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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에 기초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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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FTA 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득증대효과는 각각 연평균 0.12%포인트 및
0.06%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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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990년대에 세계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로 자리잡은 지
역주의는 21세기 들면서 더욱 심화ㆍ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5월 유럽연합(EU)은 10개 신규회원국을 영입함으로써 25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블록으로 등장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북ㆍ중남미 34개국은 2005
년을 목표로 전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형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 지역주의의 물결과 아시아 금융위기에 자극받아 그동안 지역주
의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도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동북아국가로서는 처음
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한ㆍ칠레 FTA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은 홍콩 및 마카오와 CEPA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ㆍ일 FTA에 관
한 정부협상을 비롯해 다수의 FTA 관련 협상 및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사회연구회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아 주요국
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연구 첫해인
2003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하여 한ㆍ중ㆍ일 FTA 관
련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
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환경정
책ㆍ평가연구원 등 13개 연구원이 참여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국내 산

업별 파급효과와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부문별 대응방안 및 추진전
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연구에는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13개 연구기관 연구진 외에도

많은 외부 전문가가 집필자 및 심의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제적
이고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협동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데에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협
동연구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사회연구회의 玉台煥 사무국장과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의 李昌在 선임연구위원 및 宋有哲 연구조정실장의 노고가 컸음
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협동연구 보고서들이 한ㆍ중ㆍ일 FTA뿐만 아니라 한국의 FTA정책
및 동북아 협력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4년 11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文石南

2004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제목

보고서
시리즈
번 호

보고서 제목

책
임
집필기관

04-01

2004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4-0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04-03

한ㆍ중ㆍ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04-04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부문 영향 분석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04-05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4-06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04-07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4-08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외
7개 연구기관

서 언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세계경제에 빠른 속
도로 편입되면서 수많은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고성장은 인접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증가율
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ㆍ중ㆍ일 3국의 상호 경제의
존도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북아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은 오랫동안 정치 및 경제체
제의 차이,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과거사의 잔재 등의 이유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
후 인근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코 자국 경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
달은 동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지역내의 지역경제통합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
은 그 효과가 단순히 국가간 무역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국간
제도의 수렴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을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
다. 또한 경제통합의 효과는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한 외부효과의 창출 등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생적으로 확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성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인지를 실증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어 오던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통한 가상적인 모의실험(simulation)에 의존하는 기존의 연구 틀에
서 벗어나 보다 현실에 근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
이 돋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지역
무역협정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를 분석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근거리 국가들 사이의 협정이라
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무역협정효과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명시적
으로 착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기존의 대표적인 지
역무역협정인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경제공동체
(MERCOSUR), ASEAN 자유무역협정(AFTA) 등을 모두 포함한 사례들에

서 나타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분석하고,
또 이러한 무역의 증가가 얼마만큼의 국민소득(GDP)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의 자유
무역협정의 무역 및 소득창출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로 근접한 회원국간의 무역증가량
이 근접하지 않은 회원국간의 무역증가량에 비해 35% 더 많음을 확인하
고, 이를 통해 한ㆍ중ㆍ일 3국처럼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지역무역협정
이 형성될 경우 무역창출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성장효과를 가져다줄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
국은 모두 역내외 국가와의 무역이 확대되어 소득수준은 25년에 걸쳐 한
국은 5.2%, 중국은 3.1%, 일본은 1.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한
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무역블록화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의 국
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더욱 구체적으
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사회연구회
의 연구 일환으로 추진된 본 보고서가 향후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
협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임을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홍식 박사가 고려대학교 경제
학부의 이종화, 신관호 교수, 그리고 SK 경영경제연구소의 왕윤종 박사
와 함께 지난 1년간 노고 끝에 완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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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
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
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타당성 분석의 일환
으로서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각국의 경제성장에 어
떤 효과를 주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무역의 창출을 통해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성장률 증대효과를 달성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단순히 무역증가효과만을 고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
의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대부
분의 기존 연구는 가상적인 모의실험(simulation)을 가능케 하는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새로
운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근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지역무역협정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와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를 고려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ㆍ
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근거리 국가들 사이의 협정이고, 이 경우 일
반적인 무역협정효과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
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기존의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인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
ASEAN 자유무역협정(AFTA) 등 19개의 다자간 지역무역협정과 49개의

양자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무역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확대ㆍ발전시켜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다른 지역무역협정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분석하고(특히 지리적
근접성 등), 이를 감안하여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무역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성 있게 예측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의 증가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국민소
득(GDP)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기존의 실증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제시하
고, Frankel and Rose(2002)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국가간 시계열자료를
통해 개방도(수출+수입의 GDP 대비 비중)와 GDP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개방도의 내생성을 조정함으로써 외
생적인 무역증가가 GDP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앞의 제2장에서 도출한 중력모형의 추정결과(지역무역협
정의 도입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와 제3장에서 도출한 자유무역협정 체
결에 따른 무역의 변화가 국민소득(GDP)에 미치는 효과를 결합하여, 한
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도입이 무역창출을 통해 얼마만큼의 국
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한ㆍ중ㆍ일 3국이 각각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얼마만큼의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게 되는지 그 추정치를 제시
하였다.
앞의 중력모형을 이용한 무역창출에 따른 경제성장효과 분석에서는 무
역의 크기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분석
을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필연적으로 3국간 무역구

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무역과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의 크기’ 그 자체보다는 ‘무역구조의 변
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한 국가쌍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할 경우, 무역
량이 51.6∼67.4%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추정결과 지역무역협정은
무역지대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전환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과 비회원국과의 무역량도 오히려 평
균적으로 6.5∼8.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속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무역창출이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중력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서로 근접한 회원국간의 무
역증가량이 근접하지 않은 회원국간의 무역증가량에 비해 35% 더 많음
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는 지역무역협정의 무역
창출효과가 회원국을 이루는 국가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근접하는가에 따라 지
역무역협정의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
ㆍ중ㆍ일 3국처럼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이 형성될 경우 무
역창출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었다.
Frankel and Romer(1999)의 추정방법을 원용하여 무역이 경제성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무역이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간 FTA 체결에
따른 무역증대효과를 분석해보면, 한국은 대일 및 대중 무역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총무역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산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간 FTA의 체결로 인하여 85.75∼93.81%의 총무역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증가수준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49.71∼55.20%와 23.19∼26.00%로 나타난 것에 비해 월등히 큰 수치였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의 체결이 과연 얼마
만큼의 경제성장효과를 가져다줄 것인가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할 경우 역내외국가들과의 무역이 다같
이 확대되어 소득수준은 25년에 걸쳐 5.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0.2%포인트 증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국
과 일본에 대한 소득증대효과는 25년간 각각 3.1%, 1.4% 늘어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연평균 0.12%포인트 및 0.06%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특히 한국의 경우, 3국간
의 FTA 체결을 통해 성장률에 있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구조의 특성 분석에서 3국 상호간 무역의
존도지수는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간에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
국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래 한국무역에서 일본의 중요도
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반면, 중국의 중요도는 꾸준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간의 무역은 상당
히 많은 부분이 산업내(intra-industry) 무역보다는 산업간(inter-industry) 분
업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내무역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에서도 수평적 무역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한ㆍ
중ㆍ일 3국간 무역구조의 변화가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어떠
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가 각국의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3국간 FTA의 체결로 산업내무역의 비
중이 증가하여 각국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특히 한국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무역구조
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산업내무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
로 변화할 경우 더 한층 역내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추정은 CGE 모형과 같은 완전경쟁적
시장을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국간 자료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
다 현실에 근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순한 계량분석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ㆍ중ㆍ
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3국간 교역확대를 양적으로 뿐만 아니
라 질적으로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한ㆍ중ㆍ일 3
국간 자유무역협정은 그 효과가 단순히 관세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국간 제도의 수렴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효과는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지
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한 외부효과의 창출 등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
을 내생적으로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긍정적 편익은 무엇보다도 시장확대와 경쟁압력 증
대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있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시장에 차별적으로 접
근이 가능한 기업들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양성,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향상,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한ㆍ중ㆍ일 FTA가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
정의 체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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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최근 들어 한국ㆍ중국ㆍ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간의 역내교역
확대와 상호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이 동아시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ㆍ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한 이후 지난 25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세계경제에 빠른 속도로 편

입되면서, 수많은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고성장은 인접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증가율에도 크
게 기여함으로써, 동북아 3국 사이의 교역증가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늪에서 정
체를 보였던 일본이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궤도로 복귀하고 있는 데도
이러한 중국의 고성장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수침체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중국의 고성장에 기초한 대중국 수출의 급
속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3국의 상호 경제의존도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동북아 역내국가간 무역 및 투자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것은 이
러한 실정을 반영한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확대된 3국
간 교역확대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은 그 효과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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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국간 제도의 수렴을 통해 동북아시
아 경제권의 통합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효과는 시
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한 외부
효과의 창출 등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내생적으로 확충할 것으
로 기대된다. 결국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잠재성장률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협정
체결이 각국의 소득 및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지에 대한 분석은 동 협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 매
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모든 현실적 고려요인을 담아낼 수
는 없지만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과연 얼마만큼 현실에 근사
한 추정치를 도출해낼 것인지 여부가 이러한 분석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어왔던 정태적 분석의 틀로
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즉 무역자유화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
론과 실증분석의 틀이 요구된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무역이론
과 성장이론의 결합이 시도되면서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개방적 체
제로 전환할 경우 내생적 성장의 동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과연
얼마만큼 경제성장률의 증대효과를 달성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따른 무역증대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확대ㆍ발전시켜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다른 지역무역
협정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감안하여 한ㆍ중ㆍ일 자유
무역협정의 체결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성 있게 예측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개방도 또는 무역증대가 국민소득(GDP)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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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개방도의 내생성을 조정함
으로써 외생적인 무역증가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제4장
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한 중력모형의 추정결과와 제3장에서 도출한 한ㆍ
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개방도의 변화가 소득에 미
치는 효과를 결합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도입이 무역창
출을 통해 어느 정도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
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한ㆍ중ㆍ일 3국이 각각 자
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얼마만큼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달성하게 되는지
그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무역창출에 따른 장기적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게 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규모의 증가가 클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무역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수반되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
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무역규모의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무역구조
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제5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분석의 틀을 사용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현실에 근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의 틀은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타당성 분석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력모형에 기초한
계량분석모형으로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도구변수모형 등이 다양
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무역구조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일반화적률법(GMM)이 사용되었다. 또한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가 CGE 모형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국가간 차별성 및 무역 및 소득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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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른 연구에서
도 널리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 및 가공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2장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
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은 세계 전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동참
하는 한편, 역내국가들과의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최근의 많은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무
역협정(RTA)이 소득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Scollay

and

Gilbert(2001)의 연구를 보면 ASEAN과 동아시아 3국을 포괄하는 FTA가

형성되는 경우 싱가포르의 이득이 가장 커 장기적으로 GDP가 4.1% 증가
하고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의 GDP는 1∼2% 증가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Mckibbin et al.(2004)는 한ㆍ일 FTA 체결로 인하여 한
국과 일본의 GDP가 각각 0.1∼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가상적인 모의실험(simulation)에 의존하는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지역무
역협정의 도입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연구결과로는 Aitken(1973),
Frankel(1993), Braga, Safadi, and Yeats(1994), Bayoumi and Eichengreen
(1997), Frankel(1997), Frankel and Wei(1998)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은 동북아 3국의 경우와 같은 개별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특성을 분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다 발전시켜 한ㆍ중ㆍ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무역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력모형의 분석에 지역적 근접성과 같은 ‘자연적 무역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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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지역무역협정과 어떻게 차별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측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과 자료
먼저 본 장의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1950년부
터 1999년까지 도입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있
다. 중력모형은 두 국가간의 무역량 크기가 양국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정상적(normal)’인 무
역의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중력모형은 이론적 배경 없이 경험적 분
석에서의 유용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Anderson(1979) 이래
중력모형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도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로 Ricardian 모형, Heckscher-Ohlin 모형 또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모형 등 다양한 모형하에서 중력모형이 도출됨으로써, 중력모형

은 이제 그 이론적 기반도 확고해진 편이다.1) 이러한 시도로는 Helpman
and Krugman(1985), Bergstrand(1990), Marksen and Wigle(1990), Eaton and
Kortum(1997), 그리고 Deardorff(1998) 등을 들 수 있다.

경험적 분석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양국의 언
어, 접경 여부, 식민ㆍ피식민지 등 역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추가적
요인까지 고려함으로써 중력모형은 국가간 교역량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
표적인 실증모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중력모형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쌍을 추가
1) 이러한 시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완전특화(perfect specialization)와 같은 강한 가정을 모형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문
제점에 대한 논의는 최근 논문 Evenett and Keller(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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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를 추정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존의 연구로는 Aitken(1973), Frankel(1993), Braga, Safadi, and
Yeats(1994), Bayoumi and Eichengreen(1997), Frankel(1997) and Frankel and
Wei(1998)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에 속한 국가들

의 특징은 무시하고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지리적 근접성을 추가
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차이가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에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궁극적으로
한ㆍ중ㆍ일과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인접도에 의해 순무역창출효과(net trade creation)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식 2-1>과 같은 일반적인 중력모형을 고려하자.

ln (Tradeijt ) =

0

+

1 ln

(GD PiGD Pj )t +

+

3 ln D ist ij

+

+

6 Languagei jt

9 C urColony ij

2 ln

(

GDP iGDP j
)t
Pop iPopj

4 ln

(Areai Areaj ) +

5 Border ij

+

7 ExComColony ij

+

+

10 CuUnion ijt

8 ExColon y ij

+ γ1 RTA/In siders ijt

+ γ 2 RTA/Out sidders ijt + YEARt +

ijt

<식 2-1>
<식 2-1>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중력모형으로 많은 연구에 의해 그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식 2-1>에서 i 와 j 는 국가를 나타내고, t 는 시
간을 나타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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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jt : t 시점의 i 국과 j 국간의 평균 실질 교역량
∙GD P : 실질 국내총생산
∙Pop : 인구 수
∙Dist : i 국과 j 국간의 거리
∙Area : 국토면적
∙Border : i 국과 j 국의 영토가 인접해 있는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
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Langu age : i 국과 j 국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ExComcolon y : i 국과 j 국이 과거 동일한 국가의 식민지였던 경우 1
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ExCol ony : i 국과 j 국이 서로 식민통치국과 식민지국인 경우 1의 값
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CurColony : i 국과 j 국이 t 시점에서 모두 식민통치하에 있을 때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CuUn ion : i 국과 j 국이 동일한 단일통화통합지역(Currency Union)에
속한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Year : t 시점에서 1의 값을 갖는 한 쌍의 더미변수
∙RTA/Insider : i 국과 j 국이 동일한 지역무역협정에 속한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 RTA/Outsider : i 국과 j 국 중 i 국이 지역무역협정에 속하고 j 국이
지역무역협정에 속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j 국이 지역무역협정에 속
하고 i 국이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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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의 회귀결과를 이용하면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즉 RT A/Inside r 의 더미변수는 협정 회원국간의
무역창출효과를 측정하며, RT A/Outsider 의 더미변수는 회원국과 비회원
국간 무역전환효과의 정도를 지역무역협정과 무관한 “정상적인” 쌍무 무
역흐름에 비교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Rose(2004)로 1950∼99년 175개 국가의 자
료를 포함한다. 하지만 Rose(2004)는 11개의 협정만을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보다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고려되도록 Rose의 원
자료를 확장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WTO의 자료를 바탕으로 19개의
다자간 지역무역협정과 49개의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하여 확장하
였다.2)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치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관측치 수는 총 23만 4,597개이며, 1만 2,150개의 국가쌍을 포괄
한다. 표본에 따를 때, 육지로 국경을 접한 관측치는 3.1%에 달하며,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관측치는 4.7%,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회원과
동일한 지역무역협정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사이의 무역관측치는 52.1%
이며, 나머지 경우는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속하지 않은 비회원국 사
2) 본 연구에 포함된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은 ASEAN Free Trade Area(AFTA),
Baltic Free Trade Area(BAFTA),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CACM),
Andean Community(CAN),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CAC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CARICOM), Central European FTA(CEFTA),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CER),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Eurasian Economic
Community(EAEC), European Communities/European Union(EC/EU),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Gulf Cooperation Council(GCC), Southern Common
Market(MERCOSUR), Melanesian Spearhead Group(MSG),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Papua New Guinea-Australia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Agreement(PATCRA), the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the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SPARTECA) 등 19개이며,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은 US-Israel FTA 등 4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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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무역관측치이다. 또한 국경을 접하며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속한 경
우는 0.4%이다.
<표 2-1> 추정에 사용한 자료요약(N=234,597, 1948∼99년 패널자료)
사용변수

평균

표준편차

무역량의 로그값

10.062

3.336

거리의 로그값

8.165

0.809

GDP 곱의 로그값

47.881

2.676

1인당 GDP의 곱의 로그값

16.034

1.503

국토 면적의 곱의 로그값

24.206

3.280

육지 접경더미

0.031

0.172

공통 언어더미

0.223

0.416

과거 공통의 국가로부터 식민지인 경우의 더미

0.100

0.300

과거 식민지더미

0.021

0.142

현재 식민지더미

0.002

0.044

All RTA s/In siders

0.036

0.187

All RTA s/Ou tside rs

0.499

0.500

RTA /Clo seInsiders

0.026

0.158

RTA /Clo seOu tside rs

0.058

0.234

주: 변수의 설명은 본문 참고. Insid er 란 i 국가와 j 국가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을 경우의 더미변수이며, Outsider 란 i 국가와 j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는
협정에 속해 있고 다른 한 국가는 속해 있지 않은 경우의 더미변수를 지칭함.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식 2-1>의 추정결과는 <표 2-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2>의 (1)열은

임의효과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본 중력모형의 추정계수들은 쌍무 무역

제2장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35

흐름의 주요 변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추정결
과는 이론적으로 모형이 예상하는 것과 부합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국가간 거리의 추정계수와 두 국가 면적의 로그값에 대
한 계수 모두 유의하게 음수로 나타났다. (1)열의 임의효과를 이용한 추
정에서 국가간 거리의 로그값의 추정계수(-1.219, 표준오차=0.025)는 로그
로 변환한 국가간 거리가 0.809(표준오차)의 크기만큼 늘어날 때, 두 국
가간 쌍무 무역이 169.1%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로그로 변환한 실질 국내총생산, 로그로 변환한 1인당 실질 국
내총생산, 동일 국경더미, 동일 언어더미, 과거 식민지 관계더미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쌍무 무역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이 많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많을수록 국가간 쌍무 무역량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
다. <표 2-2> (1)열의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의 10% 증가가 8.7%
의 쌍무 무역량 증가를 불러오는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의 10% 증가는
0.2%의 무역량 증가를 가져온다. 동일 국경과 동일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96.4%3)와 46.5%씩 무역량이 증가함을 의미
한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무역협정의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
수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임의효과방법에 따르면, 역내
회원국에 대한 추정치(0.515, 표준오차 0.023)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한 국가쌍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할 경우 무역량이 67.4% 증가함을 보여
준다. 또한 고정효과방법에 따르면, 역내 회원국에 대한 추정치(0.416, 표
준오차 0.024)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한 국가쌍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할 경우 무역량이 51.6% 증가함을 보여준다.

