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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일련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특히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
지 않는다는 비판은 반세계화 및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유인과 맞물려 각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메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던 국제통상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함께 TPP 등 일부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는 그동
안 추진했던 FTA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 그중에서도 누적 원산지
규정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정리하고 실증분석과 정책실험
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은 협정문상에서 FTA별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기존 연구에서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등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도 어
렵고 이론과 실무 사이에 간극도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단순하게 정의되고 널리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을 기준으로
그 구성 체계와 형태를 제시하고 유형별로 분류하는 한편, 기존 FTA 협정문상
의 원산지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ㆍ분석하였습니다.
FTA 협정이 늘어날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무역거래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자유화 효과를 반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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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합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
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이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
법으로는 기존의 간접적인 방식, 즉 무역협정의 누적 원산지 조항이 무역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추정 방식과 함께 최근에 가용해진 무역비용 데이터를 이용한 직접 추
정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비용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
의 차이에 따른 정책실험을 통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습니
다. 경제적 효과 분석에는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을
이용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이자 우리나라가 협상에 참여 중인 RCEP와 우리
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TPP,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한
-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정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공주대학교의 박순찬 교수,
고려대학교의 박인원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원내 연구진으
로 김민성 전문연구원, 곽소영 전문연구원, 정민철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심의 과정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통
상자원부 고상미 과장, 서미주 사무관,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본원의 김영귀
박사 그리고 보고서 편집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김정아 주임연구조원에게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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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전합니다.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이제 스파게티볼 효과에 따른 무역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물론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관
련 협상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과 함께 누적
방식에 따른 무역비용의 추정과 이 추정치를 활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분석한
경제적 효과 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FTA
협상의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원장 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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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
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
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
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
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
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
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
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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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
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
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
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
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
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
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
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
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
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
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
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
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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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
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
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
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
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
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
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
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
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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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
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
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
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
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
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
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
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
(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
-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
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
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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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
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
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
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
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
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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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의 배경
2016년 영국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국제통상환경의 체계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
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여전히 국제통상의 도도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은 채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구도를 유지해왔다.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일부 대기
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집중되는 한편 낙수효과가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아 분배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도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무역자유화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왔다. 다만 자유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에서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10여년 사이에
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 메가 FTA의 추진이라는 특
징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메가
FTA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TPP의 발효가 당분간 불투명해지고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 양자 FTA를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과 무역자유화
의 진전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다자무역체제는 2015년 12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
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도하개발어젠더(DDA: D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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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genda)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17년 12월 부에노
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DDA 협상 타결
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WTO 체제의 약화와 기능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일
종의 대안으로 추진되어온 메가 FTA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상 가능성과 국제통상질서의 변화가 예고된다.
한편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분배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및 반
무역(anti-trade) 정서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불만이 결국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표출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제동을 거는 한편 최근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
두하는 계기가 되었다. Global Trade Alert(2016)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증가
세를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G-20 정상회의에서 무
역ㆍ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에 비해 세계가
받아든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
의 무역자유화 추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는 GATT체제에서
WTO로 이어지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에 힘입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
로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
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복수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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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히 메가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
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
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이 보
고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에 적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통
상정책의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2000년대 들어 DDA 협상의 지연 등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의 비효율
성이 높아지면서 양자 FTA 체결이 급증한 바 있으나 기존의 양자간 FTA의 경
우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에 따른 스파게티볼 현상으로 인해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양자 FTA의 대안으로 단
일 원산지 규정과 누적효과를 강조하는 메가 FTA 등 복수국간 FTA가 부상하
였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
한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
른 효과와 함께 누적 원산지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무역비용 데이터의 부재 등을
이유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그 효과 분석의 정책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
을 직ㆍ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메가 FTA인 TPP,
RCEP와 한-Mercosur FTA와 같은 복수국과의 FTA에 적용하여 그 경제적 파
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보고서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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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방법 및 과정

누적 원산지 규정(양자, 유사 및 완전누적)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양국간 무역비용 도출
2. 누적 원산지 규정(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의 무역비용 절감효과 추정

⇩
CGE모형을 이용하여 무역비용의 절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앞 단계에서 추정된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CGE모형에 구
현하기 위해 모형을 개선(무역비용이라는 외생변수를 기존 CGE모형에 포함)
2. 메가 FTA의 누적 원산지 규정 채택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Obstfeld and Rogoff(2000)가 거의 모든 국제거시경제의 수수께끼는 무
역비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할 만큼 무역비용은 가장 핵심적인 국제무역 저
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누적 원산
지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과 같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CGE모형을 이용하여 메가 FTA에서 채택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이 국내총생산
및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누적
원산지 규정별 무역비용 절감효과의 크기를 파악해야 하고 또한 무역비용을 외
생변수로 기존의 CGE모형에 포함해야 한다.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선행 연구는 누적 원산지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
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누적 원산지 규정이 교역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무역의 증가 정도를 기회비용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하고 있다(Park and Park
2011; Kim, Park, and Park 2013; 정 철 외(2015). 이러한 간접적인 추정
방법이 사용된 이유는 양자간 무역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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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Novy(2013)는 양자간 무역비용을 도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
는데 본 연구는 Novy(2013)의 방법론을 원용하고 GTAP database v.9을 이
용하여 전 세계 122개국의 양자간 무역비용을 계산한다. GTAP database를
활용하는 이유는 Novy(2013)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생산(gross
production)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OECD STAN database 등과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확보된 무역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과 같은 누적
원산지 조항과 무역비용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와 같이 누적 원산지 조항과 무
역비용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
으며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점이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에
서 수행했던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누적 원산지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와 비교ㆍ분석한다.
본 연구는 메가 FTA나 복수국간 FTA의 경우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스파게티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함께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현황
을 고찰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누적 원산지규정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법론 및 실증분석 결과와의 차별
성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최근 가용해진 보다 정밀한 무역 관련 데이터
를 사용하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정책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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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이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
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여전히 일의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처럼 다양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하고 유
형별로 분류한다. 한편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 NAFTA 등 주요 FTA
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로 특징과 차이점을 논의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
고 활용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낮은 활용률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다음에 나오는 제3장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
적 배경을 제시한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효과는 무역거래비용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상한 것이 복수국간 FTA 협상이다. 여기에서 다수
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
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논의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
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한다. 일부 선행연구에
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연구결과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처럼 엇갈리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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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온 이유와 차이점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
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하는 분
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조항
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무역창출효과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널리 다루어진 방법이다. 이처럼 학계에
서 간접적으로 무역비용을 추정하는 이유는 무역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Novy(2013)의 연구에서 무역비용 상당치를 추정
하는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무역비용을 직접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무역창출효과를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과 새로
운 방법론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
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
에 적용하고 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CGE 분석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로 시나리
오를 구성한다. 이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도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국
간 FTA에서의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6장은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
을 제시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경우 스파
게티볼 효과에 따른 무역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수국간 FTA 협정과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방
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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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복수국간 FTA 참여전략과
향후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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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은 당사국간 교역에 있어 특혜관세 부과 및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FTA 원산지 결정기
준 가운데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누적 원산지 규정이란 어떤 최종 생산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FTA 상
대국의 재료 또는 생산을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상
품을 수입할 때 FTA 특혜 관세가 부여되려면 FTA 당사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
다. 여기서 누적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면 어떤 상품의 재료 또는 생산이 FTA
역내국간에서 혼합될 때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FTA 특혜관세를 누리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 즉 FTA 역내 국가의 재료 또는 공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
더라도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라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것으로 인정받
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한-칠레 FTA하에서 한국이 칠레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이용하여
최종품을 생산하여 다시 칠레로 수출하는 경우, 누적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
국의 최종품은 칠레산 중간재를 제외한 한국산 재료, 공정 등을 기준으로 한국
산 원산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칠레산 재료에 대한 누적이 허용되면, 해당
중간재(칠레산)는 한국산으로 간주되므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가 쉬워진
다. 이와 같이 누적은 원산지의 영역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FTA 체결국 재료의
사용 및 역내에서의 가공을 촉진함으로써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
을 한다.1)

1)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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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FTA에서 누적을 비롯한 원산지 규정은 당사국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동시다발적인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그 복잡성으로 인해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2) 게다가 누적 원산지 조항의 경우 협정문상에서 어떠
한 누적 형태인지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하더라도 실제 적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형태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협정문의 누적 관련 문구
또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용어의 의미와 해석에 더
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TA에서 가장 일반적인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는 양자누적, 유
사누적, 완전누적으로 구분하여 정의된다. 각 누적의 형태에 대하여 세계관세
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3)

- 양자누적: FTA를 체결한 양국간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한 재료(products,
materials or inputs)의 원산지 지위(자국의 것)를 인정
- 유사누적: 여러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된 경우 역내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지역누적과 유사한 개념이며, 만약 각국이 서로 다른
FTA를 체결한 경우 당사국 외 제3국의 재료에 대한 누적을 인정(단 동일
한 원산지 규정이 필요)

2) 박현희(2012), p. 336.
3) WCO 홈페이지,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
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cum.aspx(검색
일: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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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누적: FTA 역내 국가간 재료뿐 아니라 모든 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
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산지 판정에 있어 해당 FTA 역내 국가들을 단일체
로 간주.

하지만 위의 3가지 누적 개념을 따르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현
실에서 적용되거나 협정문상에 나타나는 누적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합의된 개념 및 정의가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위의
3가지 개념 외에도 누적의 범위 및 대상에 따라 재료누적, 생산누적, 교차누적,
지역누적, 다국누적 등 여러 정의가 혼용된다.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본 연구는 기존 양자간 FTA를 통한 누적과 새로운 복수국간 FTA하에서의
누적 규정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누적과 유사누적의 차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TPP와 같은 복수국간 FTA의 경우 완전
누적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수국간 FTA하에서의 완전누적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누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위의 3가지 형태로만 분류하는데, 이는 WCO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
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 양자누적
양자누적이란 FTA를 체결한 A와 B 두 국가간 당사국의 재료를 자국의 재료
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 및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의 원산지 여
부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재료누적이라고도 불린다.
일례로 A국이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B국 또는 C국(역외국)에서 재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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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B국으로 최종품을 수출하는 경우, 자국의 재료만으로는 원산지 결정기
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때 A국이 C국의 재료를 수입한
다면 상품은 역외산 제품이 된다. 그러나 양자누적 규정하에서 A국이 B국의 재
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B국의 재료는 A국의 것으로 간주된다. 즉
A국의 상품을 B국으로 수출 시 누적규정 덕에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림 2-1. 양자누적: A-B FTA

(1)재료

A

(1)완성품

B

(2)완성품

(2)재료

경로(1) 특혜관세 가능

C

경로(2) 특혜관세 불가

자료: 저자 작성.

만약 A국의 상품 생산에 B국의 재료 외에 FTA 역외국인 C국의 재료가 함께
사용되고, A국이 B와 C로부터 재료를 각각 수입하는 경우라면 A국은 B국의
재료만 원산지 재료(자국의 것)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B국의 재료는 원산지,
C국의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 상태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게 된다. 이
러한 경우와 달리 재료가 C국(역외국)으로부터 B국을 거쳐 A국에 이르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C→B→A). C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B국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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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가 C→B 단계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B국으로 원산지 판정을 받는
다면, 이 중간재는 B→A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A국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 C국이 B국에 제공한 재료는 역내산이 아니므로 A국은
역외산 재료로 최종품을 생산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부분은 이후 설명할 유사누
적과 완전누적 개념을 통해 누적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유사누적
일반적으로 유사누적이란 3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상호간 FTA를 체결한 상
태에서 각 FTA 당사국간에 제3국의 누적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누적은 양자누적과 동일하게 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따라서 누적의 대
상이 무엇인가가 아닌 누적의 적용 영역 범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 한편 WCO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사누적하에서는 각각의
FTA들이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4)
만약 상호간 양자 FTA만 체결한 A, B, C 3개국에 대하여 유사누적이 적용
되는 경우를 단순하게 상정한다면, A와 B국 간 교역에 있어 A국이 C국의 재료
를 수입하여 최종품을 생산한 후 B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서 유사누적이 가능한 경우 A-B FTA 당사국이 아닌 C국의 재료가 원산지 재
료(A국의 재료)로 유사누적이 인정된 상태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교차누적(cross cumulation)5) 개념과 유사한데, 다만 교차
누적의 경우에는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
서 명시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 Gasiorek(2008), p. 8.
5) 교차누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캐나다 FTA에서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누적이 가능하다. 여기
서 각 국가는 서로 상호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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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사누적 예시 (1): A-B FTA

A

(1)완성품

B

(1)재료

경로(1) 특혜관세 가능

C

자료: 저자 작성.

유사누적의 개념은 Pan-Euro-Med 누적 체계로부터 파생되었는데, 따라
서 여기서 정의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가 곧 유사누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Pan-Euro-Med 누적 체계는 EU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51개국의 재
료누적을 허용하는 가장 광범위한 누적 체계로, 원산지 규정을 통일시킨다는
것과 FTA간(inter-FTA) 누적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2-1. Pan-Euro-MED 누적의 적용 국가

- EU 28개국
-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페로스 제도
- 바르셀로나선언(Barcelona Declaration) 참여국(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
로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시리아, 튀니지, 터키)
- EU의 안정 및 연합과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참여국(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 몰도바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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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CO에서는 유사누적이 어떤 지역체(a regional group) 역내의 복수
국가간 누적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누적(regional cumulation)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만약 복수국간 FTA를 통해 하나의 지역체
가 형성되고, 여기서 단일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면 해당 국가들간
Pan-Euro-Med와 같은 형태의 유사누적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A, B, C 3국이 하나의 복수국간 FTA를 체결한 경우 최종 생산국인 A국이
사용한 C국의 재료는 B국으로 수출할 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림 2-3. 유사누적 예시 (2): A-B-C FTA

A

(1)완성품

B

(1)재료

경로(1) 특혜관세 가능

C

자료: 저자 작성.

3) 완전누적
완전누적은 FTA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에 대한 누적(양자누적)과 더불어 역
외국(제3국)의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사국의 공정 및 부가가
치의 누적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역
내국에서 실시하는 생산과정을 최종품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고 공정의 충족

3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여부, 세번의 변경 여부를 판정하며 또는 최종 생산에 기여한 부가가치분을 합
산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다시 말하면 완전누적하에서는 FTA를 체결한 역내
전체가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역내에서 사용한 모든 재료, 공정, 부가가
치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게 된다.6)
일례로 어떤 최종품의 재료가 C국(역외국)으로부터 D국(역내국)을 거쳐 A
국에 이르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완전누적하에서는 D국이 생산한 중간재가 원
산지 재료로 판정받지 못하더라도 D국의 재료, 공정, 부가가치가 모두 A국의
것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그림 2-4. 완전누적 예시: A-B-D FTA

완성품

A

B

(1) 역외산 재료
(2)재료

D

(2) 중간재 생산분을
역내산으로 인정
(1)재료

C

자료: 저자 작성.

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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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림 2-4]의 예시가 재료누적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면 D국의 중간
재는 역내산 원산지 판정을 받지 못하므로 최종품을 생산하는 A국도 역외산 중
간재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완전누적하에서는 역내국인 D국과 A국의 공
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을 인정하므로 하나의 국가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
해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하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품목별 기준
은 세번변경기준, 공정기준 그리고 부가가치기준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완
전누적의 경우 통상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세번변경기준: ‘C국 원재료 → D국 중간재 → A국 최종품’ 과정에서 각 단
계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완전누적하에서는 ‘C국 원재
료 → A국 최종품’으로의 변형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공정기준: C국 재료를 이용한 D국의 중간재 생산 과정에서 D국이 충분한
공정을 실시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C국 원재료를 이용한
A국의 공정 또는 A국과 D국이 수행한 공정을 합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
족할 수 있음.
- 부가가치기준: C국 원재료와 D국의 공정으로 생산된 중간재에 대해 부가
가치 계산에 따라 역내(D국)산으로 판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A국이 생
산한 최종품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C국의 원재료를 제외한 D국만의 중
간재 부가가치와 A국의 최종품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완전누적은 역내 재료 및 공정에 대한 원산지 결정뿐 아니라, 역내
산과 역외산 재료 및 공정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도 보다 폭넓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충족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완전누적이 유사누적의 사례와
같이 3국 이상 여러 국가에 걸쳐 적용되는 경우 역내의 모든 재료와 더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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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부가가치에 대한 누적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의 예시는 원산지 결정기준
별로 역외산 원재료가 역내에서 중간 및 최종생산을 거쳐 수출입되는 경우 완
전누적과 유사(재료)누적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2-2. 세번변경기준 예시

<국의 재료가 A국을 거쳐 B국에서 최종 생산되어 C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 A-B-C는 동일한 FTA의 역내국, 국은 역외국
･ 국은 원재료(9801.10)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
･ A국은 수입한 재료를 이용하여 중간재(9802.10)를 생산하여 B국에 수출
･ B국은 수입한 중간재를 이용하여 최종품(9802.90)을 생산하여 C국에 수출
･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역외산 재료의 4단위 세번변경(9801 제외)
･ 최종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역외산 재료의 4단위 세번변경
- 재료누적하에서 A국이 생산한 중간재(9802.10)는 세번변경기준 예외인 원재료(9801)로부터
생산됨. 즉 중간재(9802.10)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 못하는 역외산임.
- 완전누적의 경우 A국의 중간재 생산과정도 B국의 것으로 간주되므로, B국은 국의 원재료
를 최종품으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사) B국의 최종품은 9802.10 → 9802.90으로 원산지 기준 불충족: 역외산
⇒ (완전) B국의 최종품은 9801.10 → 9802.90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역내산
자료: 저자 작성.

표 2-3. 공정기준 예시

<국의 재료가 A국을 거쳐 B국에서 최종 생산되어 C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 여기서 A-B-C는 동일한 FTA의 역내국, 국은 역외국
･ 국은 방적 공정을 통해 원사(yarn)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
･ A국은 직조(weaving) 공정을 통해 직물(fabric)을 생산하여 B국에 수출
･ B국은 봉제(sewing) 공정을 통해 의류(garment)를 생산하여 C국에 수출
･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원산지)‘원사’로부터 제조(yarn forward)
- 재료누적하에서 →A(직조) 그리고 A→B(봉제) 공정 각각은 불충분공정임.
- 완전누적에서는 →(A→)B 공정 하나로 인식되므로 충분한 공정임.
⇒ (완전) B국의 의류는 국의 사로부터 제조된 것이므로 역내산
⇒ (유사) B국의 의류는 A국의 직물로부터 제조된 것이므로 역외산
자료: 송경은 외(2016), p. 11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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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부가가치기준 예시

<  국의 원재료가 A국을 거쳐 B에서 최종 생산되어 C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 여기서 A-B-C는 동일한 FTA의 역내국,  국은 역외국
･ 부가가치는 국가별 25(  ), 25(A), 50(B)이며,
･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즉 원산지 재료가 60% 이상인 것)
- 재료누적하에서 A국에서 생산한 중간재는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함.
 
*중간재 부가가치:   



*최종품 부가가치:   


- 완전누적의 경우에는 A국 재료의 역내산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25)를 인정함.
   
*최종품 부가가치:   

⇒ (유사) B국이 생산한 최종품의 역내 부가가치는 50%: 역외산
⇒ (완전) B국이 생산한 최종품의 역내 부가가치는 75%: 역내산
자료: Chauffour and Maur(2011), pp. 161-177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표 2-2]~[표 2-4]의 예시에서 국은 역외국 그리고 A국, B국, C국은
복수국간 FTA 협정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완전누적은 복수국간 FTA하
에서 다국가간 유사누적(지역누적)의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어떤 최종품이 생산되기까
지 원재료 수급 및 공정이 역외국을 포함하여 역내 여러 국가와 복잡하게 이루
어질수록 원산지 규정의 완전누적 채택 여부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재료만 인정하는 유사누적의 경우에도 역외산 원재료가 역내 국가들을 거치며
각각의 중간재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누적의 경우 역내 국가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 중간재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생산공정과 개별적인 부가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산지 결
정기준 충족이 보다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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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는 각 FTA 협정문의 누적 규정에 직접 명시
하거나 또는 각 조항의 문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일례로 한-캐나다 FTA의 경우와 같이 협정문상에서 교차누적
(cross-cumulation)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하며, 이외에 누적 조항에서 재
료에 대한 누적을 허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가 ‘결합된(incorporated)’과 같은 문구나 그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
가 존재한다. 이러한 협정문에 명시된 특징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한국 및 세계
주요 FTA에서의 누적 형태를 살펴보고, 특히 유사 및 완전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FTA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본다.7)

표 2-5. 세계 주요 FTA의 누적 원산지 유형: WCO(2015) 분류
누적 유형

FTA
ASEAN-호주-뉴질랜드, ASEAN-중국, ASEAN-인도, ASEAN-일본, ASEAN한국, 호주-칠레, 칠레-중국, 칠레-인도, 칠레-일본, 중국-싱가포르, 도미니카공화

양자

국-중앙아메리카-미국, EFTA-칠레, EFTA-한국, EFTA-멕시코, EFTA-SACU,
EFTA-싱가포르, EU-칠레, EU-한국, EU-멕시코, 인도-싱가포르, 일본-인도,
일본-말레이시아,

일본-스위스,

MERCOSUR-칠레,

MERCOSUR-인도,

MERCOSUR-멕시코,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미국-호주

혼합

유사

APTA, ATIGA, ECOWAS, EU-스위스, GSTP, SADC

완전

캐나다-칠레, 칠레-멕시코, 일본-멕시코, 일본-싱가포르, NAFTA

양자+완전

한국-칠레, 한국-싱가포르

유사+완전

EU-CARIFORUM

양자+유사+완전

EU-알제리, EU-남아프리카

미분류

싱가포르-호주, PAFTA

자료: WCO(2015), p. 10.

