로 경제격차가 줄어든 만큼 두지역의 경제적 이질성은 줄어들고 통일비용도 절
감될 것이다.
121) 통계청, 남북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통계(Online, 검색일: 2016. 11.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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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CEPA 체결 전후 남북한의 경제 격차
(단위: 배(남한/북한))

자료: 저자 작성.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CEPA의 단계별 교류 쿼터 변화는 남북한의 GDP 증감을 야기할 것이다.
CEPA 교류 쿼터가 상술한 기본안에서 심화안으로 증가할 경우, GDP 증가율
은 [표 5-2]와 같다. 노동 교류 쿼터가 100% 증가할 경우 2039년 남한 GDP는
기본안 대비 0.01% 증가하는 반면, 북한 GDP는 4.67% 증가한다. 자본투자
쿼터 100% 증가할 경우 남한 GDP는 기본안 대비 4.99% 증가하는 반면, 북한
GDP는 1.5% 증가한다. 인프라투자의 증가는 GDP 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
한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은 대북 자본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
적 수익이 큰 반면, 북한은 인력 파견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 수익이 크다는 점
이다. 이는 양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의 차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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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CEPA의 단계별 교류 쿼터 변화와 남북한의 GDP 변화
구분

CEPA
(기존안)

노동

남 → 북: 2,000명(CEPA I),
4,000명(CEPA II)
북 → 남: 2만 명(CEPA I),
4만 명(CEPA II)

남 → 북: 4,000명(CEPA I),
8,000명(CEPA II)
북 → 남: 4만 명(CEPA I),
8만 명(CEPA II)

노동 교류가 100% 증가하면
남한 GDP 0.01% 증가
북한 GDP 4.67% 증가

자본
투자

남 → 북: 남한 총투자의
10%(CEPA I),
20%(CEPA II)

남 → 북: 남한 총투자의
20%(CEPA I),
40%(CEPA II)

자본투자가 100% 증가하면
남한 GDP 4.99% 증가
북한 GDP 1.50% 증가

인프라
투자

남 → 북: 인프라 예산의
10%(CEPA I),
20%(CEPA I),

남 → 북: 인프라 예산의
20%(CEPA I),
40%(CEPA I),

인프라투자가 100% 증가하면
남한 GDP 0.00% 증가
북한 GDP 0.00% 증가

종합

CEPA
(심화안)

-

모든 교류 쿼터
100% 증가

기존안 대비 GDP 증가율
(2039년 기준)

모든 교류가 100% 증가하면
남한 GDP 4.99% 증가
북한 GDP 6.17% 증가

자료: 저자 작성.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이상으로 CEPA 체결이 남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CEPA는 남북교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EPA로 남북
한 GDP가 증가하면 구매력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사실 CEPA 체결에 따른 무
역 증가효과는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다음 절에서 CEPA에 따른 생산
유발액을 추정할 때 필요하므로 간략하게만 추정하고자 한다.
CEPA 체결 후 남북한의 교역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의 GDP 회귀
계수와 2008년 남북한 교역통계를 활용하였다. 최장호 외(2016)에 따르면, 동
아시아 4개 지역(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 무역량을 중력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수출국 GDP의 회귀계수는 1.59, 수입국의 회귀계수는 1.31이었다. 여기
서 GDP의 회귀계수는 수출국과 수입국 GDP가 각각 1% 증가할 경우, 무역량
은 1.59%와 1.31% 증가함을 의미한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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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중력모형을 활용한 동북아 무역 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이론적 부호

거리

-1.73***

0.0596

-

수출국 GDP

1.59***

0.0271

+

수입국 GDP

1.31***

0.0325

+

…

…

…

…

주: 1) 모든 변수는 로그로 전환된 값. 다른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2)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최장호 외(2016), p. 45.

남북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을 제외하고 일반교역ㆍ위
탁가공에 국한할 경우 남북교역액은 2008년이 가장 많았다(표 5-4 참고). 앞
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CEPA 체결 이전에 2008~09년 수준의 남북
교역량을 회복한다고 가정하였다.
CEPA 체결 후 남북한 교역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0년의 교역 수준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2039년의 교역 수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4절
에서는 여기에서 추정한 교역량을 바탕으로 CEPA 체결이 북한의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게 된다.
CEPA 체결 후 2020~39년 남북한의 GDP 변화를 결합하여 남북한의 교역량
을 추정하면 [그림 5-8]과 같다. 2008년 교역량을 2020년 수준으로 환산하면
2.7배 많아지는데, 2020년 일반교역ㆍ위탁가공 교역량은 21억 5,400만 달러,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를 통한 공단 교역량은 21억 7,700만 달러로 북한 GDP의
14.7%, 남한 GDP의 0.3% 수준이었다. 2020년 남북교역량을 2039년 경제 규
모로 추정하면 8.3배 증가하는데, 2039년 일반교역ㆍ위탁가공 교역량은 186억
1,700만 달러,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를 통한 공단 교역량은 176억 7,100만 달러

122) 최장호 외(2016, p. 41)는 남북교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무역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추정하
였다. 추정계수는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가 작은 남북교역보다 중국-일본, 중국-한국의 교역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남북한의 특수성이 과소하게 평가된 특징이 있다. 때문에 실제 CEPA가 체결된
후 남북교역 증가는 본 모형의 예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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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남북교역(2002~15)
(단위: 백만 달러)

반입
연도

교역전반

일반교역,
위탁가공

반출
개성공단

교역전반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2002

272

271

0

370

370

0

2003

289

289

0

435

434

0

2004

258

258

1

439

89

42

2005

340

320

20

715

99

157

2006

520

441

76

830

116

223

2007

765

646

101

1,032

146

339

2008

932

624

290

888

184

518

2009

934

499

418

745

167

523

2010

1,044

334

705

868

101

738

2011

914

4

909

800

0

789

2012

1,074

1

1,073

897

0

888

2013

615

1

615

521

0

518

2014

1,206

0

1,206

1,136

0

1,132

2015

1,452

0

1,452

1,262

0

1,252

자료: 통계청, ｢남북교역 현황｣(Online, 검색일: 2016. 7. 4, 11. 9).

그림 5-8. CEPA 체결 후 남북교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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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 GDP의 13.3%, 남한 GDP의 1.4% 수준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4절 마지막 부분에서 재론한다.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이 절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생산유
발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남북한 산업연관표
와 CEPA 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이하에서는 ‘CEPA 체결 단계’로
지칭) 남북한 국제산업연관표를 각각 추정한다. 제5장의 서두에서 밝힌 대로
분석의 편의상 이 절에서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CEPA 1단계로 발전함
에 따른 경제효과(1차 효과)와 CEPA 1단계에서 2단계로 발전함에 따른 경제
효과(2차 효과)를 분리하지 않고 1단계 마지막 연도에서의 효과만을 분석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절의 마지막에 후술한다.
이 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지역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를 간단하
게 소개하고 남북한 국제산업연관표를 추정한다.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국제
산업연관표 추정을 위해서 북한의 산업연관표(2013년)를 추정하고, 남북경협
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가정을 도입한다. CEPA 체결 단계의 국제산
업연관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정한 다지역 산업연관표에 포함된 한국
과 베트남의 투입구조를 참고한다.123) 마지막으로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와
CEPA 체결 단계에 해당하는 두 개의 남북한 국제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
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CEPA 체결로 인해 남북한간 수직적 통합이 확대되
는 정도와 최종수요 확대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123) ADB(Asian Development Bank), Data and Research(I-O tables for Selected DMCs(검색
일: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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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지역 산업연관 분석모형은 작성 대상 지역과 투입계수의 산출 방법 등에 따
라 단일지역 산업연관모형(SRIO: Single-Regional Input Output Model),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및 다지
역 산업연관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124) SRIO가 전국 산업연관표처럼 지역 내 산업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IRIO와 MRIO는 2개 이상 지역의 산업연관 관계를 포함하
여 파악하는 방법이다.
IRIO와 MRIO는 작성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IRIO(혹은 Isard 모형)는 지
역간 투입계수(inter-regional coefficient)를 직접조사 방식에 의해 도출한
다. 지역간 투입계수란, 타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해당 지역에서 중간재로
구입한 비율을 의미한다. 그런데 직접조사에 의한 추정은 자료량이 방대하여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산업연관표 작성에는 간접조사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간접조사 방식은 지역 기술계수와 교역계수를 이용하여 국제산
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간접조사 방식으로 2개
이상 지역의 산업연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MRIO(혹은 Chenery-Moses 모형)
이다. 본 연구는 MRIO를 따랐다.
두 지역, 남한과 북한의 총산출을  라 하자. 총산출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모두 포함한다. 북한에서의 총산출(  )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되어 북한지역에
서 소비되는 양(  )과 남한지역으로 이동되는 양(  )의 합이다. 또한 북한
지역에 공급(투입)된 총량(  )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되어 북한지역에 공급(투
입)된 양(  )과 남한지역에서 생산되어 북한지역으로 공급(투입)된 양(  )
의 합과 같다. 남한지역에서의 총생산량(  )과 총공급량(  )에도 같은 관계
가 성립한다. 따라서 [표 5-5]의 총산출과 총공급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4) 한국은행(2014), pp. 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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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구조
소비지역

생산지역

지역별 생산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지역별 공급
주: =북한,  =남한.
자료: 저자 작성.

        

[식 5-1]

 

    

[식 5-2]

       

[식 5-3]

 

[식 5-4]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다지역 산업연관표는 지역간 투입계수를 직접조
사 방식으로 파악하지 않고 지역 내 기술계수와 교역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한
다. 지역 내 기술계수는 생산에 투입한 중간재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인
지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 내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지역 내
기술계수를 각각   ,   라고 하면, 각각은 산업 부문만큼의 행렬을 가진 정
방행렬(왼쪽)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위의 남북한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형
태로 합하면, 오른쪽 행렬과 같다.