3) 예를 들어 e 0.675 =1.964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값이 0에서 1로 변할 때 무역량
의 증가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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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친 효과
(1) 임의효과
(2) 고정효과
(Random Effects) (Fixed Effects)
-1.219**
거리의 로그값
(0.025)
0.874**
0.404**
GDP 곱의 로그값
(0.009)
(0.018)
0.023**
0.270**
1인당 GDP의 곱의 로그값
(0.010)
(0.017)
-0.078**
국토 면적의 곱의 로그값
(0.008)
0.675**
육지 접경더미
(0.132)
0.382**
공통 언어더미
(0.052)
과거 공통의 통치국으로부터 식민지인 경우의
0.111
더미
(0.065)
2.310**
과거 통치국ㆍ식민지 더미
(0.171)
0.237**
0.306*
현재 통치국ㆍ식민지 더미
(0.087)
(0.087)
0.608**
0.644**
단일통화통합지역 더미
(0.049)
(0.050)
0.515**
0.416**
All RTA s/Insiders
(0.023)
(0.024)
0.085**
0.063**
All RTA s/Ou tside rs
(0.010)
(0.010)
R-squared
0.60
0.51
설명변수

주: 종속변수는 실질 쌍무 무역의 로그값임. 추정방법은 23만 4,597개의 국가쌍
에 대하여 1948∼99년에 걸친 패널자료에 적용한 추정결과임. 모든 변수에
대한 통계량은 <표 2-1>에 보여지고 있음. 추정계수의 Robust standard error는
( ) 안에 보고됨. 상수항과 Year 더미변수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음. **와 *은 각각 계수의 1%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
미함. RT A/I nside rs 란 i 국가와 j 국가가 동일한 RTA에 속해 있을 경우 1을 부
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이며 RT A/Outsiders 란 i 국
가와 j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는 RTA에 속해 있고 다른 한 국가는 속해 있지
않을 경우 1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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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외 비회원국에 대한 더미변수의 계수치 역시 양수이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지역무역협정은 무역지대에 속하지 않는 국가
들과의 무역을 전환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효과의 추정치
(0.085, 표준오차 0.010)에 따를 때,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의 무역량도 오히려 평균적으로 8.9%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정효과의 추정치(0.063, 표준오차 0.010)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의 회
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무역량도 오히려 평균적으로 6.5%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서
도 무역이 창출되는 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Krueger(1999)
는 NAFTA의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상당한 무역창출효과와 더불어 그밖의 비회원국과의 무역도 늘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
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수의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때,
외부국가에 대한 관세를 동시에 내리는 무역자유화조치를 함께 진행한다
는 점이다. 둘째, 회원국 사이에 무역을 위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
자재를 비롯한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 수도 있다는 점이다.4) 마
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경쟁의 증가가 비회원국가으로부터
의 수입가격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무역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식 2-1>은 가장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를 각각의 구체적인 지역무역협정, 예를 들어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적용하여 반드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4)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역증가로 인한 GDP의 증가가 다시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늘리는 효과를 <식 2-1>에 포함된 GDP 항이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회원국과
의 무역증가를 통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늘리는 효과는 GDP 증가를 통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연구자의 관심대상인
production sharing, outsourcing 등으로 인한 무역증가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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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즉 한ㆍ중ㆍ일 각각의 특징과 이들이 형성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보다 근접한 예측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
역무역협정의 효과가 각 협정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하
고 이를 통해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효과의 보다 현실적인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접국가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효과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함으로써,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3. 자연적 무역상대국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Wonnacott and Lutz(1989), Summers(1991), Krugman(1993), Frankel, Stein
and Wei(1995) 등은 지역무역협정이 “자연적 무역상대국(natural trading
partners)”을 포함하는 경우 더 큰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연적 무역상대국이라고 여겨지
는 국가간에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나는지, 그리고 한 국가의 자연적 무역상대국이 지역무역협정에 배제되
어 있을 경우에도 무역전환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두 국가는 자연적 무역상대국이고 어떤 국가
는 아니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자연적 무역상대국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무역이 이루어질 때 거래비용이 매우 낮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낮은 거래비용이라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래비용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연적 무역상대국을 정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
ㆍ중ㆍ일은 자연적 무역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국가들 사이의 무역
협정효과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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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이 지역무역협
정에 속한 경우와 속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 더 많은 무역창출이 일어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RTA/CloseInsiders 와 RTA/ CloseOut siders
두 가지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두 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RTA/CloseInsider s ijt 는 i 국가와 j 국가가 동일한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으며, 두 국가간의 거리가 전체 표본 평균거리의 15%보다 작
을 때 1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주는 더미변수5)
∙RTA/CloseOutsiders ijt 는 i 국가와 j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는 협정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한 국가는 제외되어 있으며, 두 국가간의 거리가
전체 표본 평균거리의 15%보다 작을 때 1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주는 더미변수

위와 같은 두 변수를 추가하여 수정된 <식 2-2>를 추정할 수 있다.
ln ( Trade ijt ) = Othe r con trol variable s + γ1 RT A/In siders ijt
+ γ2R T A/Close In siders ijt + γ3 RT A /Outs ide rs ijt
+ γ4R T A/Close Outsi ders ijt + Y EA R t +

<식 2-2>

ijt

이 추정에서 RTA/CloseInsiders 의 계수는 임의적인 쌍의 지역무역협정
에 비교하여 근접한 국가들간의 지역무역협정 형성으로 유발된 역내 국
가간의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를 나타낸다. 근접한 국가들간의 지역무역
협정 형성으로 유발된 총무역창출효과는 두 더미변수 RTA/Insiders 및
5) 특별히 국가간의 거리를 전체 표본 중에서 15% 이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로 나눈 것은 전적으로 임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킨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인 결과는 동일하였다. 하지
만 특별히 15%를 선택한 이유는 이 경우 한ㆍ중ㆍ일 모두가 서로간 15%내 국
가들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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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CloseInsiders 의 계수를 더함으로써 얻어진다 . 반면에 RTA/

Ou tsiders 와 RTA/CloseOutsiders 의 계수 합을 통해 지리적으로 근접

한 국가 중에서 한 국가는 제외되고 한 국가는 무역협정에 속해 있을 경
우 추가적인 무역증가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식 2-2>의 추정결과는 <표 2-3>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대부분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표 2-2>에서의 경우와 유사하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간 거리에 대한 계수값은 임의효과의 경우
-1.189로 <표 2-2>에서의 -1.219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더미변수가 다른 변수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음으로써, 무역협정과 관련한 더미변수의 움
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RTA/Insiders 의 추정계수는 상
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임의효과일 경우를 나타내는 (1)열을 보면,
RTA/Insiders 에 대한 추정계수(0.313, 표준오차 0.040)가 앞의 <표 2-2>의 경

우와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즉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지역무역협
정 회원국들의 무역증가량은 36.8%에 그친다. 또한 RTA/CloseInsiders 의
추정계수(0.300, 표준오차=0.047)는 매우 유의한데, 이는 근접한 회원국가
들간의 무역증가량이 근접하지 않은 회원국가들간의 무역증가량에 비해
35.0% 많고, 지역무역협정을 하지 않은 임의적 국가쌍에 비해서는 84.6%

더 많음을 의미한다. 고정효과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정효과에 따를 때, RTA/Insiders 에 대한 추정치(0.232, 표준오차
=0.040)는 <표 2-2>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RTA/ Clo seInsiders 의 추

정치(0.274, 표준오차=0.048)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지역무역협정 회원국들의 무역증가
량은 26.1%이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증가량은 65.7%
에 이름을 알 수 있다.
RTA/Outsiders 의 계수는 임의효과의 경우 0.067(표준오차 0.011)이고

고정효과의 경우 0.044(표준오차 0.011)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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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무역량
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추정치는 <표 2-2>의 경우
에 비해 약간 감소하여 추가적인 무역증가량은 각각 6.9%와 4.5%로 추정
되었다. 또한 RTA/CloseOutsiders 의 계수는 임의효과의 경우 0.136(표
준오차 0.024)이고 고정효과의 경우 0.150(표준오차 0.024)로 추정되었으
며 통계적으로 역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
까운 국가의 경우 무역협정의 회원국일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
우에도 지리적으로 먼 국가의 경우에 비해 무역창출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무역증가량은 각각 14.5%와 16.2%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
과가 회원국을 이루는 국가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얼마나 근접하는가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ㆍ중ㆍ일 3국처럼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이 형성될 경우 무역창출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내용은 과연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현실화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달라지는 더미변수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추정치만큼
의 무역창출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러한 효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지역무역협정을 앞두고 이미 이에 대한 예상을
통해 미리 무역증가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전체 효과가 거의 1∼2년내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한ㆍ중ㆍ
일 3국간의 무역협정에 적용할 경우에 무역창출효과는 상당히 이른 기간
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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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지역무역협정이 근접한 국가들의 무역흐름에 미치는 효과

거리의 로그값

GDP 곱의 로그값
1인당 GDP의 곱의 로그값
국토면적의 곱의 로그값
육지 접경더미
공통 언어더미
과거 공통의 통치국으로부터 식민지인
경우의 더미
과거 통치국ㆍ식민지 더미
현재 통치국ㆍ식민지 더미
단일통화통합지역 더미
RTA s/Insiders
RTA s/CloseInside rs
RTA s/Ou tside rs
RTA s/CloseO utsid ers

R-squared

(1) 임의효과
(Random Effects)
-1.189**
(0.025)
0.872**
(0.009)
0.024*
(0.010)
-0.076**
(0.008)
0.687**
(0.132)
0.387**
(0.052)
0.114
(0.065)
2.319**
(0.171)
0.223**
(0.087)
0.611**
(0.049)
0.313**
(0.040)
0.300**
(0.047)
0.067**
(0.011)
0.136**
(0.024)
0.60

(2) 고정효과
(Fixed Effects)
0.404**
(0.018)
0.270**
(0.017)
0.292**
(0.087)
0.645**
(0.050)
0.232**
(0.040)
0.274**
(0.048)
0.044**
(0.011)
0.150**
(0.024)
0.52

주: RTAs/CloseIns iders 란 회원국 사이의 거리가 표본 평균치의 15%보다 작을
때 1을 부여하는 더미변수이며, RT As/C lo seOut sid er s 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거리가 표본 평균치의 15%보다 더 작을 때 1을 부여하는 더미변수임.
그밖의 변수는 <표 2-2>의 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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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우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도입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우리는 이 분석
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다
른 지역무역협정과 어떻게 차별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무역에 미치
는 효과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정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의 증가를 통하여 얼마만큼 국
민소득(GDP)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기존의 실증연구결과들을 정리
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Frankel and Rose(2002)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국
가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개방도(수출+수입의 GDP 대비 비중)와
GDP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개

방도의 내생성을 조정함으로써 외생적인 무역증가가 GDP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고 있다. 본 장에서 얻은 추정결과를 앞장에서 도출한 중력모형
의 추정결과와 결합하여, 과연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도입이
무역창출을 통해 얼마만큼의 소득증가(경제성장)를 가져오는지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본 절에서는 무역이 장기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역개방이 정태적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든
다는 메커니즘은 다수 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효율화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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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불분명하다. 우선 지금까지 소개
된 자원배분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무역의 경제성장경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킨다. 특히 개도국에서는(기술이 체화된) 수입
자본재가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요소이다(Lee 1995).
② 대규모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확체감이 실현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③ 비숙련 저임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④ 투자효율성이 높거나 수출시장 접근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국내저
축률과 외자유입이 이루어진다.
⑤ 무역개방정책을 실현하는 정부는 다른 정책의 수행에서도 성장지향
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⑥ 무역개방이 이루어지면 비생산적인 지대추구(rent-seeking)행위가 줄
어든다.
⑦ 경쟁과 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적 행태가 촉
진된다.
⑧ 무역이 개방되면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한 개방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난 20여 년간 무역개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그 방법론에서는 신고전파적 접근, 즉 Solow 모형과 1980년
대 이후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주로 사용
되어왔다. Solow 모형은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한 상
태에서 주로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과 자원배분, 외생적 기
술진보 등을 중심으로 성장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성장이론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신고전파의 Solow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는 개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이 증대되면 정상상태하의 소득수준(steady-state level of income)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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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과 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Solow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은 (i) 완전경쟁시장과 (ii) 노동과

자본을 생산투입요소로 하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의 신고전파 생
산함수가 의미하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다. 먼저 간단한 CobbDouglas형의 생산함수를 <식 3-1>과 같이 가정한다.
Y = AK α L 1 − α

<식 3-1>

이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인당 자본량(k )의 이행경로는 <식 3-2>와
같은 미분방정식을 따른다(기술수준 A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k̇ = sAk α − (n + )k

<식 3-2>

여기에서 k 는 1인당 자본량, n 은 인구증가율, 는 감가상각률, 그리고
s 는 저축률을 나타낸다. 이때 정상상태(k̇ = 0 ) 의 1인당 자본량 k * 는 <식

3-3>을 만족한다.
0 = sAk * α − (n + )k *

<식 3-3>

Solow 모형의 주요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나라의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 산출량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같고 정부정책, 저축

률 등의 변화가 정상상태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즉 1인당 산출량은 정상상태에서 일정하다. 둘째, 한 나라의 1인당 자
본량이 정상상태 자본량 k * 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k 의 성장률이 높아 정
상상태로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다. 셋째, 한 나라의 정상상태 1인당 자본
량 k * 는 그 나라의 저축률,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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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였으나 이제 A 가 일정한 율로 계속 성장하는 외생적인 기술진보가 있을
때 한 나라의 정상상태에서 산출량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 기술진보율
을 합한 것과 같고 1인당 산출량은 외생적인 기술진보율에 의해서만 성
장하게 된다.
Solow 모형의 체계하에서 Baldwin(1989, 1992)은 무역자유화가 자본축

적에 미치는 효과를 두 단계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 첫 단계로, 무역자유
화는 생산요소를 보다 더 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해
당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 경우 자원의 투입량이 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높아진 효율성(A )으로 인해 더 많은 산출량을 생
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증가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원배
분의 효율성 증진이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첫 단계를 통해
해당경제의 효율성(A )이 높아지면 총산출 Y 가 증가하고 이렇게 늘어난
Y 의 일부가 다시 저축되는 과정에서 결국 총저축의 확대, 즉 자본스탁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위와 같이 저축률(s)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기간간 효용(intertemporal utility) 극대화 과정을 통해 내생적으로 결정된
다고 보는 Ramsey 모형도 있다. 이 경우,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은 위의 고
정저축률 경우와 유사하지만 무역개방을 통한 자본축적효과가 정태적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수익률 변화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내생적 성장이론’은 신고전파 성장모형이 잘 설명하지 못했던 장
기적인 성장의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생적 기술진보 없이도 지속
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Romer(1986), Lucas(1988) 등에
의해 처음 소개된 내생적 성장모형은 자본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나 인
적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넓은 의미의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생적 기술진보 없이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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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내생적 성장모형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본의 외부효과나 인적자본의 개념을 도입해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Romer(1986), Lucas(1988)
등이며, 두 번째는 기술투자, 지식의 축적, 기술확산 등을 통해 한 경제에
서 내생적인 기술진보가 발생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Romer
(1990), Helpman and Grossman(1991), Aghion and Howitt (1992) 등이다.

개방과 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의 중심 아이디어는
개방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내생적 기술진보(technology progress)를 가져오
고, 이 기술진보가 생산성(TFP) 향상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Helpman and Grossman(1991)은 개방을 통해 상품교역이나
직접투자(FDI)가 늘어나면 이와 함께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져 성장이 촉
진된다고 하였고, Bhagwati(1988), Krueger(1980)은 무역개방을 통해 규모
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특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Lucas
(1998), Young(1991)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통해 성장이 촉진되

는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이 모형에서 개방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낮은 산업에 특화가 일어나는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수
도 있다고 보았다.
Romer(1990)의 중간투입재 종류 증대모형(Variety Expanding Model)은
R&D 투자를 통하여 기술진보가 모형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과정

을 미시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기술진보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첫째,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재 생산
함수는 각기 다른 종류의 중간재 투입요소에 대해 한계생산성이 체감한
다. 그리고 각 중간재는 서로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불완전 대체재이기 때
문에 각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한계생산성이 체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종류의 부품만 많이 쓰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즉 중간재 종류의 증가는 한 중간재의 지속적인 투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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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한계생산성 체감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나 중간투입재 종류를
늘리기 위해서는 R&D에 투자를 해야 하며, 새로운 종류의 중간투입재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노동서비스 투입이 고정비용으로 필요하
다. 이러한 R&D 비용과 생산성 체감을 막아주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최적의 R&D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률이 산출된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지식의 이전효과(spillover 효과)가 작용하여 한계생산성이 체
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식 Ȧ = L 2 A 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발견
량(Ȧ )은 지금까지 축적된 현재의 기술수준(A )의 크기에 의해 양(+ )의 영
향을 받아 기술의 spillover 효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Romer의 기술진보모형에 따르면 무역개방을 통해 선진국의 R&D 성과가

다른 나라의 생산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spillover 효과) Coe
and Helpman(1995)은 그 경로로 다음의 네 가지 채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무역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이 체화된(embodied) 중간재, 자본
재 등을 수입함으로써 후발국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생산방식과 디자인, 조직문화, 시
장환경 등을 배울 수 있다.
셋째, 국제무역을 통해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모방하고, 국내 여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넷째, 국제무역을 통해 후발국의 신기술 개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개방과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개방수준(level of openness)’
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속도(changes in openness)’를 고려할 것인
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명한 결론은 없는 상
태이지만, 기본적으로 개방도가 높아지면 새로운 균제균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신고전파적 해석이다. 예를 들어 Berg
and Krueger(2003)은 전반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자유화(또는 개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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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openness)와 성장(또는 소득수준, level of income)간의 관계라고

보고 있다.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6)
가. 개방도의 측정

이론적으로 한 경제의 개방도(openness)는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마치
내국인간의 거래에서처럼 인위적 비용 없이 국내외간에 거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과연 무역의 크기가 개방도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
가가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1) 무역정책에 기반을 둔 측정방법
성장요인으로서의 개방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시장왜곡에 따른 비용
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tariff) 및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과 같
이 시장배분을 왜곡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관세나 비관
세장벽과 같이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변수를 개방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재화간 합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 합산방법은 다
른 종류의 재화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식
적(official) 관세율과 실제로 집행된(collected) 관세율 사이의 관계가 명확
하지 않고, 비관세장벽은 수치화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수입업자보다 수
출업자에게 유리한 환율을 제공하는 차별적인 환율정책이 관세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Sachs and Warner(1995)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test를 통과한 국가에 대해서만 1의 더미변수 값을 부여하는 방법으
6) Berg and Krueger(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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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방도를 측정하였다.
① 평균관세율은 40% 이하일 것.
② 비관세장벽은 무역품목의 40% 이하에만 적용될 것.
③ 암시장 등을 통한 이중환율 프리미엄이 1970∼89년간 평균 20% 이
하일 것.
④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닐 것.
⑤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국가독점이 없을 것.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법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왜
냐하면 기준의 자의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측정상의 문제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역규모에 기반을 둔 측정방법
때로는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을 이용하는 직접적인 개방의 측정
법이 유용하기도 하나, 이 방법은 무역규모 자체가 소득증가에 의해 영향
을 받는 내생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요인과 같이 외생
적인 무역의 요인을 이용하여 개방도 측정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실증
적 연구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잘 통제
했을 경우 이 측정방법이 앞의 무역정책에 기반을 둔 측정법보다 더 유
용하다는 결론을 얻기도 하였다.
Frankel and Romer(1999, 2000)는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을 이

용함으로써 소득에 기반을 둔 개방도를 측정하여 개방도의 GDP 대비
1% 증가는 20년에 걸쳐 1인당 GDP를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그러나 Alcala and Ciccone(2001)의 지적에 따르면 교역산업의 생
산성 향상이 비교역재의 상대가격을 상승시켜 개방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성장을 유발하는 교역의 증가가 개방도를 감소시키며 개
방도 성장에 대한 효과의 추정에서 하향편의(biasing downward)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구매력 평가설에 근거한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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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의 합을 측정함으로써 ‘실질개방도(real openness)’를 이용
하는 것이다.
나. 무역자유화가 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사례연구 또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소득증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Krueger(1978)와 Bhagwati(1978)는 자유무역국가가 수입
대체에서 대외 지향적인 무역정책으로 옮겨가는 국면을 분석하였고 여러
종류의 보호정책으로 인한 왜곡이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태
로 만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Choksi et al.(1991)은 1946년부터 1986년까
지 19개국의 36개 에피소드를 분석하여 강하고 지속적인 무역자유화가
수출과 실질 GDP의 빠른 성장을 가져옴을 알아냈다. 그리고 Dollar and
Kraay(2001)는 무역자유국(globalizer), 무역비자유국(non-globalizer), 그리고

이 두 그룹에 모두 속하는 국가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무역
자유국이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 높은 성장률의 증가를 경험함
을 볼 수 있었다.7) 마지막으로 Sachs and Warner(1995)는 1975년부터 개방
한 국가가 많은 경우 무역자유화를 하기 전보다 무역자유화 이후 2년 동
안 더 높은 성장을 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다. 계량 분석 및 비판

1) 개관
Solow 모형의 이론적 예측에 의하면 무역을 통해 통합이 많이 이루어
7) 무역자유국은 1975∼79년 기간과 1995∼97년 기간 사이에 GDP 대비 무역이 가
장 많이 증가한 국가를, 무역비자유국은 1985∼89년과 1995∼97년 기간 동안
가장 적게 평균관세를 인하한 국가를, 그리고 이 두 그룹에 모두 속하는 국가
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니카라과, 태국, 우
루과이 등 9개국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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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지역간에 소득의 수렴이 일어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무역을
통해 충분히 통합된 지역이나 국가가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국가들은 충분한 개방을 통하
여 가난을 해소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Barro and Sala-i-Martin(1995)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

하여 미국의 여러 주, 유럽의 각 지역, 일본의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절대적 수렴을 증명해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들은 무역 외에 공통
의 법을 가지고 있거나 요소이동의 자유, 단일통화 사용 등의 요인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무역자유화가 절대적
수렴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난한 지역이 충분히
동일한 제도나 개방을 선택한다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Sachs and Warner(1995)는 1970년에 무역개방을 시행한 모
든 국가에 대하여 절대적 수렴이 나타났음을 보여 무역개방이 절대적
수렴현상에 필요한 통합(integration)의 요건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Ben-David(1993)는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하여 무역자유

화가 일어난 1958년부터 유럽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수렴이 발생하였으
며 FTA가 성립되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수렴이 가속됨을 보였다.
또한 무역상대국 그룹과 임의추출한 그룹들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무역
이 절대적 수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Ben-David 1996).