7)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한 누적 원산지의 분류는 WCO뿐 아니라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다만 양자, 유사, 완전누적 외에도 선행연구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의와 분류를 갖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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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FTA별 누적의 형태를 분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WCO(2015)
의 분류가 있다. 여기서는 WCO에서 정의한 양자ㆍ유사ㆍ완전 3가지 형태와
더불어 양자+완전, 유사+완전, 양자+유사+완전과 같은 혼합형(combined)
누적 개념을 통해 세계 47개 FTA에 대하여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한국이 체
결한 FTA는 총 5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ASEAN, 한-EU, 한-EFTA FTA는
양자누적으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혼합 형태(양자+완전)의
누적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이외 국가들간 FTA에서는 유사누적으로
EU-스위스,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등을 분류하였다. 완전누적으로는 캐나다-칠레 FTA,
NAFTA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누적 조항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
의 누적을 인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각 협정문에서는 재료에 대한
누적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누적의 분류에 따르면 모두 양자누적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FTA의 경우 재료 외에 생산에 대한
누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분류하기에 따라 생산누적, 일부완전누적 또
는 완전누적 등의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앞서 WCO(2015)에서
양자+완전 혼합형으로 분류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양자(재료)
누적이면서 동시에 완전누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8)
또한 한-미 FTA, 한-호주 FTA 등도 협정문상의 내용으로는 생산에 대한 누적
을 언급하고 있어 일부는 완전누적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유사누적

8) 동 FTA들은 단지 양국간의 체결이기 때문에 WCO(2015)에서 양자+완전 누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
다. [표 2-5]에 따르면 캐나다-칠레 FTA 등과 같이 양자간 체결된 FTA인 경우에도 양자+완전 누적이
아닌 완전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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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한국은 해당되는 FTA가 없으나,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서 미국의
재료에 대한 교차누적 조항을 두고 있어 동일한 원산지 규정이 아니고 특정 품
목에 국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유사누적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 한국
이 체결한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의 범위에서 다음의 3가지 사례로 분류
할 수 있다.

1) 양자누적 사례 1: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표 2-6. 한-칠레 FTA 협정문

Article 4.5: 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good,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자료: 한-칠레 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l/1/eng/Chapter4.pdf(검색일: 2017.
7. 27).

한-칠레 FTA 협정문상에 나타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특징은 재료에 대한 누
적과 더불어 생산에 대한 누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
할 때 한-칠레 FTA는 WCO(2015) 분류와 마찬가지로 양자+완전 형태의 혼합
누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칠레 협정문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한
국가의 상품 또는 재료(goods or materials)가 다른 국가의 상품에 포함되는
(incorporated to) 경우 그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자(재료)누적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제2
항에서는 생산에 대한 누적(may accumulated one’s production)이 가능함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 41

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생산에 대한 누적은 그 해석에 따라 한-칠
레 FTA의 누적 형태가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제2항 문구 자체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양국간에 발생하는 생산 즉 공정과 부가가치의 누적을 포함하는 완전누
적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완전누적이라 분류하는
여타 FTA의 협정문에서는 위의 표현과 달리 부가가치의 누적을 인정한다거나
하나의 생산자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칠레 FTA를 완전
누적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WCO(2015)에서 캐나다-칠레 FTA는
완전누적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칠레 FTA는 양자+완전 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칠레 간에는 완전누
적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만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실제 누적의 형태를 정의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9) 한편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한-칠레 FTA와 거의
동일한 문구를 이용하여 누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페루 FTA의 경우에도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의미로 재료 및 생산에 대한 누적이 가능함을 명시
하고 있다.

2) 양자누적 사례 2: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터키,
한-중국, 한-베트남
표 2-7. 한-중국 FTA 협정문

ARTICLE 3.7 ACCUMULATION
Where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other Party, the goods or materials so incorporated shall be regarded to be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자료: 한-중국 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eng/CH_3_Rules%20of%20Origi
n%20and%20Origin%20Implementation%20Procedure.pdf(검색일: 2017. 7. 27).

9) 송경은 외(2016, p. 31)에 따르면 TPP 등 완전누적이 명시된 협정에서는 완전누적의 이행상 필요한 원
산지 증명 및 검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한-칠레 FTA 협정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가 나타나지 않아 단지 명문상의 완전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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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FTA 협정문의 누적 조항에서는 어떤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goods or materials)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되는(incorporated
into a good)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규정
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양자(재료)누적을 의미하는 문구로
누적을 규정한 거의 모든 FTA에서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표현이다. 마찬가
지로 양자누적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다른 FTA에서도 위와 유사한 표현이 명시
되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재료를 뜻할 때
‘materials’, ‘goods’, ‘products’ 등으로 표현이 달라지고 그 재료가 중간재
로 쓰인다는 의미일 때도 ‘incorporated in’, ‘used in’ 등과 같은 표현의 차
이가 존재한다.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한-중국 FTA와 같이 재료의 누적만
명시하고 있는 양자누적의 형태는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
-터키, 한-베트남 FTA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다국가와의 FTA인 한-EFTA, 한-ASEAN, 한-EU FTA의 경우 한국과
상대국 간에는 양자누적만 허용되나, 이와 별개로 상대국들 내에서는 유사 또
는 완전 형태의 누적이 가능하다. EFTA의 경우 EFTA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에
대하여 역내에서 재료에 대한 누적이 가능한 일종의 지역(유사)누적 형태가 인
정되며, EU는 하나의 경제 단일체로 역내에서는 완전누적이 허용된다. 반면
ASEAN의 경우 역내에서의 재료누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10) 원산지 증명 등
의 문제로 인해 실제 활용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11)

10) WCO(2015, p. 10)는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를 유사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11) 송경은 외(2016),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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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누적 사례 3: 한-미,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캐나다
표 2-8. 한-미 FTA 협정문

ARTICLE 6.5: ACCUMULATION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one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자료: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eng/13-06ROOs.pdf(검색일: 201
7. 7. 27).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재료의 누적을 인정하는 양자누적의 형태이나, 협
정문 제2항에서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원산지 상품으
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어떤 상품이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서 생산되
었다면 그 상품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협정문에서
는 이러한 원산지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Article 6.1 regional value
content)12) 등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협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산이 단지 두 국
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가 포함되는 완전누적의 경
우도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와 상반
된 접근도 가능하며, 게다가 한-미 FTA에서는 한-칠레 FTA의 경우와 달리 양
국의 생산이 누적(accumulated)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실제 역외산 재
료 및 공정이 공존하는 경우 한-미 간 생산의 누적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
12) 어떤 상품의 생산에서 역외산 재료의 기여(value)를 제외한 역내 부가가치 기여를 의미함.

4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다. 다시 말하면 한-미 FTA의 협정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누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완전누적으로 해
석하는 것에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한-미 FTA와 동
일한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협정으로는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캐나다 FTA가 있다.
추가적으로 한-캐나다 FTA 협정문 누적 조항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은 한미 FTA의 누적 규정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나, 제3항에서 교차누적(cross-cu
mulation) 및 범FTA누적(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을 언
급하고 있다. 특히 교차누적과 관련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해 자
동차 관련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미국의 재료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함
을 명시하고 있다.
표 2-9. 한-캐나다 FTA 협정문

Article 3.7: 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the territory of either Parties.
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erritory one or both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is, at the choice of exporter or producer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if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 undergo sufficient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3,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uch a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자료: 한-캐나다 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a/2/eng/03(1)_EN_CKFTA_Ch_03_
RoO.pdf(검색일: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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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1) 완전누적 사례 1: TPP
표 2-10. TPP 협정문

Article 3.10: Accumulation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if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originating good or material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is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o the material itself.
자료: TPP 협정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Rules-of-Origin-and-Origin-Procedur
es.pdf(검색일: 2017. 7. 24).

TPP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누적과 관련된 내용을 협정문의 누적 조항에 명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TPP 협정문에 따르면 원산지 결정에 있어 비원산지 재료로
부터의 생산(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에 대
하여 생산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원산지 요소로 기여(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러한 문구는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완전누적의 사례와 같이 역외산 재료를 이
용하여 생산한 역내국의 중간재가 비록 자국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그 생산의 기여분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원산지 요소로의 기
여’란 역내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부가가치를
포함한 완전누적 형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TPP 협정문은 한-칠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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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와 달리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생산된 경우는 물론 그것의 원산지 지
위와 무관함을 명시하고 있어 완전누적을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TPP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완전누적은 앞서 양자+ 형태로 분류한 한미 FTA의 협정문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TPP 협정
문에서 누적 규정은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단락
은 한-미 FTA 협정문의 제2항과, 두 번째 단락은 제1항과 거의 동일하다. 즉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완전누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서 양자누적으로 분류한 다른 FTA와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완전누적 사례 2: NAFTA
표 2-11. NAFTA 협정문

Article 404: Accumulation
1.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shall,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e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provided that: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an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set out in Annex 401, and the good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2. For purposes of Article 402(10), the production of a producer that chooses to
accumulate its production with that of other produ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production of a single producer.
자료: NAFTA 협정문, https://www.nafta-sec-alena.org/Home/Texts-of-the-Agreement/North-American-Fr
ee-Trade-Agreement?mvid=1&secid=feb541cc-bfc2-4240-829f-b5a7ec26a08a(검색일: 2017. 7. 24).

1993년 발효된 NAFTA의 누적 조항은 두 가지 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
료 및 생산에 대한 누적이 가능함과 동시에 완전누적의 특징과 관련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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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한-캐나다 FTA와 유사한 의미로 생산의 누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402(10)조의 목적을 위해 다른 생산
자(other producers)로부터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누
적을 선택하는 경우 단일 생산자의 것으로 간주(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production of a single producer)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402(10)조는 어떤 생산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계산하는 데 있어 모든 ‘self-produced material’을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만약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의 대상이라면, 그 중간재 생산에 이
용된 재료도 그 자체로 중간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기서 동 요
건은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고 중간재는 원산지 지위 재료를 의미하는
바, 모든 역내 기여분의 누적을 인정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13) 따라서 동 누
적 조항은 원산지 결정에 있어 NAFTA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분적인 부가가
치를 누적하고,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생산은 모두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것
처럼 간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NAFTA 협정문의 누적 조항은 앞서 살펴본 TPP와 같이 명확하게 부
가가치를 누적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계산에서의 누적(accumulate)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
에 하나의 생산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완전누적의 특징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에 따라 완전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14)

13) 일례로 어떤 부품이 역외국과 역내국의 기여를 통해 만들어지고 동 부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역외산 중간재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때 재료의 누적만 가능하다면 동 부품은 명백히
역외산 중간재로, 최종품의 원산지 판정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완전누적이라면 해당 부품을 만
드는 데 들어간 역내국의 기여가 부가가치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14)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p. 10)에서는 NAFTA를 양자누적으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WCO(2015)에서 완전누적으로 언급한 멕시코-칠레, 캐나다-칠레, 일본-싱가포르 FTA
도 모두 양자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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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누적 사례 3: 캐나다-칠레, 일본-멕시코
표 2-12. 캐나다-칠레 FTA 협정문

Article D-04: Accumulation
1.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shall,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e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provided that: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an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set out in Annex D-01, and the good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2. For purposes of Article D-02(10), the production of a producer that chooses to
accumulate its production with that of other produ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production of a single producer.
자료: 캐나다-칠레 FTA 협정문, http://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
rciaux/agr-acc/chile-chili/fta-ale/02d.aspx?lang=eng(검색일: 2017. 7. 24).

캐나다-칠레 FTA와 일본-멕시코 FTA는 WCO(2015)가 완전누적으로 분
류한 양자 FTA이다. 특히 양자 FTA임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와 같이 양
자+완전 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완전누적으로만 분류했다는 점에서 해당 협
정문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캐나다-칠레 FTA 협정문의 경우 앞서 살펴본 NAFTA의 누적 규정과
완전히 동일하다.15) 따라서 동 FTA는 NAFTA와 마찬가지로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누적이 가능하며 동시에 양국을 하나의 생산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즉 NAFTA를 완전누적으로 분류한다면 캐나다-칠레 FTA 역시 완전누
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당사국을 지칭하는 데 있어 양자간 FTA에서는 “one or both”, 복수국간 FTA에서는 “one or more”
의 용어 차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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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멕시코 FTA의 경우 TPP나 NAFTA와 같이 완전누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한-칠레 FTA 협정문의 누적 조항 제2항
과 내용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칠레 FTA는 제1항에서
재료에 대한 누적을 명시하는데 반해 일본-멕시코 FTA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WCO(2015)의 분류가 단지 협정문상에서 재
료의 누적을 별도로 언급하였는가에 따라 양자+완전 누적과 완전누적을 구분
하였다면, 사실상 일본-멕시코 FTA는 한-칠레 FTA와 동일한 유형의 누적 규
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16)

4) 유사누적 사례: EEA, PAN-EURO-MED
표 2-13. EEA 협정문

TITLE II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TING PRODUCTS”
Article 2 General requirements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the following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a) products wholly obtained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b) products obtained in the EEA incorporating materials which have not been wholly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E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For this purpos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shall be considered as a single territor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territory of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shall be
excluded from that of the EEA,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products referred to in Tables I and II of Protocol 3 and such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EEA only if they have been either wholly obtained
or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in the territor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Diagonal cumulation of origin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if they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16) WCO(2015)에서 47개 FTA를 구분한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된 FTA의 협정문
을 통해 분류 기준을 유추해야 한다. 그러나 [표 2-5]에 제시된 양자+완전 및 완전누적 관련 FTA들의
협정문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그 기준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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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in Switzerland (including Liechtenstein), Iceland, Norway, the Faroe Islands, Turkey, the
European Union or in any participant in the European Union’s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he EEA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for such materials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if they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any country
which is a participant in the Euro- Mediterranean partnership, based on the Barcelona
Declaration adopted at the Euro-Mediterranean Conference held on 27 and 28 November
1995, other than Turkey,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he
EEA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for
such materials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3. Where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he EEA does not go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the product obtaine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EEA only where the value added there is greater than the value of the materials used
originating in any one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If this is not
so, the product obtaine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country which accounts
for the highest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in the EEA.
4. Products, originating in one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which
do not undergo any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EEA shall retain their origin if exported
into one of these countries.
5.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may be applied only provided that:
(a)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s applicable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acquisition of the originating status and the country of destination;
(b) materials and products have acquired originating status by th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identical to those given in this Protocol;
and
(c) notices indicating the fulfillment of the necessary requirements to apply cumulation
have been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series) an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according to their own procedures.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apply from the date indicated in the notic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series).
The European Union shall provide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through the European
Commission, with details of the Agreements, including their dates of entry into force,
and their corresponding rules of origin, which are applied with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자료: EEA 협정문, http://www.efta.int/sites/default/files/documents/legal-texts/eea/the-eea-agreement/P
rotocols%20to%20the%20Agreement/protocol4.pdf(검색일: 20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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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는 EU 28개국(체결 당시 EC 15개국)과 EFTA 3개국(스위스 제외)으로 구
성된 복수국간 협정으로, 동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정 제2장 제3조에서 유사누
적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Article 3 Diagonal
cumulation of origin). 동 조항에서는 협정 당사국인 EFTA 3개국,17) EU 국가
그리고 협정문상 명시된 비당사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사누적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EEA 당
사국과 비당사국은 결국 Pan-Euro-Med의 51개국을 의미하는데, 즉 EEA에서
말하는 유사누적은 앞서 1절에서 설명한 Pan-Euro-Med 체계의 유사누적을 의
미한다.
한편 EEA 당사국의 경우 유사누적과 더불어 완전누적과 관련된 규정도 존
재한다. 협정문 제2조에서는 동 협정 당사국의 영역을 단일영역(a single
territory)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EEA 내에서 일어난 생산
공정 및 재료는 원산지 결정에 있어 한 생산자의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다만 TPP와 같이 부가가치의 누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18)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앞서 WCO(2015)의 분류와 각각의 FTA 협정문상에 명시된 문구를 통해 살
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누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협정문에 담
겨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누적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협정문의 문구를 해석하는 경우 용어의 사용에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을 명시하였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누적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17) 스위스는 EEA 참여국이 아니지만 협정문에 EFTA 국가와 더불어 명시되어 있다.
18) EEA의 경우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서도 완전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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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19) 그러나 대부분 WCO가 규정한 양자ㆍ유사ㆍ완
전의 3가지 개념에 국한시켜 분류하지 않고 생산누적이나 일부 완전누적과 같
이 다소 모호한 정의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한-칠
레 FTA와 한-미 FTA 그리고 NAFTA 등과 같이 단순히 양자누적 또는 완전누
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은 전 세계 PTA20)에 대하여
다른 연구들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누적 조항의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서 누적 구분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일본-싱가포르 FTA, 캐
나다-칠레 FTA 그리고 NAFTA 등도 모두 양자누적으로 구분된다. 이들은(또
는 동 연구는) 유사누적이 가능한 모든 협정은 양자누적이 가능하며, 또한 완전
누적은 유사누적이 적용되는 협정에 한해서 일부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연구에서 완전누적으로 분류하는 협정은 EEA, ANZCERTA, SPARTECA
등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동 연구는 3가지 누적의 형태를 양자 → 유사 → 완
전으로 점차 확장되는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9) 한국이 체결한 FTA에 대하여 협정문 해석을 중심으로 누적을 분류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준하
(2015), 송경은 외(20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6) 등이 있다. 동 연구들에서는 한-칠레
FTA, 한-미 FTA 등에 대하여 생산, 공정, 일부완전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누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WCO에서 정의한 양자누적과 완전누적의 중간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20) PTA란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며 흔히 FTA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의 초기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FTA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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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주요 PTA의 누적 유형: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의 분류
누적유형

PTA
EU-멕시코, EU-칠레, EFTA-멕시코, NAFTA, 미국-칠레, G3,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 멕시코-볼리비아, 캐나다-칠레, CACM, 칠레-CACM, MERCOSUR, 칠

양자누적

레-MERCOSUR, 볼리비아-MERCOSUR, CARICOM, DR-CARICOM, SAFTA,
AFTA,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 COMESA, ECOWAS, SADC,
GCC,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멕시코 이스라엘

유사누적

PANEURO, EU-남아공, 캐나다-이스라엘

완전누적

EEA, SACU, ANZCERTA, SPARTECA

자료: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p. 1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4장은 WTO에서 분류한 2013년까지의 전 세계 FTA를 대상으로 무역비
용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표 2-14]에 제시된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의 분류를 준용하여 이를 FTA에 대하여 누적의 형태를
구분한다. 이는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 있는 한-칠레 FTA를 비롯한 한국의 모
든 FTA와 NAFTA 같이 완전누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협정도 본 연구에서는
모두 양자누적으로 구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제1절에서 살펴본 예시
들처럼 FTA에 유사누적 또는 완전누적을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FTA와는 다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TPP와 같은 메가 FTA나 현
재 협상이 진행 중인 복수국간 FTA에서 완전누적의 도입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일관된 누적조항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2-15. 본 연구의 FTA 누적 조항 분류
누적유형
양자누적

구분
(유사 및 완전 누적을 제외한 모든 FTA)
PANEURO 15개국(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

유사누적

슈타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
키), 캐나다-이스라엘

완전누적

EEA, EU-모로코, EU-튀니지, EU-알제리, ANZCERTA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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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의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해 보면 2016년 누적 기준 수출활용률은 63.8%, 수입활용률은 69.6%이
다. EU, 미국,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와의 FTA의 수출입 활용률은 70% 이상
으로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 베트남, 아세안, 중국, 콜롬비아와의
FTA는 수입활용률은 높으나 수출활용률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2-16. 한국의 FTA별 활용률 현황(2016년 누적 기준)
(단위: %)

EFTA

수출활용률1)

수입활용률2)

80.4%

56.8%

EU

84.8%

72.1%

뉴질랜드

31.8%

87.3%

미국

75.6%

70.7%

베트남

36.9%

88.2%

아세안

52.3%

73.5%

인도

65.8%

56.0%

중국

33.9%

58.1%

칠레

78.6%

99.3%

캐나다

89.1%

75.1%

콜롬비아

17.4%

66.4%

터키

80.4%

65.9%

페루

83.3%

77.5%

호주

77.4%

79.2%

합계

63.8%

69.6%

주: 1) 수출활용률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으로 계산.
2) 수입활용률은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실적*100으로 계산.
자료: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2017), FTA 활용률,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TrtyM
anage/ExportAgreeFtaUseRate.do?layoutMenuNo=32131&cnvnNm=ALL(검색일: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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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누적의 형태인 양자누적
을 도입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이 실제로 누적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매
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송경은 외(2016)21)에서 실시한 기업 컨설팅 사례
397건 중 누적을 적용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에는 누적 조항 원
산지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누적 조
항을 활용했다고 간주되는 품목은 4건에 불과하였다.22)
복수국간 FTA 특히 메가 FTA의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완전누적에 대
한 입장은 산업별로 상이하다. 기계, 자동차 및 섬유산업의 경우 완전누적 조항
의 도입보다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세부적
으로 생산 방식에 따라 업체별로 찬반 입장이 나뉘었다. 전자전기의 경우 대체
로 완전누적의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나, 일부에서 품목별/사례별로 세부 검토
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1차산품은 완전생
산기준이 대부분이므로 누적의 활용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미사료와
같이 제품의 안정성, 검역위생이 중시되는 품목의 경우 누적의 활용으로 원산
지 파악이 어려워질 경우 제품의 품질 하락을 우려했다.

