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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The Economic Effects of a China-Japan-Korea FTA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Chang Jae Lee et al.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2005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인 본 서에서는 제조업, 농업 및 서비스 관련 보고서
의 요약 외에도 한국의 취약산업인 어업에 대한 한·중·일 FTA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
루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앞서 경제적 편익 증대, 지역주의에
의 대처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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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지역주의는 1990년대에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후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현재
GATT/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수가 180건에 달하며,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EU가 2004년 5월 10개국의 신규회원을 받아들임
으로써 25개국의 회원을 지닌 경제통합체로 확대되었으며, 미주에서는 북미와 중
남미 34개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추진 중에 있어 또 하나의 거대
한 무역블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세계경제의 1/5을 차지하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차원에서의 어떠한 지역무역협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부터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동북아 주
요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관한 협동연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해인 2003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
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참여하여 한ㆍ
중ㆍ일 FTA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4년에는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외에도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
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국내 산업별 파급효과와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의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의 연구를 보완하는 한편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ㆍ
중ㆍ일 FTA가 한국 제조업과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분석되고, 이에 대한 대
응전략이 제시되는 한편, 지난 2년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던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 서비스부문에 주는 시사점도 연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농업
및 서비스 관련 3권의 보고서가 발간되며, 이 보고서들 외에도 2005년도 총괄보고
서에는 한ㆍ중ㆍ일 FTA의 한국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가 분석되고 수산업
부문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FTA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면서 추
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영문 총괄보고서에서는 총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진행된 본 협동연구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산하 13개 연구기관 연구진 외에도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집필 및 심의자로 참여
하였습니다. 본 협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다. 특히 협동연구 추진과정에서 이환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 및 이창
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의 노고가 컸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협동연구 보고서들이 한국의 FTA 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모
든 분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崔松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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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자극받아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습니다. 한국은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한ㆍ칠레 FTA는 2004년
4월에 발효되었습니다. 2005년 8월 한ㆍ싱가포르 FTA가 조인되었고, 2005년 7월
에는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현재 한국정부는
일본, 아세안 및 캐나다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멕시코와 전략적 경제보완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인도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FTA 정책의 다변화를 꾀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FTA 관련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
국과도 2005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가 세계 주요 경제지역 중 유일하게 지역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북아에서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해서는 공식
적인 공동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부터 경제사회연구
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착수한 한ㆍ중ㆍ일 FTA에 관한 공동연구는 이와 같이 낙
후되어 있는 동북아지역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
습니다.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의 최종연도인 2005년도 총괄보고서로서
2005년도 연구과제인 ꡔ한ㆍ중ㆍ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ꡕ, ꡔ한ㆍ중ㆍ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ꡕ 및 ꡔ한ㆍ중ㆍ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에의 시사점ꡕ 등의 요약과 함께,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 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
급효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과제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많은 본원 연구진과 일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외부 전문가들
이 참여하였습니다. 제조업 부문 연구에는 김박수 박사, 박복영 박사, 이창재 박사,
이홍배 박사, 이홍식 박사, 임혜진 박사, 이형근 전문연구원, 방호경 연구원 및 김
혁황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농업부문 연구는 이창수 박사, 박지현 전문연구원 및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이 수행하였으며, 서비스 부문 연구는
윤창인 박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순찬 공주대학교 교수가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집필하였고, 김남두 강릉대학교 교수가 수산업 부
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원의 이창재 박사가 본 연구를 총괄하였습니다.
연구진은 2003년과 2004년 협동연구에 참여하였던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
기관의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심의과정에서 조언을 해준 김시중 서강대 교수, 조현준 건국대 교수,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통상과장, 정명생 해양수산개발원 수산팀장, 김영한 성균
관대 교수, 강정모 경희대 교수 및 박대식 전경련 부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보고서가 한ㆍ중ㆍ일 FTA뿐만 아니라 한국의 FTA 정책과 동북아 경
제협력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李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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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
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지난 10여 년간 한
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이 급증한 결과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는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지역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 FTA 형성에 한ㆍ중ㆍ일 3국이 기여
하기 위해서도 먼저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사고를 전환할 경우, 흔히 지적되어오던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오히려 한ㆍ중ㆍ일 FTA의 추가적인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치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ㆍ
중ㆍ일 FTA가 추진되어야 하며, 한ㆍ중ㆍ일 FTA는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하다.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는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고 있
다. 즉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으로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다시 서비스 무역장
벽의 50%를 감축하는 시나리오와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설정
한 결과, GDP 성장 및 후생면에서는 자본축적모형에 서비스를 50% 개방한 시나
리오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

된다.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GDP 성장률은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각각
5.14%, 1.54% 및 1.21%로 예상되며 한ㆍ중ㆍ일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
제적 파급효과는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의 파급효과를 합친 것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ㆍ중ㆍ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제조업, 농
업, 수산업 순으로 나열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ㆍ자동차ㆍ일반기계ㆍ섬유ㆍ철강 및 석유화학 등 6개 산업
을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민감품목 및 해당산업 전
반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감품목 선정은 HS 코드 4단위 기준(석유화
학은 HS 6단위 기준)으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 수출증가율, 대일ㆍ대중 무
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및 최종품목군 추가조정 등 5단계를 거쳐 이
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민감품목은 대부분 중저위 기술 품목들이며, 대
일본 민감품목은 주로 고기술을 요하는 부품소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ㆍ중ㆍ일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확대를 우려하
기보다는 한국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출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하
부단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관세철폐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응전략으로는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
한 제휴 및 R&D 투자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과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시장선점,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통한 소재 및 부품의 기술수준 제고, 지속적이고 원
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글로벌 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전략이자 동시
에 한국산업의 발전전략이기도 하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역시 쌀이 가장
민감하고, 이어서 고추, 쇠고기, 인삼, 마늘, 낙농품, 감귤, 사과, 포도 및 배 등이
고민감품목으로 예상되며, 천연꿀, 복숭아, 양파, 단감, 돼지고기, 닭고기, 엽연초,
콩, 참깨 및 감자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가 이루어질 경우,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한편으
로는 비교우위 및 경쟁력을 반영하는 특화가 전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
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곱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취약품목
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전하며, 둘째 한국이 경쟁력이 있거나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셋째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를 추정하며, 넷째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농외소득 증대, 여섯째 혁신경영체 육성, 일곱째 구조조정 예시제 같은 농
업구조조정 및 농업ㆍ농촌정책도 제시된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한ㆍ중ㆍ일 FTA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급증
과 일본에 대한 수출 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최근 한국 수산업의 생산능력 저
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수출확대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수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① 수산물 양허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
고 ② 수산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지원 체계를 개편하며 ③ 수산부문의 국제경쟁
력을 제고하고, 대중국 직접투자를 모색하는 한편 ④ 효율적인 한ㆍ중ㆍ일 FTA
협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3국은 서비스 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규제완화 및 독점 제거, 가격

자유화, 인력양성, 경쟁 촉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운송 등 일부 서비스에서만 경쟁
력을 보유한 한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업계 혹은 이익단체의 저항을 조
속히 극복하고 서비스 부문을 과감하게 자유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
비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하는 동시에 서비
스 부문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상품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때, 한국은 한ㆍ
중ㆍ일 FTA에서 서비스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답보상태를 보이
는 WTO의 서비스협상보다 한발 앞서 더욱 깊고 범위가 넓은 서비스 자유화를 목
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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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GATT/
WTO에 발효 중으로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수는 180건에 달하며, 수많은 지역무역
협정이 현재 협상 중임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의의 불모지였던 동북아지역에도 지역주의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동북아 주요국인 한ㆍ중ㆍ일 3국도 세계적 지역
주의에 동참하였다. 이미 3국 모두 각각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양자간 FTA를 체
결하였으며, 다수의 FTA 협상과 FTA 관련 공식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유
럽에서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2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미주에서
는 북미대륙에서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전 미주 34개국이 참여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형성을 추진 중에 있다. 결국 세계 주요지역 중에서 동
북아만 FTA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 동북아내에서도 양자간 FTA가 모색되고 있다. 한ㆍ일 FTA 협상이 2002
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교착상태에 있으며, 한ㆍ중간에는 2005년 3월부
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발전연구중심(DRC)간 민간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ㆍ중ㆍ일 FTA에 관한 연구는 2003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발
전연구중심 및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간에 공동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3
년에는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4년에
는 3국의 농업, 자동차 및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
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5년에는 어업, 섬유, 철강 부문에 대한 연
구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ㆍ중ㆍ일
FTA에 관한 공동연구는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연구에 이르지 못한 채 3개 연구기
관간 공동연구의 결과를 매년 3국 정상회동 때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규모면에서 세계경제의 1/5을 점유하는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이들 국
가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나 갈등관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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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제외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다수의 논문에서 한
ㆍ중ㆍ일 FTA는 3국 모두에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FTA가 3국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3국
모두에 경제외적인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ㆍ중ㆍ일 3국이
아직까지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각국이 민감한 산업 및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국은 경쟁력이 낮은 취약한 산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이
용하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취약산업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을 들 수 있으
며, 3국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상태다. 사
실 이들 취약산업이나 부문은 대부분 한ㆍ중ㆍ일 FTA와 관계없이도 낮은 경쟁력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한ㆍ중ㆍ일 FTA 같은 무역자유화 조치는 이들
산업이나 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들 계층이 속한 이익집단은 FTA에 대한 반대세력을 형성함으로써 국내정치적으로
FTA 추진에 저항할 것이다.
이와 같이 취약산업(부문)과 관련된 저항세력의 존재라는 국내정치적 요인 외에
도 과거사 문제와 중국과 일본간의 라이벌 관계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도 한ㆍ중ㆍ
일 FTA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갈등관계가 노정된 한ㆍ일 관
계 및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중ㆍ일 관계는 한ㆍ중ㆍ일 FTA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FTA에 관한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는 2003
년에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한ㆍ중ㆍ일 FTA의 당위성과 산업별 구조분석 같은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한ㆍ중ㆍ일 FTA의 부문별 파급효과
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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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의 마지막 해인 2005년도의 연구는 2004년에 이어 한국 제조업과 농
업에서의 한ㆍ중ㆍ일 FTA의 파급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우리 제조업 및 농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05년도 협동연구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등 제조업과 농업에서 각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산업별 업계 및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이나 농업과 달리 2005년
에 처음 착수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이나 경쟁력 비교분석 같은 기초연구를 통해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 서비스
부문에 주는 시사점 도출에 주력하였다.
2005년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인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농업 및 서비스 관련 보고서의 요약 외에도, 한국의 취약산업인 어업에 대한 한ㆍ
중ㆍ일 FTA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ㆍ중ㆍ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을 경제적 편익 증대, 지역주의에 대한 대처 외에, 발상
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뿐만 아니라 한ㆍ중ㆍ일 FTA의 거
시경제적 효과를 기존 문헌조사 및 최신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일반균형
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바,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적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며 한ㆍ일
FTA 및 한ㆍ중 FTA의 파급효과와도 비교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는 현시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와 제반 장애요인을 극복하
고 한ㆍ중ㆍ일 FTA를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며, 제4∼6장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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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농업ㆍ수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서비스 부문에 줄 시사점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대응전략과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1-1. 본 보고서의 구성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의 배경(제1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제2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제4장)

농업ㆍ
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제5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제3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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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FTA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참여국에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 및 긴장관계 해소 등 경제외적 편익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을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
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보기로 하겠다.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한ㆍ중ㆍ일 FTA가 가져올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
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통적인 경제적 이
익은 하나로 통합된 시장이 기업들에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점이다.1)
이로 인한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 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에 앞서 본 절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어온 한ㆍ중ㆍ일 3
국간 교역의존도 증대추세를 보여줌으로써 한ㆍ중ㆍ일 FTA를 통한 경제적 편익
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 한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왔다. 한ㆍ
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이 3국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04년에는 2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1997년과 1998년
을 제외하고는 1990∼2004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그림 2-1 참고).
그 결과 1990∼2004년 동안 한ㆍ중ㆍ일과 EU 및 NAFTA 간의 역내교역 비
중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EU와 NAFTA의 역
1) Lee(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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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교역 비중이 각각 59.8%와 43.6%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은 이 지역들과 비
교해볼 때 아직까지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룹이 클수록 역내교역 비중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교역규모가 다른
지역간 역내교역 비중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규모에 따른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역내교역 집중도를 산출하는
데, 이는 특정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을 그 지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으로 나눈 수치다.2)
[그림 2-2]는 동북아 3국과 EU 및 NAFTA의 역내교역 집중도 변화를 보여주
그림 2-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자료: [부표 1].