  

 

  








   
, 
   

교역계수는 두 지역간 재화의 이동량을 토대로 도출한다. 교역계수는 지역
간 재화의 이동량을 어떤 경제변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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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출할 수 있다. 이동량을 지역의 총수요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
공급하는 지역의 총생산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 두 가지를 종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지역의 총공급에 대한 재화 이동량의 비율
로 교역계수를 계산한다. 즉 교역계수   는 남한지역에 공급되는 총공급량
(  )에 대해 북한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양(  )의 비율(       , 수
요지역인 남한의 총공급량 대비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의 반입량)로 계산
된다. 마찬가지로    에 대해서도        이 성립하는데, 이는 북한
지역에 공급되는 총공급량(  )에 대해 남한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양(  )
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위의 [식 5-3]과 [식 5-4]로부터    과   에 대해
서는          ,          이 성립하게 된다.
한편 교역계수는 산업 부문 수만큼의 열을 가진 열벡터이며 이를 대각행렬
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MRIO의 교역계수 행렬 전체는 행렬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이와 같이 지역 기술계수 행렬을  , 교역계수 행렬을  라 하면, 이 둘을 결
합하여 다부문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를 만들 수 있다.     는 북한의
기술계수 행렬   에 대해 북한에서 생산한 상품이 북한 내에서 공급된 비율을
적용한 것이고,     는 북한의 기술계수 행렬에 대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
급한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 행렬에서     와     를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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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한 행렬은 북한의 기술계수를 각 지역에서 공급한 비율로 분리하여 만
든 북한의 투입계수가 된다.

                     

       
                   
따라서  행렬을 다지역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행렬로 보고, 다지역 산업
연관표의 총산출( )에 대하여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관계를 정리하여 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 5-5]

여기에서  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수요를 각각 산업별로 나타낸 열벡터를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식 5-5]를 변환하여 다지역 산업연관표의 역행렬계수를 도출하면
다음 [식 5-6]의      와 같이 도출된다. 이를 이용하여 수출 및 투자 확
대 등 최종수요 증가의 생산유발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식 5-6]

이와 같이 다지역 산업연관표 작성에는 지역 내 기술계수와 교역계수가 필
요하다. 먼저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지역 내 기술계수의 경우, 남한의 경우는 공표된 남한의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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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산업연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별도 추정이 필요하다. 북한 산업연관표 추정에는 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
표를 이용한다. 또한 교역계수의 경우는 남북경협의 산업별 이동량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경우,
ADB가 발표한 2011년 다지역 산업연관표125)에 포함된 한국과 베트남의 지역
내 투입계수와 지역간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
다. 먼저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남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기
술계수(  ,   )를 구한다. 또한 남북교역 자료와 북한과 남한의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공급계수( )를 도출한다. 이를 결합하여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투
입산출행렬( )을 만들고, 역행렬[     ]을 도출한다.

1) 북한 산업연관표 추정(  )126)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은 기준연도 산업연관표를 연장하
여 해당연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연관표 작성은
조사기간이 길고 필요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매년 작성하지 않고 기준연
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후 연장하는 방법을 쓴다. 산업연관표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 산업연관표를 사전적 정보로 이용하는데,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에
는 다른 국가의 산업연관표가 사전적 정보로 이용된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은 계획경제의 투입산출구조가 유사
125) World Input-Output Database, Asian Development Bank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s(ADB-MRIO, Online, 검색일: 2016. 6. 3).
126) 이 절에서는 베트남의 2000년대 초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최지영
(2014a, pp. 25~43)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2013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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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가정하에 구사회주의 국가의 산업연관표를 사전적 정보로 이용하고 있다.
Noland, Robinson, and Wang(2000), 신동천, 이영선(1997), Kuribayashi
(2005)의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산업연관
표를 추정하였으며, 신동천(2004, 2009)과 Lee and Yoon (2004)은 동독의
198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이 사전적 정보로 이용
한 중국과 동독은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 수준 측면에서 북한과 큰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위의 연구들은 도입한 가정에 따라 북한경제의 투입구조를 매우 다르게 추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197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Noland,
Robinson, and Wang(2000)과 동독의 198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신동천
(2004)의 북한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산업별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을 비교
하면 [그림 5-9], [그림 5-10]과 같다.
Noland, Robinson, and Wang(2000)이 추정한 1996년 북한의 산업연관
표를 토대로 하면(그림 5-9), 북한의 산업은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이 전반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낮아 최종수

그림 5-9. 1996년 북한 산업의 중간투입률 및 중간수요율

주: Noland, Robinson, and Wang(2000)이 추정한 1996년 북한 사회계정행렬을 토대로 저자 계산.
자료: 최지영(2014a, p. 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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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1999년 북한 산업의 중간투입률 및 중간수요율

주: 신동천(2004)이 추정한 1999년 북한 사회계정행렬을 토대로 저자 계산.
자료: 최지영(2014a, p. 32, 재인용).

요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신동천(2004)
이 추정한 1999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하면(그림 5-10), 북한의 산업은 중간
투입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중간수
요율도 일차금속, 건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1999년 산업연관표는 1996년 산업연관표에 비해 산업간 상
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대북투자 증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경우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1996년 산업연관표에 비해 더 크게 나타
날 것이다.
따라서 1인당 소득, 경제 규모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북한과 유사한 국가의
투입구조를 토대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1인당 소
득이 유사한 국가들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의 산업구조를 비교하면, [표 5-6],
[표 5-7]과 같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2013년 기준 666달러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및 베트남의 2000~13년 수준과 유
사하다. 이들 국가의 제조업 비중을 살펴보면, 1인당 소득이 700달러 정도일
때 네팔을 제외한 각국의 제조업 비중이 20% 이하로 북한과 유사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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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연도별 1인당 소득 수준 비교
2000

2005

2010

2013

북한

462

548

570

666

네팔

241

324

606

655

캄보디아

301

472

783

1,025

방글라데시

346

403

755

977

인도

435

717

1,356

1,513

베트남

388

684

1,312

1,874

자료: UN, National Accounts Estimates of Main Aggregate(online, 검색일: 2016. 8. 19).

타났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는 2010년 기준 제조업 비중이 15.6~16.9%, 인
도와 베트남은 2005년 기준 19~20%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저소득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한 경
제의 중간투입률이 높고, 따라서 생산유발계수도 높아진다. 이들 국가들 가운
데, 1인당 소득 수준과 산업 내 제조업 비중은 베트남의 2000~05년이 북한과
가장 유사하다.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북한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간투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2013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자 한다.

표 5-7. 연도별 제조업 비중 비교
2000

2005

2010

2013

북한

17.7

19.0

21.9

21.9

네팔

9.2

7.9

6.3

6.3

캄보디아

16.9

18.8

15.6

16.4

방글라데시

15.2

16.5

16.9

17.3

인도

19.0

18.9

18.2

17.3

베트남

20.5

20.5

18.0

17.5

자료: UN, National Accounts Estimates of Main Aggregate(online, 검색일: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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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북한의 2013년 산업연관표를 추정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추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베트남의 2000년
투입구조, 북한의 산업별 총산출 데이터이다. 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도출한 투입계수표는 [표 5-8]과 같다.
다음으로 북한 산업별 총산출 자료는 북한의 산업별 GDP 추정치에 베트남
의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역산한다. 북한의 산업별 GDP 추정치, 무역
통계는 2013년 기준 유엔의 추정치를 이용했다. 단 유엔의 북한 GDP 추정치
는 산업 분류가 5개에 그치고 있어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의 산업별 비
중을 적용하여 산업을 7개(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로 세분화했다.
추정 방법으로는 교차엔트로피(Cross Entropy) 방법을 적용한다. 불완전
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정할 때는 RAS, DSS(diagonal

표 5-8. 베트남의 투입계수표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

농림어업

0.2914

0.0010

0.1626

0.0030

0.0013

0.0014

0.0080

광업

0.0003

0.0154

0.0101

0.0267

0.0076

0.0262

0.0044

경공업

0.0248

0.0018

0.3101

0.0183

0.0069

0.0336

0.0366

중공업

0.0934

0.0653

0.1140

0.5184

0.1651

0.5122

0.1536

전기가스수도업

0.0093

0.0336

0.0169

0.0247

0.0499

0.0087

0.0116

건설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서비스업

0.0523

0.1585

0.1323

0.1176

0.0399

0.1315

0.1752

부가가치

0.5284

0.7243

0.2541

0.2913

0.7294

0.2864

0.6107

총투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2000년대 전반(Period early 2000s).
2) 투입계수표의 각 원소는 해당 산업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입한 중간투입을
총투입으로 나눈 값이며 각 열의 합계는 1임.
자료: OECD(Online, 검색일: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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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scaling) 조정방법, 엔트로피 방법이 이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극소화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대부분
의 연구들은 교차 엔트로피 극소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동 방법은 총산출을
제약조건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정보가 주어질 경우 이를 제약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고, RAS 방법에 비해 오차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Ahmed and Preckel
2007, p. 8).
이상으로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과 관련
한 기본 가정 및 추정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북한의 투입계
수표와 산업연관표는 [표 5-9], [표 5-10]과 같다.

표 5-9. 북한의 투입계수표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서비스업

농림어업

0.3405

0.0012

0.1697

0.0082

0.0015

0.0022

0.0106

광업

0.0003

0.0173

0.0096

0.0620

0.0083

0.0379

0.0048

경공업

0.0360

0.0024

0.3853

0.0694

0.0080

0.0593

0.0546

중공업

0.0402

0.0462

0.0534

0.3080

0.1631

0.4239

0.0966

전기가스수도

0.0022

0.0174

0.0049

0.0059

0.0457

0.0050

0.0052

건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서비스업

0.0524

0.1913

0.1230

0.2552

0.0440

0.1855

0.0956

부가가치

0.5284

0.7243

0.2541

0.2913

0.7295

0.2864

0.6092

총투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2013년 기준.
2) 투입계수표의 각 원소는 해당 산업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입한 중간투입을
총투입으로 나눈 값이며 각 열의 합계는 1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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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북한의 산업연관표(일반적 교류협력 단계)
(단위: 백만 US달러)

중간수요
농림
어업
농림어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ㆍ
가스ㆍ수도

건설

서비스

중간
수요계

국내
(소비+투자
+정부지출)

해외
(수출)

합계

수입
(공제)