표 2-17. 산업별 완전누적 도입 영향에 대한 업계 및 협회 의견 조사 결과23)
산업

주요 결과
- 완전누적 조항의 적용 여부와 그 영향보다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어느

기계

수준인지에 따라 그 영향과 양상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일본 또는 경쟁국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우려 의견도 존재

21) 송경은 외(2016), pp. 255~568.
22) 단 기업 컨설팅 사례가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분석 대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표본이
편향(biased)되어 있어 현재의 상황과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3) 기업 간담회 참여 산업 및 협회는 다음의 표와 같다. 송경은 외(2016,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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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계속
산업

주요 결과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완전누적은 품목별 원산
지 결정기준이 확정된 이후에 그 영향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자동차 산업은 GVC 구축에 의한 부품조달, 자동차 부품 회사와 현지 동반 진출

자동차

등 업체별로 생산 방식이 상이하므로 GVC 활용 여부에 따라 찬반 입장이 나뉨
- 일본 자동차 업계가 ASEAN 국가에 생산라인 진출이 활발한 것을 고려할 때
RCEP의 완전누적 도입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완전누적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일부 산업의 경우 완전누적을

전기전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대다수임.
- 일부 품목의 경우 산업 환경의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사례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제시
- 섬유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운 부문 중 하나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장

섬유산업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
- 국내의 섬유공정은 원산, 직물, 의류 중 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적 조항에 대한 업계 의견이 상이함
- 1차산품은 완전생산기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누적의 긍정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
로 추측

농축산물

- 단미사료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 검역 위생을 중시하는 품목은 누적의 개념으로
원산지 파악이 어려워질 경우 상품의 질적 가치 하락을 우려
- 농축수산물 업계는 대체로 누적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

자료: 송경은 외(2016), pp. 275~282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24)

분야
전자전기
섬유
기계

참석대상업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지협회 등
섬유산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등
기계산업진흥회, 공작기계산업협회, 냉동공조협회 등

자동차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현대, 쌍용, GM 등

농축수산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장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수협 등

24) 송경은 외(2016, p. 275)에 따르면 본 간담회는 2016년 6월 22일~24일 5회에 걸쳐 개최된 산업통상
자원부(무역규범과)와 산업연구원(산업통상분석실)에서 주최한 FTA 원산지 간담회로, 저자가 학계
전문가로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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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ega FTA 및 완전누적 인식 수준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25)
(단위: %)

문항. Mega FTA(TPP, RCEP), 완전누적 등에 대한 기업(자사 및 전 업계 대상)의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이다.

40.0
34.5

35.0

34.5

30.0
25.0
20.0

17.2

15.0

10.3

10.0
5.0

1.0

2.5

매우 그러함

무응답

0.0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자료: 송경은 외(2016), p. 291.

또한 완전누적의 인식 관련 수출입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Mega
FTA와 완전 누적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 이상
을 차지한다. 더불어 Mega FTA에 따라 FTA의 역내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재
료 조달국의 변동 예상, 자사 원재료 조달국의 변동 가능성, 생상 공정의 FTA
역내 이전 등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
업의 예상 행동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기업의 전략과 반
응을 실제로 관측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25) FTA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준비 중인 203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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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GVC의 변동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문항

구분

빈도

비중

전혀 그렇지 않음

17

8.4

부정적 응답
(30.5)

그렇지 않음

45

22.2

대외 FTA환경 변화에 따라(자사 및 전

보통

87

42.9

업계 대상) 원재료 조달국가가 변화할

그러함

42

20.7

긍정적 응답

매우 그러함

10

4.9

(25.6)

무응답

2

1.0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재료 조달의 범위가 RCEP, TPP, 회
원국으로 넓어질 경우 자사의 원재료 조
달처를 회원국 내 다른 국가로 전향할
의향이 있다.

합계

203

100

전혀 그렇지 않음

19

9.4

부정적 응답

그렇지 않음

61

30.0

(39.4)

보통

75

36.9

그러함

34

16.7

긍정적 응답

매우 그러함

9

4.4

(21.2)

무응답

5

2.5

합계

203

100

전혀 그렇지 않음

27

13.3

부정적 응답

그렇지 않음

74

36.5

(49.8)

원재료 조달의 범위가 RCEP, TPP 회

보통

64

31.5

원국으로 넓어질 경우, 자사의 생산공정

그러함

28

13.8

매우 그러함

5

2.5

무응답

5

2.5

합계

203

100

단계의 일부를 회원국 내 다른 국가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

긍정적 응답
(16.3)

자료: 송경은 외(2016), pp. 292~294.

나. 일본
본 소절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해외진출 사례를 살
펴본다. 특히 ASEAN 지역26) 및 NAFTA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26) 2016년 5월 제국 데이터 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의 ASEAN 진출기업실태 조사(ASEAN進出企業実
態調査)에 따르면 제조업 기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은 ASEAN이 29.7%, 중국이 36.0%로 전
체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ASEAN 지역에 진출한 일본 제조업 관련 기업은 4,925개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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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및 누적 원산지 활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ASEAN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의 FTA 활용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인
다. 2008년에는 수출활용률 23.0%, 수입활용률 19.7%였으나 2016년 수출활
용률은 45.2%, 수입활용률은 46.1%까지 두 배 또는 그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
다.27)

그림 2-6.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FTA/EPA 활용 비율 추이
(단위: %)

50.0
43.8

45.0

42.6

40.3

40.7

40.0
38.9

35.0

35.0

29.7

40.4
40.4

42.4

44.7

46.1
45.2

43.1

35.0

30.0
25.0

23.0
24.1

20.0
19.7
15.0
10.0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2013

2014

2015

2016

수입

자료: JETRO(2017a), p. 55.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누적 원산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FTA 및
ASEAN 국가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9~7.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
었다.28)
이 중 절반가량인 2,454개 기업이 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Kokushikan 대학 Seiya Sukegawa
교수 인터뷰 자료(2017. 7. 18, 일본 동경).
27) 일본기업의 FTA 수출입활용률은 전체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 FTA/EP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
율로, 수출입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수출입활용률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
능하다.
28) ASEAN-뉴질랜드 FTA 및 ASEAN-호주 FTA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는 진출기업 수 즉 표본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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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누적 원산지 활용 비율 현황
(단위: %)

2014
ASEAN-중국 FTA

2015

201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5.4

4.5

5.8

2.5

5.5

5.3

AFTA

7.3

6.6

4.1

3.3

6.7

7.3

ASEAN-인도 FTA

5.2

5.9

3.8

-

6.8

3.1

ASEAN-한국 FTA

3.0

5.9

3.7

1.9

7.4

3.4

ASEAN-뉴질랜드 FTA

5.3

-

-

-

-

20.0

ASEAN-호주 FTA

6.8

5.9

-

-

2.3

14.3

ASEAN-일본 FTA

6.2

6.5

2.3

1.9

6.9

6.5

자료: JETRO에서 실시한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일본계 기업 활동실태 조사 지역별 집계 결과표를 바탕으로 일본 Kokushikan
대학 Seiya Sukegawa 교수가 작성한 현지 인터뷰 자료(2017. 7. 18, 일본 동경).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누적 규정 활용비율이 높지 않은 주된 이유는 현지
원재료 및 부품 비율이 높아 역내부가가치기준(통상적으로 40% 기준)을 쉽게 충족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9)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 현지 조달 비율을 살펴보
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태국이 57.1%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 40.5%, 말레이시아 36.6%, 베트남 34.2%, 필리핀 31.6%
순이다. 한편 일본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 받는 비율은 2016년 기준
5~10% 수준으로 낮은 편으로 201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2-7 참고).
그림 2-7.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처 현황(제조업)
(단위: %)
2010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0
3.2
4.7

7.0
5.5
12.6

5.5
2.5
15.8

2016년
5.2
4.4
13.2

8.3
10.2
16.6

31.0
29.1

33.3
50.0
42.5

56.1
45.9

42.9
27.2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2.4

필리핀

현지조달 일본 ASEAN 중국

기타

베트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8
5.3
3.0
28.9

12.1
5.6
12.9

32.8

9.2
5.3
10.8

34.1

7.7

12.6

10.5

8.7
8.1

12.0

39.0

35.6

31.6

34.2

57.1
36.6

태국

40.5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현지조달 일본 ASEAN 중국

베트남

기타

자료: JETRO(2017a), p. 45.

29) 일본 Kokushikan 대학 Seiya Sukegawa 교수 인터뷰(2017. 7. 18, 일본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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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TPP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TPP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렇다’고 응답한 일본기업 중에서 TPP 가입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비율이 29.2%, 23.3%를 기록하여 TPP 비가입국에 진출한 기업
의 긍정적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학 이론의 자기선
택(self-selection)에 의해 설명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8. TPP 협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단위: %)

23 .3

말레이시아 (n=270 )
미얀마 (n=54 )

51 .9

29 .6

65 .9

19 .4

14 .7

필리핀 (n=101 )

11 .9

26 .7

캄보디아 (n=86 )

11 .6

29 .1

태국 (n=657 )

11 .0

0%

58 .7

26 .3

18 .5

인도네시아 (n=340 )

63 .4

13 .3

15 .0

싱가포르 (n=300 )

53 .3

17 .5

29 .2

베트남 (n=623 )

61 .4
59 .3
67 .4

21 .6
20 %
그렇다

40 %

60 %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80 %

100 %

자료: JETRO(2017a), p. 5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NAFTA 활용 현황
은 [표 2-20]과 같다.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한 일본기업 중 NAFTA 국가들과
의 수출 또는 수입 거래 시 NA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비율은 각각 27.2%,
41.3%이다.30) 그러나 NAFTA 국가와 수출 또는 수입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
답한 기업 중 미국에 진출한 기업은 40% 이상,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은 60%
이상이 수출입 시 NA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또한 멕시코
30) JETRO(2017b), p. 1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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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70% 이상이 수출입 거래 시 NAFTA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NAFTA 활용을 고려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80% 이
상으로 NAFTA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표 2-20. 미국 및 캐나다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NAFTA 활용 현황
(단위: 건)

진출

교역

국가

국가

미국
(n=706)

캐나다
(n=143)

캐나다

멕시코

미국

멕시코

수출
284

수출 시 FTA 활용
활용

고려중

비활용

133

26

125

(3.7%)
24

(40.2%) (18.8%)
279

143

(39.5%) (20.3%)
50

37

(35.0%) (25.9%)
20

16

(14.0%) (11.2%)

(3.4%)

수입

수입 시 FTA 활용
활용

고려중

비활용

65

40

6

19

(17.7%)

(9.2%)

(5.7%)

(0.8%)

(2.7%)

112

101

68

12

21

(9.6%)

(1.7%)

(3.0%)

(15.9%) (14.3%)

6

7

(4.2%)

(4.9%)

-

4

(-)

(2.8%)

77

52

(53.8%) (36.4%)
21

16

(14.7%) (11.2%)

7

18

(4.9%)

(12.6%)

1

4

(0.7%)

(2.8%)

자료: JETRO(2017b), p. 10, p, 28.

31) 미국 진출 기업 중 NAFTA 국가와 수출 또는 수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NAFTA 수출활용률은
대캐나다 수출 46.8%(=

133
143
×100), 대멕시코 수출 51.3%(=
×100)이며, NAFTA 수입활용률은
284
279

대캐나다 수입 61.5%(=

40
68
×100), 대멕시코 수입 67.3%(=
×100)로 NAFTA 수출입활용률은
65
101

모두 40% 이상이다(JETRO 2017b, p. 11). 캐나다 진출 기업 중 NAFTA 국가와 수출 또는 수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NAFTA 수출활용률은 대미국 수출 74%(=
×100)이며, NAFTA 수입활용률은 대미국 수입 67.5%(=

37
16
×100), 대멕시코 수출 80%(=
50
20

52
16
×100), 대멕시코 수입 76.2%(=
77
21

×100)로 NAFTA 수출입활용률이 모두 60% 이상이다(JETRO 2017b,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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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NAFTA 활용 현황
(단위: %)

77.9

수출 (n=68)

73.7

수입 (n=38)

0%

4.4

20%
활용

40%
고려중

13.2

60%

80%

17.6

13.2

100%

비활용

자료: JETRO(2017c), p. 66.

일본기업의 NAFTA 활용률이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ASEAN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원재료 및 부품 조달처와의 연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이
57.2%, 42.5%로 높은 반면 멕시코의 경우는 현지조달 비율이 21.6%에 불과
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멕시코에 진
출한 일본기업은 북미의 다른 국가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비해 NAFTA 및
FTA/EPA 활용 비율이 높으며 특히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할 유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생산 과정에서 여덟 번 국경을 오가며, 1993~2014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생산과 관련된 교역은 679% 증
가하였다.32)

32)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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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미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처(제조업)
(단위: %)

기타 4.2

일본
27.3
현지조달
57.2
중국
5.5
ASEAN 2.9
멕시코1.5
1.2
캐나다
자료: JETRO(2017b), p. 7.

그림 2-11. 캐나다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처(제조업)
(단위: %)

기타 4.3

중국 4.3

일본
17.2
현지조달
42.5

ASEAN 3.9
멕시코 1.3

미국 26.2

자료: JETRO(2017b),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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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처(자동차 분야)
(단위: %)

기타 9.5

ASEAN 3.1

현지조달
21.6

중국 10.9
미국 17.7

일본 37.3

자료: JETRO(2017c), p. 64.

TPP 협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과
반 이상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18.6%, 캐나다가 17.6%, 멕시코가 16.8%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 중
TPP로 인한 기대효과로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용의 감소를 지목한 비율은 미
국이 47.9%, 캐나다 42.9%, 멕시코 30.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33) 이는
TPP 협정이 발효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 및 부품 조달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
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33) JETRO(2017b), p.12, p. 30; JETRO(2017c),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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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TPP 협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NAFTA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미국 (n=695)

18.6

캐나다 (n=142)

17.6

멕시코 (n=197)

16.8
0

60.4

21.0

56.3

26.1

58.4

24.9
20

40

60

그렇다

그렇지 않다

80

100

모르겠다

주: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칠레, 페루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JETRO(2017b), p. 12, p. 30; JETRO(2017c), p.7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
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생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일
부 산업이나 다국적 기업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
다. 2007~08년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에서 중남미 국가 4개국의 3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10% 이하만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supply chain)을
변경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다국적 기업의 경우 75%가 생산시설 결정에 있어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34) 이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34) WTO(2011),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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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원산지 조항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원재료 및 부품의 조달구조 외에도
누적 원산지 조항의 활용률이 저조한 다른 이유로는 1, 2차 협력사에 대한 미
미한 FTA 혜택, 증명 및 검증 관련 제도적 미비 사항, 원산지 관리 비용, FTA
국가간의 관세 행정력의 차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입자 및 최종 수출자는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누리지만 상품의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하는 1, 2차 협력업체는 FTA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
며, 오히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검증, 이로 인한 기업 내부자료 공개 등 부담
만 가중될 뿐이다. 예컨대 생산자(최초 수입자, 최종 수출자)가 원재료를 수입
하는 시점에는 해당 원재료를 어떤 제품의 생산에 투입할지, 생산된 제품을 어
디에 판매할지가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가 원재료 공급자에게 누적 적용이 가능한 모든 협정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35)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
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모든 협정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다. 만일 수출기업이 완전누적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
산지 증빙서류 또한 적용 가능한 모든 협정에 대하여 요청할 필요가 생긴다. 그
러나 특정 FTA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적용 가능한 FTA에 대해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36) 또한 최종 수출품이 부가가치 적용이나
특정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 받는 품목일 경우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이나
검증 시 원가자료, 주요 가공공정 등 기업 기밀 사항에 대한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원재료 공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누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적 대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지만
그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37) 일례로 한-미 FTA를 비롯하여 일부 FTA에
35)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2017), p. 80.
36)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2017), p. 80.
37)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에 대해서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2017, pp. 72~75)에서는 1:N 다자누적의
원산지 재료 증빙, 교차누적의 원산지 재료 판정 및 증빙, 완전누적의 비원산지 재료의 증빙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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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이나 생산누적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완전누적 도입 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공정 및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명서식도 없는 실정이다. 원산지 검증
과 관련해서도 누적을 활용하여 생산된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시 제3
국에 소재한 원재료 공급자도 검증의 대상이 되므로 검증 절차가 더욱 복잡해
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38)
또한 원산지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전정보 및 인프라 구
축 비용(원산지 관리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관리 시스템, 원산지 관리 조직 인
프라 비용,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관련 비용 등), 이행비용(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관리 등), 사후관리비용(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서류 관리, 증빙 서류 보
관 등)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특혜마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누적 조항 활용 유인이 적을 수 밖에 없다.39)
FTA 국가들간의 관세 행정력 차이도 누적 조항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다.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향후 누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RCEP의 경우 협상 참여국인 베트남, ASEAN, 중국의 수출활용률은 각각
36.9%, 52.3%, 33.9%로 전체 수출활용률 63.8%보다 낮은 수준이다(표 2-16
참고). 이렇게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양허제외 품목, 무관세 품목, 미미한 FTA
특혜 마진 등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국의 통관 관련 애로 사
항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주
요 업체 사례와 업체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한-ASEAN
FTA 활용의 주요 애로 사항으로 상이한 품목분류 및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
운송 원칙의 예외 불인정,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사후적용 배제 등이 지목되었
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8) 원산지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2017, pp. 75~79)에서 다자누적, 교차누적의
원산지 검증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9) 원산지 관리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미진, 이병문, 송경은(2015), pp. 169~182를 참고하였으며,
이러한 원산지 관리 비용,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간재 조달 방식의 변화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준수 비용의 실증분석 사례에 대해서는 제3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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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상 단순 기재 오류, 세관
담당자 및 수입업자의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개정안에 대한 미숙지, 비합리적
인 관행 등으로 인해 원산지 증명서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41) 또
한 협정상 원산지 증명서 소급 발급 규정이 존재하지만 FTA 사후 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각 당사국들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FTA 사후적용 가능 여부 및 적용 기간, 요건 등이 상이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42)

40) 김정덕, 곽동철(2017), p. 21.
41) 김정덕, 곽동철(2017), pp. 24~26.
42) 김정덕, 곽동철(2017),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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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최근 다양한 형태의 복수국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는 WTO의 기능
약화와 비효율성 증대로 인해 새로운 무역이슈를 다루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를 반영한 글로벌 통상규범을 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
서도 특히 복수국간 FTA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 FTA의 개념에 대해서
는 학술적 정의가 일의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서진교 외(2016)에서는
메가 FT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메가 FTA는 양자 FTA와 구분하기 위
하여 참여 회원국 수를 기준으로 최소 3개국 이상인 경우로 하고 경제 및 무역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FTA로 한정한
다. [표 3-1]에서 보듯이 이렇게 정의한 메가 FTA는 대체로 세계무역 및 GDP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이다.