2)

동북아 역내교역 집중도 =

동북아 역내교역 비중
동북아지역 총교역이 세계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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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990∼2004년 동안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 집중도는 1.09에서 1.65로
증가하여, NAFTA보다는 여전히 낮으나 2001년 이후 EU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림 2-2.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자료: [부표 1]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1990∼2004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에서
의 기능적 경제통합이 심화되어왔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어떤 형태의 지
역무역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이후 동북아 3국의 역내교역 집
중도가 EU보다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역내국가간 의존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3) 1994∼2004년 동안 중국의

3) IMF(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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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1.4%에서 2004년에는
16.7%로 낮아졌다. 이 중에서 중국의 대일본 수출비중은 17.8%에서 12.2%로 감
소된 반면,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4.4%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중국의 총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4년 29.1%에서 2004년
에는 26.5%로 감소하였는데, 그중 대일본 수입비중은 22.7%에서 15.8%로 감소한
반면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10.7%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총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0.9%에서 2004년
에는 20.9%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총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7.8%로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출비중은 4.7%에서 13.1%로 급증하였
다. 동 기간 중 일본의 총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0%에서
25.6%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총수입에서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머무르고 있으나, 대중국 수입비중은 10.1%에서 20.7%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
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9.5%
에서 2004년에는 30.4%로 높아졌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서 22.2%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대일본 수출비중은 13.3%에서
8.1%로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중 한국의 총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
중은 30.1%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총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점유하는 비중은 5.3%에서 12.5%로 높아진 데 반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4.8%에서 20.8%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상대
국이 위치하는 교역순위에서도 잘 나타난다.4)
2004년 현재 중국의 교역대상국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4) Comtrad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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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각각 2위와 3위의 교역대상
국이며,6)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위와 3위의 교역대상국이다.7)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
며, 일본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8)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의 상
호의존도 증대로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하겠다.

2.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범세계화와 함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오랫동안 반대해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한 이후, 1990년대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
전환국이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뜻
이 통하는 국가간에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왔으며, 그동안 지역주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이제는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
5) 중국의 수출대상국 중 일본과 한국은 각각 제3위와 제4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상대국 중에
서는 각각 제1위와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6) 일본의 수출대상국 중 중국과 한국은 각각 제2위와 제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상대국 중에서는
각각 제1위와 제3위에 위치한다.
7) 한국의 수출대상국 중 중국과 일본은 제1위와 제3위를 차지하며, 수입대상국 중에서도 각각 제2위
와 제1위를 기록하고 있다.
8) 1994∼2004년 동안 일본의 대미국 및 대중국 교역증가율이 각각 0.6%와 13.8%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2004년 현재 일본의 대외교역량 중 1,68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수년내 미
국(1,924억 달러)을 제치고 일본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현재 중
국과 홍콩을 합칠 경우 2,053억 달러를 기록하여 일본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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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상
태다.
2005년 7월 8일 현재까지 GATT/WTO에 발효 중으로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수
는 180건에 이르고 있다. 그중 관세동맹 12건, 자유무역협정 118건을 합쳐서
GATT 24조하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30건으로 가장 많고, 허용조항하에 통보
된 특혜무역협정이 19건, GATS 5조하에 통보된 서비스 협정이 31건이다(표 2-1
참고).
양자간 FTA 확산과는 별도로 유럽과 미주대륙 등 거대한 무역블록의 대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EU가 2004년 5월 1일 신규회원국 10개국을 받
아들여 2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1994년 1월 창설된 NAFTA의
성공에 고무되어 미주 3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2개의 거대한 무역블록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
다.
표 2-1. 지역무역협정 현황
통보된 조항

유형

협정 건수

GATT 24조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12(7); 118(114)

허용조항

특혜협정

19(18)

GATS 5조

서비스 협정

31(29)

지역무역협정 합계

180

주: 2005년 7월 8일 현재 GATT/WTO에 발효 중으로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각 협정 건수는 본래 체결
된 지역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이들 협정에 추후 가입한 국가들과의 협정도 포함된 것으로, ( ) 안의
수는 원래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수다.
자료: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type_e.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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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지역 중에서 동북아는 지역적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형성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이처럼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결여와 세계적 지역무
역협정 확산추세를 감안할 때 동북아 주요 3개국간 FTA 형성 필요성은 자연스럽
게 대두된다고 하겠다.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ㆍ중ㆍ일의 역할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더불어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인들로 하여
금 경제지역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 + 3(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함께 열리
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 추세인
지역주의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으며,9) 역내ㆍ외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FTA 논의 동향을 보면, 일본ㆍ싱가포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인 JSEPA가 2002년 1월 체결된 후 동년
11월 30일에 발효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 체결된 첫 FTA가 되었다.10) 중국도
2003년에 홍콩 및 마카오와 각각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를 체결하여 2004년 1월 이후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11) 아울러 한ㆍ싱가포르
9) 이전에는 동아시아내에 방콕협정, 라오스ㆍ태국 특혜협정 및 AFTA 등 3개의 특혜협정만 존재하
였다.
10) http://app.fta.gov.sg/asp/fta/ftapage.asp?id=243.
11) Cho(200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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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일본ㆍ필리핀 FTA도 사실상 타결된 상태다.
동아시아에서 아세안의 위상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FTA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1년 11월 브루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주룽지 총리의 제안
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과 중ㆍ아세안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으
며, 2002년 11월 프놈펜 아세안+3 정상회의시 ‘중ㆍ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
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즉 2010년 1월까지 아세안 6개국과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2015년에는 아세안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12) 또한 아
세안은 한국 및 일본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아세안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ASEAN+3 체제내에서 보면 아세안은 주도국가인 반면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초대
받은 손님 입장인 셈이다. 또한 동아시아 FTA 형성에서도 아세안은 현재까지 아
세안+1 FTA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한ㆍ중ㆍ일은 3국간 FTA를 통해 동아시아 FTA 형성과정
에서도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사고의 전환을 할 경우, 우리는 흔히 한ㆍ중ㆍ일 FTA
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사항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http://app.fta.gov.sg/asp/fta/getctry.asp?id=3. 중ㆍ아세안 특혜협정은 2003년 7월 발효되었
으며, 2004년 12월 WTO에 허용조항하에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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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일반적으로 한ㆍ중ㆍ일 FTA의 제약요인으로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관계, 정치
체제의 차이, 과거사 문제 및 공동체 의식 결여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지적되곤 한
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에서 비경제적 동기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은행
(World Bank)의 한 보고서는 1990년대 무역블록 확산의 주요 동기로서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13) 지역주의의 전략적 동기로서 가장 잘 알
려진 예는 지역주의의 초기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경제통합의 주요 목표는
유럽에서 새로운 전쟁을 막는 것이었으며, 경제협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었기 때문이다.14)
따라서 발상을 전환할 경우, 역사적 잔재로부터 유래하는 정치적 긴장 완화 같
은 비경제적 요인은 한ㆍ중ㆍ일 FTA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 동북아 지역내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3국간 정치체제를
조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ㆍ중ㆍ일 FTA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
개혁을 유발함으로써 역내국가들에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와 같이 한ㆍ중ㆍ일 FTA는 역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World Bank(2000)
14) E. Kant는 이미 1775년에 국가간 경제적 교류 확대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편 바
있다(Schiff and Winters,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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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경제학자들은 지역주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부
학자는 지역주의를 세계적인 자유화의 디딤돌(building blocks)로 생각하는 데 반
해, 다른 학자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걸림돌(stumbling blocks)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무역블록의 회원국들이 다자간 자유화
를 위한 논의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ㆍ중
ㆍ일 3국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많은 국가가 한ㆍ중ㆍ일 FTA의 무역전환에 따
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nne Krueger는 특혜무역협정내에서의 강화된 통합은 대부분 추가적인
경제개방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특혜무역협정이 무역전환보다는 무역창출에 기
여해왔음을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15) WTO 보고서에서도 지역
주의가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런 상대
적인 낙관적 견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2004년에 이루어진 한ㆍ중ㆍ일 FTA의 부문별 파급효과에 관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FTA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이로 인한 무역전환효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역무역협정이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유발시킴으
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다. 예컨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농산
물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에 역외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인하 압력을 가할 것이
고, 이는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 자동차산
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EU와 미국 같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부문에서 핵심적

15) Frankel(1998), p. 273; Lee(2004), p. 9.
16) WTO(1995), p. 62.

36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한ㆍ중ㆍ일 FTA는 동아시아 FTA 같
은 광역 FTA로 확대되거나 3국 중 1국과 역외국간의 FTA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혹은 다자 차원에서의 관세인하로 나타나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17)
다.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FTA는 3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3
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ㆍ중ㆍ일 FTA는 국민후생과 GDP 성장에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미쳐 경제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3국은 모두
취약산업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농업부문 경쟁력은 상당히 낮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높은 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감한 산업의 관련자들이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저항할 것이며, 정치가들은 사회적ㆍ정치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이익
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취약산업의 지속적인 보호는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자
원배분을 왜곡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며, 이는 경제의 저성장과 고실
업이라는 악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
속화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FTA는 3국내 취약부문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3국 경
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부 국가는 국내 경제개혁 보장을 위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NAFTA에 참여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 경제개혁
17) Trilateral Joint Research(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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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차기 정권의 변경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다.18)
각국의 취약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익집단들의 국내 정치적 압력은 이 산업들
에 대한 확고한 구조조정계획의 제시와 함께, 교육ㆍ직업훈련 및 보상제도 등 사
회적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18) Whalley(1998), pp. 71∼72; Lee(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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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GE 모형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GE 모형을 이용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GE 모형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표준모형으로, 전통적 무역이론에 바탕을 두고 규모에 대
한 보수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경제부문들과 수출 및 수입 등
대외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FTA 및 DDA 협상 같은 국내외 정책의 변화에 따
른 충격에 대해 최적값을 제공하도록 컴퓨터로 연산하는 모형이다. CGE 모형은
생산, 소비,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데이터와 각 방정식에 들어 있는 변수의 값을 서로 연결한다. 이러
한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여 하나의 변수값이 달라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값이 변하게 되는데, 각 변수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계산이 간단하지 않
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화된 변수값을 구하게 된다.
CGE 모형을 이용하면 어떤 충격에 대해 국내 산업부문간 상호작용은 물론 외
국과의 상호작용을 허용하여 국가별 생산의 변화 및 후생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도
출할 수 있다. CGE 모형은 지역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같은 무역정
책의 변화가 각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물론, 국제환경협약, 양자간
투자협정 등의 정책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무역정책의 효과분석에 CGE 모형을 사용하게 된 것은 관세 등 무역과 관련된
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산업연관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각 경제변수간 상
호관계를 포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대한 규모의 방정식 체계를 다룰
수 있어서 산업별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CGE 모형은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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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상의 효과를 분석할 때 부분균형분석이 하지 못하는 산업간, 국가간 상호작용
을 허용함으로써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각 국가간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CGE 모형의 구축과 정책실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방대한 시간과 자료
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하기보다는 표준화된 CGE 모형과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검증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는 GTAP의 표준모형 및 소프트웨어 GEMPACK과 GTAP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에 기초
하고 있다. CGE 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한ㆍ중ㆍ일 FTA의 정태
적 효과와 더불어 소득증가에 따른 자본축적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
라, 현대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세계무역에서 중요성이 날로 강조
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하였다. 또한
한ㆍ중ㆍ일 FTA의 경우,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
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국가 및 산업간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구상하고 있거나 협상 중이
므로, 본 연구는 한ㆍ중 FTA 및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북아에
서 한국이 체결할 FTA의 효과를 상호 비교ㆍ검토한다.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그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 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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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무역 및 산업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지역무역협정(RTA)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연구 결과로는 Frankel(1993), Bayoumi and Eichengreen(1997), Frankel
(1997), Frankel and Wei(1998)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ㆍ중ㆍ
일 FTA 같은 개별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
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박희종⋅정미혜(2003)는 중력모형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및 홍콩을 포함
한 동북아 경제통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경제통합을 나
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1995년 및 1996년 경제통합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동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경제통합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Sohn and Yoon(2001)은 경제통합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값이 음(-)이면 통합대상국가간의 무역이 정상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국가간 무역이 적
어도 중력모형이 예측하는 정상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에 실제 발생한 FTA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는 박희종⋅정미혜(2003)의
해석이 의미를 지니지만, 한ㆍ중ㆍ일 FTA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
한 분석에서 FTA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데이터에 나타난 과거 및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Sohn and Yoon(2001)의 해석이 더 정합성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홍식 외(2004)는 FTA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고, 한 걸음 더 나
아가 확대된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FTA의
경제성장효과를 2단계로 분리하고 있다. 먼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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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FTA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많은 실증분
석에서 확인된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즉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무역증대효과
를 추정하여 변화된 무역개방도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동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로 한국의 무역비중이 9.53% 증가할 것으로 추
정하고, 소득은 25년에 걸쳐 3.10∼5.1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홍식 외(2004)는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는 세계 66개국 1992∼2001년 패널 데이터
를 이용하여 산업내 무역지수와 경제성장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한ㆍ중ㆍ일 FTA로 한국과 일본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5.47% 증가
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은 11년간 0.71∼0.9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CGE 모형은 한ㆍ중ㆍ일 FTA 등과 같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변화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모형은 실제로 나
타나는 경제현상이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ㆍ일
FTA의 효과를 여타의 요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FTA 등 정
책변화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계량분석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몇몇 소수의 내생변수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는 데 반해, CGE 모형은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형
을 설정하고 다양한 내생변수의 변화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중력모형은 무역의 결
정요인으로 경제규모, 거리, FTA 체결 여부 등을 들고 있다. 즉 단 하나의 등식
(equation)을 설정하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이다. 이와 같이
계량분석은 무역이라는 종속변수와 이를 설명하는 소수의 독립변수간의 관계만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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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석과 달리 CGE 모형은 모든 경제활동을 모형화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
는 등식이 매우 많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계량분석은 표준통계방법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
면, 경제통합 같은 거대한 정책변화가 가져오는 복잡한 효과 가운데 일부분밖에 파
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Baldwin and Venables 1995). 한편 CGE 모형
은 내생변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분석결과가 통
계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각 연구는 CGE 모형의 구성, 한ㆍ중ㆍ일 FTA의 시나
리오 및 사용된 데이터에서 각기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연
구는 정태적 CGE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예외는 Cheong(2003)으로, 이 연구
는 정태적 효과로 인한 소득증가에서 자본축적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CGE 모형
에 반영함으로써 한ㆍ중ㆍ일 FTA의 장기적 효과를 포괄하고 있다. FTA로 인한
파급효과가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적 변수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태적 CGE 모형은 FTA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be(2003)는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내 외국인직접투자
(FDI)를 고려할 때 한ㆍ중ㆍ일 FTA로 중국으로의 FDI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증가
하면 중국의 GDP 성장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FDI 성장률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FDI
증가를 한ㆍ중ㆍ일 FTA에 의해 파생되는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인원(2003)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무역자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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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커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3-1. CGE 모형을 이용한 한ㆍ중ㆍ일 FTA 효과 연구
모형의 특징