이후 Rodriguez and Rodrik(1999)은 Sachs and Warner 개방도 측정방법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Ben-David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전후의 수렴형태가 1870년 전후의 수렴형태와 차별성을 가진다
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Slaughter(2001)는 무역자유화가
체계적으로 더 빠른 수렴을 가져온다는 증거가 없음을 보였다. 그는
Sachs and Warner의 표본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1970년에 개방한 국가

들이 개방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 기간에 비해 빨리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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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국가별(cross-country) 분석 및 패널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가 무역개방은 1인당 실질 GDP 수준과 증가율에서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주요 논점
은 다음과 같다(Berg and Krueger 2003).
첫째, 단순한 선형모형이 복잡한 성장과정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하
지만 개방도와 성장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힘은 충분히 강력하다.
둘째,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무역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이 무
역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이
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무역정책이나 산출은 성장의 다른 요인들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진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을 생략할 경우 개방도의 역할이 과대 측
정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경우 어떤 변수가
가장 의미 있는지 구별하기 힘들다.
Hall and Jones(1999)는 국가별 1인당 소득 차이의 많은 부분이 사회간

접자본의 차이에 의해 설명됨을 보였다. 이때 사회간접자본은 법과 질서,
관료주의의 질, 부패 정도, 도용의 위험, 정부부패 등을 측정한 값인
Government anti-diversion policies(GADP)와 1950∼94년 동안 Sachs and
Warner의 측정에 따라 개방국이던 기간의 비율, 그리고 이 두 변수의 평

균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은 지리적 요인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내
생성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난해한 문제들의 해
결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첫째, 개방도와 사회간접자본의 연관성을 받아들이기 쉽고 또한 이 두
요소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OLS에 의한 추정결과가 도구변수 추정치보다 작다는 것은 개방
도의 측정에서 OLS 추정치가 하향편의를 일으켜 소득에서 무역으로의
역인과관계가 작아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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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구변수가 개방에 영향을 미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2) Frankel and Romer(1999)의 연구
Frankel and Romer(1999)는 무역상대국과의 거리, 국가 크기, 국경 공유

여부, 내륙국 여부 등 외생적인 지리적 특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개방
도의 내생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의 비율에 대한 1인당 소득의 국가
별 회귀분석(cross-country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무역과 소득간의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역비중(trade share)의 내생성으로 인
해 무역과 소득간의 정의 관계가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해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도구변수를 제시하였
으며, 이 도구변수를 이용해 무역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 도구변수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개방도가 국가별 1인당 실질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지만, 곧이어 이러한 결과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Irwin and Tervio
(2000)이나 Rodrik(2000)는 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즉
Irwin and Tervio(2000)는 Frankel and Romer의 회귀분석을 20세기 전체로

확대하여 지리적 요인을 도구변수로 사용해 추정한 결과 무역이 소득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적도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
면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Rodrik(2000)은 추가변수
의 첨가가 개방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Noguer and Siscart(2004)는 Rodrik(2000), Rodriguez and Rodrik
(2001) 등의 비판과 관련해 Frankel and Romer(1999)가 도구변수를 추정할

때 사용한 DOTS(IFS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의 관측치 부족이 원인이

제3장 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55

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대신해 Feenstra et al.(1997) 등이 소개한 UN의
WTDB(World Trade Data Base, 1997)를 사용할 경우 무역이 성장에 미치

는 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3) Frankel and Rose(2002)의 연구
Frankel and Rose(2002)는 통화통합(Currency Union)이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rankel and Romer(1999)의 도구변수를 이용한
무역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Frankel and Romer(1999)의 결과
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비판을 받아들여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 분
석하였다. 그리고 개방도를 반영하는 도구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DOTS
대신 WTDB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추정시점도 1985년에서 1990년
으로 바꿔 현실 설명력을 높였다.
이들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무역비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즉
무역비중의 계수값은 다소 낮아졌으나 해당 계수값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t-값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고).
Frankel and Romer(1999)의 경우, 150개국 표본에 대해 실시한 도구변수

분석에서 무역비중의 계수값과 t-값이 1.97과 1.99였으나, 새로운 데이터
를 이용한 Frankel and Rose(2002)에서는 각각 1.96과 3.21로 나타나 해당
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절에서 지적
하였듯이 Alcala and Ciccone(2001)는 개방도 변화가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상대가격 차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실질개방도(Real Openness)의 사용을 제
안하였다. 이들은 GDP 대신 PPP 기준 GDP를 이용한 실질개방도(Real
Openness)를 사용해 개방과 소득간의 관계에 대한 robustness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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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결과 비교
Frankel & Romer(1999)
1)

Frankel & Rose(2002)
2)

OLS

IV

OLS

IV

OLS

IV

OLS

IV

무역개방도

0.85
(0.25)

1.97
(0.99)

0.82
(0.32)

2.96
(1.49)

0.79
(0.18)

1.61
(0.52)

0.69
(0.21)

1.96
(0.61)

인구의 로그값

0.12
(0.06)

0.19
(0.09)

0.21
(0.10)

0.35
(0.15)

0.14
(0.06)

0.23
(0.08)

0.18
(0.08)

0.18
(0.11)

국토면적의
곱의 로그값

-0.01
(0.06)

0.09
(0.10)

-0.05
(0.08)

0.2
(0.19)

-

-

-0.06
(0.08)

0.11
(0.10)

관측치

150

150

98

98

115

110

114

109

R2

0.09

0.09

0.11

0.09

0.11

-

0.11

-

RMSE

1

1.06

1.04

1.27

1.02

1.08

1.02

1.14

주: 1) IFS DOTS(1985, 63개국)를 이용해 도구변수를 추정.
2) UN WTD(1990, 186개국)를 이용해 도구변수를 추정.
* 종속변수는 1인당 실질소득의 로그값임.
*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3. 무역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이제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분석방법을 토대로 무역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무역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기본모형은 Frankel and Romer(1999)가 제안한 두 단계 추정방법
을 따른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통계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쌍방 무역방정식을 추정한 후, 지리적 요인들을 이용하여 해당 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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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ed value)을 구한다. 우선 국가별 전체 무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구변

수를 얻기 위해 쌍방 무역방정식에서 구한 각국의 대상국별 변수값(fitted
value)을 합계한다. 이 무역방정식에서 사용된 지리적 특성은 1) 국가별

크기, 2) 국가간 거리, 3) 국경 공유 여부, 4) 내륙국 여부 등이다. 이 절의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근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Frankel and Romer(1999)와 달리 UN WTDB의 통계
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을 1995년으로 확장하였다.
이제 도구변수 추정에서의 주요 가정과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접성과 국가 크기는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부정책과
같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둘째, 지리적 요인들이 국제무역이나 국가내 무역 외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로 역시 찾기 어렵다.
셋째, 국가 크기에 대한 측정은 인구(Pop)와 면적(Area)에 대한 로그값
을 이용한다.
추정할 모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식 3-4>와 같다.

ln (

Tr adeij
) = α 0 ln (Dist ij ) + α 1 log (Pop j ) + α 2 Languageij
G DPi
+ α 3 Bor der ij + α 4 ln (Area i Area j )i + α 5 Lan dlockedij

<식 3-4>
<식 3-4>는 <식 2-1>의 중력모형에 가능한 한 외생적인 변수만을 포함

시켜 단순화하고 개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소득에 대한 무역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Mankiw,
Romer and Weil(1992)의 성장방정식(growth equation) 모형을 이용한 OLS

및 도구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1인당 소득을 위에서 추정
한 도구변수 및 기타 관련 설명변수를 이용해 국간 회귀분석(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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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egression)을 실시하고 동일한 모형에 대해 실시한 OLS 결과와

비교한다. 이때 기존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개방도(openness), 즉 GDP 대
비 무역비중 외에 Alcala and Ciccone(2001)가 제안한 실질개방도(real
openness, PPP GDP 대비 무역비중)를 이용한 분석도 병행한다. 이 모형의

기본방정식은 <식 3-5>와 같다.

ln (

G DP
Trade
)
)
=α(
+
Pop 9 5, i
GD P 95 , i
γ ln (

G DP
)
+
Pop 7 0, i

4 School2 i

0

+
1

(

1 ln

(Pop )i + φln (Area )i +

In v
) +
GD P i

2ni

+

3 School1 i

+ ui

<식 3-5>
<식 3-5>에서 n i 는 인구증가율, School 1 은 초등학교 취학률, 그리고
School 2 는 중등학교 취학률을 의미한다.

나.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기간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이다.8)

∙ 도구변수 추정에 사용된 쌍방 무역(Bilateral trade)통계의 출처는
World Trade Database(U.N.)이며, 일부 누락된 데이터는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U.N.)를 이용해 보완하였고, 1970∼95년까지
5년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8) 이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무역 관련 자료는 Andrew Rose의 홈페이지(http://faculty.haas.berkeley.edu/arose/
RecRes.htm)에서 구할 수 있으며, PWT6.1 자료는 http://www.pwt.econ.upenn.edu/
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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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액의 경우, 명목가격(달러기준)으로 표시된 금액을 미국의 GDP
Chain Price Index를 이용해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 인구지리통계는 Penn World Table 6.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CIA 웹사이트의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 성장방정식 분석통계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
1998)를 기본자료로 하였으며 Penn World Table 6.1을 이용해 업데이

트하였다. 그리고 최종분석은 1995년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개방도의 출처는 Penn World Table 6.1인데, 첫 번째 분석에서는
PWT6.1에 포함되어 있는 개방도(OPENC)를 이용했으며, 두 번째 분

석에서는 Alcala and Ciccone(2001)의 방법에 따라 개방도(OPENC)에
GDP 가격수준(P)을 곱하여 만든 실질개방도(RPWTOPEN)를 이용하

였다.
다. 추정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1995년까지 확장된 데이터를 이용해 무역방정식과
도구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Frankel
and Rose(2002)의 추정결과와 비슷한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국간

거리, 무역상대국의 인구 등의 설명력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Frankel and Rose(2002)는
양국간 거리가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양국간 무역이 0.94단위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기존 연구와 거의 유사하게 0.98
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구, 공통언어 사용 여부 등 다
른 변수의 계수값도 거의 동일하며, 모형의 신뢰도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표 3-2> 무역개방도 추정결과
Frankel and Rose
2002
-0.94
(0.05)
0.82
(0.02)
0.53
(0.11)
0.64
(0.21)
-0.27
(0.01)
-0.47
(0.08)

본 연구
2004
-0.98
(0.04)
0.87
(0.02)
0.79
(0.10)
0.58
(0.24)
-0.27
(0.01)
-0.76
(0.08)

관측개수

4,052

4,432

R2

0.28

0.3

SE of regression

2.28

2.27

양국 거리의 로그값
상대국 인구의 로그값
공통 언어더미
상호 접경더미
양국 국토면적의 곱의 로그값
내륙국 더미

주: 이 결과는 1970∼95년 자료를 이용해 <식 3-4>를 추정한 것이며, Frankel and
Rose(2002)는 199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것임.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는 Andrew Rose의 DDAT3.DTA와 PWT6.1 자료임.

두 번째 단계로 도구변수를 이용해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한 계량분석결과는 <표 3-3>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1인당 실질소득의 로
그값을 상수항, 무역비중, 국가 크기에 관한 두 가지 변수(인구 및 면적)
에 대해 최소자승회귀(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추정방정식에서는 초
기 소득을 비롯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 추정결과가 <표 3-3>의 첫 번째 열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
듯이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무역개방도(Openness)
에 대한 t-값이 2.76을 기록함으로써 무역비중과 소득간에 통계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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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계수값이 0.48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도가 1% 높아지면 소득이
0.48%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 등 국가 크기를 반영하

는 변수들은 신뢰범위를 벗어나 기각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구, 면적 등
으로 대표되는 국가 크기는 소득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말할 수
없지만 무역비중, 즉 개방도는 소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상이한 여건을 1970년 소득수준, 투자율,
인구증가율, 교육수준 등의 설명변수들을 이용해 통제할 때는 무역개방
도의 소득에 미치는 설명력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1970년의 소득수준, 투자율, 인구증가율, 교육수준 등이 똑같아지도록 통

제한 상황에서 개방도, 인구, 면적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
는 것이다. 이 분석의 세 번째 열의 값을 보면, 앞의 OLS 분석결과와는
달리 개방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기각되고, 면적을 나타내는 변수
Log area는 비록 계수값은 -0.075로 작지만 2.68의 t-값을 기록해 유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도구변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두 번째 열)를 보면, OLS 추정에
비해 개방도 변수의 계수값과 신뢰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역개
방도의 t-값이 2.74를 기록해 여전히 유의한 반면, 인구(Population)와 국토
면적(log area)은 각각 1.17과 0.24의 t-값을 기록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무역개방도의 계수값은 1.85를 기록해 OLS 추정치에 비
해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명변수들을 추가해 변
수효과를 통제한 분석(네 번째 열)에서는 도구변수와 인구의 설명력이 높
아지면서 세 변수 모두 유의해졌다. 무역개방도의 계수값은 다른 변수들
을 이용해 그 효과를 통제하면서 0.32로 낮아졌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1970년과 같은 상황에서 개방도의 1% 상승은 25년에 걸쳐서 1인당 국민

소득을 0.32% 정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다. 이 계수값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소득변화의 상당 부분(68%)이 초기 소득수준, 즉 1970년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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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개방도
인구의 로그값
면적의 로그값

1970년 1인당 GDP의 로그값
투자율
인구증가율
초등교육 취학률
중등교육 취학률
관측개수
R2

RMSE

개방도를 이용한 추정
Uncontrolled
Controlled
OLS
IV
OLS
IV
0.48
1.85
0.013
0.32
(0.17)
(0.67)
(0.102)
(0.11)
0.12
0.15
0.068
0.11
(0.08)
(0.13)
(0.036)
(0.04)
-0.11
0.02
-0.075
-0.05
(0.06)
(0.1)
(0.028)
(0.03)
0.674
0.68
(0.069)
(0.07)
0.035
0.02
(0.008)
(0.01)
-0.03
-0.06
(0.058)
(0.06)
0.003
0.002
(0.002)
(0.002)
0.008
0.009
(0.003)
(0.004)
148
125
116
111
0.085
0.91
0.91
1.07
1.26
0.37
0.37

실질개방도를 이용한 추정
Uncontrolled
Controlled
OLS
IV
OLS
IV
1.26
1.49
0.05
0.33
(0.25)
(0.42)
(0.10)
(0.12)
0.05
0.03
0.07
0.09
(0.07)
(0.08)
(0.04)
(0.03)
-0.02
0.02
-0.07
-0.05
(0.06)
(0.07)
(0.03)
(0.03)
0.67
0.64
(0.072)
(0.07)
0.03
0.02
(0.008)
(0.01)
-0.03
-0.06
(0.055)
(0.06)
0.003
0.003
(0.002)
(0.002)
0.008
0.008
(0.003)
(0.004)
148
125
116
111
0.3
0.29
0.9
0.91
0.93
0.98
0.37
0.37

주: 종속변수는 1인당 실질 GDP이며,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이 분석은 1995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분
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Andrew Rose의 DDAT9512.DTA와 PWT6.1 자료, 그리고 앞에서 추정한 무역개방도 도구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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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이다.9)
이제 무역개방도를 실질개방도로 바꾸어 분석한 결과(4∼8열), 무역개
방도 변수의 신뢰도 면에서는 변수 통제하의 OLS 추정치만 기각될 뿐
다른 세 경우에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개방도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무역개방도(Openness)를 반영하는 계수값에는 상
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개방도의 OLS 추정치가 일반 개방도하에서
의 0.48에 비해 크게 증가한 1.26으로 나타났으며, 도구변수 추정치는
1.85에서 1.49로 줄어들었다. 이 계수값들의 의미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실질개방도가 1% 증가할 때 각국의 1인당 소득이 1.26∼1.49% 증가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OLS 추정치와 도구변수(IV) 추정치의 격차가 줄
어듦에 따라 OLS 모형과 도구변수 모형간의 과소, 과다 추정에 관한 논
란도 줄어들게 되었다. 설명변수들을 이용해 통제를 실시한 분석에서는
일반 개방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무역개방도의 OLS 추정치는 기각되는
반면 도구변수(IV) 추정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소득통제하에서
실질개방도의 계수값은 0.33으로 일반개방도를 사용한 결과와 동일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국간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이 소득의 변화(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를 원용하여 동북아 3
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
할지를 추정할 수 있다. <표 3-2>와 <표 3-3>의 네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추정한 결과 한ㆍ중ㆍ일 3국간의 무역개방도가 1%포인트 증
가하면 소득은 25년에 걸쳐 0.33%포인트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10)
9) 만일 무역개방도가 무한대의 장기에 걸쳐 가져올 수 있는 소득변화를 감안해
개방도의 소득효과를 다시 계산하려면 1970년 이후의 장기 소득변화효과(3.125=
1/(1-0.68))를 개방도의 순소득효과, 즉 개방도의 계수값 0.32에 곱해야 하며, 이
렇게 구한 값은 1%이다. 이는 개방도 1%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최대 1%의 소
득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의미한다.
10)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에서 무역개방도의 변화가 소득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산업구조를 비롯한
여러 국가적 특성에 따라 무역개방의 소득창출효과의 크기가 다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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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경제성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다. 즉 앞에서
분석한 2장과 3장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져올 장기적인 경제성장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북아 역내 경제
협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으로 한ㆍ중ㆍ일 3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는 근거
리 국가들 사이의 협정이고, 이 경우 일반적인 무역협정효과와 차별화된
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상호간의 무역과 소득에 미칠 영향을 알
아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무역
비중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부
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와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를 주

장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 무역증가(=개방도증가) → 소득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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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한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무역이 늘어나게 된다
는 가설과 GDP 대비 무역비중으로 정의되는 개방도가 높아지면 소득에
양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결합시켜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2장에서 추정한 효과, 즉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증가에 미
치는 효과를 바탕으로 한ㆍ중ㆍ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각
회원국의 무역증가 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궁극
적으로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2절에서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
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무역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효과 추정방법과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앞의 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 즉 일반적인 경우(표 2-2 참고)와
회원국이 서로 인접국임을 고려한 경우(표 2-3 참고)를 분석하였다. 또 각
경우에 대해서도 회원국 사이의 무역창출효과만을 고려한 경우와 비회원
국간에서도 무역창출이 일어나는 사례를 함께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생
각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조합에 대해 한ㆍ중ㆍ일 3
국의 개방도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분석의 기준연도는 2001년이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의 도입만으로 3국의 무역(개방도)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살
펴볼 것이다.
먼저 한ㆍ중ㆍ일 각국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 <표 4-2>,
그리고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표 4-1>은 각국의 2001년 수
출입 액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는 100만 달러이다. <표 4-2>는 이를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각국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으며, 각 행의 합이 100%가 되도록 정리하였다. 한국
의 경우,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7%,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7%로 양국의 합은 22.64%에 달한다. 한편 한국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5.55%로 일본과 중국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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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중국 전체 수출의 3.65%
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14.75%로 한국에
대한 수출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
출비중을 다 합해도 그밖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수출비중 23.85%보다
낮다는 사실에서 한ㆍ일 이외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중국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수
출비중은 6.13%,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7.72%로 중국이 다소 앞서는
정도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타 아시아의 비중이
18.47%로 한ㆍ중의 비중을 합친 13.85%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전반

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아시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1> 한·중·일 무역 현황(2001년)
(단위: 백만 달러)
수 입 국
한 국
한 국
중 국

11,738.3

중 국

일 본 한ㆍ중ㆍ일 기타 아시아

18,190.2

16,505.8

34,696.0

23,823.0 153,218.0

47,501.3

59,239.6

76,773.9 321,936.0

56,900.9

75,884.2 410,846.0

-

세 계

수 일 본
출
국 한ㆍ중ㆍ일

25,199.8

31,701.1

36,938.1

49,891.3

64,007.1

150,836.5

176,481.1 886,000.0

기타 아시아

17,208.5

82,013.0

94,367.4

193,588.9

132,543.1 554,046.0

131,269.0 230,171.0 326,126.0

687,566.0

493,805.5 6,247,960.0

세 계

-

주: 한ㆍ중ㆍ일은 각 행에 따라 해당국가를 제외한 경우임. 예를 들어 한국 행의
경우 중ㆍ일을 의미. 기타 아시아는 한ㆍ중ㆍ일을 제외한 홍콩, 싱가포르,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함.
자료: IMF, DOTS(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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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중·일 수출비중 현황
(단위: %)
수 입 국
한 국

중 국

한 국

-

11.87

10.77

22.64

15.55

100.00

중 국

3.65

-

14.75

18.40

23.85

100.00

6.13

7.72

-

13.85

18.47

100.00

4.17

5.63

7.22

17.02

19.92

100.00

3.11

14.80

17.03

34.94

23.92

100.00

2.10

3.68

5.22

11.00

7.90

100.00

수
일 본
출
국 한ㆍ중ㆍ일
기타 아시아
세 계

일 본 한ㆍ중ㆍ일 기타 아시아 세 계

주: <표 4-1>의 주 참고.