표 3-1. 메가 FTA 현황

참여 회원국 수
상품 무역 규모
(세계 무역 비중)
경제 규모
(세계 GDP 비중)

일-EU

한중일

EPA

FTA

21

29

3

44.0

51.2

36.0

19.1

46.5

60.0

28.4

23.3

TPP-11

TPP*

RCEP

TTIP

FTAAP

11

12

16

29

15.1

26.9

29.5

13.6

38.2

31.6

주: 세계 무역 비중은 2015년 기준이고 세계 GDP 비중은 2016년 기준임.
* TPP 11개국에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자료: IMF WEOD(2017); UN Comtrade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7. 8. 21).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철회로 발효가 불투명한 TPP,
현재 협상 중인 RCEP나 추진 가능성이 있는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 메가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 원산지 규정을 추구
하는 한편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누적 원산지 효과를 강조한다.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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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외(2016)는 메가 FTA의 특징으로 ① 수준 높은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
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장접근 추구 ② 단일 원산지 추구 및 누적 원산지를 통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공고화 ③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및 보호 강화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개선 ④ 규제 조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개
선 ⑤ 신무역이슈에 대한 논의 선점 및 국제 규범화를 들고 있다. 하나의 제품
을 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복수국간 FTA 또는 메가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거론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단일 원산지 규정은 양자 FTA의 비효율성에 따른 스파
게티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WTO 차원에서 진행되는 원산지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통일원산지
(HRO: harmonized rules of origin) 규정 제정에 관한 논의는 TPP, RCEP
등과 같이 FTA 협정에서 논의되는 단일 원산지 규정(a single set of rules of
origin)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차별화되는 것이다.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양자 또는 복수국간 FTA에서의 특혜원산지 규
정이 아니라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논의다. 따
라서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협상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은 본 연구와 직접
적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길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WTO에서 왜 통일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고찰하는 것은
특혜원산지를 다루는 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원산지 단일화 및 누적 적용과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43)
Deardorff(2015, pp. 73-74)에서 발췌한 [그림 3-1]은 1990년 이후 세계
적으로 얼마나 많은 FTA와 관세동맹이 체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43) WTO 원산지 규정 협정과 통일원산지 규정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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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WTO 등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무역자
유화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FTA의 수가 늘어날수록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 무역자유화의 배타적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원산지 규
정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FTA의 급증으로 인해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는 엄
격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도한
비용 부담의 증가는 기업들의 FTA 활용 의지를 꺾는 경우가 발생하며 특히 대
기업이나 다국적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문제점으로 부각된
다. 결국 수많은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
지 규정과 각국의 다양한 절차 때문에 인해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
성을 지적한 것이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이다.

그림 3-1. FTA 및 관세동맹 체결의 확산

주: 가로와 세로축은 개별 국가를 나타내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FTA가 체결되면 점으로 표시.
자료: Deardorff(2015),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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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win(2006a)은 스파게티볼 효과가 오히려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hagwati 교수가 명명한 스파게티볼
효과는 FTA 확산과 더불어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데 따른 무
역비용의 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스파게티볼 현상은 무역자유화에 저
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Baldwin(2006a)
은 바로 이 스파게티볼 효과가 FTA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FTA를 체결
할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복수국간 FTA처럼 다수의 회원국이 있는 경우 단
일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유인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을 정치경제학 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설정하거나 누적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양자
FTA와 복수국 간 FTA간에는 이론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 먼저 양자 FTA
에서는 교역상대국에 따라 비교우위가 달라지므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에 합의하며 이러한 양자 FTA 확산은 스파게티볼 현상으로 귀결된다. 양
자 FTA의 원산지 규정은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라기보다 산업별, 상품별 양국
간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가 전용(economy-specific) 규정이 아니
라 FTA 상대국 전용(pair-specific) 규정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FTA별로 조율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원산지 규정
과 양자 누적이 합의되고 이들이 모여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의 조
화와 누적의 허용이 중요한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
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확산이다. 전체 생산과정을 한 국가에서 담당하던 과거와 달리 하나
의 제품 생산공정이 분리되어 부품 및 중간재를 여러 국가에서 나누어 생산하
는 국제 분업구조가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하고 최대한 누적을
허용해주기를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다시 정치적 압력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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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조항과 누적에 대한 입장이 앞서 전개한 논리
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한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가능한 것이다.
박재관(2016)은 스파게티볼 현상이 FTA의 난립으로 인한 복잡성으로부터
기인되는 현상이라면, 그러한 복잡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역내 무역의 확대라
는 궁극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FTA 체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
정한지를 살펴보고 FTA 확산으로 인한 비용 상승요인을 [표 3-2]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3-2. FTA 확산으로 인한 비용 상승요인
특성

내용

근거법의 다양성
세율

법규의

9개 협정 19개 국내법
한품목 다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한품목 다기준(복수의 원산지)

원산지 증명 및 특혜 신청

FTA 협정별 내용과 절차 상이

복잡성
원산지 검증
FTA 효과

역량 요소
종합성

FTA 협정별 검증주체, 기간 상이
관세율 인하, 원산지 검증절차 강화
스파게티볼 효과 발생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생산 공정과 품목분류 지식

부가가치기준의 적용

관세 평가와 회계 지식

운송요건의 적용
국제성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

국제 거래와 물류 체계 지식
직접조사: 해외 생산자 방문조사
간접조사: 외국 세관 경유 조사
외국세관의 검증 요청 증가

자료: 박재관(2016),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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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복수국간 FTA 또는 RCEP나 TPP와 같은 메가 FTA 협상에 참
여한다면 역내 단일 원산지 규정과 누적의 적용으로 스파게티볼 효과가 줄어들
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대비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역내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수 국가
가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의 경우 협상참가국의 수가 많고 역내 국가간 교역
및 투자 규모, 산업구조, 국가간 생산 및 공급망의 구조, 민감 산업 및 품목 등
이 교차되어 있어 협상 시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양자간 FTA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FTA 체결 국가를 포
함한 다수 국가와 다시 FTA를 체결하는 경우, 적용 규범이 중첩되고 절차가 복
잡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선행연구는 복수국
간 FTA 협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수국간 FTA를 통해 무역창출 및 무역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
고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수국간 FTA 협상의 복합적인
특징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복수국간 FTA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에도 일부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양자간 FTA를 많이 체결한 경
우 중복되는 국가들과의 복수국간 FTA는 추가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
석 때문이다. 반면 Baldwin(2006a)과 같이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분석한
이론적 연구는 복수국간 FTA를 통해 원산지 규정의 단일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누적을 적용할 경우 무역자유화 유인이 증대되며 복수국간 FTA 규모가
크면 클수록 참여에 따른 이익은 커지고 기회비용을 포함한 불참에 따른 비용
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나아가 이러한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의
디딤돌(building block)이 되는 현상이 하나의 증후군(spaghetti-bowl-asbuilding-block-syndrome)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적 직관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4장과 5장의 실증분석과 정책실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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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원산지 누적 조항은 역내에서 만든 상품을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글
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및 확대와 함께 무역협정에서 중요한 협상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복수국간 FTA 체결 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이를 통해 역
내 가치사슬 형성은 물론 생산공정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생산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강준하(2015)는 복수국간 FTA에서 다자
누적 조항이 적용되면 원부자재 및 부품 그리고 최종상품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급사슬이 형성될 것이며, 복수국간 FTA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은 이
러한 공급 및 유통망에서 소외될 수 있고, 따라서 다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다자누적 조항의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메가 FTA의 하나인 TPP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TPP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서명
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비판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TPP는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미국 내 제조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② TPP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TPP 참여국에만 유리하다. ③ 중국 및
TPP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이 TPP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허점을 가지
고 있다. ④ 협정 위반 시 제재조항이 약하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TPP의
허점으로 지적한 ③번 비회원국의 무임승차 문제는 TPP 협정의 누적 원산지
규정이 다소 느슨하다는 데 대한 비판적인 평가이나 그 악영향이 과장된 측면
이 있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
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
우 다른 WTO 가입국들과 동일하게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
일 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는 TPP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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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NAFTA보다 과도하게 관대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실제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사실상 TPP 특혜관세 혜택 부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미국 자동차의 수입관세율은 2.5%이며, TPP 특혜관세 혜택은 협정 발효
후 25년이 되는 해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므로 상당 기
간 관세 특혜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NAFTA를 통
해 대미 수출시 관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신정부는 TPP 대신 일본과의 양자 FT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
본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FTA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양자 FTA에서도
일본이 TPP에서 양허한 것 이상으로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미일간 양자 FTA를 통해 TPP에서보다 미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결
과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TPP와 같은 메가 FTA의 경우 동남아에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일본이 누적 원산지 활용으로부터 얻
는 이익이 커 미국에 다른 부분을 양보할 여지가 있으나 양자 FTA 구도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일본 입장에
서는 그만큼 양보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Inama(2009)에 따르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무역창출효과를 저해
하는 것은 선형관계이지만 무역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이며 역U자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그림 3-2]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단계까지는 원
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이 유리해지고 따라서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커지면서 협정국간에 FTA를 활용하고 배타적 이
익을 취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성이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서게 되면 원산지 규정의 준수 비용이 특혜관세가 주는 배타적 이익을 상
쇄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오히려 역내에서의 무역보다 당초에 거래하던 역외국
과의 교역을 지속하게 되므로 무역전환효과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다. 극단적으로 원산지 규정이 너무 엄격할 경우 FTA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
고 특혜관세를 전혀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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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의 상관관계

Trade
creation

Stringency of rules of origin

Trade
diversion

Stringency of rules of origin

자료: Inama(2009), p. 341.

이는 비단 이론적인 고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FTA 협상과 정책에서
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8월 개시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
국간 NAFTA 재협상에서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에 대해 국가별, 산업별로 서
로 다른 견해가 표출되어 쟁점이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하여 역내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미 엄격한
NAFTA 원산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내 기업들로 하여금
NAFTA 특혜 관세를 포기하고 역외에서 부품 및 중간재를 조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내 생산은 물론 그동안 구축해온 NAFTA 생산네트워크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44) Conconi et

al.(2016, p. 25)은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역내 생산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NAFTA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멕시코의 NAFTA 역외국으로부터의 부품 및 중
간재 수입이 평균적으로 약 30%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Freund(2017, pp. 5-6)는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
44)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Laura Puccio 정책분석가 외 EPRS 전문가
인터뷰(2017. 7. 11, 벨기에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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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수록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들에
게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NAFTA 협상에서 필
요한 개선은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산지 규정
을 단순화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미국의 민감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섬유에서 특히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산지 규정의 원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원산지 규정이 보
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
하게 논의하겠지만 여기서는 복수국간 FTA와의 관계에서 원산지 규정의 무역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최근 FTA의 다자화 추세, 즉 메가 FTA를 포함한
복수국간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다자간 누적을 위한 다양한 대
안이 제시되고 있다. 박재관(2016)은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부가가치 원산
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적 조항(완전누적)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원산지 규정을 부가가치기준 사용으로 전환하고 유사누적보다는 완전
누적 조항과 부가가치관세(value-added tariff)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만일 약간이라도 부과되어야 할 관세가
있을 경우 그 관세를 결정하는 데에 부가가치관세 규정(value-added tariff
rule)을 도입한다면 다자 누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Lloyd(1993)가 주장한
것처럼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양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관세의 적용 원리를 준용할 경우 부가가치관세 기준을 최소 부가가치
기준(minimum value-added rule)과 결합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 용이해질 것이다. 만일 최소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분법
적 벌칙시스템(binary penalty system)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생산자들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에 긍
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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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유사누적과는 달리 완전누적을 채택하고
부가가치관세를 적용한다면 복수국간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에 유연성을 확
대하고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산지 규정에서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누적 규정은 범유럽 누적시스템
(PECS: Pan-European cumulation system) 및 범유럽지중해 누적시스템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system)이다. EU의 범유럽지중해
누적시스템에서는 가변영역(variable geometry)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유
사누적의 개념을 창출하고 무역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국들간에 단일 원산
지 규정을 채택하였다. EU와 EEA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과는 원산지 제
품이든 비원산지 제품이든 모두 누적영역으로 규정하여 범유럽지중해 누적시
스템 유사누적의 예외로 도입함으로써 완전누적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EU는 중동부 유럽 및 남지중해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
나 체결되는 FTA마다 원산지 규정이 상이했던 탓에 FTA간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스파게티볼 효과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러 개의 교차적인 FT
A 체결로 인한 스파게티볼 효과는 기업들이 가장 저렴한 공급원으로부터 중간
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FTA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에 EU는 1994
년 체결된 EEA협정에 기초하여 1997년 범유럽원산지규정(Pan-European ROO)
으로 알려진 공동원산지규정을 도입하게된 것이다. 범유럽 누적시스템은 범유럽
원산지규정의 일부이자 EU의 원산지 규정 관련 누적에 대한 제도로서, EU가 체
결하는 모든 무역협정(FTA/PTA/RTA)에 적용된다.
1995년 바르셀로나 선언에 따른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개최
된 2002년 팔레르모 컨퍼런스에서 PECS를 여타 지중해 연안국45)에도 적용하
기로 하였고 이후 페로제도46)가 포함되면서 PECS는 범유럽지중해누적시스템

45)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Palestinian Authority of the
West Bank and Gaza Strip.
46) Faroe Islands: 덴마크 자치령이나 외교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18개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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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MC: System of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으로 확대되
었다. 이에 따라 SPEMC가 적용되는 국가는 EU 28개국, EFTA 4개국, 터키,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Palestinia
n Authority of the West Bank and Gaza Strip 등 모두 42개국이다. SPEM
C는 원산지 규정 누적 방식으로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및 완전누적
(full cumulation)을 채택하여 스파게티볼 효과를 축소시킨다. SPEMC가 적용
되기 위해서는 SPEMC 회원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된 협정은 유사
누적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47)
한편 TPP는 완전누적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RCEP도 이와 유사한 원산지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협상 중에 있다. RCEP에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
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
능력을 갖춘 ASEAN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완전누적 조항을 도입할 경우 동아
시아 중심의 생산네트워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awasaki (2015)
의 연구에 따르면 메가 FTA 중에서도 TPP보다 RCEP의 소득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48)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TPP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
과 함께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47) European Commission 인터뷰(2017. 7. 13, 벨기에 브뤼셀)에서 Dorey에 따르면 EU가 교역 파트
너를 확대하는데 있어 수요는 많으나 이에 대해 EU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48) CGE 분석 결과 TPP는 APEC 역내국의 전체 소득을 1.2% 증대시키는 반면 RCEP는 2.1%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Kawasaki(201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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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으로 TPP 등 메가 FTA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49)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TPP 역내 국가에 한해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 처리해서 원산지로 판정할 때는 생산한 재료와 공정을 모두 관세 당국
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내부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활용하기 쉽지 않
다는 것이다.50) 둘째, TPP 역내국간의 관세 행정력의 차이도 누적 규정을 활용하
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누적 규정이 적용되려면 통관되는 각 나라별로
세관 인증에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후진국 세관일수록 공신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51)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완전누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 FTA에서 적용하는 양자누적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메가 FTA 또는 복수국간 FTA 참여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거나 그
효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메가 또는 복수국간 FTA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거나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
나 이는 같은 조건하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2개 국가 사이의 양자누적과 3개국
이상 복수국 사이의 완전누적을 비교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회원국
숫자가 동일한 FTA라면, 즉 상대해야 하는 국가 수가 같다면 원산지 누적 조항
이 양자누적이든 완전누적이든 누적 적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행정비용
포함)은 동일하다.52) 다만 완전누적을 허용하는 것은 양자누적만 허용하는 것
에 비해 추가적인 특혜가 가능하다. 만일 완전누적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드
는 비용(양자를 넘어 국가 추가)이 완전누적을 통해 얻는 추가적 혜택보다 크다
면 완전누적을 활용하지 않고 양자누적의 범위에서만 활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49) 나현준(2015. 11. 6),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1423&year=2015(검색일:
2017. 4. 3).
50) 위의 자료.
51) 위의 자료.
52) WCO Mette AZZAM 선임기술전문관, Rika TOKAI 외 다수 WCO 전문가 인터뷰(2017. 7. 10, 벨기에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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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누적이 양자누적보다 비용 면에서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복수
국간 FTA 협정에서 완전누적을 허용하는 것은 양자누적만을 허용하는 것에 비
해 더 큰 폭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역자유화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작용할 것이다.53) 다시 말해서, 양자누적과 완전누적의 단순비교가 아니
라 양자누적이든 완전누적이든 동일한 수의 국가와 ① 다수의 양자 FTA를 통
한 양자누적을 적용하는 경우 ② 복수국간 FTA를 체결하되 유사누적을 적용하
는 경우 ③ 복수국간 FTA를 통한 완전누적을 적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비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경우에 상기 두 가지 이
유로 인해 효과가 다를 것이라거나 완전누적의 준수비용이 양자누적의 준수비
용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의에는 학자들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 이
러한 견해 차이는 이론적인 것이며 이를 검증하는 것은 결국 실증분석의 문제
로 귀결된다 하겠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누적에 따른 편익뿐 아
니라 누적 조항의 활용을 포함하여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준
수비용(compliance cost)을 고려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준수비용은 ① 수입자,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협정문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
재의 조달 방식이나 생산 방식을 변경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② 관련 시스템 운용
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54) [표 3-3]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
의 행정비용 또는 준수비용은 교역비용의 1.4~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Manchin(2006)은

ACP

국가들을

위한

코토누

협정(Cotonou

Preferential Scheme)에 의한 특별관세 요청을 위해서는 특혜마진이 최소
4.5% 이상이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Cadot et al.(2006)은 Pan-European의
준수비용이 제품 가격의 8%인 반면 NAFTA의 경우 6.8%로 추정하였는데, 이러
한 차이의 주된 요인으로 원산지 증명 방식을 지적하였다. 이는 NAFTA가 자율증
53)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Laura Puccio 정책분석가 외 EPRS 전문가
인터뷰(2017. 7. 11, 벨기에 브뤼셀).
54) 조미진, 이병문, 송경은(2015),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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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Pan-European은 반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여 절
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55)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재료의 원산
지 지위를 역추적하고 이러한 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
다. 또한 완전누적의 활용을 위해서는 제조공정을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생산자들간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
의 생산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표 3-3. 원산지 규정의 비용에 관한 실증분석 사례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지역

교역비용

핀란드

EC-EFTA FTA의 원산지
Koskinen(1983)

증명을 위한 기업의
추가적인 행정비용 추정

연구결과
원산지 증명의 행정비용이
수출거래액의 1.4~5.7%
MFN 관세상당치로 측정된
원산지 규정 비용은 EC의
대EFTA 수출의 경우 21.5%,

MFN 관세상당치와 교역재
Herin(1986)

가치로 측정된 원산지

교역비용

규정의 행정비용 추정

EC와 EFTA EFTA의 대EC 수출의 경우
간 무역

27.6%이며, 평균적으로
교역재 가치의 3%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Manchin(2004)

특혜관세 마진율 추정

마진율

ACP

최소 4~4.5% 마진
NAFTA의 경우 6.8%의
준수비용과 1.9%의

Cadot et al.(2006)

원산지 규정의 준수비용을
관세상당치로 추정

교역비용

NAFTA-Pan
-European

행정비용이 추가되며,
Pan-Euro의 경우 8%의
준수비용과 6.8%의
행정비용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

55) NA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Pan-Euro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원산지증명서 EUR.1(또는 EUR-MED)과 송장신고서가 있다.
원산지증명서 EUR.1(또는 EUR-MED)은 수출자나 수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
출국의 세관 당국이 발급한다. 송장신고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탁송품의 ㅊ수출자나 금액에
상관없이 세관 당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인정받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할 수 있다. Eu
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
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arrangements-list/paneur
omediterranean-cumulation-pem-convention_en(검색일: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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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연구방법

Anson et al.
(2005)

연구대상

연구지역

관세상당치로 6%의

원산지 규정의 준수비용과
행정비용을 관세상당치로

교역비용

NAFTA

추정

준수비용과 특혜마진의
47%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

threshold regression
Hayakawa(2011)

연구결과

method를 중력모형을

교역비용

이용하여 추정

전세계

원산지 규정의 관세상당치로
추정된 고정비용은 3.2%

자료: 김상겸 외(2011, pp. 156~157를 인용하여 저자 재구성.