Abe(2003)

- 정태모형
- 정태모형+중국으로의
FDI 유입으로 중국의
생산성 증가

FTA 시나리오

분석 결과

- 관세 철폐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의 GDP는 각각 2.7%,
1.1% 및 0.1% 증가
- 농업 및 제조업
- 생산성 증가를 추가로 고려하
관세 완전철폐
면 한ㆍ중ㆍ일 3국의 GDP는
각각 2.79%, 6.16% 및
0.13% 증가

- 표준 GTAP 모형(정태
모형) 및 자본축적 CGE
모형
- 농업 및 제조업
Cheong(2003)
- 데이터: 1997년 세계경 관세 완전철폐
제(GTAP v.5)

- 정태적 CGE 모형
Scollay and
- 데이터: 1995년 세계경 - 서비스 제외
Gilbert(2001)
제(GTAP v.4)

- 정태모형에서는 한ㆍ중ㆍ일 3
국의 GDP는 각각 0.94%,
0.34% 및 0.06% 증가
- 자본축적모형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GDP는 각각 2.45%,
1.29% 및 0.13% 증가
- 한ㆍ중ㆍ일 3국의
각 0.8%, 2.09%
증가
- 한ㆍ중ㆍ일 3국의
각 19.5%, 44.4%
증가

후생은 각
및 0.25%
수출은 각
및 10.3%

- 관세 완전철폐시 한ㆍ중ㆍ일
- 농업 및 제조업 3국의 실질 GDP는 각각
- 정태적 CGE 모형
- 데이터: 1997년 세계경 관세 철폐 및
1.2%, 1.5% 및 0.05% 증가
박인원(2003)
- 관세 50% 인하시 한ㆍ중ㆍ일
제(GTAP v.5), GAMS 50% 인하
프로그램
3국의 실질 GDP는 각각
0.45%, 0.67% 및 0.02% 증가
- 동북아시아 FTA를 한국, 일
- 표준 GTAP 모형(정태
본, 중국 및 대만으로 구성
오웅탁/정인교 모형)
- 농업 및 제조업
- GDP는 한국 2.08%, 중국
(1997)
- 데이터: 1992년 세계경 관세 철폐
0.4%, 일본 0.03%, 대만
제(GTAP v.3)
0.8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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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선행연구는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서비스 교역장벽 제거에 따른 변화를 CGE 모형으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Deardorff and Stern(2001)은 서비스 자유화의 파급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DDA 협상으로 인한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를
Michigan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Deardorff and Stern(2001) 방법론
을 GTAP 모형에 접목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는 1995년 또는 1997년 데이터
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중국의
산업구조 및 변화된 한ㆍ중ㆍ일 3국의 교역규모와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3. CGE 모형의 구성
가. 최신 데이터의 필요성
최근 2001년 세계경제를 나타내는 GTAP Database(version 6)가 출시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는 단순
히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1995년 및 1997년을 기준년도
로 작성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평가된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와 200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1997년과 비교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절대적 규
모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이 3개국간의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경우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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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비해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급
격한 경제규모 확대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한국 및 일본의 관세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로 FTA 경제적 효과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지만 변화율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이에 반해 일본 및 한국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확대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는 곧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시장확대효과가 1997년에 비해 더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FTA 이
전의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데, 중국의 낮아진
관세율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1997년을 기준으로 추정된 효과와 비교하여 2001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한ㆍ중
ㆍ일 FTA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변화의 상호작용으로 결
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는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본축적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CGE 모형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
한 보수불변을 가정하는 전통적 무역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역자유화 효과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파악하며, 그 효과는 한시적인 것에 그친다(one-shot
effect). 이러한 정태적 CGE 모형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면 그 효과는 매우 낮
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태적 CGE 모형은 FTA의 가장 기초적인 효과를
파악하며, 분석결과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태적 CGE 모형은 여태까지 수많은 실증분석에서 확인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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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Krueger(1978),
Sachs and Warner(1995)는 경제의 개방성과 GDP 성장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Lee(1993, 1995)는 국제무역을 통한 수입 자본재의
사용이 자본축적의 효율성과 경제성장률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Levine
and Renelt(1992)는 실증분석에서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50
여 개의 변수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장과 투자, 그리고 투자와 무역이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유인-투자주도 경제성장
(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의 관계는 Baldwin and Seghezza(1996)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이들 실증분석이 함의하는 바는 무역자유화가 투자를 매개
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무역자유화의 관계를 CGE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를 제공한 Baldwin(1989, 1992)에 따라 자본축적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태적
CGE 모형을 개선한다. 무역자유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요소 투입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국내총생산과 소득
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은 다시 저축되기 때문
에 투자가 촉진되고 자본스톡이 증가하여 국내총생산과 소득은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정태효과가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을 촉진하고 소득을 증가시킨다. 자본축적 CGE 모형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록]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경우 무역자유화 효과가 단지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고 투자와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의 연속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 모든 국가의 경제는 정상상태
(steady-sate)에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통적 국제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정태적 CGE 모형이나 자본축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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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반영하는 동태적 CGE 모형 중 어떤 특정한 모형을 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
형을 동시에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
다.
다. 서비스 자유화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는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철폐
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무역자유화, 기술표준 상호인정, 지적재산권 등 무역과 관
련된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FTA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ㆍ중ㆍ일 FTA도 포괄적 FTA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에 포함
되어 있는 모든 요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교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현대 국민경제에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부문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포괄한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
지 않다. 서비스 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
서비스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
비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간적ㆍ지리적 근접성(proximity)이 요구되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기 어렵다. 또한 서비스는 유형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
할 때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Sauvant 1990; Sampson and Snape 1985). 즉
서비스의 무역장벽은 관세가 아닌 각종 법적ㆍ제도적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
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CGE 모형을 비롯한 실증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장벽에 대한 자료가 필수불가결하다.
서비스 교역을 직접 관찰할 수 없고 무역장벽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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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비스 무역장벽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무역장벽을 지수화하
려는 최초의 시도는 Hoekman(1995)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WTO 주요 회원국과
여러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Hoekman(1995)은 각 국가가 UR 당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제출한 양허안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장벽을 추정하고 있다. 각 회
원국의 양허내용을 ‘완전 제한 없음(none)’의 경우 1, ‘개방 안함(unbound)’의 경
우 0, 그리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개방한 경우 0.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양허표상
공급형태(mode)별 양허 수의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비율(x)을 산출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믿음에 근거하여 서비스 업종별로 무역제한 정도에 따라 사전관세율을
부과하는데, 무역장벽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운송서비스에 대해 200%, 나머지
업종은 20∼50%의 사전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 업종별 무역장벽 지수는
사전관세율에 1-x를 곱하여 구하고 있다. 즉 어떤 국가가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안
을 많이 제출하면 개방대상이 되는 전체 양허수준에 대한 비율(x)이 높아지고, 이
에 따라 이 국가의 무역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양허안을 상대
적으로 적게 제출한 국가는 전체 양허수준에 대한 양허비율(x)이 작기 때문에 이
국가의 무역장벽은 높게 나타난다.
Hoekman 접근방법의 문제점으로, 운송서비스에 200%를 부과하는 식으로 각
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전관세율을 연구자 임의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Hoekman 지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 국가의 실질적인 장벽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가 제출한 긍정적인 양허안만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국가의 서비스 산업은 높은 무
역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복잡한 양허안을 제
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인데, Hoekman의 장벽지수에서 개
발도상국의 무역장벽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제3장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51

아울러 각각의 양허안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문제점이 있
다(Hardin and Holmes 1997). 즉 경제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실질적인 무역장벽
제거에 대한 양허안과 그렇지 않은 양허안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나 무역장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매우 개방
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Hoekman 지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Hoekman and Francois(1999)는 미국과 몇몇 국가간의 서비스 무역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무역장벽을 추정하였으며,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간 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통해 서비스 장벽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Kalirajan et al.(2000)은 은행서비스, Trewin and Warren(2001)은 통신서비스의
장벽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서비스 또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다부문, 다국가의 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에 활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Hoekman 지수를 사용한다.

4.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한ㆍ중ㆍ일 FTA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화 내용을 포괄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실제 각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GATT 24조는 FTA는 “실질적으로 당사국간의 모든 무역
을 포괄”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FTA도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농업 및 제조업의 경우 전 품목에
걸쳐 관세를 완전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경우 한ㆍ중ㆍ
일 FTA를 통해 3국간 서비스 교역의 무역장벽을 완전철폐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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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도처에서 체결된 FTA에서 서비스 부문이 완전 자유화된 경우는 없고, 대
부분의 FTA는 다자주의 협상에서 양허된 것보다는 진전된 ‘WTO Plus’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에서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은 최대
50%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한ㆍ중ㆍ일 FTA의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시나리오

CGE 모형

농업 및 제조업

서비스

Ⅰ

정태모형

완전 자유화

개방 안함.

Ⅱ

정태모형

완전 자유화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기타 서비스 제외)

Ⅰ

자본축적모형

완전 자유화

개방 안함.

Ⅱ

자본축적모형

완전 자유화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기타 서비스 제외)

5. 분석결과
가.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표 3-3]은 시나리오 Ⅰ과 시나리오 Ⅱ에 따른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정태적 CGE 모형과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
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3.27∼5.1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 무역자유
화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Ⅱ에 따라 FTA가 체결될 경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총생산 증가에는 무역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
⋅일 FTA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7.9∼9.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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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 증가가 국내총생산 0.41∼0.52%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 1원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0.58원 증가한다고 분석한 김동석(2004)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표 3-3.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단위: %)

국내총생산
후생
시나리오 Ⅰ 대세계 수출
대세계 수입
교역조건

한국
3.27
1.74
7.94
8.74
0.71

정태모형
중국
0.89
0.16
11.36
15.36
0.34

일본
1.05
0.18
4.85
5.45
1.38

국내총생산
후생
시나리오 Ⅱ 대세계 수출
대세계 수입
교역조건

3.54
1.94
8.07
8.84
0.79

0.95
0.21
11.49
15.52
0.35

1.12
0.21
5.07
5.70
1.42

한국
4.74
3.13
9.51
10.38
0.40

자본축적모형
중국
1.45
0.61
12.02
16.08
0.29

일본
1.13
0.24
4.95
5.56
1.37

5.14
3.45
9.77
10.62
0.46

1.54
0.69
12.18
16.28
0.31

1.21
0.28
5.19
5.82
1.42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무역자유화의 이익은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small open economy)일수록 더
커진다는 전통적 무역이론(Chipman 1965)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역조건
은 0.40∼0.79%까지 개선되고, 중국은 0.29∼0.35%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교역조건이 1.37∼1.42%로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역조건의 개선은 구매력 향상, 즉 실질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후생증
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후생증진효과를 세분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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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나리오 Ⅱ에 따른 한ㆍ중ㆍ일 FTA의 후생증진효과 내역(자본축적모형)
(단위: 억 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자본축적효과

한국

70.4

46.2

12.4

9.3

138.3

중국

12.1

37.5

8.7

13.1

71.4

일본

13.8

12.5

13.9

65.6

105.8

서비스 개방효과 교역조건효과

총계

Huff and Hertel(2001)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후생증진효과를 자원배분의 효율
성 증진, 교역조건효과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개방 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방에 따른 후생증진효과를 추
가로 포함하였다. [표 3-4]는 농업,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더불어 서비스 부문의 무
역장벽이 50% 완화되는 시나리오 Ⅱ를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한⋅중⋅일 3국의 후생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각각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장기적인 후생증진으로 인한 이익은 138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 가운데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인한 후생증진효과는 70.4억 달러,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이익은 9.3억 달러에 달한다. 한⋅중⋅일 FTA의 효과를 자
본축적 CGE 모형으로 평가하였는데, 자본스톡의 축적으로 인한 후생증진은 약 46
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 개방에 따른 후생증진은 1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
된다.19)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후생증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교역조건 개선으