<표 4-3> 한·중·일 수입비중 현황
(단위: %)
수 입 국
한 국

중 국

한 국

-

7.90

중 국

8.94

수
일 본
출
국 한ㆍ중ㆍ일

일 본 한ㆍ중ㆍ일 기타 아시아 세 계

5.06

5.05

4.82

2.45

-

14.57

8.62

15.55

5.15

19.20

13.77

-

8.28

15.37

6.58

28.14

21.68

19.63

21.94

35.74

14.18

기타 아시아

13.11

35.63

28.94

28.16

26.84

8.87

세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표 4-1>의 주 참고.

<표 4-3>은 각국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표

는 각 열의 합이 100%가 되도록 정리하였다. 수입 또한 수출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의 수입비중이 19.20%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ㆍ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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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비중이 28.14%로 기타 아시아로부터의 수입비중 13.11%보다 현저
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수입비중에서도 기타 아시아로부
터의 수입비중이 한ㆍ일 또는 한ㆍ중으로부터의 수입비중보다 상당히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
3국간 무역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단연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따

라서 한ㆍ중ㆍ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3국간의 무역이 증가할 경
우,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본 연구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무역(개방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추정한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자. <표 4-4>에 따르면,
한국의 2001년 개방도 측정치는 73.31%이다. 한국의 개방도는(한국의 총
수출+한국의 총수입)/한국의 총소득으로 정의된다.
한국의 2001년 총수출은 1,532.18억 달러며 총수입액은 1,312.69억 달러,
총소득은 3,880.6억 달러다. 또한 대중국 수출액은 181.90억 달러며 대중
국 수입액은 117.38억 달러다. <표 2-2>에 정리된 결과 중에서 임의효과
의 추정치를 따른다면, 한ㆍ중ㆍ일 3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ㆍ중 사이의 무역은 67.4% 증가한다. 이러한 효과가 수출 및 수입
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때, 한국의 대중 수출과 대중 수입은 각각
122.60억 달러와 79.11억 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일 무역에

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대일 수출 및 대일 수입은 각각 111.25억
달러와 169.85억 달러 증가하게 된다. 만약 비회원국과의 관계에서는 아
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은 233.85억 달러 증가하
고, 총수입액은 287.23억 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각국의 무역(개방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표 4-4>의 Case 1 항목에 정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국가와의 무

역증가효과까지 포함한 경우는 Case 2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지역무역
협정 당사국이 인접국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인지에 대한 구별을

제4장 한ㆍ중ㆍ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69

무시하였다. 이제 <표 2-3>의 인접국간 지역무역협정의 차별화된 효과를
이용하여 회원국 사이의 무역증가만을 고려한 경우는 Case 3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회원국과의 관계에서도 무역증가가 일어나는 경우까지 함
께 고려한 경우는 Case 4에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임의효과 추정치 대
신에 고정효과 추정치를 이용한 개방도 변화 추정결과는 <표 4-5>에 보
고하였다.
<표 4-4> 및 <표 4-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는 대일 및 대

중 무역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개방도의 증가가 가
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효과에 따를 때, 무역(개방도)
은 73.31%에서 그 계산방법에 따라 85.75∼93.8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증가수준은 중국의 개방도가 42.77%에서 49.71∼55.20%로 증가하고,
일본의 경우 20.16%에서 23.19∼26.00%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소득증가효과가 가장 클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한국임을 알 수 있다.
<표 4-4> 한·중·일 FTA 체결이 개방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임의효과 추정치)
(단위: %)
개방도 변화 추정치

2001년 개방도
(무역량/GDP)

Case 1

Case 2

Case 3

Case 4

한 국

73.31

85.75

90.63

88.92

93.81

중 국

42.77

49.71

53.43

51.48

55.20

일 본

20.16

23.19

25.23

23.96

26.00

주: 무역량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의미함. Case 1은 <표 2-2>의 RTA가
무역흐름에 미친 임의효과 추정치를 이용하여 회원국의 무역증가량만을 고
려한 경우이며, Case 2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무역증가량을 함께 고려한
경우임. Case 3은 <표 2-3>의 RTA가 근접국들의 무역흐름에 미친 임의효과
추정치를 이용하여 회원국의 무역증가량만을 고려한 경우이며, Case 4는 회
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증가량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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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중·일 FTA 체결이 개방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추정치)
(단위: %)
개방도 변화 추정치

2001년 개방도
(무역량/GDP)

Case 1

Case 2

Case 3

Case 4

한국

73.31

82.84

86.40

85.44

89.00

중국

42.77

48.08

50.80

49.54

52.25

일본

20.16

22.48

23.97

23.11

24.60

주: 고정효과 추정치를 이용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표 4-4>와 동일함.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앞에서 추정된 개방도 변화 결과를 이용해 자유무역협
정 체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자 한다. 전 절에서는 임의효
과 추정결과(표 4-4 참고)와 고정효과 추정결과(표 4-5 참고)를 함께 살
펴보았으나 추정방법에 따른 결과에 큰 차이가 없고 임의효과보다는
고정효과 결과를 중시하는 최근의 패널 분석경향을 따라 이후 분석은
<표 4-5>에 정리된 고정효과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시키고자 한다. 즉
<표 4-5>의 Case 1(최소 추정치)과 Case 4(최대 추정치), 두 가지 경우를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다.
<표 4-6>은 각국의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인

경우와 한ㆍ중ㆍ일의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는 한ㆍ중ㆍ일
각국이 그 대상과 상관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나타나
는 소득변화를 뜻하며, 한ㆍ중ㆍ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는 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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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일 3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서 자유무
역협정 체결에 따른 일반적인 효과와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정적 효과의 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경우의
첫 번째 열은 25년간 누적하여 발생하는 총소득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
이며, 두 번째 열은 이러한 증가를 가능하게끔 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한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표 4-6>의 Case 1에서 알 수 있듯
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참여할 때 예상
되는 기본적인 변화로 한국의 무역비중, 즉 개방도가 9.53%포인트 늘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방도 증가로 인해 한국의 소득수준은
25년간 3.10% 증가, 즉 연평균 성장률이 0.1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중국과 일본에 대한 효과는 한국만큼 크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에는 25년간 각각 1.71%와 0.75%의 소득이 증가하고 연평균 성장률
은 각각 0.07%포인트와 0.0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ase 1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의 역내 회원국과의 무역증가만을 감안한 경우이며,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 가져오는 역외국과의 무역창출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ㆍ
중ㆍ일 3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사실 역시 반영되지 않은 결과
로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ase 1이 간과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즉 역외국과의 무역
증가 및 근접국 특성을 보완한 것이 Case 4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
이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할 경우 역내외 국가들과의 무역이 다같이
확대되어 개방도가 15.69%포인트 증가하며, 소득수준 역시 25년에 걸쳐
5.1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0.2%포인트

증가에 해당한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효과 역시 앞의 결과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 소득은 2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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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08%, 1.4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평균 0.12%포인트
및 0.06%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무역비중
변화(%p)

Case 1(최소 추정치)

Case 4(최대 추정치)

소득증가
(25년간)

연평균 성장률

소득증가
(25년간)

연평균 성장률

한국

9.53

3.10

0.12

5.15

0.20

중국

5.31

1.71

0.07

3.08

0.12

일본

2.32

0.75

0.03

1.43

0.06

주: Case 1은 <표 4-5>의 Case 1의 인접국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회원국과의 무
역증가만을 감안한 경우에 기초하여 소득증가효과를 계산한 경우임. Case 4
는 인접국 여부와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무역증가를 함께 감안한 경우임.

3. 기존 추정결과와의 비교
<표 4-7>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각국의 소득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들의 추정치를 비교
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를 추
정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CGE 모형을 이용해 소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물론 Sohn and Yoon(2001), Lee and Park(2003) 등 중력모형을 이용해 자
유무역협정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소득효과를 직접 추정하지 않
고 무역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후 그 결과에서 시사점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표 4-7>을 통한 비교에서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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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비교
(단위: %)
본 연구

정인교
(2003)

박인원
(2001)

한국

3.10∼5.15

1.29∼4.73

0.2

Scollay
& Gilbert
(2001)
0.8

중국

1.71∼3.08

0.03∼1.05

0.89

2.09

1.3

일본

0.75∼1.43

0.03∼0.16

0.03

0.25

0.2

일본내각부
(2001)

3.2

<표 4-7>을 통해 값들을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치가 다른 연구결

과가 제시한 값들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
우, 본 연구의 추정치는 분석조건에 따라 25년에 걸쳐 소득증가의 추계치
로 3.1∼5.2%의 값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연구 중 최대 추정치를 제시
하고 있는 정인교(2003)의 1.3∼4.7%보다 더 큰 범위의 값이다. 본 연구의
최소 추정치 3.1%는 일본내각부(2001)의 추정치와 유사하다. 중국의 추정
치인 1.7∼3.1%, 일본의 추정치인 0.8∼1.4% 역시 기존 CGE 모형을 통한
연구의 추정치보다는 매우 큰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CGE 모형의
대부분이 FTA 체결 이후 시간에 걸쳐 소득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하며, 또 한편으로 본 연
구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간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좀 더 큰 무역의
증가와 소득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추
정치를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기대효과가 일본에 대해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모든 연
구결과가 일치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은 분석이 엇갈린다.
박인원(2001)과 Scollay and Gilbert(2001)은 한국보다 중국에 미치는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분석했으나, 정인교(2003)와 일본내각부(2001)의 결과에
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최대 수혜자이며 중국이 그 뒤를 잇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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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금까지 우리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역내 국가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무역의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중력모
형을 이용한 무역창출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주로 무역
의 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무역증가
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무역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하에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을 연구
한 Rodriguez and Rodrik(2001)과 Baldwin(2003)에 따르면 무역과 성장간의
관계는 매우 모호하며 양자간의 관계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증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무
역과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의 크기’ 그 자체보다는 ‘무역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ㆍ중ㆍ일 자유무역
협정은 필연적으로 3국간 무역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이러
한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구조를 3국간 무역의
존도, 산업내 무역지수(IIT)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3국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함으
로써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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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가.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
니라 실증적인 분석에서도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어왔다. 무역과 경제
성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 나라의 무역개방도 혹은 무역규모와 소
득수준간의 관계(Frankel and Romer 1999; Ferreria and Trejos 2002;
Wacziarg and Welch 2002)를 다루거나 또는 이들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Rodrik and Rodriguez 2000; Jones 2000; Wacziarg 2001; Wacziarg and
Welch 2002)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순히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한 나라의 무역구조가 과연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얼마만큼의 영
향을 가져오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 나라의 수출집중도
나 산업내무역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금융구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룬 Levine et al.(2000)의 연구를 원용하여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사
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량 그 자체나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 못지않게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Sachs and Warner(2001)과 Auty(1998) 등이 있다.

한ㆍ중ㆍ일 FTA의 체결로 인한 무역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다음에서는 UN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무역의존도,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등 각종 지수(Index)를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간이 갖는 무역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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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의 특성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국제무역센
터와 국제연합통계국(International Trade center UNCTAD/WTO and UN
Statistical Division)이 작성한 1976∼2002년 기간의 국제무역통계(PC/TAS)

를 이용하였다. 무역통계는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와 Harmonized System(HS)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분석

을 위해서 SITC 3 또는 4-digit과 HS 2, 4, 그리고 6-digit을 이용하였다.
먼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5-1>은 한ㆍ
중ㆍ일 3국간 품목별 수출입비중을 HS 2단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무역은 헥셔-올린의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삼각형
무역구조(triangular trade structure)를 갖추고 있다. 즉 2000년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해 11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한국과 중국은 각각 중국과 일본
에 대하여 104억 달러와 13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
로 수출입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전
체 수출 중 기계 및 전자(HS 84∼85)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이는 일본의 무역흑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
요 수출품목 역시 기계 및 전자(HS 84∼85)이며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섬유(HS 50∼63) 및 농수산물(HS 1∼24) 등이다.
이제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5-1>에 나타나 있는 1996∼2000년 사이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생
산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기계 및 전자, 화학물, 플라스틱, 그리고 1차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일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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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섬유(HS 50∼63) 및 신발(HS 64∼67) 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상
실하게 되었다. 즉 1996년 섬유제품에 대한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약 12%에서 2000년에는 6%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 특징
은 기계 및 전자(HS 84∼85)제품에 대한 3국간 수출입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증
가에 기인하고 있다.
<표 5-1> 한·중·일의 무역구조(HS 2단위 기준)

1. 한ㆍ일 무역구조
HS
코드

산 업 명

01∼24
농수산물
광물
25∼27
화학물, 화학제품
28∼38
플라스틱, 고무
39∼40
가죽, 모피
41∼43
목재, 목제품
44∼46
펄프, 인쇄물
47∼49
섬유, 의류
50∼63
신발, 모자
64∼67
돌ㆍ시멘트 제품, 유리
68∼70
귀금속
71
72∼83 1차 금속ㆍ비금속 제품
기계ㆍ전기 제품
84∼85
운송장비
86∼89
90∼92 광학ㆍ정밀기기, 의료, 악기
가구, 완구, 예술품
93∼97
기타
99

(단위: %)
일본의 대한 수입비중 한국의 대일 수입비중
한국 기준1) 세계 기준2) 일본 기준1) 세계 기준2)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12.2 9.2 3.4 3.7 0.8 1.2 2.6 4.6
10.9 17.2 2.5 4.1 2.3 1.2 2.7 1.0
4.0 3.6 3.0 3.1 11.3 11.9 30.2 31.9
2.7 3.8 6.7 10.3 3.9 4.3 34.4 38.6
2.2 1.2 8.1 5.8 0.1 0.1 1.7 2.2
0.2 0.2 0.2 0.3 0.1 0.1 1.2 1.1
0.4 0.9 1.4 3.7 0.6 0.8 7.9 10.4
11.7 5.9 7.1 4.9 2.3 1.7 11.2 10.1
2.8 1.2 11.0 6.5 0.0 0.0 2.8 2.2
1.2 0.9 6.4 6.0 1.8 1.5 38.5 34.3
1.1 0.5 2.3 1.3 0.2 0.3 0.9 3.3
12.6 9.6 11.9 12.1 11.4 12.8 26.4 32.1
31.4 39.0 7.2 8.6 52.2 51.8 34.5 29.2
0.7 0.8 0.7 1.2 3.1 2.4 13.6 24.8
2.1 3.2 2.6 4.2 8.8 9.2 41.6 41.7
2.6 1.4 4.7 3.0 0.9 0.7 16.0 16.5
1.2 1.5 4.5 5.7 0.1 0.0 14.2 16.8

3)

합계
100 100 4.6 5.4 100 100 20.9 19.8
별 한국 수입액 

주: 1) 일본(한국)의 한국(일본)으로부터의 코드별 수입비중 = 코드
한 국 전체 수 입액 

2) 일본(한국)의 전체 수입 중 한국(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 =
3) 세계 기준은 전 산업 평균임.
자료: UNCTAD COMTRADE와 PC-TAS를 이용하여 계산.

코드별 한국 수입액 

코드별 전체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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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2. 한ㆍ중 무역구조
(단위: %)
한국의 대중 수입비중 중국의 대한 수입비중

HS
코드

산 업 명

중국 기준1) 세계 기준2) 한국 기준1) 세계 기준2)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01∼24
농수산물
광물
25∼27
화학물, 화학제품
28∼38
39∼40
플라스틱, 고무
가죽, 모피
41∼43
목재, 목제품
44∼46
47∼49
펄프, 인쇄물
섬유, 의류
50∼63
신발, 모자
64∼67
68∼70
돌ㆍ시멘트 제품, 유리
귀금속
71
72∼83 1차 금속ㆍ비금속 제품
84∼85
기계ㆍ전기 제품
운송장비
86∼89
90∼92 광학ㆍ정밀기기, 의료, 악기
93∼97
가구, 완구, 예술품
기타
99
3)

합계

9.9
16.4
6.8
0.8
1.8
2.0
0.1
21.6
2.9
1.1
0.3
17.5
15.0
0.6
1.4
2.0
0.0

13.4
10.8
6.0
1.1
1.1
1.5
0.4
16.6
1.9
1.2
0.4
10.8
29.3
0.6
2.8
2.1
0.0

9.0
5.3
4.9
1.8
6.1
6.5
0.3
28.7
45.8
6.5
0.4
11.0
2.7
0.7
1.8
10.1
2.0

100 100

5.7

20.9
3.4
6.4
4.0
9.4
12.0
2.0
39.7
69.0
11.4
1.7
10.9
6.7
2.5
5.2
19.6
0.6

0.6
3.5
7.4
13.9
6.4
0.6
3.8
24.2
1.0
0.4
0.1
10.0
24.7
1.2
1.0
1.1
0.0

0.6
8.8
11.4
12.1
3.8
0.3
3.4
13.4
0.6
0.7
0.2
11.9
30.5
0.5
1.2
0.5
0.0

8.0 100 100

주: 1) 한국(중국)의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코드별 수입비중 =

1.2
3.0
5.7
15.3
32.6
5.4
10.2
19.2
30.1
5.2
1.8
8.9
5.2
4.3
3.1
11.8
0.2

9.0 10.1

코드 별 중국 수 입액 

중국 전 체 수입 액 

2) 한국(중국)의 전체 수입 중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
3) 세계 기준은 전 산업 평균임.
자료: UNCTAD COMTRADE 와 PC-TAS를 이용하여 계산.

0.9
4.7
8.8
16.9
31.2
4.4
11.3
18.1
28.6
5.0
2.2
9.9
6.3
2.7
2.8
12.9
0.3

코드 별 중국 수 입액 

코드 별 전체 수 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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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3. 중ㆍ일 무역구조
(단위: %)
일본의 대중 수입비중 중국의 대일 수입비중

HS
코드

산 업 명

중국 기준1) 세계 기준2) 일본 기준1) 세계 기준2)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01∼24
25∼27
28∼38
39∼40
41∼43
44∼46
47∼49
50∼63

농수산물

64∼67
68∼70
71
72∼83
84∼85
86∼89
90∼92
93∼97
99

13.7 11.7 9.8 12.7 0.7 0.7 2.4 3.0
광물
7.1 4.8 4.1 3.0 0.9 0.7 2.9 1.3
화학물, 화학제품
3.2 2.7 6.2 6.4 4.8 7.8 13.5 18.0
플라스틱, 고무
1.3 1.8 8.0 13.5 7.4 7.1 21.1 18.0
가죽, 모피
3.2 3.0 29.9 39.4 0.3 0.2 3.7 2.2
목재, 목제품
2.6 2.1 6.4 10.0 0.0 0.0 0.8 0.2
펄프, 인쇄물
0.3 0.4 2.4 4.5 1.3 1.3 8.6 7.8
섬유, 의류
33.5 29.8 51.4 67.4 11.2 8.4 19.5 21.0
신발, 모자
5.0 4.3 50.8 65.0 0.1 0.1 5.0 8.2
돌ㆍ시멘트 제품, 유리
1.8 1.8 25.4 31.6 1.0 1.5 28.6 35.0
귀금속
0.1 0.2 0.7 1.6 0.1 0.1 5.1 2.9
3.8 4.1 9.0 13.9 12.1 11.1 27.8 22.3
1차 금속ㆍ비금속 제품
기계ㆍ전기 제품
15.2 22.2 8.9 13.3 50.8 50.2 30.2 24.4
운송장비
0.8 1.1 1.9 4.5 2.1 3.5 11.6 23.0
광학ㆍ정밀기기, 의료, 악기 2.6 3.4 8.2 11.7 6.4 6.8 40.1 34.3
가구, 완구, 예술품
5.3 5.9 23.4 34.7 0.8 0.6 22.3 25.7
기타
0.5 0.8 4.3 8.0 0.0 0.0 0.3 0.5

합계3)

100 100 11.6 14.5 100 100 21.0 18.4

주: 1) 일본(중국)의 중국(일본)으로부터의 코드별 수입비중 =

코드 별 중국 수 입액 

중국 전 체 수입 액 

2) 일본(중국)의 전체 수입 중 중국(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 =
3) 세계 기준은 전 산업 평균임.
자료: UNCTAD COMTRADE와 PC-TAS를 이용하여 계산.