이처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방식의 변화나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더 높은 준수비용이 발
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은 역내국에서 생산된 재
료 또는 공정을 원산지 판정 시 자국산 또는 자국에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해 줌
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기업의 중간재 조달 및
생산 설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
다.56)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누적 조항으로 인해 역내국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될 수 있다. 나아가 누적 조항은 개별적으로 체결된 FTA
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큰 범위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촉진하고 역내
분업구조를 확대시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점이 있다.57)
제3장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 누적 조항의 활용은 저조한 편이
다. 이처럼 원산지 누적 조항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①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고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누적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누적을 적용하지 않아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② 원산지 규정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간단한 비
56) WCO 최연수 기술전문관(한국 관세청 파견) 외 한국 관세청 파견 전문가 인터뷰(2017. 7. 10, 벨기에
브뤼셀).
57) 강준하(20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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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편익 분석을 통해 풀이해보면 이는 FTA 특혜관세를 통한 편익이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작은 경
우를 말한다. 첫째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방식이나 중간재 조
달방식을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이 특혜관세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
가 있다. 이 경우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FTA 특혜관세를 포기하고 기본관세
율(상대국이 WTO에 양허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편을 택하
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와 검증에 필요한 문
서를 모든 생산 단계별로 확보해야 하는 행정비용 등으로 인해 누적을 활용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FTA 특혜관세에서 얻는 편익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
는 데 드는 비용(생산방식 또는 중간재 조달방식의 변경 등에 따르는 비용)보다
크지만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추가 비용, 즉 문서 확보 및 보관과 관리 등 행정
비용까지 고려하면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처럼 결국
준수비용이 특혜관세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크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대부
분이 무역효과에 편중되어 있다. 누적 규정을 활용하면 역내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중간재도 원산지 판정 시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내국간
의 무역이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와 기존에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원
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역내국가로 수입선을 바꾸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유사누적의 도입을 통해 ① 다른 spoke국가로부터 중간재 조달이 용이
해짐에 따라 spoke-spoke 간 무역량 증가 ② hub 국가가 spoke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spoke-hub 간의 무역량 증
가 ③ 비회원국(row: rest of the world)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여 s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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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중간재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spoke-row 무역
감소, 또는 spoke 국가간 교역을 통해 원산지 재료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spoke국가들이 row로부터 더 많은 중간재를 수입함으로써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나 spoke–row 무역 증가 ④ spoke-row 무역과 유사하게 hub 국가가
spoke 국가로 수입을 전환함에 따라 row 수입 감소 등과 같이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58) 유사누적을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
하고 있는 범유럽누적시스템(PECS: Pan-European Cumulation System)을
통해 유사누적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Augier, Gasiorek and Lai-Tong(2005)
에서는 누적의 도입으로 spoke-spoke 간의 무역이 7~22% 증가하며, PECS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무역이 7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
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기회비용의 개념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누적시스템에 포함될 경우에 이익이 되는 정(+)의
효과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누적시스템에서 빠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인 부
(-)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FTA 체결 전략에서
도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미국은 FTA 정책에서 ‘경쟁적 자유화
(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을 사용한다.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
으로써 차별적 대우를 우려한 제3국이 경쟁적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외무성이 제시하는 ‘FTA 상대국 선정을 위
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기준’에서 다른 국가들간에 체결된 FTA에 의해 자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
한다는 전략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국과의 FTA 체결에 큰 관심을 보이
지 않던 EU가 한 - 미 FTA가 급진전하는 것을 보고 한국과의 FTA를 급히 서
둘러 체결했던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Gasiorek(2008)에서는 유사누적의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였는데, 분
58) Gasiorek(200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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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의류, 가죽, 기계류 및 전자 기계류 분야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Park and Park(2009)에 의하면 RTA에서 누적에 의한 회원국간의 무역
증가는 유사누적이 13.0~16.0%, 완전누적이 35.5~35.8%로 추정되었다. 비회
원국가의 무역은 양자누적이 8.3~9.0%, 유사누적이 15.8~16.0%, 완전누적이
1.5~3.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완전누적이 가장 효율적인 누적의 형태임
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겸 외(2011)에서는 모형에 따라 양자누적을 채택한 지역
무역협정은 회원국간의 무역이 3~11.5% 증가에 그친 반면 완전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간의 무역이 18.8~60.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
였다. 유사누적의 경우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에 따른
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5%의 무역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유사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큰 것
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다음이 양자누적, 완전누적 순으로 나타났다.
Hayakawa(2014)는 양자누적만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태국 경제동반자관계협
정(Japan- 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유사누적을 허용
한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연합회의(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활용한 태국의 대일 수출 분석을 통해 유사누적이 약 4%의 무역
창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누적 원산지 규정이 GV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Estevadeordal et

al.59)은 PTA가 GVC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
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 혜택, 투자 정책, 지식재산권의 보호,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등으로
인해 RTA는 GVC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RTA의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그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Orefice and Rocha(2011)는 부품ㆍ소
재 무역에 PTA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PTA를 체결한 국가들간의 부품
59) Estevadeordal et al.(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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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재 무역이 P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평균 51% 많은 것으로 추정
하였다.60) Hayakawa and Yamashita(2011)는 PTA가 장기적으로 부품ㆍ
소재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Johnson and
Noguera(2012)에서는 PTA가 부가가치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PTA 국가간 수출 관련 생산에서 국내부가가치는 감소한 반면 외국부가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1)
그러나 PTA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제3국으로부터의 저렴한 부품ㆍ소재
의 이용을 저해하고, P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높은 준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GVC 형성의 제약 요인이 된다.62) 이에 따라 PTA에서 품
목별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도입, 원산지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EU는 과거 체결한 복수의
양자협정의 원산지 규정 관련 조항을 단일화하고 협정 상대국들간에 누적 조항
을 허용하는 범유로지중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63) 태평양동맹, 멕시코-중미
공동체 시장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협정을 통합하여 RTA를 체결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시키고 누적 규정을 도입하였다.64)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
하여 누적 규정을 적용한 사례와 달리 메르코수르(Mercosur)와 안데스공동시장
은 양자간에 개별적으로 원산지 규정 협상을 실시하여 복수의 원산지 규정을 갖
고 있으나 개별 원산지 규정에서 9개 국가에 대한 유사누적을 허용하고 있
다.65)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규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누적 조항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DR-CAFTA(도미니칸 공화국-중앙아
메리카-미국)에서 62류에 대해 멕시코산을 원산지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66)
60) Estevadeordal et al.(2013, p. 1, 재인용).
61) Estevadeordal et al.(2013, p. 1, 재인용).
62) Estevadeordal et al.(2013), p. 2.
63) Ibid., p. 4.
64) Ibid., p. 4.
65)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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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EU-베트남 FTA에서 한국산 직물에 대해 누적을 허용하였으며, 한캐나다 FTA, EU-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부품에 한해 미국에 대한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EU-캐나다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
정서 제3.8~3.9조에서는 EU와 캐나다가 동일한 제3국과 각각 FTA 협정을 체
결하여 양국과 제3국가간에 동등한 규정이 발효 중이고 적용 가능한 특정 요건
에 대해 양국이 동의할 경우 그러한 제3국의 재료도 원산지 재료로 고려될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제3국가에 대한 누적 허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나아가 생산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는 국가들끼리 복수국간 FTA를 체결할
경우 누적 범위 확대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역내 국가간에 GVC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정 철 외(2013)67)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경우 국가들간에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으며, 중국을 경유하는 교역 패턴과 그
에 상응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는 기존의 농업과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정교하고 부가가치
가 높은 부품 및 부분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생
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결되고 확대됨에 따라 한-중-일 FTA를 비롯하여
RCEP, FTAAP와 같은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
는 2015년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간재 부품의 수출
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68) 특히 대RCEP의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75%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3-4 참고). 따라서 RCEP가 체결될 경우 원산
지 규정이 단일화되고 누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역내 생산 네트
워크에 긴밀하게 편입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66) Ibid., p. 4.
67) 정 철 외(2013), p. 36.
68) 중간재 분류 기준은 김영귀 외(2011, p. 227)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으며 자세한 분류기준은 [부표 3]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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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RCEP, APEC 및 TPP 역내 중간재 수출과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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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TS. 2017. Trade Data.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
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검색일: 2017.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3-4. 한국의 대TPP, RCEP 및 APEC 중간재 수출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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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TS. 2017. Trade Data.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
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검색일: 2017.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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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에게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혜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재화가 해당 회원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
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을 준
수하는 작업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
하고자 할 때 무역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무역비용은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기대되는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무역창출효과를 상
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9) 특히 소규모 지역
무역협정이 다수 존재하고 각 지역무역협정마다 원산지 규정이 상이할 경우 무
역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소위 스파게티볼 현상으로 인해 무역창출효과가 반감
되거나 오히려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에 비해 무역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회원국간 무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규정은 무역정책수단의 일종이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은 원산지 규정이 유용한 무역정책수단이 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관세와 마찬가지로 매우 세분화된 제품의 수준
에서 원산지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관세와는 달리 원산지 규정은 기술
적인 내용이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지 계량화하기 어려워 보호주의적인 요인
이 숨겨질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회원국간의 교역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무역창출효
과에도 불구하고 Krishna and Krueger(1995), 김한성 외(2008) 및 김한성,
금혜윤(2010)은 원산지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으로 지역무역협정
의 활용률이 크게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stevadeordal et al.(2013)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으나 원산지
규정이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69) Falvey and Reed(2002), Krishna(2005),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8)은 특혜무역협정
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도 기대되지만,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무역비용의 발생으로 무역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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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면서 원산지 규정의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과 같은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
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유연하게 하거나, 다수의 소규모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보다는 다수의 국가가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회원국에게 누적(cumulation)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을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bilatera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및 완전누적(full
cumulation)으로 구분하고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직ㆍ간접적인 2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첫째로 원산
지규정의 누적 조항이 갖는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한 후에,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 무역 및 무역비용을 연결하는 연쇄법칙(chain rule)을 적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둘째로
Novy(2013)의 이론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무역비용을 먼저 산출하고 이를 활
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추정한다.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Augier, Gasiorek, and Lai-Tong(2005)은 1997년 도입된 범유럽누적시스
템(Pan-European Cumulation System)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이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유사누적의 도입
으로 무역이 약 5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70) Park and

70) Augier et al.(2006), Gasiorek, Augier, and Lai-Tong(2007)도 유사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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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2011)은 지역무역협정을 GATT 24조에 따른 지역무역협정과 권능조항
(enabling clause)에 따른 지역무역협정으로 구분하고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
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Kim, Park, and Park(2013)은 원
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더불어 원산지 규정의 증명 방법, 미소기준 등 원산지
규정의 보완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Hayakawa(2014)는
태국-일본의 양자간 FTA와 아세안-일본의 다자간 FTA가 FTA 활용률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의 차이를 유사누적으로 해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누적과 관련해서 김상겸 외(2011)는 원산지 규정 조화
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이 심화될 경우 상당 수준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
가 창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Conconi et al.(2016)은 세
번변경(tariff line change)이 주된 형태인 NAFTA를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중간재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Blyde and Volpe(2013)는 유사누적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지역무역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무역의 패턴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증분석모형인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며, 실증분석모형은 다음
과 같다.

ln       ln          ′ ′
      
      

98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식 4-1]

▪Trade: 양국간 무역
▪GDP: 실질 GDP
▪Dist: 국가간 거리
▪X: 국경, 언어, 식민지 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RTA_Bilateral: 양자누적을 적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 더미
▪RTA_Diagonal: 유사누적을 적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 더미
▪RTA_Full: 완전누적을 적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 더미
▪Year: 연도 더미

실증분석모형 [식 4-1]은 오로지 두 국가의 관계만을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있
으므로 두 국가의 무역비용만이 두 국가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와
의 상대적 무역비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의 무역은
한-중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과의 무역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3)는 나머지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이
양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히면서 다른 국가와의 무역
비용을 다자간 저항성(multilateral resistance)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Baier and Bergstrand(2007)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내생성으로 인한 추정 편의(bias)가 발생한다고 지적하
면서 지역무역협정의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를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Rose and van
Wincoop(2001), Mélitz(2007) 등에서는 국가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s)
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특성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는 점에서 Baldwin(2006b), Baldwin and Taglioni(2006) 등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할 때 시간변동 수출국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s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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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시간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 및 국가쌍 고정효과를 적용하고,
1980~2013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며 실증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n        
       

[식 4-2]

나.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13년까지 체결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모두 포함하며, 이
에 대한 데이터는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WTO)에서 얻었
다. 이를 다시 지역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
적 및 완전누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을 바탕으로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에 포함된 협정문 분석을 통해 2013년까지 확장한다. 무역데이터는 Direction
of Trade(IMF), GDP에 대한 데이터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그리고 그 외 거리, 공통 언어 등 중력모형의 통제 변수는
CEPII에서 얻었다.
표 4-1. 원산지 누적 조항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통계 요약
전체
평균

양자누적
표준
편차

평균

유사누적

표준
편차

평균

완전누적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ln(GDP*GDP)

20.48

3.05

20.21

3.74

23.41

1.88

24.70

2.22

거리(Dist)

8.38

0.83

7.59

1.12

7.08

0.75

6.97

0.77

국경인접

0.02

0.15

0.14

0.35

0.07

0.26

0.15

0.36

공통언어

0.17

0.38

0.37

0.48

0.07

0.25

0.06

0.24

0.02

0.15

0.02

0.15

0.04

0.19

식민지

0.01

0.11

양자누적 RTA

0.05

0.21

유사누적 RTA

0.01

0.10

완전누적 RTA

0.02

0.1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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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통계는 [표 4-1]에 요약되어 있다. 양자누적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 거리 평균이 전체 관측치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사
누적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 거리 평균이 양자누적에 비해
작고, 완전누적의 회원국간 거리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다. 분석 결과
실증분석모형 [식 4-1]과 [식 4-2]에 기초하여 3가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
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
은 국가쌍 임의효과(country-pair random effects)모형을 적용한 결과인데,
식민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기대했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시간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s)모형을 적용한 모형 (4)에서 양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
내는 GDP곱의 로그값은 ht*jt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고 계수 값
을 갖는다. 모형 (2)는 국가쌍 고정효과(country-pair fixed effects)모형을
적용하였고, 모형 (3)은 국가쌍 고정효과와 더불어 연도 더미를 포함하였다. 모
형 (2)와 (3)에서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의 계수 값은 모두 양(+)의 부
호를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모형 (2)에서 유사누적의 계수 값은 0.262
인데

이는

유사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가

약

30%(exp(0.262)-1)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완전누적의 계수 값은
0.441이며, 이 경우의 무역창출효과는 55.4%에 달한다. 모형 (4)는 지역무역
협정의 평균처리효과와 다자간 저항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변동 수출국 및 수
입국 고정효과를 추가로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양자누적의 계수 값은 음(-)
으로 변했는데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회원국간의 무역이 촉진되지 못하
고 오히려 저해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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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한편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계수 값은 각각 0.352와 0.475인데,
이는 각각의 무역창출효과가 42.2% 및 60.8%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무역의 로그 값
ln(     )
ln(   )
국경 인접
공통 언어
식민지
양자누적 RTA
유사누적 RTA

국가쌍 임의효과

국가쌍 고정효과

(1)

(2)

(3)

(4)

1.080

1.112

1.121

0.718

(0.005)***

(0.004)***

(0.010)***

(1.521)

0.063

0.083

0.032

-0.042

(0.016)***

(0.017)***

(0.016)***

(0.019)**

0.211

0.262

0.251

0.352

(0.028)***

(0.028)***

(0.028)***

(0.032)***

-0.975
(0.019)***
2.035
(0.117)***
0.200
(0.021)***
-0.006
(0.065)

0.390

0.441

0.413

0.475

(0.029)***

(0.030)***

(0.030)***

(0.038)***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관측치

243,072

243,072

243,072

242,947

R-sq.

0.67

0.89

0.89

0.27

완전누적 RTA
시간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

주: 분석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는 1%
및 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앞의 절에서 3가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복수국간 FTA가 유사 및 완전누적을 채택할 때 후생, GDP 등에 미치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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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의
외생변수에 충격을 가해야 하는데, 무역은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쇄법칙(chain rule)을 적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쇄법칙(chain rule)은 양자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도출
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유사누적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 

  
 
 
 

[식 4-3]

여기서 TC는 무역비용(trade costs)을 나타낸다.    는
[표 4-2]에서 모형 (1)의 결과를 활용하여 -1.026(=1/0.975)로 가정하고,
Mann(2004), 김상겸 외(2005)에 따라    =0.2로 가정한다.
거리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후술할 2절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4-2]의 모형 (4)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유사누적과 완전
누적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다.

- 유사누적=0.352*(-1.026)*0.2= -0.072
- 완전누적=0.475*(-1.026)*0.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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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무역비용은 국제무역에 중요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Obstfeld and
Rogoff(2000)가 거의 모든 국제거시경제의 수수께끼는 무역비용과 관련되어 있
다고 주장할 만큼 무역비용은 국제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4)는 무역비용을 운송비용,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정책적 장벽, 정보비용, 계약이행비용(contract enforcement costs)과 다른 통
화와 관련된 비용, 법적 제도적 비용(legal and regulatory costs) 및 유통비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역비용은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비용을 직접 측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과 같은 제도 또는 정책의 변화가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 분석할 수 없다. 무역비용을 계량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4)는 일반균형
모형으로부터 중력모형을 도출하고 무역비용을 측정하면서 대표적인 선진국
의 전체 무역비용 상당치를 170%로 보고하고, 그중 74%가 국제무역비용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Limão and Venables(2001)는 동일한 수출국과 수입국에
서 fob(Free on Board) 수출가격과 cif(Cost Insurance Freight) 수입가격
의 차이에 주목하고 cif/fob 비율을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Hummels(2007)는 cif/fob비율을 운송비용(transport costs)으로 해석했
다. Combes and Lafourcade(2005)는 교통조건, 에너지 가격, 인프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을 이
용하여 지역간 운송비용의 도출을 시도했다.
최근 Novy(2013)는 무역비용 상당치(trade costs equivalents)를 추정하

10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 상
당치를 추정하고, 원산지 규정의 누적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3)는 무역비용을 포함한 중력모형의 방정
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있다.