19) 서비스 개방은 농업 및 제조업의 무역자유화와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역조건, 자본축적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비스 개방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서비
스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Ⅱ와 포함하지 않는 시나리오 Ⅰ에서의 후생증진 차이를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후생증진 효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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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후생증진은 총 105.8억 달러이고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후생증진이 65.6억 달러다. 이는 일본 후생증진의 약 62%가 교역조건 개선에 기
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한⋅중⋅일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로 인해 회원국의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면 무역창출,
무역전환 및 무역확대 효과가 발생한다. 무역창출효과는 수요가 국내 비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회원국의 효율적인 생산자로 바뀌면서 새로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
이며, 무역전환효과는 효율적인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이 FTA로 인해 비효율적인
회원국으로 전환될 때 발생한다. 무역확대효과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가격
이 하락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론
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무역증가를 세부 요인으로 분
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FTA가 회원국간 무역을 증진하는 것은 분명하다.
표 3-5. 한⋅중⋅일 3국간 수출입 변화(정태모형)
(단위: 백만 달러)

수입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

24,279.2

3,532.1

중국

29,378.5

-

15,752.6

일본

5,138.4

40,210.6

-

한국

-

24,390.8

4,340.2

중국

29,550.5

-

16,818.3

일본

6,326.4

41,076.5

-

수출국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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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한⋅중⋅일 FTA를 시나리오별로 정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의 양자간 무역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농업 및 제조업에 대해서만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Ⅰ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242.8억 달러, 대일본
수출은 약 3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244억 달러, 대일본 수출은 약 4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부문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한
국의 대중국 수출은 추가적으로 1.2억 달러 증가에 그치는 데 반해,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8억 달러 더 증가한다. 이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발전단계가 낮고, 이에 따
라 한국과 중국간 서비스 교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01
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은 약 2억 ,8840만 달러이고, 수입은 약 3억 4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표 3-6.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중 수출

대중 수입

대일 수출

대일 수입

유통 및 사업

132.2

146.8

481.5

401.2

운송 및 통신

76.6

95.2

443.5

617.6

금융

14.0

11.6

41.9

11.6

기타 서비스

65.6

50.4

183.8

30.8

총계

288.4

304.0

1,150.7

1,061.2

자료: GTAP Database v. 6

[표 3-7]은 한⋅중⋅일 FTA를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의 3국
간 수출입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정태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할 때 한⋅중⋅
일 3국간 무역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3]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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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태분석에 비해 자본축적모형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1.6∼1.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의 무역은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비회원국으
로의 수출이 감소하지만,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의 무역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고 그 대신 비회원국으로의 수출이 다시 회복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7. 한⋅중⋅일 수출입 변화(자본축적모형)
(단위: 백만 달러)

수입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

25,323.7

3,808.8

중국

30,023.9

-

16,015.4

일본

5,619.4

40,429.5

-

한국

-

25,516.6

4,652.8

중국

30,254.0

-

17,100.6

일본

6,861.2

41,301.3

-

수출국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II

다. 한⋅중 및 한⋅일 FTA 비교
1) 거시경제적 효과
[표 3-8]은 한⋅중⋅일 FTA에서와 동일한 시나리오가 한⋅중 및 한⋅일 FTA
에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한⋅중 및 한⋅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내고 있다.
정태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한⋅중 FTA로 2.44∼
2.47%, 한국의 수출은 4.75∼4.7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무역자유화
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Ⅱ의 경우, 시나리오 Ⅰ에 비해 국내총생산 및 여타 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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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변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교역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일 FTA로 한국의 국내총
생산은 0.35∼0.56% 증가하고 후생증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한⋅중 및 한⋅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한ㆍ중 FTA

한ㆍ일 FTA

한ㆍ중 FTA

한ㆍ일 FTA

국내총생산

2.44

0.35

3.13

0.76

후생

1.13

0.06

1.90

0.49

수출

4.75

2.08

5.43

2.79

국내총생산

2.47

0.56

3.17

1.05

후생

1.16

0.22

1.94

0.73

수출

4.78

2.13

5.47

2.97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한⋅중 FTA 및 한⋅일 FTA로 인한 한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합하면 2.79
∼3.03%인데, 이는 한⋅중⋅일 FTA 체결시 기대되는 한국 국내총생산 증가율인
3.27∼3.54%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일 3국간의 경제구조가 상
호 보완적이어서 개별적인 FTA에 비해 한⋅중⋅일 FTA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한⋅중 FTA 및 한⋅일 FTA를 별도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은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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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생산
[표 3-9]는 한⋅중, 한⋅일 및 한⋅중⋅일 FTA로 인해 생산의 증감이 예상되
는 한국의 산업을 요약하고 있다. 생산량 변화가 ±0.5% 이상 변화할 때 증가 및
감소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두 가지 CGE 모형(정
태모형 및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하였는데, FTA로 인한 생산의 변화 추세를 명확
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시나리오 및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생산 증가, 감
소 또는 정체를 나타내는 산업만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
서 서비스 산업이 어느 정도 개방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산업의 경우
비록 정태모형에서는 일시적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본축적과
더불어 생산 증가로 반전되는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표 3-9. 한국 산업생산의 변화
생산 증가

생산 감소
-

한⋅중 FTA

-

한⋅일 FTA

- 농수산물
- 섬유
- 전기/전자

- 자동차
- 기타 운송장비
- 기계

-

-

한⋅중⋅일 FTA

섬유
화학
자동차
기타 제조업

가공식품
섬유
화학
자동차
기타 제조업

농수산물
가공식품
의류
기타 운송장비

농수산물
기타 운송장비
전기/전자
기계

한⋅중⋅일 FTA 체결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섬유, 화학 및
자동차 등으로 나타났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농수산물 및 기타 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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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으로 분석되었다. 한⋅중, 한⋅일 및 한⋅중⋅일 FTA 모든 경우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이며, 농수산물은 한⋅일 FTA에서만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중, 한⋅일 및 한⋅중⋅일 FTA 모든 경우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섬유산업인데, 이는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중국이 섬유산업에 비
교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로 중국의 섬유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한국의 2004년 섬유(MTI 41-44) 총수출
은 151.9억 달러였고 총수입은 63.7억 달러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41에 달하여
한국은 섬유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중, 한ㆍ일
및 한⋅중⋅일 FTA에서 한국 섬유산업의 생산 증가는 한국 섬유산업의 높은 경
쟁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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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의 특징 및 민감품목 선정
가. 제조업의 중요성과 교역비중
한ㆍ중ㆍ일 FTA는 세계적인 FTA 추세를 반영하여 농림수산품, 제조업제품 및
서비스 교역 등을 자유화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중심은 교역비중이 압
도적으로 큰 제조업제품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04년의 경우 제조업제품은 한국
의 대중 수출과 수입의 93.4%와 83%를 차지하였으며,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도 각
각 76%와 97.1%를 차지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확대가 민감
하지만, 교역비중에서는 제조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6개 산업은 한ㆍ중ㆍ일간 역내교역에서 한국과 일본 수
출의 3/4, 중국 수출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사실상 제조업을 대
표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교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6개 산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이 빠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00∼04년간 한국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역
내교역은 역외교역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5배나 빠르게 증가하였
다.
제조업 6개 산업의 역내교역 구성비를 수출 기준으로 보면 전자산업은 역내총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자동차는 3%로 가장 비중이 낮
은 산업이며, 여타 산업은 그 비중이 8∼10%로서 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
중이 큰 데 비해, 자동차산업은 한ㆍ중ㆍ일이 주로 역외교역에 치중하고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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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ㆍ중ㆍ일의 주요 제조업 역내교역 비중 및 증가율

수출
한국
수입
수출
중국
수입
수출
일본
수입

수출
한국
수입
수출
중국
수입
수출
일본
수입

대중국
대일본
대중국
대일본
대한국
대일본
대한국
대일본
대한국
대중국
대한국
대중국

2000년
6.3
10.9
8.2
25.2
3.7
12.2
9.3
23.1
6.5
5.9
9.4
14.2

대중국
대일본
대중국
대일본
대한국
대일본
대한국
대일본
대한국
대중국
대한국

2000년
14.6
7.3
39.7
10.1
4.8
26.6
18.8
21.0
6.4
36.0
4.9

대중국

67.4

전자
자동차
2004년 % 2000년 2004년
18.2 42.9
1.1
6.5
7.6
0.3
1.1
1.1
19.5 30.0
3.6
4.0
25.2
4.4 40.4 28.4
4.0 39.1
1.4
1.5
10.1 29.7 11.5 12.3
12.1 38.4
3.2 11.6
18.7 22.8 35.2 35.3
7.6
4.6
0.7
0.9
14.3 25.2
1.3
3.5
9.7
4.3
1.4
2.1
34.2 28.7
5.3
9.2
섬유
철강
2004년 % 2000년 2004년
18.4
1.0 15.8 27.7
4.8 -14.1 18.6 16.1
49.9 11.9 12.6 19.9
6.6 -5.0 41.9 39.6
4.6 14.6
9.6 11.8
18.3
5.5 12.6
9.6
12.6 -1.7 17.4 16.5
16.7
2.5 29.5 24.7
5.1 -4.3 15.3 20.4
42.4
5.5 14.0 21.4
2.2 -16.2 27.4 24.2
74.0

5.5

22.0

30.6

%
88.4
20.5
25.0
11.5
28.0
29.3
90.5
37.9
13.3
38.4
20.3
23.9
%
30.5
9.3
36.7
20.3
35.9
20.8
24.1
20.5
21.1
25.5
8.9
22.1

일반기계
2000년 2004년
14.5 26.1
8.5
9.0
1.7
4.1
42.2 41.6
2.2
2.5
10.7
9.2
5.9
7.5
27.8 28.9
7.5
8.6
6.7 15.5
4.8
6.9
8.2 15.4
석유화학
2002년 2004년
30.3 40.8
9.3
8.4
4.6
7.4
36.0 38.3
3.5
4.1
9.5
9.2
19.3 17.8
19.6 18.0
11.8 13.9
13.0 21.0
7.1
7.8
8.5

13.7

%
34.4
17.9
36.0
9.1
38.4
28.8
34.8
27.9
10.3
31.2
19.7
28.5
%
22.8
11.1
24.8
12.5
25.1
19.7
19.8
19.7
13.6
23.1
9.9
20.9

주: 역내교역 비중은 각국의 해당산업의 수출입액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는
2000∼04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산업분류는 HS코드 기준으로 전자 85(8415, 8418, 8471, 8473 추
가), 자동차 87, 일반기계 84(8415, 8418, 8471, 8473 제외), 섬유 50∼63, 철강 72 및 73, 석유화학
29, 38, 39 및 4002이다.
자료: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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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년간 6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역내교역을 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31%와 26% 증가하였으며, 대일 수출과 수입은 3% 및 9%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자동차(2000∼04 연평균 증가율
88.4%), 전자(42.9%), 일반기계(34.4%), 철강(30.5%) 등이 6개 산업의 평균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대중 수입에서는 철강, 일반기계, 전자의 순으로 높
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산업의 대중 수출입의존도는 확대되었으
며,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고 섬유는 대중 수입의존도
가 50%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자는 정체, 섬유는 수출이 반감되었다. 한국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일
반기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아지고 있으며, 대일 수입의존도는 섬유를 제외하
고는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자본재 및 부품ㆍ소재의 대일 수입비중이 40% 전후에 이르고 있다.
나.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제조업 분야의 3차 연도의 연구로서 1∼2차 연도
에 이루어진 3국의 제조업에 관한 각종 기초연구와 FTA의 산업별 영향 및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대응전략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 추진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 경우 더
넓은 수출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데 반하여,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FTA 체결 이전보다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거나 도태되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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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게 된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FTA 상대국에 대한 비교우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FTA 협상에 앞서 산업의 경쟁력을 정확히 파
악하고, 이를 통해 FTA 협상전략 수립시 한국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품목을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한 한국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을 마련하
기 위하여 각종 경쟁력 분석방법을 이용한 민감품목 선정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한
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하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감품목’이라는 용
어는 FTA 체결시 한국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품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력 분석과 수출입 증가율 등을 통하여 세계 및 FTA 협상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
력이 낮게 나타난 품목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민감품목 선정은 제1단계에서 6개 산업의 수출입 품목을 HS1992 4단위 품목분
류기준에 의해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20)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표 4-2]와 같
이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한 후 2∼5단계를 통하여 조정하였다. 여기에서 제1품목
표 4-2.  값에 따른 품목군 분류기준
품목군

기

준

설

명

제1품목군

 ≧ 

수출특화 품목군

제2품목군

  

절대 수입특화 품목군

제3품목군

  ≦   

경쟁력 취약 품목군

제4품목군

  ≦   

절대 경쟁력 취약 품목군

주: 





  




20) 무역특화지수 =

( X i - M i)
×100 ,
( X i + M i)

여기에서

의 총수출 및 총수입 규모를 나타낸다.