총산출

2,390

4

747

72

1

10

86

3,310

3,742

173

3,915

207

7,018

2

54

42

542

8

170

40

858

1,045

1,880

2,925

673

3,110

경공업

253

8

1,696

607

7

267

446

3,284

1,433

1,077

2,510

1,391

4,403

중공업

282

144

235

2,694

150

1,906

789

6,200

4,022

770

4,793

2,245

8,748

전기ㆍ가스ㆍ수도

15

54

21

51

42

22

42

249

675

0

675

2

922

건설

0

0

0

0

0

0

0

0

4,496

0

4,496

0

4,496

367

595

542

2,233

41

834

1,789

6,400

1,769

0

1,769

0

8,169

부가가치

3,709

2,253

1,119

2,548

673

1,288

4,976

총투입

7,019

3,110

4,403

8,748

922

4,496

8,168

광업

중간
투입

광업

최종수요

서비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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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산업연관표 추정(  )
앞에서 언급했듯이, MRIO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술계수와 교역계
수가 필요하다. 지역 내 기술계수는 추정한 북한 산업연관표와 남한의 공표된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남북한 교역계수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통계로부터 두 지역간 이입량과 이출량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남북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남
북교역 규모를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남북교역의 연도별 현황과 산업별 구조를 살펴보고, 일
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교역의 규모와 구조를 가정하고자 한다. 남북교
역의 연도별 반출입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표 5-11 참고), 2000년 4억 달러 규
모에서 2015년 27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하였다. 개성공단 가동이 시작된
2005년 이후 반출입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7~10년 17
억~19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중단되었으므로 2011~15년 반출입 통계는 전적
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 형태별로 남북교역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표 5-12 참고), 반입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형태의 반입 비중이 높았

표 5-11. 연도별 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반입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합계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반입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1,452

반출

888

745

868

800

902

521

1,136

1,262

합계

1,820

1,679

1,912

1,714

1,976

1,136

2,342

2,714

자료: 통계청, 남북교역 현황(Online, 검색일: 201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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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사업 형태별 남북교역 변화(2000~15)
(단위: 백만 달러, %)

a. 반입(북한→남한)
전체
일반교역
(%)
위탁가공교역
(%)
개성공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1,452

79

101

167

177

150

189

282

441

366

245

112

0

1

1

0

0

51.6

57.3

61.6

61.3

58.2

55.5

54.3

57.7

39.3

26.2

10.7

0.0

0.1

0.1

0.0

0.0

72

73

103

112

108

131

159

205

257

254

223

4

0

0

0

0

47.2

41.2

37.8

38.6

41.8

38.6

30.7

26.7

27.6

27.2

21.3

0.4

0.0

0.0

0.0

0.0

0

0

0

0

0

20

76

101

290

418

705

909

1,073

615

1,206

1,452

(%)

0.0

0.0

0.0

0.0

0.0

5.8

14.6

13.2

31.1

44.7

67.6

99.5

99.9

99.9

100.0

100.0

2

2

0

0

0

0

0

16

12

1

1

0

0

0

0

0

(%)

1.1

1.3

0.0

0.0

0.0

0.0

0.0

2.1

1.2

0.1

0.1

0.0

0.0

0.0

0.0

0.0

0

0

1

0

0

0

2

3

7

16

3

1

0

0

0

0

0.2

0.3

0.5

0.1

0.0

0.1

0.4

0.3

0.7

1.7

0.3

0.1

0.0

0.0

0.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902

521

1,136

1,262

금강산
대북지원 등
(%)
b. 반출(남한→북한)
전체
일반교역
(%)

32

10

4

46

21

21

22

20

33

11

6

0

0

0

0

0

11.7

4.6

1.2

10.6

4.8

2.9

2.7

2.0

3.7

1.5

0.7

0.0

0.0

0.0

0.0

0.0

121

122

표 5-12.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0
위탁가공교역
(%)
개성공단
(%)
금강산
(%)
대북지원 등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7

52

68

73

68

79

94

125

151

156

95

0

0

0

0

0

21.0

23.1

18.5

16.9

15.5

11.0

11.3

12.1

17.0

20.9

10.9

0.0

0.0

0.0

0.0

0.0

0

0

0

0

42

157

223

339

518

523

738

789

893

518

1,132

1,252

0.0

0.0

0.0

0.0

9.5

21.9

26.8

32.9

58.4

70.2

84.9

98.6

99.0

99.5

99.6

99.2

15

6

12

16

42

87

57

99

52

7

1

1

0

0

0

0

5.4

2.5

3.2

3.7

9.5

12.2

6.8

9.6

5.9

1.0

0.2

0.1

0.0

0.0

0.0

0.0

104

111

213

271

180

243

408

250

67

22

17

11

9

3

4

9

38.3

48.8

57.6

62.2

41.0

33.9

49.1

24.2

7.5

2.9

1.9

1.3

1.0

0.5

0.3

0.7

자료: 통계청, 남북교역 현황(Online, 검색일: 2016. 7. 4).

으나, 개성공단 가동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반입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는 5ㆍ24 조치로 인하여 반입의 거의 대부분이 개성
공단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반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대
북지원과 관련된 반출량의 비중이 높았으며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반출은
200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남북교역의 산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표 5-13]과 같다. 남북교역
의 산업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HSK 6단
위 기준의 남북교역 통계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변환했다. 이러한
통계 분류는 다지역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한 교역계수 도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입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이 2000~09년의 경우
대략 15~20% 수준으로 나타나며, 경공업의 비중이 40~60%, 중공업으로 분
류되는 반입품의 비중이 15~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ㆍ24
조치 이후인 2011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이 대략
절반가량씩을 차지한다. 경공업 반입의 경우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생산된 최종
재가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중공업의 비중이 높
은 현상을 북한의 수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남한의 모기업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자기업에 반출했다가 다시 남한 모기업으
로 반입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교역 반출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중공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이 각각 절반가량을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성공단이 가동하기 이전 남한의 반출은 주로 위탁가
공교역, 대북지원, 경수로 사업 등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수입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 또한 2010년 이후 개성공단과 관련된 반출의 경우 경공업
은 위탁가공무역의 부자재이며, 중공업의 경우에는 남한 모기업으로부터의 기
계 및 장비 반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공업 부문 제품 반출의 경우 북한
의 수입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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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산업별 남북교역 변화(2000~15)
(단위: 백만 달러, %)

a. 반입(북한→남한)
- 규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30

49

39

52

48

59

73

117

136

133

66

1

3

1

3

3

광업

1

0

1

2

4

25

56

121

100

38

8

0

0

0

0

0

경공업

98

100

149

174

152

177

222

276

428

530

603

471

556

312

589

675

중공업

23

26

83

61

55

79

167

250

268

233

367

428

516

302

615

775

합계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00

1,074

615

1,206

1,452

-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19.9

27.9

14.3

18.0

18.5

17.2

14.0

15.3

14.6

14.3

6.4

0.1

0.2

0.2

0.2

0.2

광업

0.4

0.2

0.3

0.6

1.5

7.3

10.8

15.8

10.7

4.1

0.7

0.0

0.0

0.0

0.0

0.0

경공업

64.4

56.8

54.9

60.3

58.7

52.1

42.7

36.1

45.9

56.8

57.7

52.3

51.7

50.7

48.8

46.5

중공업

15.1

15.0

30.5

21.2

21.2

23.3

32.2

32.7

28.8

24.9

35.1

47.6

48.0

49.1

51.0

53.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3.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b. 반출(남한→북한)
- 규모(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7

20

6

4

10

17

12

29

26

15

10

1

3

1

3

5

광업

0

0

0

0

12

4

7

2

4

1

1

2

2

2

2

2

경공업

66

70

178

212

153

229

321

339

301

323

430

381

422

255

482

543

중공업

200

136

186

218

262

464

487

661

556

407

427

406

469

262

650

710

합계

273

227

370

435

439

716

833

1,036

894

752

880

805

914

533

1,159

1,281

-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2.5

8.9

1.5

1.0

2.2

2.4

1.4

2.8

2.9

1.9

1.1

0.2

0.3

0.3

0.2

0.4

광업

0.0

0.1

0.1

0.0

2.8

0.6

0.9

0.2

0.5

0.1

0.1

0.2

0.2

0.4

0.1

0.1

경공업

24.2

31.0

48.1

48.8

34.9

32.0

38.5

32.7

33.7

42.9

48.8

47.4

46.2

47.9

41.6

42.4

중공업

73.1

60.0

50.3

50.2

59.8

64.7

58.4

63.8

62.3

54.1

48.6

50.5

51.3

49.1

56.1

5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HSK 6단위 자료를 산업연관표의 산업 분류 기준으로 변환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품목별 반출입’(Online, 검색일: 201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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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남북교역 통계를 사업 형태별ㆍ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남북교역
통계에 나타난 반입량을 북한의 수출로, 반출량을 북한의 수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특히 개성공단의 반입량과 반출량은 남한 모기업과 남한 자기업 간의
거래로 이를 제외해야 상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현
재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
해당하는 남북교역의 규모와 구조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의 전면 중단 단계에서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로의 이동은 제재해제 효과와 통
합 효과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교역의 규모와 구성이 2010년
5ㆍ24 조치 이전 200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한다.
2009년 남북교역 통계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반입과 반출을 제외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HSK 6단위 기준의 남북교역 통계를 산업연관표의 산
업분류 기준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변환할 경우 주로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부문의 반출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산업별로 분류한 남북교역 통계에
서 개성공단 반출입을 제외하는데, 현재의 남북교역 통계는 HSK, MTI, STIC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남북교역의 세부형태
내에서 다시 품목이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북교역은 사업 형태에 따라
품목의 비중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교역의 경우 농림어업과 광공업
생산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위탁가공교역과 개성공단 거래의 경우 경공
업과 중공업 생산품의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별 반입과 반
출의 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남북교역의 반출입 통계에서 개성공단의 반입과 반
출을 다음과 같이 제외하였다.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기 때문
에 이후의 통계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의 품목별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통일부가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은 2010년부터 개성공단
의 품목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0~11년 개성공단 반출입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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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개성공단 품목별 반출입 현황
(단위: 규모(백만 달러), 비중(%))

반입

반출

2010
규모

2011
비중
(%)

규모

2010
비중
(%)

2011
비중
(%)

규모

비중
(%)

규모

농림어업

6

0.8

6

0.6

18

2.5

23

2.9

광업

0

0.0

0

0.0

25

3.4

31

3.9

경공업

394

55.9

498

54.8

324

43.9

366

46.4

중공업

305

43.3

405

44.6

370

50.2

369

46.8

합계

705

100.0

909

100.0

738

100.0

789

100.0

자료: 통일부(2011), 샙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샚(Online, 검색일: 2016. 7. 4).