       

   
   

[식 4-4]


여기서   는 국에서 국으로의 수출,  는 국의 명목소득, 

(    ∑    )는 세계 소득이다. 또한 (>1)는 재화간의 대체탄력성,  는

국의 가격지수,  는  국의 가격지수를 나타낸다. 특히  를 다자간 저
항성(mulitilateral resistance)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 나머지 국가와
의 상대적 무역비용을 나타낸다. 또한 Andrerson and van Wincoop(2003)
는 양자간 무역비용(bilateral trade costs)을    로 가정한다. 여기
서  는 무역비용,  는 국경 관련 변수(border-related variable) 또는 양
국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나타내며,  는 양국간 거리(bilateral distance)
를 가리킨다.
그러나 Novy(2013)는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의 다자간 저
항성(multilateral resistance)이 국내거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식 4-4]에서 국의 국내거래  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식 4-5]

[식 4-4]를 활용하여 국과  국의 양자간 무역의 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 105



  
    








      

 



[식 4-6]

[식 4-5]와 [식 4-6]을 이용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식 4-7]

[식 4-7]을 활용하여 국과  국의 양자간 무역비용(  )을 기하 평균으로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8]

[식 4-8]에서  는 양국간 무역비용(  )에 대한 국내거래비용(  )을
나타내는데, 국내거래(  )에 비해 국과  국의 양자간 무역(  )이
증가하면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국간의 무역이 쉬워지고,  는 작아
진다. 본 연구는 [식 4-8]을 활용하여 양국간 무역비용을 직접 측정한다.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식 4-8]에 따라 무역비용 상당치(trade costs equivalents)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국내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의 관계를

활용하여 도출한다. 국내거래와 국제무역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소득의 대용
변수로 흔히 활용되는 GDP는 부가가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Novy(2013)는 1970~2000년 기간 세계 주요 국가의 무역비용을 산출하면서
국내거래의 대용변수로 GDP를 활용하지 않고 총생산(gross production)을
사용하고 있다. OECD STAN database는 총생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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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OECD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국가를 포괄하기 위해 2011년 세계 122개국의 총생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하는 GTAP 데이터베이스 버전 9를 이용한다.
[표 4-3]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무역비용 상당
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 주요 국가쌍의 무역비용 상당치(2011년)
국가 쌍

무역비용

국가 쌍

무역비용

한국

미국

0.837

일본

미국

0.778

한국

일본

0.754

일본

캐나다

1.115

한국

중국

0.715

일본

영국

1.116

한국

호주

0.871

일본

오스트리아

1.478

한국

영국

1.295

일본

벨기에

1.187

한국

벨기에

1.396

일본

덴마크

1.612

한국

덴마크

1.630

일본

프랑스

1.133

한국

프랑스

1.186

일본

독일

1.018

한국

독일

1.052

일본

이태리

1.362

한국

이태리

1.378

일본

네덜란드

1.375

한국

캐나다

1.199

일본

노르웨이

1.520

한국

타이완

0.804

일본

스웨덴

1.481

한국

홍콩

0.933

일본

핀란드

1.640

한국

인도

1.193

일본

그리스

2.066

한국

인도네시아

0.862

일본

아일랜드

1.443

한국

말레시아

1.000

일본

호주

0.778

한국

필리핀

1.019

일본

말레시아

0.832

한국

싱가포르

0.894

일본

필리핀

0.932

한국

태국

1.037

일본

태국

0.731

한국

베트남

0.846

일본

중국

0.707

중국

미국

0.736

미국

영국

0.789

중국

영국

1.038

미국

오스트리아

1.146

중국

오스트리아

1.361

미국

벨기에

0.918

중국

벨기에

1.116

미국

덴마크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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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국가 쌍

무역비용

국가 쌍

무역비용

중국

덴마크

1.329

미국

프랑스

0.907

중국

프랑스

1.015

미국

독일

0.786

중국

독일

0.828

미국

이태리

1.036

중국

이태리

1.141

미국

룩셈부르크

1.445

중국

룩셈부르크

2.036

미국

네덜란드

0.985

중국

네덜란드

1.313

미국

노르웨이

1.155

중국

타이완

0.724

미국

스웨덴

1.165

중국

홍콩

0.746

미국

스위스

0.931

중국

인도

1.040

미국

캐나다

0.423

중국

인도네시아

0.981

미국

핀란드

1.380

중국

말레시아

0.858

미국

그리스

1.351

중국

필리핀

0.997

미국

아일랜드

0.836

중국

싱가포르

0.888

미국

말타

1.552

중국

태국

0.896

미국

포르투갈

1.439

중국

베트남

0.928

미국

스페인

1.126

중국

호주

0.784

미국

호주

1.029

독일

오스트리아

0.472

영국

오스트리아

1.052

독일

벨기에

0.526

영국

벨기에

0.614

독일

덴마크

0.713

영국

덴마크

0.828

독일

프랑스

0.556

영국

프랑스

0.695

독일

이태리

0.635

영국

독일

0.607

독일

룩셈부르크

0.763

영국

이태리

0.848

독일

네덜란드

0.546

영국

룩셈부르크

1.275

독일

노르웨이

0.752

영국

네덜란드

0.656

독일

스웨덴

0.723

영국

노르웨이

0.749

독일

스위스

0.522

영국

스웨덴

0.807

독일

캐나다

1.150

영국

스위스

0.876

독일

호주

1.178

영국

캐나다

0.893

독일

뉴질랜드

0.930

영국

터기

0.995

독일

타이완

1.055

영국

호주

1.116

독일

홍콩

1.242

영국

뉴질랜드

0.755

독일

인도

1.142

영국

아르헨티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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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국가 쌍

무역비용

국가 쌍

무역비용

독일

인도네시아

1.357

영국

브라질

1.317

독일

말레시아

1.079

영국

칠레

1.415

독일

필리핀

1.365

영국

콜롬비아

1.466

독일

태국

1.194

영국

이스라엘

1.002

말레시아

영국

1.255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1.735

말레시아

오스트리아

1.614

싱가포르

벨기에

1.326

말레시아

벨기에

1.515

싱가포르

덴마크

1.864

말레시아

덴마크

1.768

싱가포르

프랑스

1.093

말레시아

프랑스

1.205

싱가포르

이태리

1.578

말레시아

이태리

1.546

싱가포르

네덜란드

1.018

말레시아

네덜란드

1.441

싱가포르

노르웨이

1.923

말레시아

노르웨이

1.898

싱가포르

스웨덴

1.722

말레시아

스웨덴

1.528

싱가포르

스위스

1.292

말레시아

스위스

1.418

싱가포르

캐나다

1.362

말레시아

캐나다

1.477

싱가포르

터키

1.979

말레시아

터키

1.768

싱가포르

호주

0.884

말레시아

호주

0.934

싱가포르

뉴질랜드

0.923

말레시아

뉴질랜드

0.916

싱가포르

타이완

0.801

말레시아

타이완

0.865

싱가포르

홍콩

0.807

말레시아

인도

1.087

싱가포르

인도

1.010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0.845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0.676

말레시아

필리핀

1.076

싱가포르

필리핀

0.829

말레시아

태국

0.696

싱가포르

태국

0.743

말레시아

베트남

0.956

싱가포르

베트남

0.850

자료: 저자 작성.

2011년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83.7%, 한국-일본 및 한국중국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각각 75.4% 및 71.5%로 나타났다. 한국과 EU국가
와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
역비용 상당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도 영국, 독일, 프랑
스 등 EU국가와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높고, 말레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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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역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은 EU국가에 비해 아세
안 국가와의 무역비용 상당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독일과 영국을 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EU국가와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타이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비용 상당
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말레시아 및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아
세안 국가와의 무역비용 상당치가 EU 등 그 외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Augier, Gasiorek and Lai-Tong(2005), Park and Park(2011), Kim,
Park, and Park(2013) 등 소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
항과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
로 무역비용을 측정하는 데이터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drerson and van Wincoop(2003), Novy(2013)는 양자간 무역비용
(bilateral trade costs)을 국경 관련 변수(border-related variable) 또는 양
국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 및 양국간 거리(bilateral distance)의 함수로 정의
하고 있다. Noguera(2012), Fouquin and Hugot(2016)는 거리, 공통 언어,
국경인접 여부 등 국경 및 역사문화적 관계를 무역비용의 결정요인으로 사용하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
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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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  ′      
             

[식 4-9]

 : 무역비용

 : 양국간 거리
 : 국경인접 여부, 식민지 경험 및 공통 언어 등 양국의 문화ㆍ역사적 관계
 : 양자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
 : 유사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
 : 완전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
무역비용 상당치는 2011년 세계경제를 나타내는 GTAP database v.9를
이용하여 도출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은 횡단면(cross-section) 분석이다. 선
행연구에 기초하여 양국간 거리, 공통 언어, 식민지 경험과 같은 문화 및 역사
적 요인을 기본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여기에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
항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특징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고정효과(  )를 포함한다.
지역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
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
을 바탕으로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를 활용하여 2011년
까지 확장하였다.71) 거리, 국경인접, 공통 언어 및 식민지에 대한 데이터는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에서 얻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통계는 [표 4-4]에 요약되어 있다. 분
석에 포함된 전체 관측치의 경우 무역비용 평균값이 0.79이며, 양자누적을 채
71) 간접적인 무역비용 추정에서는 데이터를 2013년까지 확장하였으나 직접적인 무역비용 추정에는
2011년까지만 데이터 확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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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비용 평균은 약 0.5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비용 평균은 상대적으
로 더 낮다. 아울러 두 국가간의 거리 값도 전체 관측치에 비해 양자누적을 채
택한 지역무역협정이 더 작고,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은
순차적으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통계 요약
전체
평균
무역비용의

양자누적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유사누적
평균

표준
편차

완전누적
평균

표준
편차

0.794

0.445

0.498

0.456

0.487

0.357

0.211

0.391

ln(Dist)

8.697

0.795

8.282

0.987

7.532

0.577

7.166

0.802

국경인접

0.019

0.138

0.082

0.274

0.039

0.193

0.136

0.344

공통언어

0.157

0.364

0.254

0.436

0.103

0.305

0.045

0.207

식민지

0.013

0.113

0.030

0.170

0.039

0.193

0.036

0.187

양자누적

0.074

0.261

유사누적

0.015

0.121

완전누적

0.023

0.150

로그값

자료: 저자 작성.

라. 분석 결과
실증분석모형 [식 4-9]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모
형 (1)과 (2)는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하지 않고 무역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 (1)은 국가고정효과를 포함
하지 않은 경우이고, 모형 (2)는 국가고정효과를 적용한 결과이다. 국가간 거리
의 계수 값은 양(+)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한데, 이는 국가간 거리가
멀수록 양국의 무역비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경인접, 공통언
어 및 식민지의 계수 값은 음(-)의 계수 값을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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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모형 (3)과 (4)는 지역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을 나타내는 이항변수
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국가고정효과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관찰할
수 없는 국가의 특성을 통제하는 국가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양자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계수 값이 –0.097인데 이는 양자누적을 채택
한 지역무역협정이 양국의 무역비용을 약 9.24% (exp(-0.097)-1) 감소시킨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은 각각 무역비용을 14.4%와
20.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
종속변수:
무역비용의 로그값
거리(Dist)
국경 인접
공통 언어
식민지

(1)

(2)

(3)

(4)

0.191

0.235

0.120

0.200

(0.007)***

(0.007)***

(0.008)***

(0.007)***

-0.362

-0.165

-0.369

-0.184

(0.032)***

(0.029)***

(0.030)***

(0.029)***

-0.077

-0.072

-0.089

-0.079

(0.016)***

(0.015)***

(0.016)***

(0.015)***

-0.395

-0.341

-0.384

-0.337

(0.032)***

(0.025)***

(0.032)***

(0.026)***

양자누적 RTA
유사누적 RTA
완전누적 RTA

-0.202

-0.097

(0.023)***

(0.018)***

-0.237

-0.155

(0.020)***

(0.024)***

-0.400

-0.232

(0.022)***

(0.024)***

국가 고정효과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관측치

6,059

6,059

6.059

6,059

R-sq.

0.23

0.51

0.27

0.52

주: 분석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는 1%
및 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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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표 4-6]에 정리하였
다. 누적 원산지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연쇄법칙을 이용
하여 무역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간접적인 방법에 따르면 유사 및 완전누적의
채택에 따른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각각 7.2% 및 9.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누적 원산지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추정한 방법에 따르면 유
사 및 완전누적은 각각 14.4% 및 20.7%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간접적인 방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
향을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Novy(2013) 방법에
따른 무역비용이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표 4-6.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 절감효과
(단위: %)

간접 추정

직접 추정

유사누적

-7.2%

-14.4%

완전누적

-9.7%

-20.7%

자료: 저자 작성.

아울러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양자간 무역비
용을 Novy(2013) 방법에 따라 도출하면서 산업별 무역비용을 도출하지 않았
다. 실제 무역비용은 산업별로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별 양자간 무역비용
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
의 데이터 작업이 필요한데, 보다 정교한 산업별 양자간 무역비용을 구하고 누
적 원산지 규정이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요
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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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다수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
을 채택할 경우에 각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RCEP, 미국을 제외한 TPP(TPP-11) 및 한-Mercosur FTA를
분석한다. 상기 3개의 복수국간 FTA(아태지역 메가 FTA 포함)들을 정책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의 경우와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메가 FTA인 TPP-11이 한국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과의 무역 및 생산네트워
크의 연계성이 높은 국가와의 메가 FTA인 RCEP 및 TPP의 경우와는 달리 한
-Mercosur FTA의 경우 이러한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복수국간 FTA이며
따라서 정책실험을 통해 무역 및 생산네트워크의 연계성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고 평가해 보고자 함이다.
양자누적은 전통적인 FTA의 주된 내용인 관세의 철폐만을 가정하며, 유사
및 완전누적의 경우 추가적으로 무역비용이 절감된다고 가정한다. 제4장의 분
석 결과를 보면 양자누적을 채택하면 양자간 무역비용이 9.24% 감소하고, 유
사누적은 14.4% 그리고 완전누적은 20.7% 감소한다. 따라서 RCEP, 미국을
제외한 TPP 및 한-Mercosur FTA에서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회원국간 무역비용은 5.1% 및 11.5% 추가로 절감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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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분석 대상 RTA 및 무역비용 절감
FTA

RCEP

TPP-11

한-Mercosur

누적 조항

무역비용 추가 절감

양자누적

-

유사누적

5.1%

완전누적

11.5%

양자누적

-

유사누적

5.1%

완전누적

11.5%

양자누적

-

유사누적

5.1%

완전누적

11.5%

자료: 저자 작성.

여기서 지역무역협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4)는 무역비용을
운송비용,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정책적 장벽, 정보비용, 계약이행비용
(contract enforcement costs)과 다른 통화와 관련된 비용, 법적 제도적 비
용(legal and regulatory costs) 및 유통비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
악한다. 또한 Novy(2013)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인을 무역비용으로 보고 있고, 본 연구도 이에 근거하여 무역비용을 도출하
였기 때문에 여기서 무역비용은 단순히 통관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매우 넓은 의미로 정의된다. 한편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 조항이 채택되면 기업
은 지역무역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원료, 부품 및 중간재를 누적시키고자
할 것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작업이 필요해져 원산지 규정의
준수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사
누적 및 완전누적이 채택되면 양자누적에 비해 무역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도의 변화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이 추가적인 서류작업
으로 인한 준수비용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무역비용의 구성요소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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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OECD/WTO(2015)는 ICT Monitoring Survey(2015)의 설
문조사를 통해 제공된 무역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고하고 있다. [그림 5-1]
에서 보면 무역비용 중에서 수출 기회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무역금융에의 접근
성, 수출 및 수입 절차와 규제에 대한 정보 접근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국 및 수입국의 국경통관절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
다.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준수비용이 국경통관절차와 관련된다면, 누적 조
항의 변화에 따른 준수비용의 증가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 무역비용의 구성요소
(단위: %)

20%

수출기회에 대한 정보 접근성

17%

무역금융에의 접근성

17%

수출/수입 절차와 규제에 대한 정보접근

14%

수출국의 인프라

9%

운송시스템

8%

수출국의 국경통관절차

8%

관세, 수수료 등

6%

비관세장벽 및 규제의 극복과 관련된 비용
3%

수입국의 국경통관절차

0%

5%

10 %

15 %

20 %

25 %

자료: OECD/WTO(2015, p. 203, 재인용).

아울러 4장의 분석 결과는 다수의 중복된 FTA를 체결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게티볼 현상이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의
채택을 통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일뿐 스파게티볼 현상에 따른 비용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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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및 데이터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이 채택되어 무역비용이 추가로 절감되면 수출과 수입
이 더욱 촉진된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model)으로 이러한 무역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72)
첫째 방법은 감소되는 무역비용을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로 전환하
여 CGE모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전에 수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역비
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CGE모형에 포함시켜 기존의 CGE모형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은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GDP, 무역을 비롯한 각 데이
터가 인위적으로 변형됨으로써 국가 및 산업간 상호관계가 왜곡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무역비용 절감의 정도가 산업간에 차이가 있거나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데이터에 반영하기 어렵다. 반면, 기존의
CGE모형을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기 때
문에 첫째 방법이 갖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누적 조항의 채택이 현실에 존
재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비용의 절감이기 때문에 이론적
으로도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번째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를 CGE모
형에 도입한다. 관세 이외의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비용은 빙산
(iceberg)의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재화 1단위당 무역비용이  (>1)만큼 발생
하면, 수입재의 소비자 가격은  ∙  이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의 제거와 같은 효과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직
면하는 수입재의 가격(effective price)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다. 이러한 관계를 CGE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Hertel et al.(2001)의
72) CGE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 및 무역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김
상겸 외(2005), 김상겸 외(2011) 및 박순찬, 박찬일(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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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따라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의 개념을 도입한다.

국가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실효가격을   로 표시하면, 수출
자의 수출가격( )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 5-1]

 의 초기값은 1이어서 데이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GE모형은 일
반적으로 재화의 가격과 양을 별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모형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재화의 양을 나타내는 변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효수입량
(effective quantity of imports)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  를 도입하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식 5-2]



등식     ∙  과     을 서로 곱하면        가
성립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CGE모형의

등식은

변화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식

    ∙   과       을 전미분(total differentiation)하여 CGE모
형에서 가격과 수입량을 나타내는 모든 등식에 반영해야 한다. 무역거래비용을
포함하여 재화 의 총수입량 및 총수입 가격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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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3]

[식 5-4]

여기서  및  는 품목 수입가격의 전체 지수와 총수입량을 가리키고,
  과  는 수입품간의 대체탄력성과 국가의 수입 비중을 나타낸다. [식
5-4]의 좌변은  국 재화의 총수입량의 변화이고, 우변은 여러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재화 가격의 변화율과 무역비용의 합에 국가별 수입 비중을 곱한 것이
다. [식 5-3]과 [식 5-4]를 CGE모형에 도입하고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의 채택
으로 줄어드는 무역비용의 % 변화만큼  에 충격을 주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체결로 전통적인 관세장벽의 철폐와 더불어 원산지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을 채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역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
를 정태 CGE모형과 자본축적 CGE모형 2가지를 통해 파악한다. 정태 CGE모형
은 관세철폐 및 무역비용의 절감에 따른 이익을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인
식하며, 이에 따른 이익을 일회적인 효과(one-shot effect)로 파악한다.
한편 자본축적 CGE모형은 관세 철폐 및 무역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정태적
효과가 다시 경제주체의 저축과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다. 즉 관세철폐 및 무역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정태적 효과로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저축됨으로써 투
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포착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Baldwin(1989, 1992)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를 무역비
용 절감의 파급효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축적 CGE모형은 중장
기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한다.73)
요악하면 우선 무역비용의 변화로 무역이 촉진되면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으로 생산요소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해당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73)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또 다른 CGE모형으로 동태CGE모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태 GTAP모형은 투자로 인한 자본축적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중간 시기의 변화를 제시한
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본축적 CGE모형과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자본축적 CGE모형도 경제성장에서 새로운 균형상태(steady-state)로의 도달을 가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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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대된다. 즉 경제 전체로 볼 때 자원의 투입량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상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전통
적 무역이론과 완전경쟁에 기초한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모형이 파악하는
무역자유화의 정태적 효과이다.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산출
량이 증가하면 다음 단계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소득 중 일부는 다
시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득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2011년 세계경제를 나타내는 GTAP 데이터
베이스 버전 9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140개국의 산업연관 관계 및 양자간
산업별 교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GTAP database가 제공하
는 2011년 데이터 이후 2017년 사이에 체결되어 이미 발효된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RCEP, TPP 11 등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추가로 철폐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 분석 결과
가. RCEP
RCEP가 체결되어 회원국들의 관세가 철폐되고 원산지 규정의 양자누적, 유
사누적 및 완전누적이 채택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정태 CGE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2]에 요약되어 있다. 양자누적의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2% 증가하는 데 그치는데, 이는 한국이 이미 RCEP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
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전통적인 관세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의 경우도 RCEP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 GDP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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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RCEP의 경제적 파급효과(정태 CGE모형)
(단위: 백만 달러, %)

양자누적
국가

유사누적

완전누적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호주

-0.01

-49

0.59

14,737

1.34

33,292

브루나이

-0.01

-12

0.94

421

2.13

964

캄보디아

-0.01

-13

4.00

490

9.04

1,121

캐나다

-0.01

-301

-0.02

-1,214

-0.04

-2,360

칠레

-0.01

-231

-0.05

-889

-0.09

-1,716

중국

0.08

6,611

0.62

49,000

1.31

102,194

인도

0.09

539

0.69

13,154

1.45

28,984

인도네시아

-0.02

-609

0.85

9,395

1.94

21,949

일본

0.05

18,473

0.40

50,550

0.83

90,802

한국

0.02

1,226

1.31

21,133

2.93

49,191

라오스

-0.01

-3

2.57

298

5.81

677

말레시아

-0.05

-653

2.54

9,868

5.79

23,071

멕시코

-0.01

-182

-0.04

-928

-0.08

-1,863

뉴질랜드

0.07

554

0.81

2,220

1.75

4,309

페루

0.00

-42

0.01

-230

0.03

-466

필리핀

0.00

-285

1.30

3,852

2.94

9,044

싱가포르

-0.01

-267

1.97

9,320

4.45

21,350

태국

-0.07

-1,023

2.29

10,218

5.25

24,323

베트남

-0.06

-505

3.58

7,520

8.15

17,591

아르헨티나

-0.01

-125

-0.05

-623

-0.09

-1,248

브라질

-0.01

-573

-0.05

-3,184

-0.10

-6,459

파라과이

-0.02

-13

-0.07

-46

-0.14

-87

우루과이

-0.02

-15

-0.08

-77

-0.15

-155

베네수엘라

-0.02

-103

-0.05

-353

-0.09

-668

미국

0.00

-4,139

-0.01

-20,006

-0.03

-39,916

EU 27

0.00

-2,657

-0.02

-13,688

-0.04

-27,530

기타

-0.01

-5,957

-0.04

-29,260

-0.08

-58,50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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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EU를 비롯한 비회원국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로 인해 GDP와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의 완전누적이 허용되어 회원국간 무역에서 무역비용이 절감되
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실질 GDP는
2.93%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는 약 49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러한 경향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이는 RCEP를 체결하여 원산지의 누
적을 허용하면 무역비용 절감을 통해 회원국간 무역을 더욱 촉진하고, 그 결과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완전누적의 경우 RCEP 회원
국간 무역이 더욱 촉진되고 무역전환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비회
원국의 손실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은 RCEP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본축적 CGE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태 CGE모형과는 달리 자본축적 CGE모형은 자원배분
의 효율성 증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한 소득의 일부가 다시 투자로 연
결됨에 따른 효과를 포착하기 때문에 [표 5-3]에 제시된 결과는 중장기적 효과
에 해당한다.
양자누적의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의 완전누적이 채택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중장기적으로
약 8.4%까지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는 약 85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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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RCEP의 경제적 파급효과(자본축적 CGE모형)
(단위: 백만 달러, %)