X i와 M i는

각각 해당국가의 국제무역에서 품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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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FTA 협상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품목
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제2품목군은 한국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제3품목군과 제4품목군은 각각 한국의 경쟁력
이 다소 취약한 상태로 외국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품목과 가장 경쟁력이 취약
한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감품목으로 지칭하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품목별 동태적인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2품목군에 속하
는 절대적인 수입특화 품목이지만 수출증가율이 전체 평균 수출증가율의 3배 이상
되면 산업경쟁력이 확충되어가고 있는 품목으로 판단하여 이들 품목을 제4품목군
으로 이동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제1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 중 한국의 중국 및 일
본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제1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비교하여 경쟁력이 취약
한 경우는 제3품목군으로, 그리고 제3, 4품목군의 품목 중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는 품목은 제1품목군으로 조정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경쟁력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 현시비교우
위(RCA)지수21)를 사용하여 품목의 RCA가 6개 제조업 품목군의 평균 RCA보다
2배 이상 높은 제2품목군의 품목은 제4품목군으로 이동하고, 제3, 4품목군에 속해
있던 품목은 제1품목군으로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되는 품목이 제2품목군
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를 제4품목군으로 이동하는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추가하고, 수입액이 너무 적은 품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품목별로 HS 4단
위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품목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는 HS 6단위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산업은 [표 4-3]과 같이
21)

RCA i =

X i/WX i
X/WX

, 여기에서

X i는

해당국가의 i상품 수출액,

WX i 는

세계 전체의 i상품 수

출액, X는 해당국가의 총수출액, 그리고 WX는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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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으며, 일반기계로 분류되어 있는 에어컨(8415), 냉장고(8418), 컴퓨터
(8471, 8473)는 전자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4-3. 한ㆍ중ㆍ일 FTA 효과 분석대상 산업
산 업

석유화학

HS코드

29, 38, 39
(4002포함)

한ㆍ일 품목수
한ㆍ중 품목수

섬 유

철 강

일반기계

전 자

자동차

50∼63

72, 73*

84
(8415, 8418,
8471, 8473
제외)

85
(8415, 8418,
8471, 8473
포함)

87

92

145

37

80

52

15

93

149

37

81

52

16

주: *는 73품목 중 7301∼7307, 7325 8개 품목만 해당됨. 또한 산업별 분석에서는 산업의 교역현황을
감안하여 민감품목을 조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실제 품목수는 여기에서 제시한 품목의 수와 다를
수 있음.

2. 전자산업
가. 현황 및 특성
한국은 1980∼90년대 전자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구조전환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반도체, 휴대용전화기, 디스플레이 등은 최근 들어 세계적인 위치를 점
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정부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전
략에 의해 전자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거대한 소비시장,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소프트웨어 기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급
속히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왔으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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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고령화와 고임금 노동력, 구조조정 지연, 독자적인 표준화 선호, 의사결
정 과정의 지연 등으로 발전이 정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수한 제조ㆍ설
계ㆍ부품소재 기술, 풍부한 원천기술, 높은 브랜드 인지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여
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04년 현재 미
국에 이어 각각 세계 4위, 3위, 2위의 생산규모를 가지게 되었으며, 3국의 전자산
업 생산액은 4,266억 달러로 전 세계 생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전자산업의 무역 현황을 보면 2004년 대세계 수출입은 각각 972억 달러
(38.30%)와 514억 달러(22.90%)이며, 이 중 무선통신은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30.35%)이, 반도체는 수입비중(44.02%)이 가장 높은 상품이다. 한국의
수출 주력상품으로 알려진 반도체의 수입비중이 높은 이유는 메모리반도체를 제외
한 반도체 품목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2004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은 각각 74억
달러(7.6%)와 130억 달러(25.2%)이며, 대중국 수출입은 각각 177억 달러(18.2%)
와 100억 달러(19.5%)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규모(수출+수입)가 대일본 무역규모
보다 크다. 이 중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가전기기, 무선통신, 반도체, 산업용기기,
전자부품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주로 무선통신, 반도체, 전
자부품을 수출하고, 가전기기, 전자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전자산업의 대세계 및 대일본 투자는 2002년과 2003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대중국 투자는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전자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2003년과 2004년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 중 상당
부분이 대중국 투자라는 점이다. 일본 전자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국과 동일하게
2002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처럼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
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금액기준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 역시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69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산업에 대한 관세율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 전자산업의
평균관세율은 0.12%로 3국 중 가장 낮고,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5.74%와 10.0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를 상품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
국은 가전기기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선통신과 반도체에는 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컴퓨터에도 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한ㆍ중ㆍ일 전자산업의 기술수준을 원천기술, 응용기술, 설계기술, 제
조기술,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ㆍ시정 분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일
본, 한국, 중국 순으로 기술수준이 높다. 이 중 3국간 기술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원천기술과 브랜드 인지도ㆍ시정으로 일본의 기술수준이 월등히 높지만, 제조기술
은 3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기술격차 정도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TFT-LCD, PDP, 디지털 평판 TV에서, 중국은 데스크톱 PC, 백색
가전, 아날로그 TV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여기서는 전자산업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3국간
FTA에 따른 민감품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2004년 한국의 대세계 무역
특화지수(TSI)에 의하면 컴퓨터의 대세계 TSI가 0.49로 가장 크며, 반도체는 유선
통신과 더불어 -0.17로 가장 작다. 그러나 반도체 상품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메
모리반도체의 2004년 대세계 TSI는 0.84로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이 외 반도체 품목은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컴
퓨터 역시 품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휴대용컴퓨터와 개인용컴퓨터는 경쟁력
을 상실해가는 것으로, 이 외 보조기억장치, 모니터, 컴퓨터부품 등은 경쟁력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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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일본 TSI는 대부분 음(-)의 값으로, 한국의 대일본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 전자부품의 TSI가 -0.54로 수출경쟁력이 가장 낮은 상
품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일본 수출입이 가장 많은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TSI가
-0.41로 낮게 나타나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중국 TSI는
일본과 다르게 대부분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 산업용기기와 반도체에서 높은 TSI를 나타내고 있
다. 특히 수출입 교역이 가장 많은 상품인 전자부품은 2003년까지 TSI가 음(-)의
값을 나타내 수출경쟁력이 낮은 상품으로 평가되었으나, 2004년 들어 양(+)의 값
으로 전환되어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전자산업의 품목군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한ㆍ일 교역

한ㆍ중 교역

품목수

수출

수입

TSI

품목수

수출

수입

TSI

제1품목

35
(67.31)

6,762
(90.98)

8,805
(67.74)

-0.13

36
(69.23)

16,435
(92.96)

7,631
(75.96)

0.37

제2품목

2
(3.85)

3
(0.04)

90
(0.69)

-0.94

2
(3.85)

1
(0.01)

22
(0.22)

-0.88

제3품목

9
(17.31)

457
(6.14)

2,632
(20.25)

-0.70

10
(19.23)

1,100
(6.22)

1,821
(18.13)

-0.25

제4품목

6
(11.54)

210
(2.83)

1,471
(11.32)

-0.75

4
(7.69)

144
(0.81)

572
(5.69)

-0.60

합 계

52

7,432

12,999

-0.27

52

17,680

10,046

0.28

주: ( ) 안은 비중.

앞서 분석한 다양한 무역지수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될 경우 민감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한ㆍ일간에는 15개 품목, 한ㆍ중간에는 14개 품목이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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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으로 선정되었다. 한ㆍ일 및 한ㆍ중간에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면 비
교적 한국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며, 또한 각 무역대상국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선정된 민감품목 중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입 비중이 1% 미만으로 무역규모가 작은 품목과 대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품목은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우리에게 별다른 영향
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감품목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른 한편 휴대용전
화기, LCD 디스플레이 등은 앞의 선정절차에 의해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지는 않았
으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과 일
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기술 및 투자 협력 등의 기회요인으로 인해 더욱
성장할 수 있어 역시 민감품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전자산업의 민감품목은 반도체,
전자부품, 휴대용전화기, LCD 디스플레이 등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 전자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민감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부품의 시장개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자동차산업
가. 현황 및 특성
세계 30대 자동차업체 중 절반 이상이 위치해 있는 한ㆍ중ㆍ일 3국은 2004년
현재 전 세계 자동차(상용차 포함)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7%에 달한
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반면 중국은 자동차산업의 후발주자
로, 2004년 현재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실적이 미미하지만 상용차 생산규모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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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북아국가 중 최대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세계 자동차시장은 물론 동북아 시장에서의 3국간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
며, 중국의 자동차시장도 급팽창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세계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주요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세계
수입과 역내교역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특이한 교역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 한국은 자동차부품 총교역에서 3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4년 현재 한
국 자동차부품 수입의 36.6%를 차지하여 한국의 제1수입상대국인 반면, 한국은
일본의 자동차부품 수입의 6.6%를 점유하여 일본의 다섯째 자동차부품 수입상대
국이다. 아울러 한ㆍ일 양국간 자동차산업 교역 중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부품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한국의 대중 완성차 수출은 1만 4,686대로 중국의 완성차 수입시장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중 완성차 수입은 미미하여 중국과의 완성
차 교역에서 4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이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인 반면, 중국은 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에서
2.4%를 차지하여 한국이 16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대외 자동차부
품 교역흑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중수출은
1995년과 비교해볼 때 연평균 65.8%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중
진출에 따른 중국의 부품수입 증대에 기인한다. 한ㆍ중ㆍ일 3국 자동차산업의 역
내직접투자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대한국 투자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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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현재 한ㆍ중ㆍ일 3국이 자동차품목(HS 87)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관세
율은 각각 7.5%, 19.0%, 0.1%를 보여 일본이 가장 낮고, 중국은 3국 중 가장 높
게 나타난다.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소속 대품목의 평균관세율로부터 얼마나 괴리
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관세율 표준편차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2.3, 11.5,
0.9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관세율 인하계획에 따르면 2006년 7
월 1일부터는 자동차부문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
국은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에 각각 25%와 10.5%의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
국은 버스를 제외하고는 산업별, 품목별 균등관세율 정책에 따라 8% 중심관세율
로 수렴된 상태이며, 일본은 승용차, 상용차, 부품 등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
세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낮다는 점에서 한ㆍ중ㆍ일 자동차산업
의 기술경쟁력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설계기술, 기술ㆍ제
품 개발력, 생산기술, 품질수준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미미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어 대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전장부품
및 미래형자동차 관련 첨단부품의 원천기술을 포함시킬 경우 한국과 일본간의 기
술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자동차산업(총
16개 품목)의 민감품목을 분석한 결과, 한ㆍ일 민감품목은 트랙터, 특수자동차, 작
업용 트럭 및 오토바이부품 등이고, 한ㆍ중 민감품목은 트레일러로 나타난다. 그러
나 한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14개 품목의 비중은
겨우 20%에 불과한 데 반해, 이 2개 품목의 비중은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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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이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는 관세
를 철폐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 예상되
므로,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을 포함하여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 자동차산업의
대세계 경쟁력을 분석하면 한국은 승용차에서 강한 경쟁력을, 그리고 자동차부품
에서는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보였으며, 중국은 오토바이부품에서 경쟁력을 보유
한 데 반해, 일본은 대부분의 자동차 품목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감품목을 대상으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대일교역에서
민감품목 모두가 수입특화인 반면, 일본은 대한교역에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수자동차와 작업용 트럭은 한국의 대일수출이 거의 없고 수입만 이루어져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운 상태다. 반면 자동차부품의 경우, 1995년 이후 한국의 대
일 수입특화지수가 여전히 높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품목별 수출입액만으로 계산되므로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고려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비교우위 정도를 분석해보면 일본은 자동차부품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특수자동차는 2000년부터 비교우위로 전환되었
으며, 오토바이부품은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이 한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무려 80%의 비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ㆍ일간 승용차 교역의 특수성 때문에 적어도 HS 4단위 차원
에서는 한국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감품목의 도
출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는 좀더 세분화된 분류(HS 6단위)에 기초하여 무역특
화지수 및 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현재 한국 승용차의 대일 수출특화 품목은 경승용차, 소형승용차 및 디
젤 2,500cc 초과로 나타난 반면, 설상주행용차량,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등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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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특화를 보였다. 한편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특화 품목은 완충기 및 부품,
로드휠 및 부분품, 방열기, 소음기 및 배기관, 핸들ㆍ운전대 등 5개 품목으로 나타
났는데, 이 중 방열기와 소음기 및 배기관은 상대적으로 교역액이 낮은 품목이었
다.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입특화 품목은 기어박스,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안
전벨트, 기타제동장치 및 부분품 등이다.
한편 일본이 한국 승용차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설상주행용차량,
경승용차, 소형승용차 및 대형승용차로 나타났으며, 부품은 안전벨트, 브레이크 라
이닝, 기타제동장치와 부분품, 기어박스, 기어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 클러치와 부분품, 핸들ㆍ운전대 및 기타 부품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본
의 브레이크 라이닝 및 기어박스는 한국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의 대중 자동차교역에서는 트레일러가 2000년 이후 수입특화된 상태로, 중
국은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트레일러만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중국에 대한 유일한 민감품목은 트레일러일 것으로
보이나, 2004년의 대중 수입액이 990만 달러에 불과하여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가장 민감한 품목은 자
동차부품이며, 이 중에서도 기타제동장치와 부분품, 기어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서
스펜션 쇼크 업소버, 클러치와 부분품, 핸들ㆍ운전대 등 및 기타 부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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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기계산업
가. 현황과 특성
한ㆍ중ㆍ일 3국의 전 세계 대비 일반기계산업의 생산비중은 약 23%(한국
2.1%, 중국 4.0%, 일본 17.0%)이며 자국 제조업의 생산비중(2003년 기준)은 각각
8.2%, 19.8%, 9.5%로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계산업 강국인 일본의 일반기계 생산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급상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모두 내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국은 고성장에 따른 생산재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일반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기계에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04년 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
년대비 24.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흑자 증
가폭은 2003년 60.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해서는
2004년 65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적자폭이 전년대비 무려
38.8%나 증가한 점이며, 이러한 현상은 2001년을 저점으로 지속되고 있다.
일반기계산업 기술은 매뉴얼화된 자본집약적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설계 및 생산기술의 축적과 부품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3국간 기술격차가 타 산업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
다. 현시점에서 한ㆍ중ㆍ일 일반기계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일본, 한국, 중국
순이며, 가격경쟁력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의 급속한 산업고도화로 한ㆍ중ㆍ일 3국간 기술경쟁력 차이는 축소되고 있어, 향
후 이 분야의 상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저임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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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과 자국시장 개방을 통해 선진기술을 유입함으로써 제품의 고도화를 가속화하
고 있어, 2010년경에는 자체 설계기술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체제가 구축되는
등 기술 및 상품분야의 경쟁력 향상이 전망된다.
일본은 핵심기술 보유, 브랜드가치 우위 등에서 한국과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격경쟁력, 가공 및 조립기술력, IT 산업 발달 등에서 차별화
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원천기술기반의 취약성으로 핵심부품 등의 대일
의존도가 높으며, 독자기술개발능력 부족, 브랜드 이미지 열위 등의 단점을 극복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한ㆍ중ㆍ일 3국간 일반기계산업의 상호 의존 및 경쟁관계 심화와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을 고려할 경우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일본의 일반기계산업은 한
국과 중국에 비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세율도
매우 낮아, 3국간 교역량 증가로 유발되는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집적력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의 3국간 교역구조는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것
이다. 특히 한ㆍ중 민감품목의 관세율 차이는 미미하거나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어, 한국의 대중 관세철폐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유
의해야 한다. 이는 곧 관세철폐에 따른 대중 수출증가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대중 FTA 협상전략은 현재의 기술격차 수준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 현상에 대한 대비책 강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대중ㆍ대일 경쟁력을 토대로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일
본에 대해서는 총 80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 중국에 대해서는 81개 품목 중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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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민감품목으로 구분되어 경쟁열위 또는 보호대상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ㆍ일 민감품목의 경우 주로 발전설비, 공작기계, 금형, 운반하역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생산기반기술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이론과 현장기술이 융합된 복합기술로서 고도의 설계와 생산기술이 요구되
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대규모 시설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품목이다. 특히 40개
민감품목 중 가장 경쟁력이 취약하고 수입폭이 큰 품목은 공작기계와 금형이다.
공작기계의 경우 가공공작기계(8456),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등(8457), 금속절
삭가공용 공작기계(8459), 완성가공용 공작기계(8460), 기타 공작기계 등(8461),
금속성형 가공기계(8463), 비금속절삭 가공기계(8464), 목재용 가공기계(8465) 등
은 기술적 경쟁열위로 대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이다. 물론 이 품목들은
한국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어느 정도 대일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대부분이 범용제품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종에서도 중
급 절삭 가공기계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고정밀분야, 머더머신으로 사용되는 기종
등의 다양화ㆍ고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금형부문의 경우 일본은 공작기계와 동일하게 고정밀도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
이고 있으며, 핵심부문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과 대만 등에 아웃소싱을 적
극 전개하고 있다. 공작기계에 비해 국내 금형업체의 대일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상
당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세계는 물론 대일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IT 관련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노력에 힘입어 생산기
술과 가격ㆍ품질 등에서 일본기업과 대등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LCD 디스
플레이 등은 대표적인 경쟁우위 품목이다. 그러나 일본의 강점은 부품소재 등 원천
기술기반을 토대로 한 고급금형, 고급롤, 고급성형기 등 최첨단 부가가치 품목에서
절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ㆍ중 민감품목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금형, 발전설비, 운반하역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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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이 품목군내 중국산업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내제품과의 경
쟁력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금형부문에서 중국의 한국
에 대한 캐치업은 상대적으로 이미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6개 민감품목 중 경쟁이 치열하고 수입폭이 큰 품목은 금형이다.
표 4-5. 일반기계의 품목군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한ㆍ일 무역