계의 품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반출입의 90% 이상이 경공업과 중공업 생산품이
며, 경공업과 중공업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5-14 참고). 따라서
전체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의 교역량을 제외하기 위해 개성공단 반출입의
50% 정도를 각각 경공업과 중공업 제품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전체 경공업과
중공업 반출입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의 반입과 반출을 제
외할 경우 북한의 수출에 해당하는 반입량에서 중공업의 비중이 10%로 대폭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5-15 참고).
표 5-15. 개성공단 반출입을 제외한 2009년 품목별 반출입
(단위: 규모(백만 달러) 비중(%))

반입

반출

개성공단 포함

개성공단 제외

개성공단 포함

개성공단 제외

규모
(억)

규모
(억)

규모
(억)

규모
(억)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농림어업

133

14.3

133

25.6

15

1.9

15

5.8

광업

38

4.1

38

7.4

1

0.1

1

0.4

경공업

530

56.8

296

56.9

323

42.9

93

36.5

중공업

233

24.9

53

10.1

407

54.1

145

57.4

합계

934

100.0

520

100.0

752

100.0

253

100.0

주: ‘개성공단 제외’ 항목의 수치는 개성공단 반출입 규모의 50% 정도를 전체 경공업 및 중공업 반출입에서 제외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품목별 반출입’(검색일: 2016. 7. 4).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27

표 5-16.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남북한 공급계수*
북한 → 북한
(



)

북한 → 남한
(



)

남한 → 북한
(



남한 → 남한

)

(   )

농림어업

0.9979

0.0021

0.0021

0.9979

광업

0.9997

0.0002

0.0003

0.9998

경공업

0.9790

0.0009

0.0210

0.9991

중공업

0.9834

0.0000

0.0166

1.0000

전기가스수도

1.0000

0.0000

0.0000

1.0000

건설업

1.0000

0.0000

0.0000

1.0000

서비스

1.0000

0.0000

0.0000

1.0000

주: * 2009년 반출입 규모를 적용(개성공업지구 반출입은 제외).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이 남북교역 통계에서 개성공단의 반출입을 제외한 이후, 두 지역간
이동량을 토대로 남북한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한 교역계수를 다음과 같이 도
출하였다(표 5-16 참고).
이상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한 지역 내 기술계수( )와 교역계
수( )가 도출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남북한 통합 산업연관행렬의 생산유발계
수(     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표 5-17 참고).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의 작성은 과거 시점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조사 기
간이 길고, 투입산출구조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
북한 CEPA 체결 이후의 남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것은 연구의 출발에서
부터 한계를 가진다.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남북한 산업연관표 추정에서는 현재 주어진 북한의
산업별 GDP와 남북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각각 북한의 투입계수와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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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I-SA)-1형)
소비지역
북한
농림
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남한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서비스
업

농림
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서비스
업

농림어업

1.5484 0.0193 0.4409 0.0857 0.0234 0.0770 0.0618 0.0005 0.0001 0.0010 0.0002 0.0001 0.0001 0.0001

광업

0.0101 1.0271 0.0317 0.1026 0.0275 0.0876 0.0213 0.0000 0.0000 0.0000 0.0001 0.0001 0.0000 0.0000

경공업

0.1151 0.0437 1.6855 0.2230 0.0585 0.2198 0.1446 0.0006 0.0001 0.0010 0.0003 0.0001 0.0002 0.0002

중공업

0.1209 0.1169 0.2077 1.5443 0.2719 0.7000 0.2063 0.0001 0.0000 0.0002 0.0001 0.0001 0.0001 0.0000

전기가스수도

0.0059 0.0213 0.0135 0.0158 1.0513 0.0153 0.01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건설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서비스업

0.1642 0.2992 0.3715 0.5716 0.1656 0.5284 1.3806 0.0002 0.0000 0.0003 0.0001 0.0001 0.0001 0.0001

농림어업

0.0019 0.0003 0.0045 0.0015 0.0005 0.0016 0.0010 1.1152 0.0146 0.2291 0.0273 0.0141 0.0264 0.0249

광업

0.0008 0.0006 0.0021 0.0027 0.0012 0.0033 0.0011 0.0569 1.0642 0.0814 0.2446 0.4775 0.1302 0.0533

경공업

0.0046 0.0018 0.0241 0.0090 0.0027 0.0093 0.0055 0.3614 0.0778 1.5799 0.1525 0.0778 0.1294 0.1143

중공업

0.0071 0.0054 0.0182 0.0255 0.0120 0.0318 0.0105 0.4905 0.4955 0.6249 2.4340 0.6055 1.1993 0.3698

전기가스수도

0.0004 0.0002 0.0015 0.0012 0.0005 0.0014 0.0006 0.0404 0.0613 0.0771 0.0875 1.2835 0.0577 0.0617

건설업

0.0000 0.0000 0.0001 0.0001 0.0000 0.0001 0.0000 0.0040 0.0053 0.0049 0.0058 0.0057 1.0048 0.0095

서비스업

0.0024 0.0013 0.0087 0.0064 0.0027 0.0075 0.0030 0.2555 0.3873 0.4681 0.4453 0.3395 0.4477 1.4496

북
한

생
산
지
역

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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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교역계수를 도출했다. 따라서 동일한 과정으로 CEPA 체결 단계의 남북한 산
업연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의 남북한 GDP 규모, 남북한의 교역
규모뿐만 아니라, 달라진 산업구조와 교역구조에 대한 가정까지 도입해야 한
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GDP 규모 변화를 추정하더라도, 산업구조와 교역구
조의 변화까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PA 체결 이후에 해당하는 시점의 남북한 산업연관
표를 직접 추정하지 않고, ADB MRIO에 포함된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연관관
계를 토대로 남북한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남북한 CEPA 체결 단
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표 5-18]과 같이 남북한 산업연관표에
는 각 지역 내에서의 거래구조와 자기 지역과 상대 지역의 거래구조가 포함되
는데,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남한의 국내투입구조(   )는 변화가 없다
고 가정하고, ADB MIRO(45개국 대상, 2011년)에 포함된 한국과 베트남의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북한의 국내투입구조인    와 남북한간 거래구조인
   ,    를 추정한다(표 5-18 참고).
이와 같은 가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남한의 산업구조와
경제 규모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와 CEPA 단계에서 큰 변화가 없다. 남북한이

표 5-18. 통합산업연관표 투입계수 추정의 사전적 정보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

남북한 CEPA 체결 단계

소비지역

소비지역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베트남
(2000년)


남북교역
(2009년)


북한

베트남
(2011년)


베트남×남한
(2011년)


남한

남북교역
(2009년)


남한
(2013년)


남한

남한×베트남
(2011년)


남한
(2013년)


생산
지역

생산
지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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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를 체결할 경우,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북한경제의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한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산업구조가
앞으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산업간 생산유발효과의 변화가 클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투입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둘째, CEPA 체결 이후 남북한간 수직적 통합구조는 한국과 베트남의 2011년
과 유사한 형태로 변한다. 특히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
정이 베트남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도 베트남의 투입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산업연관관계 추
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변화를 한국과 베트남의 수직적 통합 확대
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여부는 무역 규모의 확대 정도와 무역
구조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표 5-19 참고).
먼저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규모는 2000년 20억 달러에서 2011년 185억
달러로 9.2배 증가하였는데, 한국과 베트남의 2000년 무역 규모는 일반적 교
류협력 단계에서 남북한 반출입 규모(17억 달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남북교역이 약 10배 정도 확대될 경우 교역 규모 면에서 남북

표 5-19. 한국-베트남 무역 수출입 구조 변화*
(단위: 억 달러, %)

수출(한국 → 베트남)
2011

2000

2011

16.9

134.6

3.2

50.8

농림어업

0.1

0.1

17.5

4.8

광업

0.0

0.0

1.4

23.3

경공업

35.6

18.1

54.0

48.6

중공업

64.2

81.8

27.1

23.3

규모(억 달러)

비중
(%)

수입(베트남 → 한국)

2000

주: * UN comtrade HScode(6자리기준)를 IO 산업분류 기준으로 변환하여 저자 정리.
자료: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Online, 검색일: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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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수직적 통합구조가 현재 한국과 베트남 간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11년
기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중공업 제품의 수출이 확대되었고, 대베트남 수
입은 광업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대베트남 수입의 경우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무역 규모가 10배 정도
확대되면서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중공업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였고, 광업과
경공업 부문의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남북교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베트남과 같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무연탄 등 광산물 수출
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남한은 북한에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 중공업 제품의 수출을 확
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무역구조의 측면에서도
남북한 CEPA가 체결될 경우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와
유사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남한의 국내투입구조(   )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ADB MIRO(45개국 대상, 2011년)에 포함된 한국과 베트남
의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북한의 국내투입구조인    와 남북한간 거래구조인
   ,    를 가정한 경우,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는 [표 5-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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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I-SA)-1형)
소비지역
북한
농림
어업

북
한

생
산
지
역

남
한

광업

경공업

중공업

남한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서비스
업

농림
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서비스
업

농림어업

1.4598 0.0214 0.6496 0.1468 0.0279 0.0863 0.1073 0.0026 0.0005 0.0100 0.0009 0.0003 0.0007 0.0007

광업

0.0162 1.0659 0.0297 0.0780 0.1299 0.0715 0.0137 0.0001 0.0001 0.0002 0.0002 0.0005 0.0001 0.0000

경공업

0.3164 0.0328 1.8110 0.2667 0.0435 0.1560 0.1112 0.0016 0.0005 0.0078 0.0009 0.0003 0.0007 0.0007

중공업

0.2599 0.1989 0.4189 2.2356 0.2089 0.8762 0.1696 0.0011 0.0009 0.0034 0.0023 0.0008 0.0014 0.0006

전기가스수도

0.0386 0.0225 0.0718 0.1033 1.1920 0.0583 0.0433 0.0001 0.0001 0.0005 0.0001 0.0001 0.0001 0.0001

건설업

0.0037 0.0069 0.0054 0.0093 0.0101 1.0818 0.0076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서비스업

0.1710 0.1283 0.3110 0.3938 0.1670 0.3238 1.2037 0.0006 0.0004 0.0021 0.0006 0.0003 0.0004 0.0004

농림어업

0.0036 0.0006 0.0139 0.0044 0.0007 0.0024 0.0014 1.1226 0.0084 0.2704 0.0160 0.0068 0.0174 0.0221

광업

0.0001 0.0001 0.0002 0.0003 0.0001 0.0002 0.0000 0.0011 1.0010 0.0018 0.0057 0.0017 0.0043 0.0007

경공업

0.0150 0.0026 0.0687 0.0213 0.0035 0.0115 0.0063 0.2379 0.0300 1.4566 0.0618 0.0266 0.0617 0.0772

중공업

0.0192 0.0121 0.0484 0.0940 0.0126 0.0482 0.0120 0.3924 0.4065 0.4635 2.4215 0.5064 1.0775 0.2667

전기가스수도

0.0013 0.0006 0.0043 0.0039 0.0007 0.0022 0.0007 0.0382 0.0602 0.0681 0.0741 1.3484 0.0436 0.0454

건설업

0.0002 0.0001 0.0005 0.0004 0.0002 0.0011 0.0001 0.0039 0.0054 0.0057 0.0054 0.0288 1.0043 0.0123

서비스업

0.0123 0.0064 0.0321 0.0255 0.0066 0.0190 0.0067 0.2345 0.3211 0.3874 0.3388 0.2181 0.3283 1.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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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이상으로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와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 해당하는 남북
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CEPA 체결 이후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의 변화와 최종수요 확대의 파급효과 변화를 살펴보
기로 한다.