코드 별 중국 수 입액 

코드 별 전체 수 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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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구조를 산업별 수출입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다음에서는 산업간 역내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무역구조를 보다 정밀히 분석해보기로 하자.
산업간 역내 무역의존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Petri(1993)가 고안한 방법
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지수는 단순히 특화지수(intensity index)라고도 불
리우며 어느 한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무역을 할 때 어떤 특정국가의 중
요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이다. 즉 이 지수의 값이 1보다 크
면 해당국가가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무역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해석
하게 된다. <그림 5-1>은 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도
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11)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전 분석기간 동안 한ㆍ중ㆍ일 3국 상호

간의 무역의존도지수는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래 한국 무역에서 일본의
중요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반면, 일본 및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중요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은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말해주
고 있다.
이러한 3국간 상호 의존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양국간, 즉
한국ㆍ일본, 한국ㆍ중국, 그리고 일본ㆍ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및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구조를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양
국간 무역이 산업간무역인지 아니면 산업내무역인지를 판별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산업내무역일 경우 다시 수평적 분업(horizontal)관계인지 아
니면 수직적(vertical) 분업관계인지를 품목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1) <그림 5-1>은 편리를 위하여 지수에 로그(log)를 취한 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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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중·일 3국간 무역의 중요도

1. 한국 기준

2. 중국 기준

3. 일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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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국간의 무역이 산업간 혹은 산업내무역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 <식 5-1>과 같은 산식을 사용하기로 하자.
Min (M ijk, M jik )
Max (M ijk, M jik )

0.1

<식 5-1>

<식 5-1>에서 M ijk 는 i 국이 교역상대국 j 국으로부터의 k 상품의 수입

을 나타내며, 계산된 값이 <식 5-1>을 만족하면 산업간무역을 의미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산업내무역를 의미하게 된다. 한편 산업내무역 중에
서 수평적 및 수직적 분업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Greenaway, Hine and
Milner(1995)의 방정식을 응용한 <식 5-2>를 사용하기로 하자. <식 5-2>에

서 P ijk 는 i 국이 교역상대국 j 로부터 수입하는 k 상품의 단위가격(unit
value)을 나타낸다.
1
1. 25

Pijk
Pjik

1. 25

<식 5-2>

계산되어진 값이 <식 5-2>를 만족하게 되면 산업 j 에 대한 양국간의
무역은 수평적(horizontal) 관계를 의미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직
적 산업내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으로 해석하게 된다.
<표 5-2>는 한ㆍ중ㆍ일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에 대하여 산업

간 및 산업내 무역구조를 보여주고 있다.12) 특히 산업내무역이 수평적분
업관계인지 또는 수직적 분업관계인지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표 5-2>에
서 보듯이 한ㆍ중ㆍ일 3국간의 무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업간무역과
수직적 분업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과 일본간의 무
12) 산업간 및 산업내 무역지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0년 기준
HS 6단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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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살펴보면 산업간무역과 수직적 분업관계가 각각 50.2%와 35.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산업간무역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에서도 수평적 무역보다

는 수직적 분업관계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한·중·일 3국간 산업내무역
(단위: %)
1. 한국과 일본
Inter-industry trade(One-Way trade)
일본 → 한국
한국 → 일본
Intra-Industry trade
수평적 산업내무역
수직적 산업내무역

50.2
33.7
16.5
49.8
13.7
35.7

2. 한국과 중국
Inter-industry trade(One-Way trade)
한국 → 중국
중국 → 한국
Intra-Industry trade
수평적 산업내무역
수직적 산업내무역

61.9
47.4
14.6
38.1
10.3
27.5

3. 일본과 중국
Inter-industry trade(One-Way trade)
일본 → 중국
중국 → 일본
Intra-Industry trade
수평적 산업내무역
수직적 산업내무역

68.8
27.2
41.6
31.2
5.8
24.6

자료: UNCTAD COMTRADE와 PC-TAS를 이용하여 계산.

이제 3국 상호간 무역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표 5-3>
은 HS 2단위 산업분류에 대하여 산업간 무역지수와 산업내 무역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산업간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플라스틱(HS 39∼40), 1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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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HS 72∼83), 그리고 기계 및 전기제품(HS 84∼85) 품목에서는 산업내
무역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차 금속제품과 기계 및
전기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평적 분업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한ㆍ중 및 일ㆍ중간 관계에서는 많은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로 인해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많은 품목
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내무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계 및 전
기제품(HS 84∼85)의 경우 매우 높은 수직적 분업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3> 산업별 한·중·일간 산업내무역

1. 한국과 일본
(단위: %)
HS
코드
01∼24
25∼27
28∼38
39∼40
41∼43
44∼46
47∼49
50∼63
64∼67
68∼70
71
72∼83
84∼85
86∼89
90∼92
93∼97
전

산

업

명

농수산물
광물
화학물,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 모피
목재, 목제품
펄프, 인쇄물
섬유, 의류
신발, 모자
돌ㆍ시멘트 제품, 유리
귀금속
1차 금속ㆍ비금속 제품
기계ㆍ전기 제품
운송장비
광학ㆍ정밀기기, 의료, 악기
가구, 완구, 예술품
산

업 (HS 01∼97)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산업간
무역 소계 수평적 수직적 기타1)

75.4
67.2
56.6
37.0
96.3
60.6
55.9
69.1
96.1
66.0
84.3
41.2
39.9
70.5
70.2
52.3

24.6
32.8
43.4
63.0
3.7
39.4
44.1
30.9
3.9
34.0
15.7
58.8
60.1
29.5
29.8
47.7

3.1
30.5
11.2
3.6
0.3
7.0
6.8
1.3
0.3
1.0
0.0
29.1
14.0
2.7
0.9
1.7

21.5
2.3
32.1
59.4
3.5
31.8
37.3
29.7
3.5
29.0
0.0
29.7
45.9
26.5
26.3
42.7

0.0
0.0
0.1
0.0
0.0
0.6
0.0
0.0
0.1
4.0
15.7
0.0
0.2
0.2
2.6
3.4

49.9

50.1

13.8

35.8

0.4

주: 1)은 수평적ㆍ수직적 산업내무역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자료: UNCTAD COMTRADE와 PC-TAS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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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2. 한국과 중국
(단위: %)
HS
코드

산

업

명

산업간
무역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소계 수평적 수직적 기타1)

01∼24

농수산물

80.5

19.5

4.9

14.6

0.0

25∼27

광물

99.0

1.0

0.7

0.3

0.0

28∼38

화학물, 화학제품

79.8

20.2

6.8

13.4

0.0

39∼40

플라스틱, 고무

86.1

13.9

1.9

11.9

0.0

41∼43

가죽, 모피

76.1

23.9

22.5

1.4

0.0

44∼46

목재, 목제품

77.0

23.0

3.8

19.3

0.0

47∼49

펄프, 인쇄물

89.3

10.7

6.3

4.3

0.0

50∼63

섬유, 의류

75.8

24.2

4.8

19.3

0.1

64∼67

신발, 모자

33.0

67.0

15.3

51.7

0.0

68∼70

돌ㆍ시멘트 제품, 유리

35.9

64.1

42.0

21.9

0.1

71

귀금속

44.9

55.1

0.0

0.0

55.1

72∼83

1차 금속ㆍ비금속 제품

68.0

32.0

9.9

22.1

0.0

84∼85

기계ㆍ전기 제품

34.4

65.6

16.8

48.6

0.2

86∼89

운송장비

52.4

47.6

22.8

22.7

2.0

90∼92

광학ㆍ정밀기기, 의료, 악기

25.6

74.7

3.6

69.4

1.4

93∼97

가구, 완구, 예술품

72.8

27.2

5.6

20.7

0.9

업 (HS 01∼97)

61.9

38.1

10.3

27.5

0.3

전

산

주: 1)은 수평적ㆍ수직적 산업내무역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자료: UNCTAD COMTRADE와 PC-TAS를 이용하여 계산.

86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표 5-3> 계속

3. 일본과 중국
(단위: %)
HS
코드

산

업

명

산업간
무역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소계

수평적 수직적 기타1)

01∼24

농수산물

92.9

7.1

0.8

6.1

0.1

25∼27

광물

92.1

7.9

2.9

5.0

0.0

28∼38

화학물, 화학제품

69.4

30.6

2.7

26.3

1.6

39∼40

플라스틱, 고무

63.2

36.8

1.8

35.0

0.0

41∼43

가죽, 모피

98.0

2.0

1.0

1.0

0.0

44∼46

목재, 목제품

99.7

0.3

0.1

0.1

0.1

47∼49

펄프, 인쇄물

72.4

27.6

9.7

17.9

0.0

50∼63

섬유, 의류

94.8

5.2

1.2

4.0

0.0

64∼67

신발, 모자

98.1

1.9

0.0

1.9

0.0

68∼70

돌ㆍ시멘트 제품, 유리

80.8

19.2

0.8

18.2

0.2

71

귀금속

46.7

53.3

0.0

0.0

53.3

72∼83

1차 금속ㆍ비금속 제품

79.4

20.6

1.7

18.9

0.0

84∼85

기계ㆍ전기 제품

39.2

60.8

13.9

45.9

1.0

86∼89

운송장비

79.9

20.1

0.1

19.9

0.0

46.4

53.6

4.5

45.6

3.5

90.1

9.9

0.3

9.5

0.0

68.7

31.3

5.8

24.8

0.7

90∼92 광학ㆍ정밀기기, 의료, 악기
93∼97
전

가구, 완구, 예술품
산

업(HS 01∼97)

주: 1)은 수평적ㆍ수직적 산업내무역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자료: UNCTAD COMTRADE와 PC-TAS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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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적 분석13)
앞절에서 우리는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의 무역구
조를 살펴보았다. 각종 무역지수를 활용한 무역구조의 분석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전통적인 헥셔-올린의 무역이론에 의하면 각
국의 비교우위는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FDI 등을 통해 요소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울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무역구조를 보
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FDI 현황,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앞절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한ㆍ중ㆍ일 3국간의 상호 의존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호간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산업내무역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내무역에서도 수평적 분업관계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3국간 무역구조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필연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무역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즉
1991∼2001년간의 66개국 통계를 활용하여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

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가상적
으로 한ㆍ중ㆍ일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성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구축

기본적인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앞서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무역구조변
13) 무역구조와 경제성장간의 분석은 Sohn and Lee(2003)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

88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무역구조변수로서 자본집약적인 상품
의 수출에 대한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수출비율을 자본ㆍ노동비율로 나눈
지수






XK
XL






K
/   를
L 

이용하였다. 이 지수는 각국의 요소부존구조에 기초

한 전통적인 헥셔-올린의 무역과 성장이론을 나타내는 무역구조변수이다.
두 번째 무역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총GDP에 대한 원자재(natural
resource) 상품의 수출비율을 이용하였다. 이 변수는 풍부한 부존자원은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소위 Sachs-Warner(1995)의 주장을
검증하고 있다. 세 번째 무역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양국간 무역에서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출집중도(export concentration)를 사용하였다.
네 번째 변수로서 산업내 무역지수(intra- industry trade index)를 사용하였
다. 이 변수는 Krugman-Helpman이 주장하는 무역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관
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차별화된 제품의 산업내 무역증가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효과를 나타내는 무
역구조변수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모델
속에 도입하고

있다. 이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model)에서의 성장효과를 측정하고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구조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1991∼2001
년간의 66개국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먼저 각국의 자본장비율(capital to
labor ratio)은 Penn World Tables과 Hall and Jones(1999)에서 구하였으며,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Barro and Lee(2000)에서 얻고 있다.14) 또한 자
본집약상품(capital-intensive goods)과 노동집약상품(labor-intensive goods)의
구분은 Romalis(2002)를 따랐으며, 각국의 1인당 GDP 데이터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D-ROM(2002)을 이용하여 1995년

기준으로 불변화시켰다.
14) 인적자본을 직접적으로 구하고 있는 Barro and Lee dataset에서는 5년 간격의
자료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자료를 얻기 위하여 나머지 5년간의 평균
증가율로서 interpolate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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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수출 중 원자재(natural resource) 수출은 표준국제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중 0, 1, 2(22는 제외), 3,
4, 그리고 68을 선택하였다. 수출집중도(export concentration)를 계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이용하고 있는 <식 5-3>의 H-지수(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는 UN COMTRADE dataset의 4단위 기준
SITC 무역분류에서 구하고 있다.
n

H=



= 1 



Σ
i








xi
n

Σx

i

i= 1

2

<식 5-3>

한편 산업내 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를 산출하기 위하여 <식
5-4>의 GL-지수(Grubel-Lloyd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수는 동일 산

업에 속하는 상품간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
는 지표로서 투입요소의 유사성이나 최종 수요에서 대체성 등의 측면에
서 양국간 교역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데이터는 역시 UN COMTRADE dataset의 4단위 기준 SITC 무
역분류에서 구하고 있다.
n

Σ|X − M |
i

IIT = 1 −

i

i= 1
n

Σ

<식 5-4>

( Xi + M i )

i= 1

이상과 같은 무역구조를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출처는 <표 5-4>에 요약정리하였으며 간단한 기초통계량은 <표 5-5>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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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출처
변수(Variables)

정의(Definition)

출처(Sources)

실질 GDP(Real GDP)

1995년 불변 실질 GDP

Penn-World Tables 6.1

성장률(Growth Rates)

연평균 성장률

PWT 6.1 and WDI

원자재 수출/총수출
(NRX/Total Exports)

총수출에서 원자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UN COMTRADE

원자재 수출/GDP
(NRX/GDP)

총 GDP에서 원자재수출이
WDI and UN COMTRADE
차지하는 비율

자본
(Capital)

durable goods capital과
nonresidential construction
capital의 합

PWT 6.1

노동
(Labor)

총인구

PWT 6.1

인적자본
(Human Capital)

총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구의 비율

Barro and Lee(2000)

직접투자/총무역
(FDI/Total Trade)

무역대비 외국인직접투자 WDI and World Investment
비중
Report 2001

자본ㆍ노동비율(K/L)

자본ㆍ노동비율

인적자본ㆍ노동비율(H/L)

인적자본ㆍ노동비율

개방도(Openness)

(수입+수출)/GDP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투자(Investment)

GDP에 대한 국내 총투자
비율

WDI

교역조건
(Terms of Trade)

수출가격/수입가격

World Tables 2001

환율(Exchange Rate)

실질환율

IMF

수출집중도

Herfindahl-index

UN COMTRADE

산업내 무역지수

GL IIT index

UN COMTRADE

PWT 6.1 and Hall and Jon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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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기초통계 분석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GDP 성장률

1.7691

3.2849

-9.0396

12.2453

로그 GDP

24.9771

2.0399

19.1936

29.7807

원자재수출/총수출

0.4141

0.2833

0.0249

0.9787

원자재수출/GDP

0.0818

0.0670

0.0018

0.2626

개방도

6.1017

0.7468

4.1000

7.0000

직접투자/총수입

0.5089

0.4793

0.0053

2.5741

자본집약상품/노동집약상품

21.7881

67.5183

0.1178

605.2437

평균 교육연수

7.1395

2.4834

2.5000

12.0000

수출집중도

0.1195

0.1056

0.0135

0.8769

산업내 무역지수

0.3663

0.2112

0.0284

0.8349

나. 모형의 설정

이제 무역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식 5-5>
와 같은 경제성장모형을 고려하기로 하자.
y ˙it = ln y i,t − 1 + X it + α Z it + µ t +

i

+

it

<식 5-5>

<식 5-5>에서 y˙it 는 i 국가의 t 기에 1인당 GDP 성장률을 의미하며,
lny i,t − 1 는

전기(t − 1 )의 1인당 소득에 로그변환을 취한 것이다. Xit 는 제

어(control)변수이고 Zit 는 우리의 관심사인 특정 무역구조변수이다.

i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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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의 고정효과(fixed effect)이며 µt 는 시간효과(time effect)이고

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위에서 정의한 <식 5-5>는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논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식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Levine and Renelt(1992)에 따르면
<식 5-5>를 이용한 횡단면 성장회귀분석(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은

무역변수(Z it )와 관찰할 수 없는 각국의 고유한 요소(unobserved countryspecific factors)와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하기 때문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모수의 추정치는 불일치(inconsistent)한 추정치가 되
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횡단면 분석은 내
생성(endogeneity)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모형인
<식 5-5>에서 소득의 초기수준과 성장변수(growth variable)간에 서로 밀

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Knight, Loayza and Villanueva 1993 참
고).
이러한 내생성 문제는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내생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 시
차변수(lagged values)를 사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러나 패널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특성
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추정계수에 편의가 생기게 된다. 특히 시차
종속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식 5-5> 모형에서 기존의 고정효과
추정방법으로는 불일치한 추정치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들을 해결함으로써 일치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Anderson and Hsiao
(1982), Arellano and Bond(1991), 그리고 Caselli et. al(1996)의 모형을 응용

하여 <식 5-6>과 같은 추정방법을 고려하기로 하자.
∆y˙it = γ∆ ln y i, t − 1 +

∆ X

it

+ α ∆ Zit + ∆ µt + ∆

it

<식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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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6>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특성( i )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모형도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모형은 아
니다. 즉 만약 ∆ it (idiosyncratic error)가 임의보행(random walk)과정을 따
르지 않는다면 차분은 오차항을 이동평균(MA(n))구조로 만들게 되고 이
는 차분된 시차종속변수와 연관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Arellano and Bond(1991)에서 사용하
였던 방법을 응용하여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실시하기 위해 차분변수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서 t-n의 시차

변수(lagged levels)를 도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15)
다. 추정결과
<식 5-6>의 모형을 사용한 추정방법은 각각의 무역구조변수에 제어변

수(control variable)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러한 무역구조변수가 1인당
GDP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본제

어변수(basic controlling)로서 분석기간 동안의 초기 GDP에 로그변환을 취
한 변수와 무역개방도(degree of openness)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본
축적(capital accumulation), 교역조건의 변화율(growth in term of trade), 그
리고 거시적 안정성(macro stability) 등을 제어변수로 차례로 추가하였다.
<표 5-6>과 <표 5-7>은 각각 단순한 최소자승법(OLS)과 동태적 패널모형
15) GMM은 Hansen(1982)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 유용성과 편리성이 검증되었으
며, 최근 들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정방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 추정방법
은 본 연구에서처럼 large-sample에서 아주 유용하며 항상 consistent하고
asymptotically unbiased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 연구가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ellano and Bond(1991)에서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에 대한 수단변수(instrument variable)로서 시차변수(lagged
values)를 사용하여 모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Arellano and Bond(1991); Hansen(198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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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panel estimation)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6) <표 5-6>과 <표 5-7>의
(1)열에서는 GDP에서 원자재 수출의 비율로 표시된 무역구조변수가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2)열에서는 각국의 요소부존구조에 기초한 수출과 수
입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헥셔-올린의 무역구조변수를, 그리고 (3)열에서는
기술이전효과를 나타내는 무역구조변수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무역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도입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열과 (5)열에서
는 각각 수출집중도를 나타내는 H-지수(herfindahl Index)와 산업내 무역지수
(intra-industry trade index: IIT)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1)열과 (2)열의 추정결과를 보면 <식 5-6>이 무역구조를 나타내
는 변수들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추정결과는 모형이 예상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다.
두 추정방법 모두에서 수출집중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계수값은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하게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양국간 수출집중도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17) 특히
16) <표 5-6>과 <표 5-7>에서는 무역구조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무역구조변수에 대한 계수값만을 나타내고 제
어변수에 대한 계수값은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제어변수에 대한 계수값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형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음에서 논의할 모든 무역구조변수를 모형에 도입하여 추
정한 <표 5-8>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7) 이 추정결과는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비교우
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출집중도는 비교
우위상품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아니라 독과점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수
출집중도지수이다. 따라서 이 추정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즉 비교우위 여부에 관계없이 몇몇 상품에 대한 수출집중은 경제성장을 오히
려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이다. 다른 각도에서 이 추정결과를 해석하게 되면 무역과 성장간의 관계
는 Schumpeterian 경로보다는 Darwinian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독과점 수출구조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역경
쟁(Trade competition)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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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내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며 그 추정계수값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양국간
교역이 산업간무역에서 산업내무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양국 모두 경제성
장에 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양국간에 제품의 차별화 또는 생산공정의 차이로 인해 산업내 교역의 증
가는 경제성장을 유도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총교역에서 FDI의 비중
을 나타내는 무역구조변수(FDI/Trade: 제(3)열))와 경제성장간에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무역구조 회귀식의 추정(최소자승법)
(1)
구

분

기본제어변수
(Basic Controlling)
＋
자본축적
(Capital Accumulation)
＋
교역조건의 변화율
(Growth in Terms of Trade)
＋
거시적 안정성
(Macro Stability)
R2

N RX
GDP

(2)
X K/X L
K/L

-0.15
(-0.56)

1.1
(1.97)**

0.31
(1.24)*

-3.86
3.68
(-2.66)*** (2.44)***

-0.03
1.12
(-0.10) (2.28)***

0.22
(0.91)

-4.26
2.59
(-2.91)*** (2.06)***

-0.03
1.14
(-0.10) (2.33)***

0.26
(1.06)

-4.31
2.95
(-2.90)*** (2.22)***

-0.02
1.16
(-0.07) (2.68)***

0.36
(1.43)*

-4.33
2.54
(2.86)*** (2.87)***

0.42

0.46

(3)

(4)

FDI
Exp
총무역량 Herfindahl

0.43

0.36

(5)
IIT

0.46

주: 1) 종속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임.
2) 여기서 기본제어변수는 분석기간 동안의 초기 GDP에 로그변환을 취한 변
수와 무역개방도이며, 자본축적은 GDP에 대한 투자비율과 평균교육연수
이다. 한편 거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제어변수로는 분석기간 동안 실질
환율의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3) ( ) 안은 t-값임.
4)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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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무역구조 회귀식의 강건 추정(동태적 패널검정)
(1)
구

분

기본제어변수
(Basic Controlling)
＋
자본축적
(Capital Accumulation)
＋
교역조건의 변화율
(Growth in Terms of Trade)
＋
거시적 안정성
(Macro Stability)

N RX
GDP

(2)
X K/X L
K/L

(3)

(4)
Exp
Herfindahl

(5)

FDI
총무역량

-1.44
(-0.98)

1.61
(1.90)**

1.04
(1.91)**

-2.33
2.93
(-2.69)*** (2.66)***

-1.08
(-0.76)