제1품목
제2품목
제3품목
제4품목
합 계

수출
457
(46.8)
0
(0.00)
460
(47.1)
60
(6.1)

수입
1,116
(19.5)
0
(0.00)
3,486
(60.9)
1,124
(19.6)

977

5,726

한ㆍ중 무역
*

TSI
0.16
(-0.33)
(-)
-0.30
(-0.66)
-0.67
(-0.80)
-0.41
(-0.63)

품목수
40
(50.0)
0
(0.0)
25
(31.3)
15
(18.8)

수출
2,995
(97.8)
0
(0.0)
66
(2.2)
3
(0.1)

수입
357
(71.3)
0
(0.0)
138
(27.5)
6
(1.2)

80

3,064

501

TSI*
-0.12
(0.67)
0.97
(-1.00)
-0.30
(-0.39)
-0.62
(-0.28)
-0.42
(0.36)

품목수
74
(91.4)
1
(1.2)
5
(6.2)
1
(1.2)
81

주: * TSI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 ) 안은 대일 및 대중 무역특화지수.

탭ㆍ코크ㆍ밸브(8481),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8482), 수지식 공구(8467)
등은 대표적인 대중 경쟁 또는 취약품목으로서, 매년 수입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민감품목들의 경우 일부 범용제품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정밀도와 설계기
술, 소재의 안정성 등에서 경쟁력이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시일내에 경쟁
력 제고가 어려운 품목들이다.
세계 금형시장이 고정밀 핵심부품과 아웃소싱이 가능한 범용제품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경우, 일본과 달리 대중 경쟁력 취약성은 범용제품을 중심으
로 한ㆍ중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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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중저가 금형 생산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점과 중국의 대폭적인
설비투자 확대 및 일본 숙련기술자의 유입 등을 통한 기술력 제고 등의 영향이 크
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경우 최근 자국으로의 유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은 생산시스템 전체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높아 이에 따
른 기술 누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기술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한층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고도의
원천기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5. 섬유산업
가. 현황 및 특성
섬유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
심으로 섬유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업용 섬유의 개발로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한 잠재산업이다.
2003년 현재 한국의 섬유산업은 업체 수(1만 8천 개)에서 제조업 전체의
16.2%, 고용(33만 명)에서 1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은
제조업 전체의 6% 수준에 그치면서 섬유산업의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일본
섬유산업의 경우 고용자 수가 약 45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의 6% 수준, 부가가치
액이 2.5조 엔으로 동 2.6% 수준인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 국내생산에서 해
외생산으로의 전환 등의 요인에 따라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섬유산
업은 개혁ㆍ개방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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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면사, 면직물, 견직물, 생사, 화학섬유, 의류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생산
대국이다. 중국의 섬유산업 고용자 수는 1,9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에서 중국은 섬유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감소추세에 있다. 중국의 경우 섬유교역이 1995년 517억 달러에서 2004년
1,117.7억 달러로 급증했으나, 일본은 같은 기간 340.5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41.9억 달러에서 215.9억 달
러로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의 전 세계 섬유무역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섬유무역 비중은 1995년
15.3%에서 2004년 28.2%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국 수
출증가뿐만 아니라 특히 수입급증에 따른 것이다. 반면 대일본 섬유무역은 크게 격
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일본 비중은 주로 수출격감 요인에 따라 같은 기
간 12.8%에서 5.4%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섬유무역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섬유무역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세계 무역신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의 경우는 대한국 섬유무역이 격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중국 섬유무역이 특히
수입요인에 따라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일본 섬유수입
의 대중국 의존도는 74%에 달하고 있다.
DRI/McGraw-Hill의 기술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 수준
을 100으로 할 경우 일본과 중국이 각각 42.2, 155.4로 나타나, 한국은 중국에 비
해서는 매우 높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점수가 낮
을수록 경쟁력이 높음).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등 선진 섬유업체의 중국진출에 따른 급속한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한ㆍ중
간 섬유산업의 기술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가격부문을 포
함한 일본과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이 대등한 수준에 있지만, 일본에 비해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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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가공,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높고
일본의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한국은 중간 수준이다. 3국 모두 섬유제품(MTI 44)
의 관세율이 여타 품목에 비해 가장 높다. 2004년 중국의 경우 섬유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16.08%인데, 이는 섬유원료(4.91%)의 3배를 초과한다. 일본은 섬유사의
관세율(4.32%)이 가장 낮고, 한국은 섬유원료(7.33%) 부문 관세율이 가장 낮다.
또한 섬유원료ㆍ섬유사ㆍ직물 등 원자재는 3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
고, 섬유제품 등 비내구소비재 관세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관세장벽의 경우 중국과 한국 및 일본 모두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수출입업무 허가제, 특정상품에 대한 등기제도, 수입쿼터, 가공무역
제한, 지역마다 다른 유통구조 등이, 그리고 일본은 복잡한 유통구조, 폐쇄적 상관
행 및 기술장벽이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져 있다.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한ㆍ중ㆍ일 3국간 섬유교역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으며, 한국은 일본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섬유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
편직물 및 인조장섬유직물 등의 직물부문에서 최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2003
년 대중 섬유수출의 61.5%).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의류
등의 섬유제품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2003년 대일 섬유수출의 71.6%).
한편 일본은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의 대중 수입이 2003년에 전체 섬유교역 대비
83.0%에 달하여 이 품목의 대중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3국간 경쟁구도하에서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섬유산업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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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먼저 HS 4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일 섬유교역에서는 145개 품목
중 30개 품목이 민감품목(8,200만 달러, 2003년 대일 섬유수입의 18%)으로 분류
되었으며, 한ㆍ중간에는 149개 품목 중 35개 품목(9억 5천만 달러, 2003년 대중
섬유수입의 31%)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다. 대일 및 대중 민감품목에는 양국 공
통의 민감품목인 1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4-6. 섬유산업의 품목군별 현황(200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한ㆍ일 무역
구분

한ㆍ중 무역

수출

수입

TSI

품목수

수출

수입

TSI

품목수

제1품목군

719
(98.78)

365
(78.55)

0.30

100
(68.97)

2,485
(94.03)

1,955
(64.08)

0.33

97
(65.10)

제2품목군

0.15
(0.02)

18
(3.79)

-0.97

15
(10.34)

5.79
(0.22)

149
(4.88)

-0.97

17
(11.41)

제3품목군

5
(0.64)

50
(10.79)

-0.34

13
(8.97)

111
(4.22)

731
(23.96)

-0.30

20
(13.42)

제4품목군

4
(0.56)

32
(6.86)

-0.74

17
(11.72)

41
(1.54)

216
(7.08)

-0.73

15
(10.07)

합계

728

465

-0.01

145

2,643

3,051

-0.01

149

주: 1. 수출입은 대상국의 품목군별 총합이며, TSI는 대일본 및 대중국 무역특화지수의 단순평균임.
2. ( ) 안은 각 합계에 대한 비중임.

그러나 실제 FTA 협상시에는 HS 6단위 또는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민감품목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HS 4단위에서 도출된 민감품목을 HS 6단위로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 한ㆍ일간에는 121개, 한ㆍ중간에는 227개의 민감품목이 도
출되었다. 여기에는 한ㆍ일 및 한ㆍ중간 공통 민감품목으로 91개 품목이 각각 포
함되어 있다. 섬유산업은 기본적으로 품목 수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대량의 민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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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도출된 민감품목 가운데 한국의 수입액 규모가 1천만 달
러 이상인 품목만 살펴보면, 대일 민감품목은 2개, 대중 민감품목은 21개로 축소
(대일 및 대중 공통의 민감품목 10개 포함)되는데, 대중 민감품목은 금액뿐만 아니
라 품목 수에서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압축된 민감품목을 국별 및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일 교역에서
는 섬유원료인 재생ㆍ반합성장섬유 토우, 비스코스레이온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대중 교역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 여자용 의류 등 직물제의류, 복합사,
단사 등의 인조섬유방적사, 면혼방 폴리에스테르단섬유직물, 브래지어, 리넨 등의
기타 섬유제품 등이 민감품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섬유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섬유원료를 민감품목으로 보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최종 민감품목 선정에서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 또한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 앞의 민감품목 분석에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전략적 육성 품목인
기능성 섬유나 산업용 섬유를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민감품목 선정시에는 수입의존도 및 수출입증가율 현황, 국내 수급구조,
정부의 전략적 육성방향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철강산업
가. 현황 및 특성