1)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 확대
먼저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남북한 CEPA 체결
단계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특히 남한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
한의 경우 경공업과 광업 부문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1, 표 5-22 참고).
[표 5-21]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 비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경공업 부문 중간재 투입률은 0.7459
표 5-21.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 비율의 변화
1.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

중간투입률(A)

0.4716

0.2757

0.7459

0.7087

0.2705

0.7136

0.3908

남한(B)

0.0021

0.0008

0.0093

0.0066

0.0029

0.0083

0.0028

0.45

0.30

1.25

0.93

1.07

1.16

0.71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

중간투입률(A)

0.5005

0.2205

0.8660

0.8063

0.4068

0.6162

0.2951

남한(B)

0.0038

0.0034

0.0292

0.0200

0.0027

0.0082

0.0030

0.76

1.53

3.37

2.49

0.67

1.33

1.01

B/A(%)

2. 남북한 CEPA 체결 단계

B/A(%)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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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 비율의 변화
1.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

중간투입률(A)

0.4526

0.4118

0.7461

0.7866

0.7178

0.6543

0.4304

북한(B)

0.0003

0.0000

0.0006

0.0001

0.0001

0.0000

0.0001

0.07

0.01

0.08

0.01

0.01

0.01

0.01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

중간투입률(A)

0.4526

0.4118

0.7461

0.7866

0.7178

0.6543

0.4304

북한(B)

0.0007

0.0005

0.0061

0.0006

0.0006

0.0002

0.0003

0.15

0.11

0.82

0.07

0.09

0.03

0.07

B/A(%)

2. 남북한 CEPA 체결 단계

B/A(%)
자료: 저자 작성.

이다(부가가치를 포함한 총산출을 1이라고 했을 때 중간재 투입 비중을 의미).
제조업의 경우 중간재 투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0.0093이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중간재
투입의 1.3%를 차지한다. 남북한이 CEPA를 체결하면 이러한 비중은 3.4%가
되어 2.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한의 경우 전체 중간재 투
입에서 남한에서 수입한 중간재 투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 규모가 남한에 비해 작고, 남한으로부터의 수입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127)
다음으로 남한의 중간재 투입률의 경우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와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변화가 없는데, 이는 남한의 투입구조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남북교역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 비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남
127) 남한과 베트남의 무역구조에서도 남한의 대베트남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다.
CEPA 체결 이후 남북한 산업간 거래는 남한과 베트남의 산업간 거래 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
재 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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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CEPA 체결 이후는 전 부문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
하지만, 특히 경공업과 광업 부문에서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과 베트남의 산업간 거래가 남한과 베트남의 무역구조를 토대로 작성되었
고, 현재 남한은 베트남으로부터 주로 무연탄 등 광업 부문 중간재 수입과 식료
품, 의류 등 경공업 부문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128)

2) 생산유발효과: 지역 내 효과와 지역간 효과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는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
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를 함께 보여준다. 전자는 최종수요 1단
위가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의미하며 후
자는 다른 지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의미한다.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로부터 지역 내 효과와 지역간 효과를 도
출하여 비교하면(표 5-23, 표 5-24 참고),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 비해 남북
한 CEPA를 체결한 경우 지역 내 효과와 지역간 효과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 내 효과의 경우, 남한보다 북한의 변화가 뚜렷하다. 북한지역의
최종수요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
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상승하였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남한의 대북수출이 남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북한 → 남한)
가 반대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대북수출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
은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0.2289로, 북한의 대남수출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인 0.0243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대북수출의 95% 이상이 경공
업과 중공업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우회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북한의 경우 대
남수출의 25% 정도가 농산물이고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50~60% 정도를 차지하
기 때문이다.
128) 물론 경공업 부문의 수입 전체에서는 최종재 형태의 경공업 제품 수입(17억 달러, 2011년 기준)이
중간재 형태의 경공업 제품 수입(7억 달러, 2011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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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간 효과의 증가는 남한의 대북수출 변화가 남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 규모 격차가 크
고, 북한의 경우 남북교역이 북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의 경우
보다 크기 때문에, [표 5-23]에 나타난 계수의 비교만으로 남북교역이 상대국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

표 5-23.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파급효과
지역 내 효과

지역간 효과

북한

남한

북한 → 남한

남한 → 북한

농림어업

1.9646

2.3239

0.0172

0.0027

광업

1.5275

2.1061

0.0097

0.0013

경공업

2.7508

3.0656

0.0592

0.0043

중공업

2.5431

3.3971

0.0464

0.0045

전기가스수도

1.5982

2.8036

0.0196

0.0076

건설업

2.6281

2.9956

0.0551

0.0026

서비스업

1.8247

2.0831

0.0217

0.0013

합계

14.8370

18.7749

0.2289

0.0243

자료: 저자 작성.

표 5-24.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파급효과
지역 내 효과

지역간 효과

북한

남한

북한 → 남한

남한 → 북한

농림어업

2.2656

2.3150

0.0618

0.0074

광업

1.4766

2.1647

0.0277

0.0034

경공업

3.2976

3.0474

0.1972

0.0265

중공업

3.2336

3.7238

0.1855

0.0073

전기가스수도

1.7793

3.3136

0.0300

0.0051

건설업

2.6538

3.1803

0.1043

0.0052

서비스업

1.6565

2.1193

0.0330

0.0036

합계

16.3631

19.8641

0.6394

0.058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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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비교를 통해,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남북교역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3)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
산업연관분석은 수요 측 변화가 유발하는 공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
서 최종수요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최종수요가 유발한 생산유발액을 비교
할 수 있다. 지출국민소득의 항목인 민간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수출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개별 항목의 최종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액을 구분할 수
있다. 5장 2절과 3절에서는 CEPA 체결 전후 남북한의 GDP 규모 및 남북교역량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 추정 결과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각국에 대한 최종수요 증
가의 생산유발액을 계산하고, CEPA 체결의 효과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북한의 지출국민소득에 대한 추정치는 없기 때문에, 최종수요 항목은 국내
수요와 해외수요(수출) 항목으로 구분한다. 즉 남한에 대한 최종수요는 남한의
국내수요와 남한의 대북수출(반출)로 구분되고 북한에 대한 최종수요는 북한
국내수요와 북한의 대남수출(반입)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을 구하면 다
음의 [표 5-25]와 같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현재 우
리 정부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교역이 2009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단 이 절에서 가정한 대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의 반출입이 상대국에 미치는 효과만을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국내수요 171억 8,200만 달러가 유발하는 생산유발액은 419억
900만 달러로 국내수요 1단위 증가의 생산유발계수는 2.44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수요(북한의 대남수출, 반입)는 5억 2,000만 달러로 12억 7,000만
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 수요가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경
공업, 농림어업 부문의 최종수요 생산유발계수가 각각 1.01과 0.66으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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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북한

남한

해외수요
국내수요

생산
유발액
(A)

남한
(반입)

해외수요
국내수요

기타
국가

북한
(반출)

기타
국가

농림어업

7,570

342

712

63,382

43

28,978

광업

3,219

56

3,501

118,181

46

148,036

경공업

5,503

528

1,888

260,833

182

169,045

중공업

11,019

164

1,758

925,782

427

1,447,254

952

6

96

103,291

21

59,225

4,496

0

8

173,300

1

4,698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9,150

174

1,785 1,252,057

115

408,089

전 산업

41,909

1,270

9,747 2,896,825

836

2,265,325

17,182

520

3,389 1,171,510

253

707,142

농림어업

0.44

0.66

0.21

0.05

0.17

0.04

광업

0.19

0.11

1.03

0.10

0.18

0.21

0.32

1.01

0.56

0.22

0.72

0.24

0.64

0.31

0.52

0.79

1.69

2.05

0.06

0.01

0.03

0.09

0.08

0.08

최종수요액(B)

경공업
최종수요
중공업
생산유발계수
전기가스수도
(A/B)
건설업

0.26

0.00

0.00

0.15

0.01

0.01

서비스업

0.53

0.33

0.53

1.07

0.46

0.58

전 산업

2.44

2.44

2.88

2.47

3.30

3.20

주: * 남북한의 해외수요에서 개성공단 반출(남한의 해외수요), 개성공단 반입(북한의 해외수요)은 제외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북경협에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북한은
주로 농수산물과 의류 제품을 수출한다. 따라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경공업
과 농림어업 부문에서 남한의 수요가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북한에 대한 기타 국가들의 수요를 살펴보면, 33억 8,900만 달러의 최종수요
가 97억 4,700만 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며,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광업
(1.03)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에 대한 북한의 수요(남한의 대북수출, 반출)는 2억 5,300만 달러
의 최종수요가 8억 3,600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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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각국의 생산유발 의존도*
(단위: %)