0.89
(1.13)**

1.07
(2.04)**

-3.13
5.59
(-2.90)*** (2.16)***

-1.38
(-0.97)

1.01
(1.17)*

1.16
(2.21)**

-3.37
(-2.12)**

-1.25
(-0.89)

0.64
(1.73)**

0.80
(1.51)*

-2.27
2.55
(-1.89)** (2.12)***

IIT

2.73
(1.93)**

주: 1) 종속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임.
2) 여기서 기본제어변수는 분석기간 동안의 초기 GDP에 로그변환을 취한 변
수와 무역개방도이며, 자본축적은 GDP에 대한 투자비율과 평균교육연수
이다. 한편 거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제어변수로는 분석기간 동안 실질
환율의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3) ( ) 안은 t-값임.
4)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모형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구조
변수를 모형에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를 <표 5-8>에 나타내고 있다.18)
<표 5-8>에서 보듯이 무역구조변수들을 함께 추정하여도 그 결과는 앞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출집중도를 나타내는 H지수에 대한 계수값은 여전히 음(-)의 부호를 가지며 산업내 무역지수에
18) <표 5-6>, <표 5-7>과 <표 5-8>의 차이점은 <표 5-6>, <표 5-7>에서는 무역구조
변수 각각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어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무역구조변수 각각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하여, <표 5-8>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모든 무역구조변수를 모형 속에 넣어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역구조변수 상호간의 관계
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모형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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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상의 실증분석결과로부터 무역구조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매우 중
요하고 안정적인 변수임과 동시에 본 실증분석에서 활용된 무역구조모형
은 헥셔-올린 형태의 무역과 상품차별화에 따른 무역, 그리고 내생적 성
장형태에 따른 무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실증분석결과는 양자간에
높은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8> 무역구조의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1991∼2001년)
변

수

명

상

수
N RX
GDP
X K/X L
K/L

Herfindahl 지수
IIT 지수
기본제어변수
(Basic controlling)
자본축적
(Capital
accumulation)

Initial GDP
Openness
IN V
GD P

-

Schooling

-

교역조건의 변화율
(Growth in Terms of Trade)
거시적 안정성
(Macro Stability)
R

주: 1)
2)
3)
4)

2

(1)
3.82
(2.34)***
-0.29
(-3.32)***
0.10
(1.99)**
-3.87
(-2.77)***
1.48
(2.93)***
0.01
(0.38)
0.25
(1.97)**

(2)
3.47
(1.99)**
-0.26
(-2.84)***
0.12
(2.23)***
-3.80
(-2.67)***
1.23
(2.41)***
0.00
(0.00)
0.25
(1.72)**
1.47
(2.39)***
0.27
(2.93)***

(3)
7.23
(1.19)
-0.32
(-3.31)***
0.14
(2.51)***
-3.72
(-2.62)***
1.39
(2.67)***
0.01
(0.36)
0.29
(1.94)**
0.35
(2.00)***
0.26
(1.87)**
-0.97
(-0.77)

-

-

-

-

-

0.34

0.38

0.38

(4)
6.87
(1.12)
-0.33
(-3.16)***
0.16
(2.83)***
-3.51
(-2.42)***
1.47
(2.76)***
0.00
(0.16)
0.34
(2.25)***
0.20
(0.54)
0.40
(1.26)**
-0.96
(-0.75)
0.05
(2.38)***
0.42

종속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임.
Macro stability는 deviation of the real exchange rate over the period임.
( ) 안은 t-값임.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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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증분석결과를 응용하여 가상적으로 한ㆍ중ㆍ일간에 FTA가
체결됨으로써 3국 상호간의 무역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경우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기로 한다.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앞절에서 우리는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1991∼
2001년간의 66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역구조를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는 원자재 수출의 비중, 헥셔-올린의 요소부존집약도에 기초
한 무역구조변수, 무역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수출집중도, 산업내 무
역지수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패널 분석을 위해 각국의 초기조
건, 자본축적 및 인적자본에 관한 변수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추정방정식
을 제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간 패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증분석결과는 일
반적인 무역구조와 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를 한
ㆍ중ㆍ일 3국에 적용하여 반드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3개국에 국한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무역
구조와 성장간의 관계를 다시 추정할 필요가 있다.
<표 5-9>는 무역구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한ㆍ중ㆍ일 3

개국만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9>에서 보듯
이 한ㆍ중ㆍ일 3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도 앞의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산업내무역과 성장간에는
매우 큰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변수에
대한 추정치도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방향성은 같게 나

제5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99

타나고 있다.19)
이제 이 결과를 응용하여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됨으로써 3국 상호간
의 무역구조 변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추론해보고자 한다.20)
사실 이를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서 3
국간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추정한 다음 이러한 무역구조
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앞의 추정결과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무역구조가 변화
된다는 가설과 산업내무역, 수출집중도 등으로 정의되는 무역구조의 변
화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결합시켜 한ㆍ중ㆍ일 FTA
체결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전
자의 가설, 즉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19) 여기서 산업내 무역지수에 대한 계수값이 앞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상
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한ㆍ중ㆍ일 3국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추정
하였을 경우 산업내 무역지수의 계수값은 0.13∼0.18을 나타냄으로써 이는 소
득수준이 초기 수준과 같은 상황에서 산업내 무역지수의 1% 상승은 1인당 국
민소득을 0.13∼0.18% 정도 상승시킨다는 의미이다.
20) 지역무역협정은 협정에 따라 형태,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가상적인 한ㆍ중ㆍ일 FTA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형
태의 ‘한ㆍ중ㆍ일 FTA'를 상정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
역무역협정의 형태는 ①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inon), ③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
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⑤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
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
시장(Single Marke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한ㆍ중ㆍ일 FTA’는
첫 번째 단계의 지역무역협정인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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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무역구조의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한·중·일의 경우
변

수

명

(1)

(2)

(3)

(4)

수

1.43
(2.54)***

1.92
(2.99)***

1.96
(2.80)

1.10
(1.87)**

NRX
GDP

-0.19
(-3.13)***

-0.16
(-3.84)***

-0.12
(-3.39)***

-0.12
(-2.76)***

X K/X L
K/L

0.01
(2.99)***

0.02
(2.37)***

0.04
(1.91)***

0.02
(1.83)***

Herfindahl 지수

-0.10
(-2.27)***

-0.18
(-2.01)***

-0.11
(-2.04)***

-0.14
(-2.11)***

IIT 지수

0.18
(1.99)**

0.18
(2.21)**

0.13
(2.04)**

0.14
(2.09)**

Initial GDP

1.82
(0.95)

0.91
(0.23)

0.78
(0.97)

1.01
(0.76)

Openness

1.00
(3.86)***

0.71
(2.53)****

0.72
(1.94)**

0.73
(1.25)**

IN V
GD P

-

0.12
(2.49)***

0.12
(2.49)***

0.10
(2.01)***

Schooling

-

2.63
(4.58)***

2.62
(4.56)***

2.56
(4.38)***

교역조건의 변화율
(Growth in Terms of Trade)

-

-

-0.01
(-0.07)

-0.02
(-0.05)

거시적 안정성
(Macro Stability)

-

-

-

0.02
(2.13)***

R2

0.26

0.31

0.36

0.34

상

기본제어변수
(Basic controlling)

자본축적
(Capital
accumulation)

주: 1)
2)
3)
4)

종속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임.
Macro stability는 deviation of the real exchange rate over the period임.
( ) 안은 t-값임.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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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ura et al.(2003)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한ㆍ중ㆍ일 FTA 체결로 인

해 쌍방간 산업내무역이 추정방법에 따라 11∼13% 증가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21) 이와 같은 산업내무역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에
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증
가하고, 아울러 일본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증가할 경우 3국간 수
직적 분업관계가 형성되면서 산업내무역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3국간 FTA의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본국으
로 역수출하게 되는 소위 수직적 분업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됨으로써 산업내무역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22)
이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내 무역지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표 5-10>에 요약되어 있다. 이제 이 추정치와 앞에서 분석한 무역구

조 변화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자 한다. <표 5-11>은 3국 상호간의 산업내 무역지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치와 최소치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21) Kimura et al.(2003)의 연구결과도 앞에서 우리가 상정한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
폐하는 한ㆍ중ㆍ일 FTA 경우의 추정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의 연구에 원
용하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인다.
22) 사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통합되면서 이와 같은 수직적 분업관계가 더
욱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관세율의 인하가 직접투자 유
인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높은 관세장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직접투자가 효과적
인 시장진출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인하
는 오히려 수직적 분업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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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한·중·일 FTA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효과
산업내 무역지수 변화 추정치

2000년
산업내 무역지수

최소

최대

한국ㆍ일본

49.8

55.27

56.27

한국ㆍ중국

38.1

42.29

43.05

일본ㆍ중국

31.2

34.63

35.25

주: 1) 2000년 기준 산업내 무역지수는 <표 5-2> 참고.
2) 최소 및 최대 추정치는 Kimura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5-11> 한·중·일 FTA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구조의 변화
최소추정치

최대추정치

산업내 무역지수
변화(%p)

11년간

연평균

11년간

연평균

한국ㆍ일본

5.47

0.71

0.06

0.99

0.09

한국ㆍ중국

4.19

0.54

0.04

0.75

0.07

일본ㆍ중국

3.43

0.45

0.04

0.62

0.05

결과를 전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표 5-11>에서 보듯이 한ㆍ
중ㆍ일 3국이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기본적인 변화로 한국
과 일본간의 산업내무역이 5.47%포인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내무역의 증가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성장은 11년간 0.71∼
0.99% 증가, 즉 연평균 성장률이 0.06∼0.09%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

된다.23) 한편 한ㆍ중, 일ㆍ중간에도 산업내무역의 증가를 통하여 연평균
약 0.04%포인트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ㆍ중ㆍ일
23)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ㆍ중ㆍ일 FTA의 체결로 인해 무역규모가 증가함으
로써 나타나는 성장효과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 각각 연평균 0.2,
0.12와 0.0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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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해 쌍방간 산업내무역의 증가로 3국 모두 성장효과를 누릴 것

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한ㆍ일간에 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수출집중도를 나타내는 H-지수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실증분석결과는 수출이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부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를 추정함에서 수출이 특정 업종에 치우칠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출집중은 비교우위산업에 기초
한 수출집중이 아님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한다. 즉 비교우위와 관계없이
독과점식 국내시장구조에 의한 수출집중을 의미한다.
한편 헥셔-올린의 요소집약도에 기초한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커질수록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ura et
al.(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각국의 무역구조

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상품에 수출을 집중하는 쪽으로 변할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의 효과를 결합하게 되면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궁극적으로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종
합하면 비교우위와 관계없는 수출집중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
지만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각국이 자국의 독과점적 산업구조를 경쟁
적 구조로 바꾸고 이를 통해 비교우위산업에 집중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여타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에 따
른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각국의 개방
도는 증가할 것이며,24) 이는 앞에서 추정한 결과와 결합시켜 성장에 정
(+)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3국간 교역증대가 교

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3국간 교역증
24) 이는 제4장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한ㆍ중ㆍ일 3국간 FTA의 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경우 85.75∼93.81%의 총무역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
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49.71∼55.20%와 23.19∼26.00%의 총무역증가
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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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상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언어장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펼쳐
질 경우 인적자본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역증대에 따라
상호 거시경제의 의존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는 유럽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통합에 따라 상호 거시경제의 조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
려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상호
거시경제정책 조정이 가시화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증대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GDP 대비 원자재 수출의 비중은 중국의 경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그와 같은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원자재 수출이 크
게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중국에 한정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원자재 심각한 부족 사태
를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농산물의 경우 대한국 및 대일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 폭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을 줄 만큼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의 추론은 엄밀한 분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추정치를 결합하여 얻은 결론
이다. 따라서 향후 엄밀한 자료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즉 자유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주요 설명변수(산업내무역, 수출집중도, 요소집
약도에 따른 무역구조, 원자재 수출비중, 무역대비 직접투자, 무역개방도,
거시경제의 안정, 교역조건 등)의 변화를 추정하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
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ㆍ중ㆍ일 자
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각국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무역구조 관
련 변수에 그다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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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
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
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각국의 경제성장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역내교역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추정치에 따르면 무역의 증가(역내국 및 역외국과의 무역창출)를 통
해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소득수준이 5.2%, 3.1%, 1.4%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환산하면 한국의 경우 연평
균 0.2%포인트 증가에 해당하며 기존 연구의 추계치에 비해 매우 큰 값
이다. 특히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중
ㆍ장기적으로 한국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무
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무역구조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
정 체결 이후 산업내무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더 한층
역내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
정은 CGE 모형과 같은 완전경쟁적 시장을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국간
자료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현실에 근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한국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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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중국, 일본과의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
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이 최선의 정
책적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최근 한국경제는 중국의 고성장과 일본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놀라운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내수침체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과 소비의 침체는
수출을 통한 경기부양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
로 한 수출호조가 국내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구조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ㆍ중ㆍ일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 이후 더욱 싼값으로 해외부품 조달이 가능해질 경우 경기양
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대기업의 수출증대가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
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의 긍정적 편익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대와 경쟁압력의 증대
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있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시장에 차별적으로 접근
이 가능한 한국기업들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과 경쟁하는 중국기업은 중국의 국유기업도 있겠지
만 사실 대부분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이다. 따라서 중국
의 외자기업들은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자기업들
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아무런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역내국의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한
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3국 공통적으로 역내 수직적 분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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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촉진하여 산업내무역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이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고 수출과 내수가 선순환적으로 원활히
상호 작용하는 국내 산업구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외지향적 정책을 통한 이익이 국내산업의 피폐화
가 아니라 내수기업을 동반한 발전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투자활성화, 인적자본의 양성, R&D 투
자를 통한 기술력 향상,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등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과 무역규모 및 무역구조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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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n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ree Countries
Hongshik Lee, Jong-wha Lee,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 Free Trade Agreement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ontributes to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We
first estimate the trade enhancing effect of the FTA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n estimate how this increased trade advances the economic growth. In
addition, we explore how the FTA alters the industry structure of trade in
each country and thereby influences the growth impact of the FTA.
In contrast to other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an FTA, our study
relies on the actual data of the past experiences of the existing FTAs. In
addition,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three countries' close geographical
location, we develop a new methodology that gives us a more realistic
estimate of the trade creation effect of the three-country FTA.
The main body of the study consists of three chapters. In Chapter 2, we
use the gravity model to estimate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effects of
the FTA or a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in general. We included 19
multilateral RTAs such as the European Union (EU), 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MERCOUSUR and 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 and 49 bilateral RTAs. We extend the conventional
gravity model so that we can capture different impacts of the RTA depending
on geographical closeness between countries joining the RTA.

We find that an RTA in general enhances trade between members by 51.6

∼67.4%. Trade creation is even higher by 35% between countries in close
geographical positions. This indicates that the R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ould create trade even further between members than the general
RTA does. We also find that trade between a member and a nonmember also
increases by 6.5∼8.9%, indicating that the RTA does not divert trade from
nonmembers.
In Chapter 3, we analyze how much the RTA increases GDP, by
enhancing trade between members and trade between members and
nonmembers. We first survey the previous studies in the literature that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RTA on growth.
Relying on the study by Frankel and Rose (2002), we estimate how openness
(the ratio of trade to GDP) affects the growth rate of GDP. By adopting an
instrumental variable, we avoid the bias that may be caused by the
endogeneity of openness. We find that openness significantly enhances the
growth rate of GDP.
Our estimates indicate that the FTA enhances the total trade volume for
Korea, China and Japan by 85.75∼93.81%, by 49.71∼55.20% and by 23.19

∼26.00% respectively. Trade creation for Korea is especially large because
trade intensity of Korea with China and Japan is the largest. The increases in
trade volume are estimated to raise the GDP of Korea, China and Japan by
5.2%, 3.1% and 1.4% respectively for over 25 years. In annual terms, the
growth r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rise by 0.2%, 0.12% and by 0.06%
respectively. Our analyses show that Korea is the largest beneficiary of the
FTA in terms of income growth.
The growth impact of the RTA derived in the previous chapters is solely
based on the magnitude of the total trade increased by the FTA. However,

we also expect that the trade structure is affected as the FTA is formed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Chapter 5, we also consider how the changed
trade structure influences the growth rate of each country. Traditionally
inter-industry trade was the major venue among the three countries. More
recently, however, the share of intra-industry trade (IIT), especially of the
vertical rather than of the horizontal II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e expect that the IIT will accelerate as the FTA is formed among the three
countries. We also expect that the increase in IIT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growth perspective of the three countries.
Our analyses show that the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ill
promote growth for all three countries. The impact on Korea would be the
largest. In addition to the growth effects due to increased trade, we also
expect that the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will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the economies in East Asia, thereby generating further welfare enhancing
effects in the area. However, the beneficial effects of the FTA will be
obtained only when the elevated competition due to the enlarged market
forces the economies to become more efficient. We expect that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R&D investments and macroeconomic stability will be
essential for this purpose.


 

 {
ÅÂ½

{°b
¡
Zy°ÌäöÌ°Ü
¢[Ì´Â¯
{°b
 ?Ì°e

£¯¾³±
¨

¤
üIhÌ&

¨

¥
nÐÌ:å

ÅÂ½
¦

õuÌ»]
¨±µ³

§³Ã
èÚÌ»]

ÅÂ½


Å|?


ÅÂ½
¨
Ì
ë(?

Ì

 
¨ ÅÂ½
C~×?
¡

ÅÂ½
¥°?

¢ ÅÂ½
 ²²¯
  

Ìçâö
  C×?
¨²²¯

Å|ÌÌZåÌm}
 ¡²²¯
¨
Ì
Ì

¡ë(Ì ÌvDÌ»]
 ¢²²¯
C×Ì{Ñ÷

 £²²¯
}vÌ²Ñ9ÌZèÚ
 ¤²²¯ÂÀ·¾Á
ÈªÌCdM
 ¥²²¯

 ÌðS
 ¦²²¯

C×Ì»]
 §

}rÌÌdè
 
}vÌ¯

 ³»Á
õuÌ{ÑÌüIh
  ´²·

}
[
ZÚ}
 ¡
´Â¯
õÌ®w1
 ¢

@Ì}
 £¯Á³¯¼
Ì

ðSÌp
 ¤
®¶î
 ¥§§
[ÌÈ

óÐÌ¡:å
 ¦
õuÌ{ÞÌ¨°

 §

  

¡¢
®¦|?

¡fè
¡£




Z¥Ñ
  [Ì}Ì·Â
¦«ò#
¨6M¨
¯}
  
¡:å
  ¡

ððï?
  ¢
DÃÌ
zôÌTQ1Ì¡ª
  £
¡

Z:ö
  ¤
/ ®¦|?
Ì
¡
øÌdèÌZèh
¡ 
}rÌÌ ¶
¡¡
¯}ÌZÚ}Ì}nó
¨
¡¢
Ävé?
¡£

@Ì}ÌZ¶
¡¤
¯}
Ì@Ì}Ìh
¡¥ Ì
´Â¯
{°bÌ
T(
¡¦¯Á³¯¼



ðSÌ{°bÌ°e
¨
¡§
´Â¯
Z:öÌõÌ
ýÌë

¡
üIhÌZv^
¡
´Â¯¯
 }vÌeïÌ»]ÌuèQ
ÌðN}ÌxÌ¯
¡ 
ÄvéÌõu
¡¡¥Ì
¨
®¦|?

®¦|
¡¤²²¯

 ¡C×?