한ㆍ중ㆍ일의 조강소비와 조강생산의 규모 및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조강(명목기준)의 소비 및 생산이 모두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세계 조강소비와 조강생산에서 한국은 각각 약 4.5%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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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조강소비는 지난 10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조강
생산은 한국처럼 완만히 증가하였다. 2004년 일본이 세계 조강소비와 생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각각 7.6%와 10.7%이다. 한편 중국의 조강소비와 생산은 모두 가
파른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조강소비와 생산은 모두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였는데, 2004년 현재 전 세계 조강 소비와 생산에서 각각 29%와 26%
를 차지하며 세계1위를 기록하였다. 명실공히 중국은 세계 철강산업의 양적 성장
을 주도하고 있다.
철강 교역은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역내교역적 특성이 강하다. 이
러한 특성은 한ㆍ중ㆍ일 역내 철강 교역에서도 잘 나타난다. 2004년 기준 한국의
대세계 철강 교역에서 역내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인 반면, 중국
의 역내교역 비중은 37%, 그리고 일본의 역내교역 비중은 47%이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2004년 665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
면 일본에 대해서는 4,292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에서 중국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철강 수입에서 일본이
41%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 수출은 중국에, 수입은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간 교역관계에서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4,226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일본 통계 기준)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타 합금강의 제품처럼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고급재 위
주로 수입하는 반면 비합금강의 선과 같은 중급재 위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철강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자동차강판을 비롯한 냉연강판 등
일부 고급재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한ㆍ일간 교역구조와는 반대로 한ㆍ중간 교
역구조에서 한국은 주로 기술력을 요하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및 기타 합금강의
판재류 등 중ㆍ고급재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비합금
강의 반제품ㆍ선재ㆍ봉강 및 철근 등 중ㆍ저급재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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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철강 생산설비와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판재류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ㆍ중ㆍ일 3국간 철강산업에서의 기술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
으나 여전히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은행(2005)의 한ㆍ중ㆍ
일 철강산업 기술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에 3.8년 앞서 있고
일본에는 3.2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전망이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다국적 철강기업의 투자확대와
그에 따른 기술이전, 그리고 중국의 최신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중국의 기술경쟁력
은 2007년에는 한국의 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통강에서 한
국과 일본의 기술격차는 향후 5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나, 다품종 소량생
산체제의 시장구조를 가진 특수강의 경우 현재의 한ㆍ일 기술격차가 상당 기간 유
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WTO 무관세협정을 적용받아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철강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5년 기준
한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약 1.1%이고, 2004년 기준 일본은 약 0.24%이다. 한국
은 1차원료와 일부 철강 가공제품에 대해 각각 2∼8%, 1.18∼13%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
나 관세율은 한국보다 낮다. 중국도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빠르게 인하하고
있으나 비합금강과 스테인리스강의 판재류에 5.36∼10%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특히 반제품을 제외한 스테인리스강의 모든 제품에 10%의 관세를,
그리고 주철주물품에 13.08%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약 5.37%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비교적 높은 관세율은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무관세효과가 한국과 일
본 시장에서보다 중국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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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될 경우 아직 관세가 남아 있는 일부 철강 가공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양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1차원료는 한국이 절대적으
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FTA로 무관세가 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
으로 예상한다.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민감품목 선정방법을 이용하여 철강품목별로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한국 철강산
업의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해보았다. 우선 일본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인 HS 4단위 총 37개 품목 중 22개 품목에서 한국이 상대적
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22개 품목이 대일 무
역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대세계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일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다. 반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경쟁력 열
위에 있는 품목은 잉곳ㆍ슬라브 등 비합금강 반제품 1개 품목이다. 한편 대일 경
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에는 14개의 품목이 존재한다. 이들 민감품목에는 선철, 고
철 등 1차원료와 비합금강의 선재ㆍ봉강 및 철근, 기타 합금강의 협폭강판, 그리고
강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4개 민감품목 중 1차원료에 속하는 선철ㆍ고철 등 7개 품목은 민감품
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1차원료는 철강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원
료이며, 더구나 한국에서 대부분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FTA로 인해 공급이 확대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차원료를 제외한 선
재, 봉강 및 철근, 기타 봉강, 기타 합금강의 협폭강판, 기타 합금강 선재, 강관(무
계목), 그리고 스파이럴 강관 등 7개 품목을 대일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외는 있지만 이 대일 민감품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 품목에 대해 대일 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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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철강산업의 제품군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한ㆍ일 무역

한ㆍ중 무역

구분
수출

수입

TSI

품목수

수출

수입

TSI

품목수

제1품목군

984
(90.36)

2,615
(62.29)

-0.17

22

2,703
(96.99)

299
(32.79)

0.61

25

제2품목군

0
( - )

380
(9.05)

-1.00

1

17
(0.61)

73
(8.00)

-0.62

1

제3품목군

1
(0.09)

10
(0.24)

-0.66

2

21
(0.75)

60
(6.58)

-0.45

3

제4품목군

104
(9.55)

1,193
(28.42)

-0.90

12

46
(1.65)

480
(52.63)

-0.81

8

합계

1,089

4,198

-0.45

37

2,787

912

0.20

37

주: ( ) 안은 비중. TSI의 합계는 무역특화지수의 단순평균임.

가 대세계 TSI보다 작다는 점과 RCA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점이다. 우선 전자는
이 민감품목이 대세계적으로 수입특화구조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상
대로는 그 수입특화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전반적으로
이 민감품목이 세계시장에서도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추후
기술할 대중 민감품목과 비교해볼 때, 이 7개의 민감품목 중 대중 민감품목과 중복
되지 않는 품목은 스파이럴 강관, 기타 합금강의 판재류와 선재 등 상당한 기술력
을 요구하는 품목으로, 일본이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HS 4단위 총 37개
품목 중 25개 품목에서 한국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한국이 절대적인 경쟁열위를 나타내는 품목은 잉곳ㆍ슬라브 등 비합금강
반제품 1개 품목이다. 그리고 대중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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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는 1차원료, 비합금강의 봉강 및 철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강관, 기타 합
금강의 봉ㆍ형강, 주강품 등 총 11개 품목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원료는 대중 민감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중 민감품목 선정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중국의 조강
생산능력이 급속하게 증강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판재류의 경우 기존 노후설비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최근 신규투자로 인해 최신설비가 빠르게 증설되고 있다.
그 결과 판재류는 2003년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순수출국이었지만 2004년부터
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최신설비가 증설됨에 따라 중후판
및 열연강판의 무역적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판재류 중 중후판/열
연강판도 대중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앞서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11개 품목에서 1차원료 품목을 제
외하고 중후판/열연강판을 포함하여 선재, 봉강 및 철근, 기타 봉강, 기타 합금강의
봉ㆍ형강, 무계목강관, 그리고 보통강 주강품 등 7개 품목을 대중 민감품목으로 최
종 분류할 수 있다. 앞서 대일 민감품목과 비교해볼 때 중후판/열연강판, 기타 합
금강의 봉ㆍ형강, 그리고 보통강 주강품 등 3개 품목은 중국에 대해서만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품목의 특징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
는 중ㆍ저급재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해가고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 양국에 대해 공통적으로 민감한 품목으로 비합금강의 선재,
봉강 및 철근, 기타 봉강, 그리고 무계목강관 등 4개 품목이 있다. 일본과 중국의
기술격차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들이 양국에 대해 중복적으로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민감품목 선정시 HS 4단위의 비교적 상위품목군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중복품목의 하위품목(HS 6단위)에 대한 대일ㆍ대중 경쟁력을 조사한 결
과, 이들 하위품목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대체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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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한국에서의 생산이 많지 않은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범
용성이 높은 중ㆍ저급재 위주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중복품목의 하위
품목에 대해 일본보다는 중국을 상대로 더 민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석유화학산업
가. 현황 및 특성
석유화학분야에서 한ㆍ중ㆍ일 3개국은 세계적인 생산대국으로서, 각각 세계 5
위, 4위, 2위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국가별 석유화학산업 발전단계를 보면 일
본이 성숙단계, 한국은 성숙진입단계, 중국은 성장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현재는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능력이나 수요
모두 증가율이 낮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 구조조정과 산업합리화가 추진되어 해
외생산이 전체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15.0% 이상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시장만 보면 현재 구
조조정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최근 중국의 수입수요 급성장 덕분에 그 필요성이 일
시적으로 줄어든 상태다. 전체 석유화학생산의 약 45%를 수출하고 있으며,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
하지만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현재는 자급률이 5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
한 중국의 수요초과는 바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에 의해 해결되고 있
는데, 최근 중국의 공급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 규모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술수준 역시 산업 발전단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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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에서 일본이 가장 앞서 있고 중국이 가장 뒤떨어져 있으며, 한국이 그 중
간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고급기술 분야인 설계기술, 제품개발기술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으며, 원천기술인 촉매기술에서도 한국에 비해 크
게 앞서 있다. 한국은 공정운전 기술, 공정합리화 능력 및 생산코스트 절감 기술
등 플랜트 오퍼레이팅(plant operating) 능력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원천기술 및 고급인력 부족으로 기초기술 수준은 선진국
에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뒤처져 있
는데, 범용 그레이드 분야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고 생산 및 공정 효율성 분야에서는
아직 크게 뒤떨어진다.
이러한 3국의 국내 수급상황과 기술수준은 3국간 교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국내의 초과생산물량을 중국시장에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큰 폭의 대중 수지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ㆍ일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고부가
가치제품이나 스페셜티 제품을 수입하면서 대일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2004
년 석유화학제품 총수출액은 178억 달러, 총수입액은 90억 달러였다. 대중 수출은
80.7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5.9억 달러에 그쳐 약 7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대일 수출은 10.3억 달러에 불과하고 수입은 28.1억 달러로 약 1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교역을 보면 일본의 대중 수출은 64억 달
러, 대중 수입은 7억 달러로 일본이 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세분류했을 경우 3국간 산업내무역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다
만 한ㆍ일간에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의 교역을 품목별로 보면 총수출 중 합성수지가 48%, 기타기초화합물
25%, 기초유분 24%, 합성고무가 3%를 차지한다. 총수입에서는 기타기초화합물이
50%, 기초유분 27%, 합성수지 21%, 합성고무가 3%를 차지한다. 결국 한국은 합
성수지에서는 높은 비교우위를 시현하고 있지만 기타기초화합물에서는 오히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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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3국의 관세율 구조 역시 산업 발전수준이 그대로 반영되
어 있는데, 성숙단계에 있는 일본의 관세율이 가장 낮고 성장단계에 있는 중국의
관세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은 양국의 중간 수준이다.
한국은 올레핀계 기초유분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벤젠, 톨루엔, 크실
렌 등의 원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합성
수지와 합섬원료에는 대부분 6.5%의 관세를 부과하며, 합성고무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8.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기초원료와 합성고무 제품에는 관
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합성수지와 합섬원료의 일부 품목에 3.1〜5.3%의 관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대부분의 석유화
학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 포인트씩 인하하였으나 아직 3국 중 가장 높은 관세
율을 유지하고 있다. 합성수지와 합섬원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품목에 대해
10% 이상의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계획보다 앞당겨 인하하고 있어 2008년 이전에 국제수준의 관세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관세장벽은 중국의 경우 WTO 가입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허가, 수입물량제한, 사전승인 등 제도화된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최근
에는 반덤핑제소가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반면 수출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공
식적인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는 반면 유통구조의 폐쇄성 등 비공식적인 장벽은 상
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석유화학제품의 품목별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일본이나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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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품목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여 개 주요 석유화학품목 중 FTA를 체결했을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
로 한국의 생산이 큰 타격을 받거나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전체
의 약 20%인 10개로 분석되었고, 현재 이들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다. 대일 경쟁력 열위품목 혹은 민감품목의 특징은 가공처리과정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거나 특수한 용도에 이용되는 스페셜티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
서 제품군별로도 많은 그레이드 수를 요구하는 합성수지나, 정밀화학제품의 원료
로 사용되는 기타기초화합물에서 민감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성수지의 경우는 범용제품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고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고급제품 분야에서는 아직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다. HDPE, PS(SAN), PS(HI)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정밀화학이나 무
표 4-8. 석유화학의 제품군별 현황(HS 6단위 기준)
(단위:백만 달러, %)

구분
제1품목군
제2품목군
제3품목군
제4품목군
합계

한ㆍ일 무역
수출

수입

937
(91.1)
0
(0.0)
43
(4.2)
50
(4.9)

1,666
(59.4)
241
(8.6)
143
(5.1)
756
(26.9)

1,029

2,806

TSI
0.22
-0.98
-0.06
-0.77
-0.35

한ㆍ중 무역
품목수

수출

수입

119
(43.9)
61
(22.5)
17
(6.3)
74
(27.3)

8,013
(99.3)
5
(0.1)
26
(0.3)
22
(0.3)

233
(39.8)
78
(13.3)
68
(11.6)
207
(35.3)