북한
자국

남한

농림어업

87.8

4.0

광업

47.5

0.8

남한
기타 국가

자국

북한

기타 국가

8.3

68.6

0.0

31.4

51.7

44.4

0.0

55.6

경공업

69.5

6.7

23.8

60.7

0.0

39.3

중공업

85.1

1.3

13.6

39.0

0.0

61.0

전기가스수도

90.3

0.6

9.1

63.5

0.0

36.4

건설업

99.8

0.0

0.2

97.4

0.0

2.6

서비스업

82.4

1.6

16.1

75.4

0.0

24.6

전 산업

79.2

2.4

18.4

56.1

0.0

43.9

주: * 남북한의 해외수요에서 개성공단 반출(남한의 해외수요), 개성공단 반입(북한의 해외수요)은 제외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로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유발계수가 각각 1.69와 0.7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북경협에서 남한의 대북수출(반출) 중 중공업과 경
공업(위탁가공무역의 원부자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표 5-26]은 [표 5-25]에 나타난 생산유발액에 대한 국가별 비중을 나타내
는데,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교역을 통해 상대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느냐
를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전체에 대한 생산유발액 가운데 국내 수요(자국)에 의
해 창출되는 비중은 79.2%, 기타 국가에 의한 비중은 18.4%이나 남한에 대한
의존도는 2.4%에 불과하다. 한편 남한은 전체 교역 규모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유발액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은 국내 수요(자국)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비중이
56.1%, 북한 이외에 기타 국가에 의한 비중이 43.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시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자. 우선 남북한
CEPA 체결 시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일
반적 교류협력 단계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2009년 남북한 GDP와 남북교역 통
계를 이용하여 생산유발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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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체결 이후 남한과 북한의 GDP 규모 및 남북교역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하다. 앞의 5장 2절과 3절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단계와 2단계의
연도별 남북한 GDP 변화 추이와 남북교역 추이를 추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해서는 앞의 추정 결과 가운데 한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5장 2절과 3절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
고, 1단계와 2단계의 진입시점을 각각 2020년과 2030년으로 전제하여 연도
별 남한과 북한의 GDP 및 남북교역 추이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남한과 북한의 GDP 규모는 CEPA 1단계 1년차인
2020년에 2009년 대비 각각 1.75배, 1.39배로 증가하고, CEPA 1단계가 완료
되는 2029년(10년차)에는 각각 2009년 대비 2.32배, 4.67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남북교역 규모는 CEPA 1단계가 완료되는 2029년 반입과 반출이 각각
11.6배, 7.0배로 증가하며, 교역규모는 2009년의 10.1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정한 다지역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한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간 거래구조를 토대로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
발계수를 도출하였다(표 5-20 참고). 이를 5장 2절 및 3절의 추정 결과와 연결
하여,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는 CEPA 1단계가 완료되는 2029년
(10년차)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남북한 CEPA 체결 전
후 북한의 경제 규모 및 남한과의 교역 규모가 베트남의 2000~11년간 경제 규
모 및 남한과의 교역 규모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반적 교류협
력 단계와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북한의 산업구조와 남한과의 교역구조
에 대한 가정은 각각 베트남의 2000년과 2011년을 토대로 추정되었다. 베트
남의 경우 2000~11년 사이 경제 규모가 약 4.2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CEPA
체결 전후 북한의 경제 규모 증가 추이(2009~29년, 약 4.67배)와 비교 가능하
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2000년 약 20억 달러 규모에서 2011년
185억 달러로 약 9.2배 증가하여, CEPA 1단계 완료 시점의 남북교역 변화 추
이(10.1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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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장 2절의 추정이 반입과 반출의 총규모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반입과 반
출의 산업별 구조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와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동일
하다고 가정한다. 즉 현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수출은 농림수산물과 의류 등 위
탁가공무역의 최종재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남한의 대북수출은 자본재
등 중공업과 위탁가공무역의 원부자재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가
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남북한 CEPA 1단계 완료 시점인 2029년의 남한과
북한의 GDP 규모, 반입과 반출 규모를 적용하여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추정
하면 [표 5-27]과 같다. 북한의 경우 남한 외 기타 국가, 남한의 경우 북한
외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이 유발하는 효과는 제외되었다. 북한의 최종수요는

표 5-27.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북한
농림어업

생산
유발액
(A)

남한

국내수요

남한(반입)

국내수요

북한(반출)

40,282

4,606

167,871

395

광업

9,577

650

10,653

17

경공업

31,392

6,911

532,019

1,387

중공업

75,068

3,312

2,591,078

3,849

전기가스수도

8,911

381

301,451

227

건설업

23,140

33

420,330

20

서비스업

32,311

1,637

2,987,567

1,039

전 산업

220,681

17,531

7,010,969

6,933

최종수요액(B)

80,195

6,051

2,721,271

1,779

농림어업

0.50

0.76

0.06

0.22

광업

0.12

0.11

0.00

0.01

0.39

1.14

0.20

0.78

0.94

0.55

0.95

2.16

0.11

0.06

0.11

0.13

0.29

0.01

0.15

0.01

서비스업

0.40

0.27

1.10

0.58

전 산업

2.75

2.90

2.58

3.90

경공업
최종수요
중공업
생산유발계수
전기가스수도
(A/B)
건설업

주: * 개성공단 반출입 제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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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억 9,5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생산유발액 합계는 2,206억 8,100만 달
러이며, 전 산업에 대해 최종수요 1단위의 생산유발효과는 2.75로 일반적 교
류협력 단계(2.44)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남한 수요(반입)의 규
모는 60억 5,100만 달러이고, 남한 수요가 유발하는 생산유발액은 175억
3,100만 달러이며, 최종수요 한 단위당 생산유발계수는 2.9로 일반적 교류협
력 단계(2.44)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남한에 대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계수는 국내 수요와 북한의 수요(반
출)가 각각 2.58과 3.90으로 도출되었다. 단 반입과 반출의 산업별 구조는 일
반적 교류협력 단계와 CEPA 체결 단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북한에 대한 남한 수요
(반입)는 농림어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남한
에 대한 북한 수요(반출)는 각각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은 북한의 산업별 생산유발액 가운데 남한 수요가 유발하는 비중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수출
표 5-28.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북한의 대남의존도 변화
(단위: %)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

남북한 CEPA 체결 단계

농림어업

4.3

10.3

광업

1.7

6.4

경공업

8.8

18.0

중공업

1.5

4.2

전기가스수도

0.7

4.1

건설업

0.0

0.1

서비스업

1.9

4.8

전 산업

2.9

7.4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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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에 전체 생산유발액의 2.9%만을 의존하고 있었으나,129) CEPA 체결 이
후에는 의존도가 7.4%로 증가하였다.

129) [표 5-28]에서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국내 수요와 남한 수요만을 고려했을 때, 남한 수요
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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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1. 성과와 한계
우리는 남북한 CEPA 체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북경협의 거래관행이 GATT/ WTO 체제의
규정,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와 WTO 보조금협정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그나마 현
실성이 있는 것이 FTA 체결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남
북한간 CEPA가 FTA 체결의 ‘실체적 요건’ 중 ‘대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잠정협정 조항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잠정협정의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CEPA 체결 시 제
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CEPA 체결 이전과 이후의 남북한 GDP, 교역액, 생산유
발계수를 추정ㆍ비교하였다. 다만 시론적 추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정
을 위해 도입된 가정이 현실성이 있는가 혹은 지나치게 작위적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부분은 향후 국제 비교분석과 모형의 개량을 통해 점
차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가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CEPA 체
결에 따른 남북한 산업별 피해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한반도라는 공간에 국한하
여 분석한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CEPA는 남북한간 교역구조만이 아니
라 최소한 동북아 차원의 교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한국과
북한의 대외교역, 그리고 남북한간 교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
서 CEPA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본 연구가 가정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
로를 거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 역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또 하나의 주제는 남북한 CEP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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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합의문에 담길 내용이었다. 특히 이 부분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의 사례를 검토하고, 기존
남북경협 합의서를 참조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기존 남북
경협 합의서의 경우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합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수
준의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은 결
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연구과제로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북한의 관세제도와 원산지규정을 파악하여 CEPA 협상안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CEPA가 체결되어 교역량이 증가하면 남북한간 무관
세거래를 활용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등의 물량공세가 예상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합의할 뿐 아
니라 북한이 관세제도를 활용하여 1차적인 방어망을 쳐줘야 한다. 만일 북한
의 관세제도가 충분한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CEPA에
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여 2차적인 방어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관세제도나 원산지 관련 세부규정은 아직 연구된 것이 없는 상
황이다.
둘째, 북한의 무역ㆍ경제시스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CEPA 협상안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수입권한 제약이나 수출보조금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하
기는 했지만 남북한간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룰 때는 북한의 무역시스템을 포함
한 경제관리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관세장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은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연
구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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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고려사항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는 남북한 CEPA 체결과 관련하여 여
러 가지 시사점과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남북한 CEPA
는 정부간 협정보다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물론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중국-홍콩보다는 중국-대만 관계에 가깝
다. 중국-홍콩 관계는 주권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그에 종속되는 지방정부(특
별행정구) 간의 관계이지만, 중국-대만 관계는 서로 중앙정부임을 주장하는 주
권 경합관계이다.
우리 헌법의 규정과 별개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는 남북한 관계 역시 서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하는 주권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
국-대만의 경우에는 ‘92 합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의 대표자에 대
한 각자 해석이라는 원칙이 합의되었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이러한 합의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간 협정 형태로 CEPA를 추진할 경우 협상장은 곧
바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소지가 다
분하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중국-대만 방식
보다는 중국-홍콩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홍콩
CEPA는 기본약정에서 가능한 모든 규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후 추가 협
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방 폭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반면
ECFA는 기본협정에서는 원칙만 합의하고 세부규정은 추후 협상과제로 미루
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ECFA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대만관계처럼 휘발성이 강한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역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협정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
로 담아 합의의 ‘역전불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의 휘발성은 중국-대만 관계를 능가한다. 따라서 남북한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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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최초 합의에서 역전불가능성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행
스러운 것은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無에서 ECFA 협상을 시작했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이미 풍부한 경협 관련 합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CEPA
는 기존 경협 관련 합의를 모두 포함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며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
국이 홍콩, 대만과 FTA를 추진하면서 기대한 것은 단기적 경제성과가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통합 효과였다. 따라서 중국은 홍콩과 대만에 대해 경제적 시혜
를 베푸는 방식으로 FTA를 추진하였다. 문제는 홍콩의 경우에는 FTA 체결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었고 그 결과 정치적 역풍이 발
생하여 ECFA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홍콩에서도 경제종속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반대 여론이 조성되었지만 경제적 성과가 뚜렷했기 때문
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CEPA 역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통합효과에 초점
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 경제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
해서는 그만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CEPA 추진 초기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합의를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CEPA로 인해
남북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이나 계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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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남북한 사이의 주요 경협합의서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1992.9.17) (경제ㆍ교류협력 부분 발췌)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
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
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ㆍ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
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
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ㆍ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
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
ㆍ협력 당 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
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ㆍ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
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
여 정한다.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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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
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ㆍ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ㆍ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 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
중과 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ㆍ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ㆍ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
의 교류 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ㆍ기
술 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
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ㆍ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
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
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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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연결하며, 우편
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
도록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
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ㆍ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
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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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ㆍ추진
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ㆍ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
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ㆍ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
항의 협의ㆍ실천은 남북경제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
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
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
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
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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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
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
은 법인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
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
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
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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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
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
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
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
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
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
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
자자 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
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
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
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