¡¥ÅÂ½²²¯
Å|?
¡¦²²¯
ë(Ì{3NÌCÌÄõÒ
¡§²²¯
C×Ì{Ñ÷
¡ ²²¯
}vÌ»]ÌZÚ}
¨
¡ ÅÂ½
Èª
¡  
ë(ÌèmÌ}7
¡ ¡ Ì Ì ´Â¯
{°b?
´Â¯
¡ ¢ Ì Ì
}vÌ»]ÌÅ|ÌÈª
ÌZ^
¡ £ Ì Ì ´Â¯
¨
zô?
¡ ¤
Ì Ì ´Â¯
ø
ÌzôÌdèÌZèh
 ¡
¡ ¥ Ì Ì ´Â¯
{°b?
¢
¼¯´Â¯
´Â¯
eï
¢  Ì Ì
´Â¯
Z£?
¢¡ Ì ´Â¯
¨°?
¢¢ Ì Ì
p?
¢£ÅÂ½
C×
Ì
¨½³±²
¢¤
¥°
¢¥
ZÚ}

¢¦
ÈªÌ¥°ÌZ º
¢§
zô?
¢³»Ã
¡fè?
¢
´Â¯
{°
b?
¢   ´Â¯
»]Ì}v
¢¡  Ì ´Â¯
¨
Z:ö?
¢¢
@
Ì}?
¢£
Ì
¨
] ?
¢¤
¨
ÄvéÌT=
¢¥
¨
mÌÜÀ
¢¦
¨
Z ¾
¢§
¨¼³¯²°
Zv^

¾ÝÚ×Ñç¯ÜÏÚçáÓá
±ÏÞ×âÏÚ¯ÑÑÝãÜâº×ÐÓàÏÚ×èÏâ×ÝÜÏÜÒ»ÏÑàÝÓÑÝÜÝÛ×Ñ
¾ÓàÔÝàÛÏÜÑÓ¨ ÂÖÓ ±ÏáÓ ÝÔ ¹ÝàÓÏ 
 ±ãààÓÜÑçÃÜ×ÝÜ×Ü³Ïáâ¯á×Ï
  ³Ïáâ¯á×ÏÜ³ÑÝÜÝÛ×Ñ·ÜâÓÕàÏâ×ÝÜ¨ÀÓÑÓÜâ
²ÓäÓÚÝÞÛÓÜâÝÔ´Â¯áÏÜÒ¾ÝÚ×Ñç·ÛÞÚ×ÑÏâ×ÝÜá
 ¡ÃÜÒÓàáâÏÜÒ×ÜÕâÖÓ²ÓâÓàÛ×ÜÏÜâáÝÔ±ÏÞ×âÏÚ´ÚÝåá
×Ü¹ÝàÓÏ¨¯Ü³ÛÞ×à×ÑÏÚ·ÜäÓáâ×ÕÏâ×ÝÜ

 ¢ ¹ÝàÓÏá ±ÝàÞÝàÏâÓ ÀÓáâàãÑâãà×ÜÕ á×ÜÑÓ âÖÓ
´×ÜÏÜÑ×ÏÚ±à×á×á
¡  »ÝÜÓâÏàç ±ÝÝÞÓàÏâ×ÝÜ ×Ü ³Ïáâ ¯á×Ï¨ ³æÑÖÏÜÕÓ
ÀÏâÓ »ÝÜÓâÏàç ¾ÝÚ×Ñç ÏÜÒ ´×ÜÏÜÑ×ÏÚ »ÏàÙÓâ
·ááãÓá 
¡

¯ÜÏÚçá×áÝÔâÖÓÂàÏÒÓ¼ÓÕÝâ×Ïâ×ÝÜ½Þâ×ÝÜá×ÜâÖÓ
³Ïáâ¯á×ÏÜ±ÝÜâÓæâ

¢ ÁÏä×ÜÕ ·ÜäÓáâÛÓÜâ ÏÜÒ ·ÜâÓàÜÏâ×ÝÜÏÚ ±ÏÞ×âÏÚ
»ÝÐ×Ú×âç ×Ü³Ïáâ¯á×Ï

¾ÝÚ×ÑçÀÓÔÓàÓÜÑÓá

¡



fèÌõÌ¨ï
¡  ¢ ³Ã
fèÌ
Z|eÌ¯ÞÌpÜ
¡¡

Z×Ì®¶îÌT(
¡¢
¨µ»Á

{ÑÆÌðòõ
¢§§
Þ3
¢  
³Ã
³»Ã
fèÌZ|
eÌw


º]µ
  Ì
´Â¯
º]µÌe
¡ Ì
´Â¯
º µ 
¢
}vÌ¯
£
Æ3ÌP {Ì
¤ÅÂ½
¡ÅÂ½

´Â¯



èÚ
ZÆ3

Ìø.Ì°@
¢´Â¯
¨
¢ 



¡eïÌðN}Ì¡x
¢¡¯Á³¯¼¡ Ì Ì 
Ì
Z|e
Ì
¢£
SfèÌS×w
¢¤
Ì
´Â¯
}7Ì
¢¥


¡¢ ÁâàãÑâãàÏÚ ÀÓÔÝàÛá ÏÜÒ ³ÑÝÜÝÛ×Ñ ²ÓäÓÚÝÞÛÓÜâ
³æÞÓà×ÓÜÑÓáÝÔâÖÓ¼ÝàâÖÓÏáâ¯á×Ï

»]?


¡£¼ÝàâÖÓÏáâ¯á×ÏÜ³ÑÝÜÝÛ×Ñ·ÜâÓÕàÏâ×ÝÜ¨¾àÝáÞÓÑâá
ÔÝàÏ¼ÝàâÖÓÏáâ¯á×ÏÜ´Â¯

¢¢

Ì
Ì




£
¨
S´ Ì

¢¦

¡¤ ±Ö×ÜÏá ÀÝÚÓ ×Ü ¯á×Ï ÏÜÒ âÖÓ ÅÝàÚÒ ³ÑÝÜÝÛç¨
´ÝáâÓà×ÜÕÁâÏÐ×Ú×âçÏÜÒµàÝåâÖ
¢ ÁâàÓÜÕâÖÓÜ×ÜÕ³ÑÝÜÝÛ×Ñ±ÝÝÞÓàÏâ×ÝÜ×Ü¼ÝàâÖÓÏáâ
¯á×Ï
¢ ³ÜÖÏÜÑ×ÜÕ ·ÜäÓáâÛÓÜâ ±ÝÝÞÓàÏâ×ÝÜ ×Ü ¼ÝàâÖÓÏáâ
¯á×Ï¸ÝÝÜ¹çãÜÕ¹×ÛÏÜÒ±ÖÏÜÕ¸ÏÓºÓÓ
¢¡ »ÝÜÓâÏàçÏÜÒ³æÑÖÏÜÕÓÀÏâÓ¯ààÏÜÕÓÛÓÜâ×Ü³Ïáâ
¯á×Ï  ÇÝÜÕÖçãÞ ½Ö ²ÓÝÙ ÀçÝÜÕ ÇÝÝÜ ÏÜÒ
ÂÖÝÛÏá²Å×ÚÚÓââ


¢§
¢

}7

¼¯´Â¯
»çÚÌ}nó
¢´Â¯
p

¯¾³±ÁâãÒçÁÓà×Óá



±ÝÜÔÓàÓÜÑÓ¾àÝÑÓÓÒ×ÜÕá
ÀÓÕ×ÝÜÏÚ´×ÜÏÜÑ×ÏÚ¯ààÏÜÕÓÛÓÜâá×Ü³Ïáâ¯á×Ï¨
·ááãÓáÏÜÒ¾àÝáÞÓÑâá

 ¹ÝàÓÏá´×äÓÇÓÏàá×ÜâÖÓ½³±²¨´×ÜÒ×ÜÕÏ¼Óå
¾ÏâÖ
 ¹ÝàÓÏáÀÝÏÒâÝÏÁÝãÜÒÏÜÒ¯ÒäÏÜÑÓÒ
³ÑÝÜÝÛç
  
ÄÌCÎs
 ¡
®¦|
¡´×ÜÏÜÑ×ÏÚ»ÏàÙÓâ½ÞÓÜ×ÜÕ×Ü±Ö×ÜÏÏÜÒ¹ÝàÓÏ

¡  ´×ÜÏÜÑ×ÏÚ ²ÓäÓÚÝÞÛÓÜâ ÏÜÒ ·ÜâÓÕàÏâ×ÝÜ ×Ü ³Ïáâ
¯á×Ï
¡¡³ãàÝÞÓÏÜ·ÜâÓÕàÏâ×ÝÜÏÜÒâÖÓ¯á×Ï¾ÏÑ×Ô×ÑÀÓÕ×ÝÜ

 ±ãÚâãàÓÏÜÒÂàÏÒÓ×ÜâÖÓ¯¾³±±ÏáÓÝÔÔ×ÚÛ
×ÜÒãáâàç×Ü±ÏÜÏÒÏ»Óæ×ÑÝÏÜÒ¹ÝàÓÏ

  ²×ÔÔãá×ÝÜ´ÏÑâÝàáÝÔ³ÚÓÑâàÝÜ×ÑÂàÏÒÓÔÝàÂàÏÒÓ
´ÏÑ×Ú×âÏâ×ÝÜ×ÜâÖÓ¯¾³±ÀÓÕ×ÝÜ¨¯±ÏáÓÝÔ
¹ÝàÓÏÜÁÛÏÚÚ°ãá×ÜÓáá

 ¡¼ÏààÝå×ÜÕâÖÓ²×Õ×âÏÚµÏÞ×ÜâÖÓ¯¾³±ÀÓÕ×ÝÜ

 ¢·ÛÞÚÓÛÓÜâ×ÜÕâÖÓ°ÝÕÝàµÝÏÚáÝÔ¯¾³±

¡ ÂàÏÒÓ ÁâàãÑâãàÓ ÏÜÒ ±ÝÛÞÚÓÛÓÜâÏà×âç ÏÛÝÜÕ
¯¾³±»ÓÛÐÓà³ÑÝÜÝÛ×Óá
¢ÀÓä×á×â×ÜÕâÖÓ½ÞÓÜÀÓÕ×ÝÜÏÚ×áÛÝÔ¯¾³±
¯ááÓááÛÓÜâÏÜÒ¼Óå±ÖÏÚÚÓÜÕÓá

²×áÑãáá×ÝÜ¾ÏÞÓàá
¹ÝàÓÏ>á´Â¯´àÓÓÂàÏÒÓ¯ÕàÓÓÛÓÜâ¾ÝÚ×Ñç¨
±ãààÓÜâÁâÏâãáÏÜÒ´ãâãàÓ¾àÝáÞÓÑâá

 ¯Ü¯ÞÞàÏ×áÏÚÝÔ¯Á³»³ÑÝÜÝÛ×Ñ²×ÏÚÝÕãÓáÏÜÒ
´ãâãàÓ¾àÝáÞÓÑâá

 ÁÓÏàÑÖ×ÜÕÔÝàÏ°ÓââÓàÀÓÕ×ÝÜÏÚÁãàäÓ×ÚÚÏÜÑÓ
»ÓÑÖÏÜ×áÛ×Ü³Ïáâ¯á×Ï
   ¹ÝàÓÏá ´Â¯ ¾ÝÚ×Ñç¨ ´ÝÑãá×ÜÕ ÝÜ °×ÚÏâÓàÏÚ ´Â¯á
å×âÖ±Ö×ÚÓÏÜÒ¸ÏÞÏÜ
 ¡ÃÞÒÏâÓÝÜ¹ÝàÓÏÜ³ÑÝÜÝÛ×ÑÀÓÔÝàÛáÏÜÒ·ááãÓá
×Ü¹ÝàÓÏá´ãâãàÓ³ÑÝÜÝÛ×Ñ±ÝÛÞÓâ×â×äÓÜÓáá

 ¢¾àÝáÞÓÑâáÔÝà´×ÜÏÜÑ×ÏÚÏÜÒ»ÝÜÓâÏàç
±ÝÝÞÓàÏâ×ÝÜ×Ü³Ïáâ¯á×Ï
 £¯Ü½äÓàä×ÓåÝÔ±ãààÓÜÑçÃÜ×ÝÜ¨ÂÖÓÝàç
ÏÜÒ¾àÏÑâ×ÑÓ
 ¤¹ÝàÓÏáÂàÏÒÓ¾ÝÚ×ÑçÀÓÕ×ÛÓ×ÜâÖÓ
²ÓäÓÚÝÞÛÓÜâ¾àÝÑÓáá
 ¥ÀÓÔÝàÛÝÔâÖÓ´×ÜÏÜÑ×ÏÚ·Üáâ×âãâ×ÝÜá×Ü
±Ö×ÜÏ¨·ááãÓáÏÜÒ¾ÝÚ×Ñ×Óá
 ¦ÀÓäÓàáÓÁÓßãÓÜÑ×ÜÕ¨»ÝÜÓâÏàç·ÜâÓÕàÏâ×ÝÜ
ÏÖÓÏÒÝÔÂàÏÒÓ·ÜâÓÕàÏâ×ÝÜ×Ü³Ïáâ¯á×Ï
 §±ÏÜ³Ïáâ¯á×Ï³ÛãÚÏâÓ³ãàÝÞÓÏÜ³ÑÝÜÝÛ×Ñ
·ÜâÓÕàÏâ×ÝÜ
 ²ÓÐâÀÓáÝÚãâ×ÝÜ±àÝáá°ÝàÒÓà»¯áµÝäÓàÜÏÜÑÓ
ÏÜÒ ±ÝÜâàÝÚ ×Ü ¹ÝàÓÏá ¾Ýáâ±à×á×á ±ÝàÞÝàÏâÓ
ÀÓáâàãÑâãà×ÜÕ
 º×ÐÓàÏÚ×èÏâ×ÝÜ»ÓÏáãàÓá×ÜâÖÓ¾àÝÑÓááÝÔ¹ÝàÓÏá
±ÝàÞÝàÏâÓ ÀÓáâàãÑâãà×ÜÕ ÂàÏÒÓ ·ÜäÓáâÛÓÜâ ÏÜÒ
±ÏÞ×âÏÚ ¯ÑÑÝãÜâ »ÏàÙÓâ ½ÞÓÜ×ÜÕá 
¡·ÜåÏàÒ´ÝàÓ×ÕÜ²×àÓÑâ·ÜäÓáâÛÓÜâ×ÜâÝ¹ÝàÓÏ¨ÀÓÑÓÜâ
¾ÓàÔÝàÛÏÜÑÓÏÜÒ´ãâãàÓ¯ÕÓÜÒÏ¸
¡ ÂÖÓ¼ÓÓÒÔÝà·ÜâàÏàÓÕ×ÝÜÏÚ³æÑÖÏÜÕÓÀÏâÓÁâÏÐ×Ú×âç
×Ü ³ÛÓàÕ×ÜÕ ³Ïáâ ¯á×ÏÜ ³ÑÝÜÝÛ×Óá 

¢  ¯ ±à×â×ÑÏÚ ¯ááÓááÛÓÜâ ÝÔ ·ÜÒ×Ïá °ÏÜÙ×ÜÕ ÁÓÑâÝà
ÀÓÔÝàÛ
¢¡ÂÖÓÁâàãÑâãàÓÝÔ¼ÝàâÖ¹ÝàÓÏá¾ÝÚ×â×ÑÏÚ³ÑÝÜÝÛç¨
±ÖÏÜÕÓá ÏÜÒ ³ÔÔÓÑâá

ÅÝàÙ×ÜÕ¾ÏÞÓàá
²ÝÓáâÖÓµàÏä×âç»ÝÒÓÚ´×â¹ÝàÓÏ>áÂàÏÒÓ
¾ÏââÓàÜá·ÛÞÚ×ÑÏâ×ÝÜáÔÝà¹ÝàÓÏ>á´Â¯¾ÝÚ×Ñç
ÏÜÒ¼ÝàâÖÁÝãâÖ¹ÝàÓÏÜÂàÏÒÓ

 ·ÛÞÏÑâÝÔ±Ö×ÜÏ>á¯ÑÑÓáá×ÝÜâÝâÖÓÅÂ½ÏÜÒ
¾ÝÚ×Ñç·ÛÞÚ×ÑÏâ×ÝÜáÔÝà¯á×Ï¾ÏÑ×Ô×Ñ²ÓäÓÚÝÞ×ÜÕ
³ÑÝÜÝÛ×Óá
¡·á¯¾³±»Ýä×ÜÕÂÝåÏàÒáâÖÓ°ÝÕÝàµÝÏÚ

¢·ÛÞÏÑâÝÔ´²·ÝÜ±ÝÛÞÓâ×â×ÝÜ¨ÂÖÓ¹ÝàÓÏÜ
³æÞÓà×ÓÜÑÓ
£¯ÕÕàÓÕÏâÓÁÖÝÑÙ±ÏÞ×âÏÚ»ÏàÙÓâ½ÞÓÜ×ÜÕÏÜÒ
½Þâ×ÛÏÚ°Ï×ÚÝãâ
 »ÏÑàÝÓÑÝÜÝÛ×Ñ³ÔÔÓÑâáÝÔ±ÏÞ×âÏÚ¯ÑÑÝãÜâ
º×ÐÓàÏÚ×èÏâ×ÝÜ¨ ÂÖÓ ±ÏáÓ ÝÔ ¹ÝàÓÏ 
  ¯´àÏÛÓåÝàÙÔÝà³æÑÖÏÜÕÓÀÏâÓ¾ÝÚ×Ñç×Ü¹ÝàÓÏ

 ¡¼Óå³ä×ÒÓÜÑÓÝÜ¶×ÕÖ·ÜâÓàÓáâÀÏâÓ¾ÝÚ×Ñç²ãà×ÜÕ
âÖÓ¹ÝàÓÏÜ±à×á×á

¡¡ ³äÝÚä×ÜÕ ¾ÏââÓàÜá ÝÔ ±ÝàÞÝàÏâÓ ´×ÜÏÜÑ×ÜÕ ×Ü
¹ÝàÓÏ
¡¢ ÂàÏÒÓ ´ÏÑ×Ú×âÏâ×ÝÜ ×Ü âÖÓ ÅÂ½ ·ÛÞÚ×ÑÏâ×ÝÜá ÔÝà
²ÓäÓÚÝÞ×ÜÕ±ÝãÜâà×ÓáÏÜÒÏÀÝÏÒÛÏÞâÝ±ÏÜÑãÜ

¡£ »Ýä×ÜÕ´ÝàåÏàÒÝÜâÖÓ³áâÏÐÚ×áÖÛÓÜâÝÔÏÜ³ÔÔÓÑâ×äÓ
ÁãàäÓ×ÚÚÏÜÑÓ ÁçáâÓÛ ÏÜÒ ÏÜ ·ÛÞàÝäÓÒ ´×ÜÏÜÑ×ÏÚ
¯àÑÖ×âÓÑâãàÓ ÔÝà ³Ïáâ ¯á×Ï 

 ¢ÅÖÝµÏ×Üá°ÓÜÓÔ×âáÔàÝÛÂÏæ·ÜÑÓÜâ×äÓáÔÝà
´ÝàÓ×ÕÜ²×àÓÑâ·ÜäÓáâÛÓÜâ×Ü¹ÝàÓÏ

 £·ÜâÓàÒÓÞÓÜÒÓÜâÁÞÓÑ×ÏÚ×èÏâ×ÝÜÏÜÒ·ÜâÓàÜÏâ×ÝÜÏÚ
µàÝåâÖ³ÔÔÓÑâÝÔµÓÝÕàÏÞÖ×ÑÏÚ¯ÕÕÚÝÛÓàÏâ×ÝÜ

 ¤¶ÏÜÕ×ÜÕÂÝÕÓâÖÓà¨³æÑÖÏÜÕÓÀÏâÓ²çÜÏÛ×Ñá
ÐÓâåÓÓÜ ¸ÏÞÏÜ ÏÜÒ ¹ÝàÓÏ 

¢»ÝÜÓâÏàçÃÜ×ÝÜÏÜÒÀÓÏÚ±ÝÜäÓàÕÓÜÑÓ±ÝÛÞÏàÓÒ¨
³ãàÝÞÓÏÜÒ³Ïáâ¯á×Ï

 ¥¹ÝàÓÏá´²·½ãâÔÚÝåá¨±ÖÝ×ÑÓÝÔºÝÑÏâ×ÝÜáÏÜÒ
³ÔÔÓÑâÝÜÂàÏÒÓ

 ¦ÂàÏÒÓ·ÜâÓÕàÏâ×ÝÜÏÜÒ°ãá×ÜÓáá±çÑÚÓ±ÝÛÝäÓÛÓÜâá¨
âÖÓ±ÏáÓÝÔ¹ÝàÓÏå×âÖ½âÖÓà¯á×ÏÜ±ÝãÜâà×Óá

 §¯²çÜÏÛ×Ñ¯ÜÏÚçá×áÝÔÏ¹ÝàÓÏ¸ÏÞÏÜ´àÓÓÂàÏÒÓ
¯àÓÏ¨ Á×ÛãÚÏâ×ÝÜá å×âÖ âÖÓ µ±ãÐÓÒ ¯á×Ï¾ÏÑ×Ô×Ñ
»ÝÒÓÚ
 °Ï×ÚÝãâÏÜÒ±ÝÜÕÚÝÛÓàÏâ×ÝÜ
 ³æÑÖÏÜÕÓÀÏâÓÀÓÕ×ÛÓáÏÜÒ»ÝÜÓâÏàç
·ÜÒÓÞÓÜÒÓÜÑÓ×Ü³Ïáâ¯á×Ï
  ¶ÏáÂàÏÒÓ·ÜâÓÜá×âç×Ü¯Á³¯¼¡ÀÓÏÚÚç
·ÜÑàÓÏáÓÒ³ä×ÒÓÜÑÓÔàÝÛÏµàÏä×âç¯ÜÏÚçá×á

 ¡¯Ü³æÏÛ×ÜÏâ×ÝÜÝÔâÖÓ´ÝàÛÏâ×ÝÜÝÔ¼ÏâãàÏÚ
ÂàÏÒ×ÜÕ°ÚÝÑá×Ü³Ïáâ¯á×Ï

 ¢¶Ýå´Â¯á¯ÔÔÓÑâ·ÜÑÝÛÓºÓäÓÚáÝÔ»ÓÛÐÓà
±ÝãÜâà×Óá¨±ÝÜäÓàÕÓÝà²×äÓàÕÓ
 £»ÓÏáãà×ÜÕÂÏà×ÔÔ³ßã×äÏÚÓÜâá×Ü±àÝáá°ÝàÒÓà
ÂàÏÒÓ×ÜÁÓàä×ÑÓá
 ¤¹ÝàÓÏá´²·×ÜâÝ±Ö×ÜÏ¨²ÓâÓàÛ×ÜÏÜâáÝÔâÖÓ
¾àÝä×ÜÑ×ÏÚ²×áâà×Ðãâ×ÝÜ
 ¥¶ÝåÔÏàÖÏáÀÓÕ×ÝÜÏÚ·ÜâÓÕàÏâ×ÝÜ²ÓÓÞÓÜÓÒ
³ä×ÒÓÜÑÓÔàÝÛÂàÏÒÓ×ÜÁÓàä×ÑÓá