양자누적
국가

유사누적

완전누적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호주

-0.02

57

1.45

21,971

3.29

49,471

브루나이

-0.15

-28

4.44

970

10.21

2,222

캄보디아

-0.18

-27

8.64

904

19.71

2,072

캐나다

-0.06

-864

-0.05

-1,162

-0.05

-1,536

칠레

-0.23

-585

-0.45

-1,423

-0.74

-2,473

중국

0.21

12,095

1.32

80,539

2.73

166,428

인도

0.35

3,754

1.73

26,905

3.47

55,958

인도네시아

-0.15

-1,287

2.01

17,212

4.72

40,428

일본

0.37

25,826

1.45

77,799

2.81

143,021

한국

0.17

1,315

3.82

37,714

8.40

85,437

라오스

-0.07

-8

4.91

415

11.16

945

말레시아

-0.34

-1,022

7.02

17,159

16.25

39,976

멕시코

-0.18

-1,791

-0.16

-1,860

-0.13

-1,945

뉴질랜드

0.44

975

2.72

4,555

5.58

9,047

페루

-0.05

-76

-0.05

-195

-0.06

-344

필리핀

-0.36

-741

5.19

9,467

12.16

22,277

싱가포르

-0.25

-591

6.76

15,264

15.56

35,160

태국

-0.55

-1,808

7.42

20,295

17.42

48,031

베트남

-0.23

-441

6.38

8,280

14.67

19,225

아르헨티나

-0.06

-264

-0.05

-337

-0.04

-430

브라질

-0.06

-1,137

-0.08

-2,121

-0.11

-3,356

파라과이

-0.07

-20

-0.07

-27

-0.07

-35

우루과이

-0.09

-33

-0.10

-51

-0.11

-75

베네수엘라

-0.09

-263

-0.14

-479

-0.19

-750

미국

-0.04

-5,183

-0.06

-13,759

-0.09

-24,521

EU 27

-0.07

-10,027

-0.08

-17,222

-0.10

-26,251

기타

-0.13

-15,229

-0.24

-35,746

-0.38

-61,49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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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PP-11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이 FTA를 체결하고 각각의 원산지 누적조항을
채택할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태 CGE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4]에
요약되어 있다.
표 5-4. TPP-11의 경제적 파급효과(정태 CGE모형)
(단위: 백만 달러, %)

양자누적
국가

유사누적

완전누적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호주

0.00

-218

0.24

5,373

0.55

12,389

브루나이

0.03

6

0.57

253

1.25

564

캄보디아

-0.01

-5

-0.04

-35

-0.09

-72

캐나다

0.03

1,512

0.11

3,715

0.21

6,480

칠레

0.00

-12

0.24

1,267

0.54

2,871

중국

0.00

-111

-0.02

-3,821

-0.04

-8,475

인도

0.00

26

-0.01

-615

-0.03

-1,420

인도네시아

0.00

-97

-0.02

-880

-0.04

-1,864

일본

0.01

1,642

0.14

14,069

0.30

29,662

한국

0.00

12

0.00

-843

0.00

-1,916

라오스

0.00

0

0.00

-3

0.00

-7

말레시아

0.00

87

1.30

5,983

2.93

13,381

멕시코

0.03

374

0.14

1,954

0.28

3,938

뉴질랜드

0.02

192

0.25

693

0.54

1,322

페루

0.00

-10

0.15

587

0.34

1,335

필리핀

0.00

-21

-0.02

-270

-0.03

-583

싱가포르

0.00

42

0.90

5,024

2.02

11,275

태국

0.00

-37

-0.05

-868

-0.12

-1,911

베트남

0.05

359

1.12

3,502

2.47

7,446

아르헨티나

0.00

-15

-0.01

-116

-0.02

-242

브라질

0.00

-96

-0.01

-614

-0.02

-1,263

파라과이

0.00

-1

-0.01

-10

-0.02

-20

우루과이

0.00

-2

-0.01

-6

-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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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양자누적
국가

유사누적

완전누적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베네수엘라

0.00

7

0.00

1

-0.01

-8

미국

0.00

-1,458

0.00

-6,600

-0.01

-13,053

EU 27

0.00

-31

0.00

-1,923

-0.01

-4,298

기타

0.00

-865

-0.01

-5,508

-0.02

-11,334

자료: 저자 작성.

TPP는 참여하는 11개 회원국 대부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양자누적을 채택하면 실질 GDP는 약 0.01% 증가하지
만, 완전누적을 허용하여 회원국간 무역비용이 크게 감소하면 실질 GDP는 약
0.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TPP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은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TPP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은 TPP 11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를
포기하는 부분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5-5]는 TPP-11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본축적 CGE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을 비롯한 TPP 참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크게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태 CGE모형으로 분석하면
실질 GDP는 0.01~0.3% 증가하는 데 반해, 자본축적 CGE모형으로 분석하면
실질 GDP는 약 0.05~0.98%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분석한 RCEP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규정의 완전누적을 허용할 때 양자누적에 비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비회원국의 실질 GDP와 후생손실은 중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TPP가 체결되고 완전누적이 허용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비회원국에 대해 거의 유사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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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TPP-11의 경제적 파급효과(자본축적 CGE모형)
(단위: 백만 달러, %)

양자누적
국가

유사누적

완전누적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호주

-0.01

-241

0.58

7,842

1.31

17,984

브루나이

0.23

33

2.69

562

5.77

1,226

캄보디아

-0.03

-5

-0.07

-15

-0.12

-27

캐나다

0.07

1,949

0.28

5,369

0.53

9,661

칠레

0.02

17

0.98

2,540

2.18

5,706

중국

0.00

-70

-0.02

-2,616

-0.03

-5,811

인도

0.00

46

0.01

-19

0.03

-100

인도네시아

0.00

-104

-0.01

-453

-0.01

-893

일본

0.05

2,508

0.46

22,597

0.98

47,807

한국

0.00

33

-0.03

-698

-0.06

-1,616

라오스

0.01

0

0.00

-1

-0.01

-3

말레시아

0.08

211

4.03

10,083

8.98

22,472

멕시코

0.08

762

0.62

6,262

1.30

13,164

뉴질랜드

0.21

397

0.95

1,538

1.89

2,969

페루

0.00

-9

0.42

815

0.95

1,850

필리핀

-0.01

-24

-0.07

-233

-0.15

-495

싱가포르

0.02

69

3.52

8,181

7.92

18,359

태국

0.00

-20

-0.19

-794

-0.43

-1,764

베트남

0.20

361

2.40

3,629

5.16

7,730

아르헨티나

0.00

-20

0.02

37

0.05

109

브라질

0.00

-124

0.01

15

0.04

190

파라과이

0.00

-2

0.01

-2

0.04

-2

우루과이

-0.01

-3

0.04

13

0.09

32

베네수엘라

0.00

5

0.02

61

0.05

133

미국

-0.01

-1,371

0.00

-3,347

0.00

-5,827

EU 27

0.00

-143

0.03

2,561

0.06

5,955

기타

-0.01

-1,149

0.01

-1,800

0.04

-2,61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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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Mercosur FTA
한-Mercosur FTA가 체결되고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이 채택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태 CGE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6]에 제시
되어 있다. 양자누적의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45%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되며, 완전누적을 허용하면 0.6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누적
의 경우 한국의 후생 증가 규모는 118억 달러에 달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Mercosur 국가도 실질 GDP와 후생은 크게 증가하여 한-Mercosur FTA
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양자누적에 비해 완전누적을 허용할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Mercosur
국가의 실질 GDP와 후생평가금액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현재 Mercosur 회원국간 무역에 양자누적만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Mercosur FTA에서 완전누적을 허용하면 Mercosur 회원국간 무역이 더욱
촉진되기 때문이다.

표 5-6.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정태 CGE모형)
(단위: 백만 달러, %)

양자누적
국가

유사누적

완전누적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한국

0.45

7,983

0.54

9695

0.66

11,845

아르헨티나

0.02

49

0.32

2625

0.69

5,857

브라질

0.05

2,338

0.16

6193

0.30

11,032

파라과이

0.09

95

1.24

429

2.68

849

우루과이

0.02

7

0.74

500

1.64

1,117

베네수엘라

0

-16

0.15

400

0.33

92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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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본축적 CGE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는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실질 GDP는 양자누적의 경우 중장기
적으로 약 0.95% 그리고 완전누적의 경우 1.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완전누적이 허용되면 한국의 후생 증가는 약 1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러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도 매
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7.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자본축적 CGE모형)
(단위: 백만 달러, %)

양자누적
국가

유사누적

완전누적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실질 GDP

후생평가금액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증가율(%)

(백만USD)

한국

0.95

11,153

1.17

13,793

1.46

17,105

아르헨티나

0.05

149

0.97

4,418

2.12

9,776

브라질

0.18

3,911

0.46

9,872

0.81

17,351

파라과이

0.32

130

2.38

600

4.97

1,190

우루과이

0.08

25

2.10

851

4.63

1,888

베네수엘라

0.01

-3

0.28

700

0.62

1,583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이상에서 RCEP, TPP-11 및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RCEP와 한-Mercosur FTA에서 양자누적이 채택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증가 정도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정태 CGE모형
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RCEP에 참여하면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2% 증가
하는 데 비해 한-Mercosur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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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그림 5-2 참고). 이는 RCEP의 경우 한국이 이미 FTA를 체결하여 관
세철폐가 이루어진 국가가 다수 존재하므로 RCEP 참여로 인한 추가적인 관세
철폐 효과는 크지 않은 데 반해 Mercosur 국가와는 한-Mercosur FTA를 통
해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효과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면 RCEP로 한국의 실
질 GDP는 각각 1.31% 및 2.93% 증가하는 데 비해, 한-Mercosur FTA로는
각각 0.54% 및 0.66%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는 중국, 일본 등 다수의 우리나
라 주요 교역국이 RCEP에 참여하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무역비용이 크
게 절감되는 데 비해, 한-Mercosur FTA에서는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이 허
용되더라도 한국과 Mercosur 회원국 사이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RCEP 참여국간 높은 생산네트워크의 심화도와 한-Mercosur
국가들간 생산네트워크의 낮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의 추
가적인 효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2. RCEP 및 한-Mercosur FTA가 한국 GDP에 미치는 효과 비교
(단위: %)

GDP Growth Rate (%)

3.5
3
2.5
2
1.5

RCEP

1

한- Mercosur

0.5
0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

RCEP

0.02

1.31

2.93

한-Mercosur

0.45

0.54

0.6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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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11의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는 대부분의 TPP 참여
국가와의 양자간 FTA를 체결한 한국의 경우 정태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그림 5-3]에서 보듯이 자본축적 모형의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신중하게 검
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TPP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긍정적인 무역창출효
과를 고려할 때 TPP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5-3. TPP-11이 한국 GDP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비교
(단위: %)

GDP Growth Rate (%)

0
- 0.01
- 0.02
- 0.03
- 0.04
- 0.05

정태모형

- 0.06

자본축적모형

- 0.07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

정태모형

0

0

0

자본축적모형

0

- 0.03

- 0.0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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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글로벌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변화가 지목된다. 이는 국제통상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반세계화 및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정치
유인과 맞물리며 각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메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
던 국제통상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보호무역주의 조
치의 확대와 TPP 등 일부 복수국간 FTA 협상의 진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
가 이를 대변한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불공정무
역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강조하고 양자 협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는 그동
안 추진했던 FTA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 그중에서도 원산지 누적 규정에
특히 주목하여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정리하고 실증분석과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FTA 협정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 복잡
해지는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게티볼 현상과 양자간 FTA와 달리
메가 FTA나 복수국간 FTA의 경우 누적 원산지 규정을 통해 스파게티볼 효과
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
의와 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는 무역거래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다수의 양자 FTA를 체결하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를 체결하여 단일 원산
지 규정을 채택하고 누적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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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은 협정문상에서 FTA별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기존 연구에서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등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도 어
렵고 이론과 실무 사이에 간극도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
능한 단순하게 정의되고 널리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을 기준으로
누적 원산지 규정의 구성 체계와 형태를 제시하고 유형별로 분류하는 한편, 기
존 FTA 협정문상의 원산지 규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
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를 추정하였다. 2013년까
지 체결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이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
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적
추정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
이 무역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
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
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
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가 무역비용을 감
소(양자 9.2%, 유사 14.4%, 완전 20.7%)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보다
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정책실험을 통해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
석에서 추정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 간의 함수관계를 연산가능
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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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
교분석하였다. 이 때 무역비용 감축효과를 관세상당치로 전환하여 CGE모형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식이 분석의 용이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 및 산
업간 상호관계를 왜곡할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무역비용을 나타내
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태
모형 및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CGE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
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
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유사누적이
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
가하는 반면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전체적으로 정
태모형보다는 자본축적모형의 추정치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본축적모
형이 중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Mercosur FTA 체
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 다만 한국의 경우 실질 GDP 증가폭은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의 경우 RCEP
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RCEP, 한국과 Mercosur 회원국 사
이의 생산네트워크나 교역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시사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스파게티볼 효과에 따른
무역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 다수의 복수국간 FT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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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관련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본 연구가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원산지 규
정의 엄격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과 함께 누적 방식이 양자, 유사,
또는 완전누적인지에 따른 무역비용의 추정과 이 추정치를 활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분석한 경제적 효과 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
는 향후 FTA 협상의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복수국간 FTA 참여를 포함한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는 이유는 FTA의 당초 목표
인 배타적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역내 회원국에만 국한시키고 비회원국 제품에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상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원산지 규정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활용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
이다. 앞서 언급한 Conconi et al.(2016)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NAFTA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멕시코의 NAFTA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을 약 30%까지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Freund(2017)는 자동차와 섬유의류 등과 같은 민감 품목에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산지 규정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74)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에서 역
74) WTO 사무국 인터뷰(2017. 7. 12, 스위스 제네바)에서 Darlan Marti에 따르면 FTA 체결을 할지 아
니면 공급망을 구죽할지 선택하는데 섬유의 경우 관세가 높고 원산지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제품이
기 때문에 FTA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GVC를 구축하는 편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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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정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 바 있다. 이는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으로 포장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
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방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소비자에게 더 높은 상품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비효율성을 강요하는 마당에 그렇지 않아도 다른 FTA에 비해 이미 엄격한
NAFTA 원산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 논리에
배치되는 방향이다. Freund(2017)가 NAFTA 재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의 바람
직한 방향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단순화임을 강조하는 이유다. 단일(single) 원
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역내 부가가치기준을 낮추는 한편 품목별로 다른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대신에 모든 제품에 하나의 원산지 규정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근의 FTA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경제학계의 논리와 일부 업계의 요구
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협상 중인 한-이스라엘 FTA와
RCEP에서는 예를 들어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CTH)을 공통기준으로 두고 각 국가간에 민감품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품
목별 기준(P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FTA 협상마
다 품목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원산지 기준을 두는 것을 협상전략으로 활용했
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두게 되면 기업들
이 활용하는 데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 힘들게 협상한 결과를 실제 활용하
지 못하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으로 협상하여 활용에
실패하기보다는 기업의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방
향 전환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처럼 단일 원산지 규정을 향후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모든 FTA에 적
용하게 되면, 예전에는 동일 품목이라도 FTA별로 각각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
용해야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스파게티볼 효과와 관련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
다.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FTA 협정이 누적되면 상품의 챕터별 종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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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가 결국 국가별로도 동일한 원산지 규정의 횡적단일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단일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글로벌 통상 커뮤니티에서 국제적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원산지 규정의 조화 및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존의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회원국들에게도 누적
을 동일하게 허용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최종 수출업체가 대기업일 경우 협력사에 대한 혜택과 원산지 관리비용은
FTA를 활용한 동반성장전략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
업의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은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원은 단발성에 그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
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
해 준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

표 6-1. FTA 활용을 위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사례

대기업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대응

전문가 배정 협력사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원

교육 실시

지원방안

관리(컨설팅)

현대

원산지 관리 미비 시

모의실시

협력사 약 30개당

협력사 전산인프라

모비스

교육(소집, 방문)

(한ㆍ인니 CEPA 대비)

전문가 1조 배정

구축 여부 사전조사

X

X

X

현대
자동차

교육 제공
(2007년~)
집합, 외무, 온라인

현대

교육 제공

실사점검

무역협회 컨설팅

위아

(2011년~)

(2011년, 26개사)

프로그램(34개사)

X

X

LG전자
GM
대우

집합교육,
소규모(3~4개) 가이드
온라인교육 제공

매뉴얼 제공, 원산지
자료 검증

X

X
X
원산지 관리 시스템
설명회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1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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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비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서 협력사를 상대로 원산지
관리 교육 실시, 사후검증 대응 지원방안, 컨설팅,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원산지 대응 TF를 구성하고 1차 협력사(약 1,000여
개)에 대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협력사를 지원하
고 있다.75) 1단계로 Help desk를 운영하여 HS코드 분류, 협력사 시스템 개발
및 FTA HUB 구축, 기초 정보 분석 및 관리, 교육 및 업무 지원 등 협력사 원산
지 판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정리 및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였다.76) 2단계로는
회계사, 관세사, IT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사가 협력사를 지원하여 BOM 등 협
력기업의 기초자료는 전문사에서 확인하고 모비스와는 공유하지 않는 제3자
확인 방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77) 이러한 지
원협력을 통해 모비스와 협력사 모두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FTA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협력사 관리, 동반성장 이행,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기업 자
원 관리의 효율화, FTA 체결국 해외 구매자와의 신규 거래 시 원산지 증명서 발
급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FTA를 활용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
반성장이 성과를 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최소허용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다. 기업들이 FTA 활용에 있어 주로 지목하는 애로사항 중에는 원
산지 규정의 누적에 대한 증명이나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다. 따라서
증명이나 사후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원산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
대한 넓혀주는 것이 수출입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7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 7. 25).
76) 위의 자료.
7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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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
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현재까지 활용된 사례
는 없으나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호
주 FTA, 한-콜롬비아 FTA,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는 체약상대국에서 이루
어진 공정이나 생산의 누적까지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명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산지 재료 누적의 증명은 체약상대국의 생산자
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완전누적 적용 시 누적
의 대상이 되는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된 공정이나 생산에 대한 증명 방식
은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국내 제조의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이나 특정 공정을 수행하
여 제조한 사실을 최종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제조확인
서 제도를 마련하였다.78) 그러나 다른 역내국에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
한 특정 공정이나 부가가치 증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은 아직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완전누적을 도입하고 있는 EEA의 공급자 신고서
(supplier’s declaration)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EEA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의정서 제27.1조에서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Movement
Certificate) EUR.1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특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
지 못한 채 EEA에서 공정 및 가공을 거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이러한 비원산지 상품(이하 EEA 누적 대상 비원산지 상품)에 대해 공급자
신고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79) 제27.2조에서는 공급자 신고서가 EEA 누적
대상 상품이 사용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이러한 비원산지 상품에 대해 EEA
국가에서 수행된 가공 및 공정의 증빙자료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급