부록 • 165

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
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
한다.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
과 기타 합법적 소득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
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
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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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
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
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
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ㆍ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
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
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ㆍ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
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
ㆍ보충할 수 있다. 수정ㆍ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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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3.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
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
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
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
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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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
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
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
산 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
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
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ㆍ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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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수정ㆍ보충되
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
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
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4.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
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
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
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
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
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
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
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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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
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
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
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
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
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
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
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
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

부록 • 171

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
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
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
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
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
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 사
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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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
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
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
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 사업
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
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
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
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
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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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
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
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
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
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
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
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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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
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
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
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당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
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과 합영,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되는 상대방에 있
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
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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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
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
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
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되는 상대방에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
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
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
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
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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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
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
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
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
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
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
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
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
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
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
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
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
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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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
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
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
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
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
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
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
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
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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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
하는 경우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
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
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
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
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
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
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
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
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
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

부록 • 179

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
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
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
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
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
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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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
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
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
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
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ㆍ사용료와 이와 유사
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 제6항, 제
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
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
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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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
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
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
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ㆍ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ㆍ보충
할 수 있다. 수정ㆍ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
일 1일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
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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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
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
고 경제교류ㆍ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ㆍ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
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ㆍ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
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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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ㆍ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
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ㆍ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
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
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
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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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
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ㆍ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
재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
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
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
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
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
의하 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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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
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
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
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
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
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
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ㆍ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
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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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
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
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
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
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
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
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ㆍ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
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수
정ㆍ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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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6.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12.8)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
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
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
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
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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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
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
접 교환,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
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ㆍ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
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
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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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
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
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ㆍ보
충할 수 있다. 수정ㆍ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
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
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
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190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7.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12.8)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
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
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
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ㆍ차량운
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
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
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해 쌍방 세관당국이 지
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차량등록번호ㆍ차종ㆍ차형ㆍ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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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재량 또는 정원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
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
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
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
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ㆍ
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
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
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
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
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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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ㆍ수하인ㆍ품명ㆍ수량ㆍ가격ㆍ운
송기간ㆍ출발지ㆍ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
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
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
류에 기재해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
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
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
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
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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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ㆍ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ㆍ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
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
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12.8)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ㆍ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
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
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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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
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
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ㆍ차량
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ㆍ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
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ㆍ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
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
는 인원ㆍ운송수단ㆍ장비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ㆍ반출되는 물자에 대
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
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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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
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
증을 발급해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
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
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ㆍ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
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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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
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
여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ㆍ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
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
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
래부터는 ‘지구’라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 주민과 해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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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 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
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
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
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
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
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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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
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 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
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
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
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
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 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
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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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
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
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
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
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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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
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해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
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
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
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
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
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ㆍ해
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
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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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
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ㆍ보충할 수 있
으며, 수정ㆍ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
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10.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7.3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
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ㆍ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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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
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
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
급신청 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
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
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
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 또는 제
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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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
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
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
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
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 예정일
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20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
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
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
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다. 우편물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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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ㆍ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을 증진ㆍ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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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
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
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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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ㆍ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
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
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
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
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
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
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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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
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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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
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
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
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
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
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
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
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
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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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
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
존하고 비치한다.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
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본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
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
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
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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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의 및 수정ㆍ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수정ㆍ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
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
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12.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6.6.6)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과 관
련하여,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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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
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
기측 몫으로 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
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6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한다.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
을 제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4. 북측은 경공업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샤크링카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
자하도록 한다.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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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되는 협력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
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보장한다.

7. 북측은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현지 공동조사,
그에 따르는 투자효과성 평가, 필요한 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도로ㆍ철도ㆍ
항만ㆍ전력ㆍ용수ㆍ통신 등 기반시설, 해당인원들의 출입 및 체류, 신변안
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을 적극 보장한다.

8. 남과 북은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ㆍ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
한다.
쌍방은 이행기구가 통보되는 날부터 15일내에 접촉을 가지고, 경공업 및 지
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측은 8월부터 합의되는 품목
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

9.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
결한다.

10. 이 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라 효
력을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21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13.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2007년 7월 7일)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체결된〈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
의서〉의 세부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공업 협력

제1조 남측은 북측에 2007년도 의복류(2,700만달러), 신발(4,200만달러), 비
누(1,100만달러) 생산에 필요한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현
물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
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지역 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및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②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품목, 수량, 가격은 《부록1》과 같이 한다. 다만, 이 합
의서가 서명되는 시점까지 수량,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음 접촉을 통해 협의, 확정하여 《부록1》에 첨부한다.

제2조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11월까
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
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
섬유(1.4D×38mm) 500톤을 7월 25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적으로 운
항하는 선박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1
차로 2007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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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추가로 3회(2007년 9월, 11월, 12월) 실시한다.

제4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남북 경공업 및 지
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제2장 차관계약 및 원자재 대가 상환

제5조 이 합의서에 따르는 경공업 원자재의 차관제공과 그에 대한 상환은 남측
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
한다.

제6조 북측이 2007년도에 상환(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하는 품목은 아연
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하며 품목ㆍ수량ㆍ가격은《부록2》와 같이 한다.
상환시기는 2회(경공업 원자재 50%, 100% 제공된 시점)로 하며 상환물자
의 인도ㆍ인수는 FOB 조건으로 하고, 가격기준은 상환시기의 국제시장가
격(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또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사항은 《부록3》
과 같이 한다.

제8조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97%를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3
조에 따라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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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하자원개발 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
이트) 등의 광산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5월 4일 제2차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광산관련 자료
를 2007년 7월 19일 남측에 제공하며, 현지공동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되,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차 현지공동조사가 끝난 후 2차 조사는 9월 초, 3차 조사는 10월 중에 실
시하되, 투자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10조 북측은 투자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공동투자대상 광산의 일반실태, 탐사 및 매장량 실태(지질 및 광상) 등 광산
투자와 관련된 조사
공동투자를 위한 대상광산의 채광, 선광, 미광, 운반, 전력계통과 설비 및 가
동실태, 생산현황, 노동력 및 복지시설 조사
공동투자대상 광산의 현지조사시 남측인원들의 북측 해당기술자ㆍ관계자
면담, 해당기관 방문

제11조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투자당사자 선정과 투자규모, 시기, 방법 등
에 관한 투자계약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수정ㆍ보충 및 효력발생

제12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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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정상선언
(2007.10.4) 중 남북경협 부분 발췌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
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
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
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ㆍ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
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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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
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
하기로 했다.

15. <남북경제협력공동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11.16)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
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
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기로 합의
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 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
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
회｣, ｢남북보건의료ㆍ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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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ㆍ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
서 진행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
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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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북 반출입시 건별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193개 농림수산물ㆍ식품 품목
(고시의 별표 1)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1

0305-30-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명태에 한함)

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4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ㆍ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7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ㆍ신선ㆍ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ㆍ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ㆍ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ㆍ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ㆍ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ㆍ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품 명

17

0402-29-0000

분유(설탕ㆍ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24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25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26

0404-10-1099

유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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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번호
(HSK CODE)

27

0405-10-0000

품 명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8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29

0409-00-0000

천연꿀

30

0410-00-3000

로얄제리

31

0507-90-1110

녹용전지

32

0507-90-1190

녹용기타

33

0507-90-1200

녹각

34

0701-10-0000

감자(종자용)

35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6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37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8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9

0709-59-1000

송이버섯(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40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41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42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3

0710-80-2000

마늘(냉동)

44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5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6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7

0712-20-0000

양파(건조)

48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9

0712-90-1000

마늘(건조)

50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1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2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3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4

0714-20-1000

고구마(신선)

55

0714-20-2000

고구마(건조)

56

0714-20-3000

고구마(냉장)

57

0714-20-9000

고구마(신선ㆍ건조ㆍ냉동 고구마 이외)

58

0714-90-9090

서류(기타)

59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60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1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ㆍ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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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번호
(HSK CODE)

62

0802-40-2000

품 명
밤(탈각한 것/신선ㆍ건조)

63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ㆍ건조)

64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ㆍ건조)

65

0810-90-3000

대추(신선)

66

0811-90-1000

냉동밤

67

0811-90-2000

냉동대추

68

0811-90-3000

냉동잣

69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70

0813-40-2000

대추(건조)

71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2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3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

74

0910-10-2000

생강(건조)

75

0910-10-9000

생강(기타)

76

1003-00-9010

겉보리

77

1003-00-9020

쌀보리

78

1003-00-9090

보리(맥주맥ㆍ겉보리ㆍ쌀보리 이외)

79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0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1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2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ㆍ사료용ㆍ팝콘용 이외)

83

1006-10-0000

벼

84

1006-20-1000

메현미

85

1006-20-2000

찰현미

86

1006-30-1000

맵쌀

87

1006-30-2000

찹쌀

88

1006-40-0000

쇄미

89

1007-00-1000

수수(종자용)

90

1008-10-0000

메밀

91

1008-90-0000

곡물류(메밀ㆍ조ㆍ카나리시드 등 이외)

92

1102-90-1000

보리가루

93

1102-90-2000

쌀가루

94

1102-90-9000

곡분(쌀ㆍ호밀ㆍ옥수수ㆍ밀ㆍ메슬린ㆍ보리가루 이외)