 ¦ ±ÖÏÜÕÓá ×Ü ·ÜÒãáâà×ÏÚ ·ÜâÓàÒÓÞÓÜÒÓÜÑç ÐÓâåÓÓÜ
¸ÏÞÏÜÏÜÒ¹ÝàÓÏá×ÜÑÓ§¦£¯Ü¯ÞÞÚ×ÑÏâ×ÝÜÝÔ
·ÜâÓàÜÏâ×ÝÜÏÚ·ÜÞãâ½ãâÞãâ¯ÜÏÚçá×á
¡ÂàÏÒÓ·ÜâÓÕàÏâ×ÝÜÏÜÒ°ãá×ÜÓáá±çÑÚÓÁçÜÑÖàÝÜ×èÏâ×ÝÜ
×Ü³Ïáâ¯á×Ï
¡  ¶Ýå âÝ »ÝÐ×Ú×èÓ âÖÓ ¯á×ÏÜ ÁÏä×ÜÕá å×âÖ×Ü âÖÓ
ÀÓÕ×ÝÜ¨ ÁÓÑãà×â×èÏâ×ÝÜ ÏÜÒ ±àÓÒ×â ³ÜÖÏÜÑÓÛÓÜâ
ÔÝàâÖÓ²ÓäÓÚÝÞÛÓÜâÝÔ³Ïáâ¯á×Ïá°ÝÜÒ»ÏàÙÓâ

¡¡·ÜâÓàÜÏâ×ÝÜÏÚ±ÏÞ×âÏÚ´ÚÝåáÏÜÒ°ãá×ÜÓáá±çÑÚÓá
×Ü âÖÓ ¯á×Ï ¾ÏÑ×Ô×Ñ ÀÓÕ×ÝÜ 
¡¢ ²çÜÏÛ×Ñá ÝÔ ½ÞÓÜ ³ÑÝÜÝÛç °ãá×ÜÓáá ±çÑÚÓ
»ÝÒÓÚá¨ÂÖÓ±ÏáÓÝÔ¹ÝàÓÏ

¡£ ÂÖÓ³ÔÔÓÑâáÝÔ±ÏÞ×âÏÚ½ãâÔÚÝåáÔàÝÛ¼Ó×ÕÖÐÝà×ÜÕ
±ÝãÜâà×ÓáÝÜÏ¶ÝÛÓ±ÝãÜâàçáÂÓàÛáÝÔÂàÏÒÓ
ÏÜÒÀÓÏÚ³æÑÖÏÜÕÓÀÏâÓ¨ÂÖÓ±ÏáÓÝÔ³Ïáâ¯á×Ï

¡¤ ´ÓÏàÝÔ·ÜÔÚÏâ×ÝÜ¨³æÑÖÏÜÕÓÀÏâÓ¾ÏááÂÖàÝãÕÖ×Ü
³Ïáâ¯á×Ï
¡¥ »ÏÑàÝÓÑÝÜÝÛ×Ñ¯ÒØãáâÛÓÜâáÏÜÒâÖÓÀÓÏÚ³ÑÝÜÝÛç
·Ü¹ÝàÓÏÏÜÒ»ÏÚÏçá×ÏÁ×ÜÑÓ§§¥

¡¦ ¾ÝâÓÜâ×ÏÚ ·ÛÞÏÑâ ÝÔ ±ÖÏÜÕÓá ×Ü ±ÝÜáãÛÓà
¾àÓÔÓàÓÜÑÓáÝÜÂàÏÒÓ×ÜâÖÓ¹ÝàÓÏÜÏÜÒÅÝàÚÒ
»ÝâÝà ÄÓÖ×ÑÚÓ ·ÜÒãáâàç 
¡§ÂÖÓ³ÔÔÓÑâÝÔºÏÐÝà»ÏàÙÓâ·Üáâ×âãâ×ÝÜáÝÜ´²·
·ÜÔÚÝåá
¡ ´×ÜÏÜÑÓÏÜÒ³ÑÝÜÝÛ×Ñ²ÓäÓÚÝÞÛÓÜâ×Ü³Ïáâ¯á×Ï

¡ ³æÑÖÏÜÕÓ ÀÏâÓ ÃÜÑÓàâÏ×Üâç ÏÜÒ ´àÓÓ ÂàÏÒÓ
¯ÕàÓÓÛÓÜâÐÓâåÓÓÜ¸ÏÞÏÜÏÜÒ¹ÝàÓÏ
¡

ÂÖÓ ²ÓÑ×á×ÝÜ âÝ ·ÜäÓáâ ¯ÐàÝÏÒ¨ ÂÖÓ ±ÏáÓ ÝÔ
¹ÝàÓÏÜ»ãÚâ×ÜÏâ×ÝÜÏÚá
¡¡ ´×ÜÏÜÑ×ÏÚ ·ÜâÓÕàÏâ×ÝÜ ÏÜÒ ±ÝÜáãÛÞâ×ÝÜ À×áÙ
ÁÖÏà×ÜÕ×Ü³Ïáâ¯á×Ï
¡¢·ÜâàÏ×ÜÒãáâàçÂàÏÒÓÏÜÒ¾àÝÒãÑâ×ä×âçÁâàãÑâãàÓ¨
¯ÞÞÚ×ÑÏâ×ÝÜ ÝÔ Ï ±ÝãàÜÝâÀ×ÑÏàÒ×ÏÜ »ÝÒÓÚ 
¡£ ±ÝàÞÝàÏâÓ ÀÓáâàãÑâãà×ÜÕ ×Ü ¹ÝàÓÏ© ³ÛÞ×à×ÑÏÚ
³äÏÚãÏâ×ÝÜÝÔ±ÝàÞÝàÏâÓÀÓáâàãÑâãà×ÜÕ¾àÝÕàÏÛá

¡¤ÁÞÓÑ×ÏÚ×èÏâ×ÝÜÏÜÒµÓÝÕàÏÞÖ×ÑÏÚ±ÝÜÑÓÜâàÏâ×ÝÜ×Ü
³Ïáâ¯á×Ï¨ÂàÓÜÒáÏÜÒ·ÜÒãáâàç±ÖÏàÏÑâÓà×áâ×Ñá
¡¥ÂàÏÒÓÁâàãÑâãàÓÏÜÒ³ÑÝÜÝÛ×ÑµàÝåâÖ¯¼Óå
ºÝÝÙ Ïâ âÖÓ ÀÓÚÏâ×ÝÜáÖ×Þ ÐÓâåÓÓÜ ÂàÏÒÓ ÏÜÒ
µàÝåâÖ
¢ÂÖÓ»ÏÑàÝÓÑÝÜÝÛ×Ñ±ÝÜáÓßãÓÜÑÓáÝÔÂÓààÝà×áÛ

¢ ÀÓÕ×ÝÜÏÚäáµÚÝÐÏÚÀ×áÙÁÖÏà×ÜÕ×Ü³Ïáâ¯á×Ï

¢

ÝÈl¨½³±²
¡e

¢¡ ±ÝÛÞÚÓÛÓÜâÏà×âç ÝÔ ¶Ýà×èÝÜâÏÚ ÏÜÒ ÄÓàâ×ÑÏÚ
»ãÚâ×ÜÏâ×ÝÜÏÚ ¯Ñâ×ä×â×Óá 
¢¢ ³´×ÜÏÜÑÓ²ÓäÓÚÝÞÛÓÜâ×Ü¹ÝàÓÏ
¢£ ³æÞÏÜá×ÝÜÁâàÏâÓÕ×ÓáÝÔÁÝãâÖ¹ÝàÓÏÜ»ãÚâ×ÜÏâ×ÝÜÏÚá

¢¤ ´×ÜÏÜÑÓ ÏÜÒ ³ÑÝÜÝÛ×Ñ ²ÓäÓÚÝÞÛÓÜâ ×Ü ¹ÝàÓÏ 
¢¥ ·ÛÞÏÑâá ÝÔ ³æÑÖÏÜÕÓ ÀÏâÓá ÝÜ ³ÛÞÚÝçÛÓÜâ ×Ü
ÂÖàÓÓ¯á×ÏÜ±ÝãÜâà×Óá¨¹ÝàÓÏ»ÏÚÏçá×ÏÏÜÒâÖÓ
¾Ö×Ú×ÞÞ×ÜÓá
¢¦ ·ÜâÓàÜÏâ×ÝÜÏÚ±ÏÞ×âÏÚ»ÏàÙÓâ·ÛÞÓàÔÓÑâ×ÝÜá¨³ä×ÒÓÜÑÓ
ÔàÝÛ µÓÝÕàÏÞÖ×ÑÏÚ ´ÓÏâãàÓá ÝÔ ·ÜâÓàÜÏâ×ÝÜÏÚ
±ÝÜáãÛÞâ×ÝÜÀ×áÙÁÖÏà×ÜÕ
¢§ ¼ÝàâÖ ¹ÝàÓÏá ³ÑÝÜÝÛ×Ñ ÀÓÔÝàÛ ÃÜÒÓà ¯Ü
·ÜâÓàÜÏâ×ÝÜÏÚ´àÏÛÓåÝàÙ
¢ ³æÑÖÏÜÕÓ ÀÏâÓ ÄÝÚÏâ×Ú×â×Óá ÏÜÒ Â×ÛÓäÏàç×ÜÕ
À×áÙ¾àÓÛ×ãÛ×Ü³Ïáâ¯á×Ï
¢

»ÏàÕ×ÜÏÚ·ÜâàÏ×ÜÒãáâàçÂàÏÒÓÂàÏÒÓ×ÜÒãÑÓÒ¯ÒØãáâÛÓÜâ
±ÝáâáÏÜÒâÖÓ±ÖÝ×ÑÓÝÔ´Â¯¾ÏàâÜÓàá

¢

µÓÝÕàÏÞÖ×Ñ±ÝÜÑÓÜâàÏâ×ÝÜÏÜÒ·ÜÒãáâàç±ÖÏàÏÑâÓà×áâ×Ñá¨
¯Ü³ÛÞ×à×ÑÏÚ·ÜäÓáâ×ÕÏâ×ÝÜÝÔ³Ïáâ¯á×Ï

¢¡ ºÝÑÏâ×ÝÜ ±ÖÝ×ÑÓ ÝÔ »ãÚâ×ÜÏâ×ÝÜÏÚ ±ÝÛÞÏÜ×Óá ×Ü
±Ö×ÜÏ¨¹ÝàÓÏÜÏÜÒ¸ÏÞÏÜÓáÓ±ÝÛÞÏÜ×Óá
¢¢ ·ÜÑÝÛÓ ²×áâà×Ðãâ×ÝÜ ·ÜâàÏ×ÜÒãáâàç ÂàÏÒÓ ÏÜÒ
´ÝàÓ×ÕÜ²×àÓÑâ·ÜäÓáâÛÓÜâ×Ü³Ïáâ¯á×Ï

½³±²

±¼¯³±ÀÓáÓÏàÑÖÁÓà×Óá
¡¹ÝàÓÏá´²·×Ü±Ö×ÜÏ¨ÁâÏâãáÏÜÒ¾ÓàáÞÓÑâ×äÓá

¡ 
¨
 ¶

¡¡
Zèn
¡¢
¨
Ävé
¢ ±ÝãÜâàçÁÞÓÑ×Ô×Ñ´ÏÑâÝàáÏÜÒâÖÓ ¾ÏââÓàÜ ÝÔ
·ÜâàÏ·ÜÒãáâàçÂàÏÒÓ×Ü±Ö×ÜÏá»ÏÜãÔÏÑâãà×ÜÕ

¢ ÂÖÓÁÞÝÙÓÂàÏÞ¨¶ãÐÏÜÒÁÞÝÙÓ°×ÚÏâÓàÏÚ×áÛ
×Ü³Ïáâ¯á×Ï
¢¡ ÀÓÏÚ ·ÜâÓàÓáâ ÀÏâÓ º×ÜÙÏÕÓá ×Ü âÖÓ ¯á×ÏÜ
¾ÏÑ×Ô×Ñ ÀÓÕ×ÝÜ¨ ¯ Â×ÛÓÄÏàç×ÜÕ ¾ÏàÏÛÓâÓà
¯ÞÞàÝÏÑÖ
¢¢ ÀÓÕ×ÝÜÏÚ ·ÜâÓÕàÏâ×ÝÜ ×Ü ¼ÝàâÖÓÏáâ ¯á×Ï¨
¯ÞÞàÝÏÑÖÓá âÝ ·ÜâÓÕàÏâ×ÝÜ ¯ÛÝÜÕ ±Ö×ÜÏ
¹ÝàÓÏÏÜÒ¸ÏÞÏÜ
¢£ ³ÑÝÜÝÛ×Ñ ÏÜÒ ¾ÝÚ×â×ÑÏÚ ·ÜâÓàÏÑâ×ÝÜ ÏÑàÝáá âÖÓ
ÂÏ×åÏÜ ÁâàÏ×â ´ÏÑ×ÜÕâÖÓÂàÓÜÒÝÔ³ÑÝÜÝÛ×Ñ
·ÜâÓÕàÏâ×ÝÜ×Ü³Ïáâ¯á×ÏºÓÓ×Ü±ÖÓÜ±Ö×ã
¢¤ ¯Ü ½ãâÞãâ ¾ÓàáÞÓÑâ×äÓ ÝÜ Ï ¼ÝàâÖÓÏáâ ¯á×Ï
±ãààÓÜÑçÃÜ×ÝÜÇ×ÜÅÝÜÕ±ÖÓãÜÕ
¢¥ ¯ ¼Óå ¯ÞÞàÝÏÑÖ âÝ âÖÓ ¯á×ÏÜ ´×ÜÏÜÑÓ
±ÝÝÞÓàÏâ×ÝÜ¨ ¯á×ÏÜ °ÝÜÒ »ÏàÙÓâ ·Ü×â×Ïâ×äÓ 



¨
ý

½³±²
nÐÌ:å
 

 

¨
¨½³±²
Çåh

¡
¡¯º

¯Þ
³»Ã
¡
{!¶
¢
¯Þ

£

³³±

±·Á

]p
T(Ì
 
mk

  
¡ý
 ¡³»Ã
¯Þ
 ¢

]p
 £
Ì
CdW
 ¤Ã¯³
¸¦
ðòõ
 ¥
 ¦

Ñ
¡

Z|e
¡ 
CÎsÌ®ÜÜÌ ë
¡¡
´Â¯
ðòõ
¡¢
Þ3
Ì¸¦
¢|

¨ï
Ì
Ì
¢ ³Ã
Z|e
¢¡

¨ï
¢¢³Ã

¯Þ
¢£
Ì

fèÌ×w
¢¤ ¯Á³¯¼´Â¯
ðòõÌS
ý


xy
 

¡§§

 {
¢
£
÷

¤
PÎ½Ìkä
¥§¦§



}
{÷NÌ

1(
¦³Ã

¨
¦

§¼¯´Â¯
!æ
 

Ì
èèÌêô

³Ã
¨
ZQ¶
 }Ê Óñl@Ð M (ù¢l@dD
<# ÄÜbÌòfï
 
Z Ó
  §§
ë
 ¡
¡ü
 ¢»ãÜ×Ñ×ÞÏÚ´×ÜÏÜÑÓ×ÜÁÓÚÓÑâÓÒ³ãàÝÞÓÏÜÂàÏÜá×â×ÝÜ
³ÑÝÜÝÛ×Óá¨ ·Üáâ×âãâ×ÝÜÏÚ ´àÏÛÓåÝàÙ ÏÜÒ ÀÓÑÓÜâ
²ÓäÓÚÝÞÛÓÜâ
¡
T¦Ü
¡ 


¨
®¶î?
¢³Ã
¨
pÌ
fè
¢ 
fè

//
Z|eÌ{!¶
//
//

C×
ZÏ=

/ / ÅÂ½



//

C×

¹·³¾

/ / ¹ÝàÓÏÜ±à×á×áÏÜÒÀÓÑÝäÓàçy£Ì

/ / ÅÂ½
ë(Ì}7
//

//

´Â¯

//

¨

Å|

//

Ì

// ´Â¯

{°b

//

ZÆ3Ìø.Ì

Ì

//ÂÝåÏàÒÏÂàÏÜáÞÏàÓÜâÏÜÒµÚÝÐÏÚ×èÓÒ³ÑÝÜÝÛçÄ ¶

// Ì

eï

/ / ¼ÝàâÖ¹ÝàÓÏ²ÓäÓÚÝÞÛÓÜâÀÓÞÝàâ  ¡

e 
ø.ÌZÆ3

/ / ¡¢

/ / ±Ö×ÜÏá·ÜâÓÕàÏâ×ÝÜå×âÖâÖÓÅÝàÚÒ³ÑÝÜÝÛçZÏ=

/ / ¼ÝàâÖ¹ÝàÓÏ²ÓäÓÚÝÞÛÓÜâÀÓÞÝàâ ¡¢
/ / ¢


//



/ / ¼ÝàâÖ¹ÝàÓÏ²ÓäÓÚÝÞÛÓÜâÀÓÞÝàâ  ¡Ä ¶



//

¨

{°b



®¦|

/ / ÅÂ½
C×Ì¥°ÌÅ|ÌZÆ3Ìë(ÌnÐ
ÌZèÚÌº µ Ì}vÌ»]ÌÈª

¨

李洪植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부연구위원(現, E-mail: hslee@kiep.go.kr)
著書 및 論文
“Expansion Strategies of Korea Multinationals”(2004)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2003) 외

李鍾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Harvard 대학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現, E-mail: jongwha@korea.ac.kr)
著書 및 論文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with W. McKibbin and
I. Cheong,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04)
“Financial Crisis and Credit Crunch: Evidence from the Korean Firm Level
Data”(with E. Borensztei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02) 외

申寬浩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LA 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부교수(現, E-mail: khshin@korea.ac.kr)
著書 및 論文
“The Role of a Variable Inp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Uncertainty”(The American Economic Review, 2000)
“Risk Sharing by Households Within and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00) 외

王允鍾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Yale 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역임
SK 경영경제연구소 상무(現, E-mail: yjwang@sktelecom.com)
著書 및 論文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Japan and the World Economy, 2003)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The World Economy, 2004) 외

政策硏究 04-02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2004년 11월 25일 인쇄
2004년 11월 30일 발행
발 행 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硏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ㆍ複製를 금함】

ISBN 89-322-1201-5 94320
89-322-1072-1(세트)

정가 7,000원

.,(3

þ ööBºö~W"ö&®ºµ 2 ¥C5ì\ö BO'ÎN'b
ÚÏj*~V*~ B*¶ò²öB ¢ ~®Ûî 

þ B*¶ò²öb&«~ööBB*~ºÎB5^¾¶òj&B&Ï
b³~²«~ >®Ûî 

k W ß  MË
*²j

²ö«~

V¶ò

4

¦VB*b¢Ú

"

>j* &ãB

òÂö

òö

#

ú* ,*&1^êãB

òö

òÂö

V&²ö

B²ö

¶²ö

òö

òö

òö

 ¶²öv> ö  *^& ²ö

k  °
ÖÞ$º'"9Ï~&«ÓBÇ¦ >7>
B."ÿ&ãB;kö;¶ò Þ÷Â6&
²jÏ¦^~*z '"9 
&NBJMTLMFF!LJFQHPLS

k W(  §/·
4V&²ö~ß* öÒZ² ,&* B*¶ò §æ êb *^&¦Æ~¶òB
¶ò&Â6>º¯ÖÞb²öö²/Oî 
Î²öf²ö&«V*ÿn&Ïçö&êìÓ~«~~¶ò¢Aj >®Ûî 
ö"~ºB^¾5;kÆ²öZò^~ >®Ûî 
²öV*f,

¦V r,

ræ«î 

.,(3

8«
W«



^

'^£^ 

&R¶
B*b
>_"²
¶
£¾

ÖÞ®^
*z

'"9

²ö²B
*Û®
Òë¶
®^

«Ï

²öª~ ÂöR¢~" J
8²öý

4
B*b¢Ú

"
>j*æ

#
ú*æ

B²öý
 \ ¶ ² öý
 ²ö®^

WÛÒ
º8Ò~æî J

  (·!ô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5
경
사
연
협
동
연
구

Joint Research Series on FTA Issues 04-05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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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균형모형(CGE)에 의한 시뮬레이션 방법에서 벗어나

李洪植·李鍾和·申寬浩·王允鍾

(FTA)

제4장 한ㆍ중ㆍ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실제 데이터에 기초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FTA의

의
경
제
성
장
효
과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FTA 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득증대효과는 각각 연평균 0.12%포인트 및
0.06%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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