7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3조. http://www.law.go.
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검색일: 2017. 8. 18)
79)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EU) 2015/285 of 17 February
2015,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D0285
&from=RO(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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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①EEA 누적 대상 비원
산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EEA에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설명(공급
된 상품의 설명,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설명,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4
단위 HS코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② EEA 누적 대상 비원산지 상품
을 생산하기 위해 EEA에서 사용된 EEA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에 대한 설명 ③
EEA 역외에서 가공 또는 공정을 거친 상품과 EEA 밖에서 회득한 총 가치에 대
한 설명이다. 즉 공급자 신고서를 통해 특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비원
산지 상품의 가치에서 이러한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
지 재료의 가치와 EEA 밖에서 획득한 총 가치를 제외함으로써 역내에서 수행
된 공정 및 부가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복수국간 FTA에서
완적누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신고서와 같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공정이나 가공에 대한 증명 서식을 체약 당사국간에 합의하여 만들 필요가 있
다.80)
또 다른 사례로는 교차누적 또는 유사누적 도입 시 제3국의 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캐나다 FTA, EU-캐나다 FTA에서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그리고 베트
남-EU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에 대해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즉 FTA 체약 상
대국의 원재료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를 감안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제3국의 원
산지 재료도 누적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
협정문은 미국산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방식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
고 있지 않다.81) 한-캐나다 FTA 제4.1조 원산지 증명서에 따르면 당사국 내에
80) EU의 공급자 신고서 제도와 같은 비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위한 원산지 증빙 서류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송경은 외(2016, pp. 342~343),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2017, pp. 84~95)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81) 원산지 결정기준의 경우 한-캐나다 FTA 협정문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87류 주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 영역 내의 물
품 생산에 사용된 제84류, 제87류 또는 제94류의 모든 재료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1. 해
당 재료가 미합중국의 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리고 2. 미합중국의 영역이 이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료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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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제4.6조 원산지 검증에서도 당사국의 영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누적 활용 시 원산
지 증명서는 미국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체약 상대국에서 수출한 캐나다 또는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이를 수출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
행하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검증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캐나
다 세관이 미국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며 현지 방
문조사 시 미국 관세행정기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도 명확하
지 않다.82) 따라서 협정문상에서 불분명한 원산지 증명과 검증 방식에 대한 규
정을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약협정국간 관세 행정력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 통관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ASEAN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체결하여 양
국간 원산지 관련 행정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신속
한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83) 동 양해 각서를 통
해 한국과 베트남 관세당국은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정보 교환, 상
대국에서 발급한 전자 원산지 증명서 인정, 수출기업에 대해 상대국이 실시하
는 원산지 검증 요청 접수 및 검증결과 통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 상대
국의 원산지 검증 시 정보 수집 및 현지검증 일정 주선 등의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하였다.84) 이러한 양해각서와 더불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하에서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캐나다 FTA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2)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2017, pp. 72~79)에서도 다자누적, 교차누적, 완전누적의 누적 대상 증빙 및
검증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83) 장은석(2011. 3. 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3/20110306111935.html
(검색일: 2017. 8. 30).
84) 장은석(2011. 3. 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3/20110306111935.html
(검색일: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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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세행정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로써 FTA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에서 개도국 및 최빈국
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2017년 발효된 WTO 무역원활
화협정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주요 통상국가인 한국이 WTO 무역원활
화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기회도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 설문조사 결과 복수국간 FTA 및 완전누적에 관한 인
식에서 응답대상자 중 과반 이상(51.7%)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NAFTA 국가에 진출한 일본기업 역시 TPP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 즉 실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가 체결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복수
국간 FTA의 혜택 중 하나인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 실제 활용 사례, 비즈니
스 모델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앞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스파게티볼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산지 규
정의 조화와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관련해서는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FTA 협상에서는 단일원산지와 완전누적을 기본으
로 삼아 원산지 규정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품목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가능한 국
가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횡적단일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
체결 FTA의 경우에도 향후 협정문의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통해 원산지 규정
의 종적, 횡적 단일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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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의 부작용인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안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추구하기보다는 가능한 복수국간 FTA를 체결하거나 또는 기존
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RCEP나 최근 체결한 한-중미 FTA, 본 보고서에서
분석에 포함시킨 한-MERCOSUR FTA, TPP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철회로 TPP의 발효가 지연되면서 향방이 불확실해진 상
황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을 밀고 있는 APEC 회원국간
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논의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
변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사안을 논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글로벌 통상환경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글로벌 무역둔화와 반세계화 및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 보호무역주
의 조치의 급증과 함께 WTO 규범을 위배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디자인된 다양
한 방식의 무역제한조치들과 신고립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국제무역에 참여하
는 기업들은 사면초가의 형국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공
정한 무역을 강조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경제력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
국과 한국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통상압력의 수위를 높
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큰 우리나
라의 FTA 정책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금까지 우리나라의 FTA가 경제규모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내실
을 기할 때이다. 지역무역협정과 복수국간 FTA,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메가
FTA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와 보다 유연한 누적 조
항의 채택이 FTA 정책 수립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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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WTO에서는 19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에 장애로 작
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에서 재단한 직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봉제하여 만든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재단 기준인 우리나라의 원산지 기준에 의하면 의류의 원산지는 한국이지
만 봉제 기준인 미국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면 의류의 원산지는 중국이 된다. 이처
럼 동일한 생산과정을 거친 같은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원산지가 판명되는
것이 무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원산지 규정을 제
정하고 이 경우 봉제 기준으로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덤핑,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와 무역통계 등과 같이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적용
하기 위한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간에도 이견이 있으
며, 이와 함께 무역정책 수단의 사용에 대한 독립성 및 주권(sovereignty) 문제를
중시하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85)
통일원산지의 협상 메커니즘과 역사적 경과를 보면, 1994년에 우루과이 라
운드 협상 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동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 규
정에 관한 협정」이 포함된 후 1995년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WCO 산하 원산지
규정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
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19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총486
개 미해결쟁점에 대해 산하 원산지규정위원회(CRO: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이슈를 해결하였다. 2002년 7월에는 총 138개 미해결쟁점을 94개 핵심정

85)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인터뷰(2017. 7. 12, 스위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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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쟁점(Core Policy Issues)과 44개 기술적 쟁점(Technical Issues)으로 분류
하고, 핵심정책쟁점은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적 쟁점은 산하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기로 하였다. 그러
나 1995년 7월에 3년간 협상시한을 두고 시작된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은
여러 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간의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하고 2007년 이후 협상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86)
WTO 통일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의는 규정의 적용 범위와 기계류(HS
84~90)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핵심정책이슈(core policy issues)에 대한 회
원국간의 의견 불일치로 중단되었다.87)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
에서는 통일원산지 규정이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
치, 원산지 표시 요건 및 차별적 수량제한 또는 관세할당,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과 같은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88) 그러나 이러한
적용 범위에 대해 회원국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2006년 의장은 각 회
원국이 통일원산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택하여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제안하
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기계류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세번변경기
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놓고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이 두 기준
모두 채택하여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
시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본 사안에 대한 일반 이
사회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통
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작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89) 미국,
86) WTO 사무국 인터뷰(2017. 7. 12, 스위스 제네바).
87) WTO(2013), p. 1.
88)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http://www.fta.go.kr/main/support/wto/1/(검색일: 2017. 7.
20).
89) 일부 회원국은 완전히 통일된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여전히 세계 무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
일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이 관세 부과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역구제, 정부조
달, 라벨링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요하며 통일원산지 규정의 완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가 있을 경우에만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협상
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이후 통상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여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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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호주 등은 작업 시작 초기와 다른 상황 변화로 통일원산지 규정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인 사항 외에는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90) 반면 EU, 인도, 중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통
일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자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
성이 크므로 본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1) 현재 원산지
규정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회원국간의 정보 교환,
HS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존 통일원산지 규정안과의 매칭, 발리 및 나이로
비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92)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은 점차 중요해졌으나 국제적으로 통
일된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각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운
영하고 때로는 원산지 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GATT 제9조 원
산지 표시에서는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수출국의 상거래와 산업에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다 명료하고 통일된 원
정치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요 통상국가가 이미 WTO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어 비회원
국과 회원국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최혜국 대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생산 네트워크의 분산으로
‘made in world’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산지(national origin)의 개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 빈도를 줄이고 추가적인 이슈에 논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원산지 인증 및 검증, 무역 가치사슬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규정의
통보와 관련된 투명성 등이다. WTO(2013), p. 2.
90) 김영환(2013), p. 13.
91) 김영환(2013), p. 13.
92) WTO(2016),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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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규정 제정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협상 결과 WTO 협정의 부속서
로 각국의 원산지 규정 운영과 통일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이 제정되었다. WTO 원산지 규정에 관
한 협정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선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통일원
산지 규정에 대한 기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에 착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은 전문, 4부 9개조 및 2개의 부속서로 구
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
는 데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행정적인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WTO 원산지
규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수량제한 또
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비특혜 무역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2부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조화 작업계획 완
성 이전과 이후의 원산지 규정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 통보,
검토, 회의 및 분쟁해결 절차에는 WTO에 원산지규정위원회 및 WCO 산하에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의 설립, WTO 원산지 규정 발효 이후 자국의
원산지 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 판정의 통보 의무, 분쟁해결 절차 및 협의의 적
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4부 원산지 규정의 조화에서는 통일원산지 규
정 제정을 위한 작업계획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위원회는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을 3년 이내에 완결하고 완전획득, 최소 공정, 실질적인 변형 및 보완
기준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부속서1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의 책임, 구성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부속서 2의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특혜원산지 규정, 사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특혜원산지 규정의 변경 등을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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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WTO 원산지 규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원산지 규정의 정의)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규칙
제1부: 정의 및 적용 범위

및 행정적인 결정을 의미함.
- (적용 범위) WTO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시요건,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수단이나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에 사용됨.
- (원산지 규정의 조화작업계획 완성 이전) 각국은 자국의 원산지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원산지 규정 자체가 국제무역을 왜곡하거나 교란시키
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함.
- (원산지 규정의 조화작업계획 완성 이후) 원산지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원산지국은 완전 획득된 국가나 2개구 이상에서 상품이 생산될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국임을 명시.

제2부: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 원산지 규정 관련 법률, 사법적 행정적 결정을 공표.
관한 규율

- 원산지 규정은 일관되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
- 수입상품과 국산상품, 회원국간에 원산지 규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됨.
- 수출입자가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구할 경우 150일 이내에
판정을 해야 하며, 판정은 3년간 유효함.
- 원산지 규정의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원산지 판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 마련, 관세장국은 비밀 유지의무가 있음.
- 각국의 대표로 구성된 원산지규정위원회 및 WCO 산하에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를 설립.
- WTO 설립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자국의 원산지 규정 및 사법

제3부: 통보, 검토 ,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결정, 행정판정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함.
- 원산지 규정의 수정 또는 새로운 원산지 규정의 도입 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규정이 발효되기 60일 전에 공표.
- 원산지규정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 및 운용에 대해 매년 검토하고 상품무역
이사회에 통보.
- 본 협정은 GATT 제22조 협의 및 제23조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됨.
- (목적 및 원칙) 원산지 규정의 동등한 적용을 해야 함. 원산지 국가는 완전생산
국이나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되도록 원산지 규정을
규정해야 함. 원산지 규정은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해야 함.

제4부: 원산지 규정의 조화

원산지 규정 자체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함.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야 하며, 원산지 규정은 일관성을 가져야 함.
- (작업계획) 통일원산지 규정을 3년 이내 완결, 완전획득 및 최소 공정 또는
가공, 실질적인 변형 및 보완기준에 대한 해석과 의견 제시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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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주요 내용
- 원산지 규정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되는 특정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
부속서 1: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및 해결책에 대한 자문 제공.
-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 및 조언 제공.
- 협정의 원명과 지위의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서 준비, 연례검토
- 각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며 1년에 1회 이상 회합.
-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수출입업자가 요청할 경우 원산지
판정은 15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이러한 원산지 판정은 3년간 유효함.

부속서 2: 특혜원산지 규정에

원산지 규정의 변경, 또는 새로운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관한 공동선언

변경을 소급적용 하지 않음. 원산지 판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함. 관세당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 회원국은 특혜원산지 규정, 사법결정
또는 행정결정 등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부속서 3:

-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이 완성되면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으로 편입될 예정임.

자료: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http://www.fta.go.kr/main/support/wto/1/(검색일: 2017. 7. 2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결정기준이며 WTO 원산지 규정의 핵심 사안인
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작업은 WTO 원산지 규정에 따라 WTO의 원산
지규정위원회(CRO: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와 WCO 산하의 원산
지 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1995년부터 착수되었으며 완결되면 협정문 부속서 3으로 편입
될 예정이었다. 당초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은 착수 후 3년 내 완결을 목표
로 하였으나 WTO 회원국간의 의견 불일치로 2007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통일원산지 규정안은 일반규정과 부록1 완전획득 기준, 부록2 품목
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93) 일반기준은 품목분류(HS 코드), 원
산지 결정, 중립요소, 포장ㆍ포장재료 및 용기, 부속품ㆍ예비부품 및 공구, 최
소가공ㆍ공정의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WTO 통일원산지
규정안의 품목 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93) WTO(2010)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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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ding System)의 해석통칙과 관련 부ㆍ류ㆍ호ㆍ소호의 해석을 따르며,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일반규칙과 부록 1, 2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중립요소, 포장ㆍ포장재료 및 용기, 부속품ㆍ예비부품 및 공구, 최소가공
및 공정 등은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부록 1은
완전생산품목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부록 2는 완전생산품목이
아닌 품목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한 규칙, 중간재료,
대체가능물품 및 재료, 미소조항에 대해 명시하고, HS 4단위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표 2. 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
주요 내용
WTO 통일원산지규정안의 품목 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규정1. 품목분류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의 해석통칙
과 관련 부, 류, 호, 소호의 해석을 따름

규정2. 원산지의 결정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일반규칙과 부록 1, 2에 의해 결정됨.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나 상품에

규정3. 중립요소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전력 및 연료, 공장 및 장비 등 중립요소
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음.
부록 1, 2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포장ㆍ포장재료

규정4. 포장ㆍ포장 재료 및
일반규정

용기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될 경우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ㆍ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님. 단 상품과 함께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록 1, 2에
따라 포장ㆍ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규정5. 부속품ㆍ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합께 분류되고 제시되는 부속품ㆍ예비부품 및 공구는
물품과 함께 판매되고 종류와 수량 면에서 통상적인 장비에 상응하
며 규칙 2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되지 않음.
(i) 운송 또는 보관 목적을 위하여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규정6. 최소가공ㆍ공정

위한 작업 (ii)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iii)
판매를 위하여 물품을 포장 또는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최소가공
및 공정으로 규정하고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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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주요 내용
본 부록은 한 국가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품의 정의를 제시함.
- (1)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산동물
- (2) 그 나라에서 수렵(hunting), 덫으로 잡기(trapping), 어
획, 습득(gathering) 또는 포획(capturing)된 동물
- (3) 그 나라의 산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 (4) 그 나라에서 수확(harvested), 채취(picked) 또는 습득
(gathered)된 식물 또는 식물제품
- (5) (1)~(4)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나라에서 채굴
규칙 1. 적용 범위

(extracted) 또는 획득(taken)된 광물과 여타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 (6) 제조 또는 가공공정 또는 그 나라에서 소비과정 중에
발생하고 처분 또는 원재료 재생에 적합한 폐기물과 쓰레기
- (7) 그 나라에서 본래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부록 1.

재생 또는 복구할 수 없으며, 다만 처분 또는 부품, 원재료

완선생산

재생에 적합한 그 나라에서 수집된 물품

물품

- (8)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재생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발견된 부품과 원재료
- (9) (1)~(8)에서 언급한 물품으로부터 온전히 그 나라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1) 해양 어획물과 국가 밖의 해양으로부터 획득된 수산물은
그러한 공정을 수행한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가에
서 완전획득된 것으로 간주함.
- 국가 밖에서 가공선박에서 생산되거나 획득된 제품은, 그러한
규칙 2

제품이 동일 국가에서 유래하고 상기 (1)에서 언급한 물품으
로부터 획득될 경우, 그러한 공정을 수행한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가에서 완전 획득된 것으로 간주함.
- 그 나라 밖의 해저 또는 해저 아래의 심토에서 채취된 제품은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규정에 따라 해상 또는 심토를 개발할
권리를 가진 국가에서 완전 획득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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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주요 내용
-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국
가임.
- (우선기준) 우선기준이 자체적으로 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정의할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임. 이 부록에서 규정
하고 있는 우선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생산국이 물품의
원산지임.
- (보완기준) 물품이 그 물품과 동일한 품목분류에 속하는
규칙 1. 원산지의 결정

물체를 추가 가공하여 생산됐을 경우 이 물품의 원산지
는 그 물체가 산출된 국가임. 물품이 그 물품의 우선기
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료를 추가 가공하여 생산될 경
우, 물품의 원산지는 그 재료가 산출된 단일 국가임. 물
품의 원산지는 류(chapter) 단계에서 명시된 적용가능
보완기준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결정됨. 한 개 국가 이상
의 재료로부터 물품이 생산되었을 경우, 물품의 원산지
는 각 류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된 주된 원료가 산
출된 국가임.

부록2.

- HS 품목분류 및 부록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한 품목분류

품목별

에 기초하여 부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적용

원산지규정

- 우선기준의 세변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하고
보완기준에서의 재료는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에 모두
적용
- (i) 해체로 인한 변경 (ii) 포장ㆍ재포장ㆍ소매 판매를 위
한 조립으로 인한 변경 (iii) 미조립 또는 해체된 물품으
로 제시된 부품 조립과 관련하여 HS해석 통칙 2(a) 적
용으로 인한 세번변경은 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인정되
규칙 2. 적용

지 않음.
- (중간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는 그 재료가 결합된
물품이나 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그 재료로부
터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원산지 재료로 인정됨.
- (대체가능 물품 및 재료) 대체가능 물품 및 재료의 재고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어려울 경우 그 국가에
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하여 배분될 수 있음.
- (미소기준) 세변변경기준 적용 시 비원산지 재료가 물품
가격의 10%를 넘지 않으면 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고
려대상이 아님.

자료: WTO(201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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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BEC에 따른 중간재 분류 기준
BEC

코드 설명

최의현

Miroudot

김영귀

본 연구

111

산업용 식음료품

1차 산품

Intermediate

반제품

반제품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소비재

Consumption

소비재

소비재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반제품

Intermediate

반제품

반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소비재

Consumption

소비재

소비재

21

산업용 원자재

1차 산품

Intermediate

반제품

반제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산재

반제품

Intermediate

반제품

반제품

31

연료 및 윤활유

1차 산품

Intermediate

반제품

반제품

321

자동차 차체

반제품

반제품

반제품

322

가공된 원료 및 윤활유

반제품

Intermediate

반제품

반제품

4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자본재

Capital

자본재

자본재

42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51

승객용 자동차

소비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자본재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53

운송장비의 것

61

내구성 소비재

소비재

Consumption

소비재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소비재

Consumption

소비재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소비재

Consumption

소비재

소비재

7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부품 및
부분품

부품 및
부분품

Not
classified

Intermediate
Not

부품 및
부분품

반제품

소비재

소비재

Capital

자본재

자본재

Consumption

소비재

소비재

classified

Intermediate

Not
classified

부품 및
부분품

반제품

주: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이 중간재에 해당함.
자료: 김영귀 외(2011), p. 227을 바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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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Cumulative Rules of Origin on Trade Costs:
Estimates from FTAs, Economic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Chul Chung, Soon Chan Park, Innwon Park, Min-Sung Kim,
Soyoung Kwak, and Minchirl Chung

The year 2015 marke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Over the past 20 years, notwithstanding certain difficulties in concluding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the WTO to a certain degree has achieved one of its
original missions: promoting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regional or plurilateral FTA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owever, the growing criticism of globalization
based on neo-liberalism has created the need for a new trade paradigm.
In particular, Brexit and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in 2016 have fueled the uncertainty hanging over the global
economy and rising protectionism, which could eventually provoke trade
war. Upon his inauguration, President Trump withdre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a new
set of trade policy measures that could adversely affect world trade volume and the existing global trade system.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have presented
new challenges for policymakers, particularly for those in Korea, which is
highly interconnected with the world economy through an extensiv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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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f global value chains (GVCs). Korea has regarded itself as the most
benefited member of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MTS). By
adopting a simultaneous and multiple FTA negotiations strategy, Korea
has increased its economic expansion and grown into a global FTA hub.
However, it is time for Korea to consider revising its current trade policy
centered on the expansion of bilateral FTAs, which may cause a spaghetti-bowl effect where a host of bilateral FTAs increase trade costs due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rules of origin (ROO). As such, plurilateral FTAs have emerged as a viable alternative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r bilateral FTA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rules of origin on trade costs. In
particular, we examine different types of cumulative rules of origin
adopted by various FTAs across the world ‒ how they are arranged and
how they work. Existing literature on the effect of ROO on trade costs
provides mixed results. Theoretically, allowing cumulation in FTAs should
bring trade costs down. Nevertheless, some practical issues in complying
with the rules of origin and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may prevent companies from taking advantage of cumulative rules of
origin. Research methods employed by this study include both the conventional way of indirect estimation in calculating trade costs through the
trade creation effect, and direct estimation of trade costs which employs
the methodology recently made available by Novy (2013). Then we use
these estimated trade costs in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of th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ROO on trade costs. We apply the analysis to mega-FTAs
in the Asia Pacific region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PP-11 (TPP without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 potential FTA between Korea and Mercosur. Our results show that all
three different types of cumulation (bilateral, diagonal, and full) reduce
trade costs with the magnitude greatest for full 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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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mpirical and policy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policymakers
should make efforts to simplify and harmonize various ROOs and pursue
single ROO with full cumulation in FTA negotiations. In addition to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ROOs, institutional support and assistance in the areas of ROO and cumulation are essential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o reduce trade costs and fully entertain the benefits of FTAs. Finally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participate in negotiations of plurilateral FTAs rather than bilateral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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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FTA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인식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 그중에서도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에 특히 주목하여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정리하고 실증분석과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보고서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메가 FTA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 그리고 보다 유연한
누적 조항의 채택이 FTA 협상 및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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