95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6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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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번호
(HSK CODE)

97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8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0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1

1103-20-1000

밀(펠리트)

102

1103-20-2000

쌀(펠리트)

103

1103-20-3000

보리(펠리트)

104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5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6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7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8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ㆍ플레이크)

109

1104-29-2000

보리(압착ㆍ플레이크 이외)

110

1104-22-0000

귀리(압착ㆍ플레이크 이외)

111

1104-23-0000

옥수수(압착ㆍ플레이크 이외)

112

1104-29-1000

율무(압착ㆍ플레이크 이외)

113

1104-29-9000

곡물(압착ㆍ플레이크 이외)

114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품 명

115

1105-20-0000

감자(압착ㆍ플레이크 및 펠리트)

116

1108-11-0000

밀 전분

117

1108-12-1000

옥수수 전분(식품용)

118

1108-12-9000

옥수수 전분(기타)

119

1108-13-0000

감자 전분

120

1108-14-1000

매니옥 전분(식품용)

121

1108-14-9000

매니옥 전분(기타)

122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3

1108-19-9000

전분(밀ㆍ옥수수ㆍ감자ㆍ매니옥ㆍ고구마 이외)

124

1108-20-0000

이눌린

125

1201-00-101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6

1201-00-1020

대두(사료용)

127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28

1201-00-9090

대두(기타)

129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0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1

1207-40-0000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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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번호
(HSK CODE)

132

1207-99-1000

들깨

133

1211-20-1100

수삼

134

1211-20-1210

백삼(본삼)

135

1211-20-1220

백삼(미삼)

136

1211-20-1240

백삼(잡삼)

137

1211-20-1310

홍삼(본삼)

138

1211-20-1320

홍삼(미삼)

139

1211-20-1330

홍삼(잡삼)

140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1

1211-20-2210

홍삼분

142

1211-20-2220

홍삼 타브렛ㆍ캡슐

품 명

143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ㆍ타브렛ㆍ캡슐 이외)

144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5

1211-20-9200

인삼종자

146

1211-20-9900

인삼(인삼근ㆍ분말ㆍ잎ㆍ줄기ㆍ종자 이외)

147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볏짚에 한함)

148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9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0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151

1302-19-1210

홍삼엑스

152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3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4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5

1605-90-9010

조미오징어

156

1702-11-1000

유당

157

1702-19-1000

기타 유당

158

1702-90-1000

인조꿀

159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0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1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2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3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ㆍ보리가루의 것 이외)

164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5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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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HSK CODE)

166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ㆍ보리가루의 것 이외)

167

1902-19-2000

당면

168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9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0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1

2009-31-9000

감귤류 쥬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ㆍ라임 이외)

172

2009-39-9000

감귤류 쥬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3

2103-90-1030

고추장

174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5

2103-90-9040

메주

176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77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8

2106-90-3021

홍삼차

179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80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81

2505-90-1090
2505-90-9000

천연모래(기타)

182

2701-11-0000

무연탄

183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4

3505-10-3000

배소전분

185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의 것)

186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품 명

187

3505-10-501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의 것)

188

3505-10-509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89

3505-10-9010

기타 변성전분(식품용의 것)

190

3505-10-9090

기타 변성전분(기타)
전분 글루

191

3505-20-1000

192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193

3505-20-9000

기타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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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f the Mid to Long-term Effect and Promotion
Strategy of an Inter-Korean CEPA
LIM Soo Ho, LEE Hyo-young, CHOI Jang Ho, CHOI Yoojeong, and CHOI Ji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an inter-Korean
FTA to exp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prepare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irst, in Chapter 1, we
conceptualize an FT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an FTA between two
independent tariff zones in one country, reflecting the special r
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is CEP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ould aim at gradually liberalizing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facilitating trade and investment. Considering the current
system and economic realities of North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the FTA by starting with a low or provisional FTA and gradually
increasing this level according to North Korea's regime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a CEPA between the two Koreas
represents an initial stag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In Chapter 2 we analyze the cases of the China-Hong Kong CEPA and
China-Taiwan ECFA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background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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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tatus, major contents, and economic effects realized by the FTA.
The China-Hong Kong and China-Taiwan FTAs are similar in that both
specified the direction of opening and cooperating in each sector
during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and then further defined the
necessary regulations through follow-up negotiations. However, while
the China-Hong Kong CEPA systematically opened the market through
supplementary agreements once a year, the China-Taiwan ECFA has
not led to specific negotiations for goods and services trade besides the
EHP (Early Harvest Program).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two
FTAs shows a marked difference. These differences are mainly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China’s political relations with Hong Kong
and Taiwan.
Chapter 3 reviews the main contents of the CEPA. Already, the two
Koreas have much bette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than any
between China and Hong Kong or Taiwan before their FTAs. Therefore,
the CEPA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promoted in a way to
accommodate and develop the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rather than starting from nothing. In this regard, Chapter
3 discusses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and discusses th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the
conclusion of the CEPA, such as principles of commodity trading (tariff,
non-tariff barriers, and rules of origin), service trade and investment,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As a result,
it becomes evident that non-tariff barriers need to be utilized
appropriately in order to cope with any potential damage caused to
each industry and class in the two Koreas. In addition, in the area of
rules of origin and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s, it is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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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re is still much need for detailed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Chapter 4 examines the problems of curr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suggests the necessity for an FTA between the two Koreas as a
countermeasure to this problem and other related issues. Currently, the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proceeds as a “domestic transa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zero tariffs. However, non-tariff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n cause various international trade legal
issues. In particular, there is the risk of violating the MFN, which is one
of the basic obligations of South Korea as a member of the WTO under
the GATT/WTO Agreement. Also, any preferential treatment for North
Korea provided in line with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Policy could also be objected to as a violation of WTO treaties.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conclusion of an FTA or region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be the best way to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to obligations under the GATT/WTO
Agreement. In addition, we also examined international trade legal
issues such as those relating to North Korea's non-WTO statu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4 of the GATT, and the status of North
Korea's non-market economy (NME) when concluding an FTA (CEPA)
between the two Koreas. In conclusion, we could find no serious
international trade legal issues in proceeding with such an agreement
within the present situ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scale of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most practical way to conclude an
FTA would be in the form of “tentative agreements” allowed by th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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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concluding a formal FTA.
Chapter 5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EPA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GDP change and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First, the GDP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analyzed through the
Growth Accounting Model. If a CEPA is concluded, South Korea's GDP
will increase from 1,822.8 trillion won in 2020 to 3,067.5 trillion won
in 2039, and North Korea's GDP will increase from 38.0 trillion won
in 2020 to 308.3 trillion won in 2039. As a result, the incom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decrease from 21.4 times in 2020 to 5.2 times
in 2039. The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also rise to 2.32
billion dollars in 2020 (0.15% of South Korea's GDP, 7.2% of North
Korea's GDP) to 4.93 billion dollars in 2039 (0.18% of South Korea’s
GDP, 11.0% of North Korea's GDP).
Next,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of the two Koreas and the changes in the final demand ripple effect using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the inter-industry table. The
degree of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conclusion
of a CEPA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intermediate goods input to
South Korea in the light and heavy industries increases in the case of
North Korea whereas the proportion of intermediate goods input to
North Korea increases in mining and light industr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In addition, the intra-regional and inter-regional effects both
increased after the CEPA according to an input-output analysis
between the two Koreas. The effect within the North Korean region was
14.8 at the stage of gen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ut after the
signing of the CEPA this increased to 16.4. In South Korea, the level of
increase was from 18.77 to 19.86. As for inter-regional effects,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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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rth Korean final demand (export) on the Southern region
increased from 0.2289 to 0.6394, and the effect of South Korean final
demand (import) on the Northern region increased from 0.0243 to
0.0585. Meanwhile, we estimated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by
final demand item by applying an estimation result of GDP and trade
size increase before and after the signing of the CEP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ults show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South
Korea's final demand (imports) to North Korea rising from 2.44 to 2.90
after the signing of the CEPA, while North Korea's dependency on South
Korean production inducement increased from 2.9% to 7.4%.
Finally, Chapter 6 explains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Given the dynamic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seems important for the two Koreas to secure the
“irreversibility” of agreements reached by defining as much detail as
possible during the initial negotiations. In addition, the CEPA needs to
be designed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and ensure positive effects
for economically weak sector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EPA. Lastly,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the
long-term economic integration effect rather than the short-term
economic effect when proceeding with the CEPA.

Executive Summary • 231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이효영 · 최장호 · 최유정 · 최지영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
展展望) / 찐저 · 쉬원지 · 위즈쌴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国におけるイ
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
国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强一) · 삐야오인쩌(朴恩哲)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国統一と日本経済) /
후카오 쿄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権赫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
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 제
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 스베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종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편주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전재성 ·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임수호(林秀虎)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장
(現, E-mail: shlim@kiep.go.kr)

저서 및 논문
뺷계획과 시장의 공존뺸 (2008)
뺷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뺸 (공저,
2015) 외

이효영(李効映)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전략기획팀 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hy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뺷국제경제체제의 위기확산 상황에서의 정부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충돌뺸 (2014)
뺷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연구뺸 (공저, 2014) 외

최장호(崔壯鎬)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choi.j@kiep.go.kr)

저서 및 논문
뺷북ㆍ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뺸 (공저, 2015)
뺷통일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뺸 (공저, 2016) 외

최유정(崔有晶)
서강대학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주소: choiyj@kiep.go.kr)

저서 및 논문
뺷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뺸 (공저, 2014)
뺷북ㆍ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뺸 (공저, 2015) 외

최지영(崔志英)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2013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現, E-mail: choijy@bok.or.kr)

저서 및 논문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뺷BOK경제연구뺸,
14호, 2016)
｢북한시장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공저, 뺷북한의 금융뺸,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S
A

배포자료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6-07

Analysis of the Mid to Long-term Effect
and Promotion Strategy of an Inter-Korean CEPA
LIM Soo Ho, LEE Hyo-young, CHOI Jang Ho, CHOI Yoojeong, and CHOI Jiyoung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을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경협의 거래관행은 GATT/WTO 체제의 규정,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와 WTO
보조금협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남북한 CEPA
체결임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CEPA는 정부간 협정보다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중국-대만 방식보다는 중국-홍콩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CEPA의 추진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통합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CEPA 체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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