271

8,066

586

TSI
0.13
-0.98
-0.21
-0.76
-0.28

품목수
144
(53.1)
51
(18.8)
14
(5.2)
62
(22.9)
271

주: 수출입은 FTA 협상 대상국의 품목군별 총합이며, TSI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의 단순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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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기초유기화학제품군의 경우 주요품목 중에서는
4개만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지만, 더욱 경쟁력이 뒤지는 것은 범용제품이 아닌
에틸렌기타중합체, 폴리아미드, 기타폴리아미드, 실리콘수지, 폴리설파이드 등이었
다. 생산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생산되어 특별한 가공처리과정을 거치지 않는 기초
유분이나 중간원료제품은 대일 경쟁력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섬
원료의 경우는 에틸렌글리콜(EG)이나 카프로락탐의 대일경쟁력이 크게 낮아 민감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하면 경쟁력에서 뒤지는 품목이 아
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0여 개 주요품목 중 대중경쟁력이 낮아 민감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수는 4개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기타기초화학제품들
이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수지, 합섬원료, 중간원료 등
주요제품 중에서는 대중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민감품목으
로 선정된 품목 중에서도 MEK나 아세트알데히드는 한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
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어도 국내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다만 초산에틸은 국
내생산과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중 수입액이 큰 품목이다.
결국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발전단계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중국의 공급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출시장 규모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스페셜티 제품의 경쟁력이 뚜렷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FTA 체결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국내수급상 공급
과잉에 있는 일부 합성수지 품목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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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의 특성
한국의 농업 수입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
다. 2001∼03년 기간 중 중국 농산물(HS06-14)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평균 32.6%
(2003년 42.2%) 정도이고, 가공식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10.83%(2003년 11.9%)
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축산을 제외하고 증
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그림 5-1 참고). FTA 추진시 농업, 특히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는 한 중국으로부터의 농업 수입이 급증하여 무역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물론 전체적으로는 대중 적자
를 기록하고 있지만(2001∼03년 기간 중 각각 평균 13억 7천 달러 및 3억 1천 달
러),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FTA시 차별화된 고가품 수출 등
이 부문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그림 5-2 참고).
그림 5-1. 한국의 중국 농업제품 수입비중(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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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단위: 천 달러)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농업부문(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품목 32개(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ㆍ우유, 계란, 천연꿀, 감자,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고구마, 바나나, 감귤, 포도, 수박, 사과 및 배, 복숭아, 커피, 차, 생강,
밀, 보리, 옥수수, 쌀, 대두, 땅콩, 인삼, 식물성유, 담배)로 정리하고 주요 대중 적
자품목 및 대일 흑자품목을 표로 작성하였다(표 5-1 참고).
32개 품목 중 대중 무역적자가 2001∼03년 기간 중 평균 300만 달러 이상인 품
목은 총 11개다. 이 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품목은 옥수수(6억 1천만 달러),
밀(6,400만 달러), 인삼(3,100만 달러), 무(2천만 달러), 양파(1,100만 달러) 등이다.
관세화 유예품목인 쌀의 경우 1996∼97년 기간 중 평균 약 290만 달러의 수입이
있었다. 한ㆍ중 농업협상에서 쌀은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쟁점화될 것이다. 한국이
가장 큰 대중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품목은 커피, 사과ㆍ배, 차 등이다.
32개 품목 중 대일 무역흑자가 2001∼03년 기간 중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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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토마토(900만 달러), 오이(약 700만 달러), 인삼(약 600만 달러), 닭고기(약
300만 달러), 수박 및 감귤(각각 200만 달러) 등 총 8개 품목이다. 돼지고기의 경
우 1996∼99년 기간 중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의 대일 무역흑자를 보이던 최대 수
출품목이었으나, 2000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수출 격감으로 이후 주요 수출품목에
서 빠진 상태다. 한ㆍ일 농업협상에서 돼지고기 수출 재개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주요 대중 적자품목 및 대일 흑자품목
(단위: 천 달러)

1996∼97년
주요 대중 무역적자 품목
옥수수
밀
인삼
무
양파
대두
산동물
식물성유
닭고기
담배
생강
쌀
주요 대일 무역흑자 품목
토마토
오이
인삼
닭고기
수박
감귤
낙농품(우유)
배추
돼지고기

1998∼2000년

2001∼03년

-245,196
-1
-59,144
-201
-7,478
-803
-3,581
-8,150
-26,124
1,708
-1,879
-6

-377,545
-842
-34,722
-10,151
-6,117
-6,345
-2,425
-2,395
-2,712
1,579
-896
-862

-614,410
-63,586
-31,170
-20,328
-10,514
-8,693
-6,192
-5,925
-5,135
-3,853
-3,789
-1,320

1,077
4,010
16,157
73
372
116
-670
118
224,847

15,192
8,201
5,929
304
2,076
3,340
575
4,262
230,486

9,349
6,663
5,808
2,620
2,252
1,908
1,483
1,342
2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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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농산품의 경쟁력
[표 5-2]는 32개 주요 교역품목의 한ㆍ중ㆍ일 경쟁력지표(대세계 RCA 지수 및
양국간 TSI)를 정리하고 있다. 품목 중 RCA 지수가 1보다 큰, 즉 대세계 경쟁력
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인삼이 유일하나 RCA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인삼
다음으로 2001∼03년 기간 중 RCA 지수가 높은 품목은 사과 및 배(0.33), 담배
(0.32), 오이(0.28), 토마토(0.11) 정도다. 돼지고기는 1998∼2000년 기간 중 0.75로
어느 정도 대세계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2001∼03년 기간에는 0.06으로 작아졌다.22)
중국의 경우는 2001∼03년 기간 중 땅콩, 양파, 인삼, 생강, 차, 천연꿀, 옥수수,
고구마, 무에서 높은 수준의 대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국 최대수출품
목인 옥수수의 RCA 지수는 2.26이다.
TSI를 사용하여 한ㆍ중 양자간의 상대적 경쟁력을 살펴보면 32개 품목 중 수입
지향 경향을 보이는 품목이 22개인데, 이 중 완전 특화(-0.90 이하)를 보이는 품목
은 무, 옥수수, 밀, 쌀, 땅콩, 계란, 양파, 대두, 고구마, 산동물, 배추, 천연꿀 및 생
강 등 13개 품목이다. 이밖에도 닭고기, 인삼, 식물성유에서 강한 수입지향성이 나
타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교역에서 수출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사과 및
배, 수박, 포도, 커피 등 4개 품목이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강한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감귤, 복숭
아, 수박, 양파, 오이, 토마토, 닭고기, 배추, 무, 사과 및 배, 인삼, 차, 고구마, 낙농
품(우유) 등이며,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계란, 담배, 대두, 커피 등이다.
22) 1996∼99년 기간 중 연평균 8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던 돼지고기가 2000∼03년 기간 중
적자로 전환되어 연평균 1억 7천만 달러의 적자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대일 무역수지
를 살펴보면 1996∼99년 기간 중 연평균 2억 7천만 달러 수준의 흑자규모를 보였으나, 이후 격
감하여 2000∼03년 기간 중에는 1,5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RCA 지수가
감소한 것은 2000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대일 수출격감과 2001년 광우병 이후 국내 소비시장에
서 쇠고기에서 돼지고기로의 대체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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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ㆍ중ㆍ일 주요 경쟁력지표(2001∼03년)
RCA 지수
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우유)
계란
천연꿀
감자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고구마
바나나
감귤
포도
수박
사과, 배
복숭아
커피
차
생강
밀
보리
옥수수
쌀
대두
땅콩
인삼
식물성유
담배

한국
0.01
0.00
0.06
0.02
0.01
0.00
0.00
0.00
0.11
0.04
0.04
0.02
0.28
0.00
0.00
0.04
0.00
0.06
0.33
0.01
0.01
0.06
0.06
0.00
0.00
0.00
0.00
0.00
0.00
1.20
0.01
0.32

중국
0.74
0.03
0.26
1.05
0.03
0.58
2.83
0.16
0.04
3.89
0.25
1.68
0.05
1.85
0.02
0.18
0.04
0.06
0.95
0.03
0.03
3.04
3.05
0.17
0.00
2.26
0.14
0.13
6.04
3.72
0.11
0.41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TSI
일본
0.03
0.00
0.00
0.00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2
0.00
0.30
0.00
0.01
0.00
0.00
0.09
0.01
0.00
0.08
0.15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03
0.17

한ㆍ중
-0.97
0.00
0.00
-0.88
-0.15
-1.00
-0.92
0.00
0.00
-0.99
-0.94
-1.00
0.00
-0.97
0.00
-0.38
0.72
1.00
1.00
0.00
0.80
-0.21
-0.91
-1.00
0.00
-1.00
-1.00
-0.98
-1.00
-0.85
-0.80
-0.31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
한ㆍ일
미국
중국
-0.50
30.73
20.48
0.00
70.46
0.01
0.00
7.06
0.01
0.99
46.63
5.39
0.66
17.31
0.06
-0.95
46.86
11.88
0.00
30.92
31.74
0.00
14.25
0.00
1.00
0.00
0.00
1.00
10.32
87.37
0.98
34.95
54.83
0.90
0.00
96.82
1.00
0.00
0.00
0.69
0.01
3.29
0.00
0.01
0.00
1.00
96.86
0.04
0.00
33.19
0.01
1.00
42.39
0.00
0.88
10.06
0.00
1.00
89.43
0.00
-0.57
6.15
0.21
0.69
13.30
23.93
0.07
3.74
69.66
0.00
40.87
10.91
0.00
0.00
0.76
0.38
18.36
61.20
0.00
0.27
99.72
-0.76
85.29
2.64
0.00
0.09
99.88
0.85
1.86
81.52
-0.45
14.71
2.71
-0.90
32.4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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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감품목 선정
민감 농산물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에
주는 파장일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수입국
간 대체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간 각종 FTA 협상추진시 부
분균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감품목을 선정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같은 맥
락에서 국내 농업현실을 고려하여 한ㆍ중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FTA 민감 농산
물을 선정하였다.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는데 제1기준은 한국 및 중국의 가격경쟁력 격차이며,
제2기준으로 교역가능성(과거 농산물 수입실적, 관세 유효성, 검역기준)을 검토하
였다. 제3의 검토기준은 지역파급영향이다. 각 품목이 이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1, 2, 3기준에서 선정된
민감품목은 [표 5-3], [표 5-4] 및 [표 5-5]와 같다.

표 5-3. 가격경쟁력에 의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옥수수

특용작물(2)

땅콩, 참깨

채소(6)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과일(3)

사과, 배, 포도

화훼(3)

장미, 카네이션, 국화

축산물(4)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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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식량작물(5)

쌀, 옥수수, 소맥, 대두, 팥

특용작물(5)

땅콩, 참깨, 낙화생, 들깨, 인삼

목

채소(13)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당근,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
파, 생강

과일(4)

사과, 감귤, 감, 복숭아

표 5-5.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분

품목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고구마

특용작물(2)

참깨, 인삼

채소(10)

배추, 상추,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파

과일(8)

참외, 감귤, 포도, 복숭아, 수박, 배, 사과, 단감

이 세 가지 기준에 한 번 이상 포함된 농산물은 총 43개 품목이다. 이 43개 품
목에 대한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민감품목을 총정리
한 것이 [표 5-6]이다. 43개 품목 중 미곡 등 10개 품목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는데, 한국 농가소득 및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
여 미곡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고, 기타 세 가지의 기준 모두에 속하는 8개 품
목은 고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기준에 포함된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설
정하였으며, 한 가지 기준에만 포함된 품목을 저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민
감품목 중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동식물검역에 따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저민감품목을 제외한 22개 품목이며, 특히 고민감품목은 1차적으로 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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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을 예외하거나 또는 최소 감축을 하도록 협상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표 5-6. 농업부문의 민감품목 분류
분류
초민감품목
(1)
고민감품목
(8)
민감품목
(13)
저민감품목
(17)

적용예

품목

관세철폐 예외

미곡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 예외
또는 최소 감축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관세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팥,
중기적 관세 철폐
낙화생, 파, 고구마, 수박, 소맥, 시금치,
양배추,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들깨, 생강

주: 품목의 나열 순서는 민감도 순위임.

그러나 NAFTA의 경험, 특히 멕시코 사례를 볼 때 경쟁력에 근거한 특화전개
로 취약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효과보다 FTA에 따른 교역량증가 효과가 더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의 경우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물론 취약 농산물에도 기
회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세계에서는 좀더 일반적이다. 다음 절의 CGE 분석결과도
이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FTA 체결 전
에 추정된 피해액에 근거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신청이
생각보다 적었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농가지원 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
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FTA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
가피해가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에 근거하여, 국내 농업생산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역지수만 사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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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쟁력지표만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도 역시 FTA 체결국간 경쟁력 차이를
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감품목 선정체계와 다르지 않겠지만, 농가소득 및 농업
생산에 미칠 과장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농업 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분류방법은 앞의 제조업 분류방
법과 차별적임을 밝혀둔다.23)
- 제1품목군(경쟁력강 품목군): 경쟁력이 커서 즉시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 후보군
- 제2품목군(경쟁력약 품목군): 제1품목군보다 경쟁력이 작으나, 제3품목군보다
는 커서 조건부로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
- 제3품목군(경쟁력취약 민감품목 후보군)
- 제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 사회안전망 개념의 민감품목 후보군):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이 워낙 없어 FTA에 따른 추가적 무역자유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이나, 농업의 경우 제3품목과 함께 민
감품목 후보군임. 사회안전망에 의한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개방검토가 가능한 품목임.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한ㆍ중간의 경우 1품목군(경쟁력강 품목군)으로 수박 및
사과ㆍ배 등 2개 품목만 선정되었고, 인삼이 2품목군(경쟁력약 품목, 조건부 자유
화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역시 생강, 쌀, 담배가 민감품목군(경쟁력취약 품목)으

23) 1단계에서는 대세계 무역실적 비교우위지수(RCA 지수, 절대적 경쟁력지표)를 사용하여 4개의 품
목군으로 분류한다(제1품목군: RCAkj ≥ 1, 제2품목군: 0.5 ≤ RCAkj 〈 1, 제3품목군: 0.1
≤ RCAkj〈 0.5, 제4품목군: RCAkj〈 0.1). 2단계에서는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
선정의 오류(쉽게 포기하여 손해 볼 가능성을 배제)를 찾아 수정한다(RCA 지수의 시간별
변화 고려).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대상국가와의 무역특
화지수)을 고려하여 품목군을 조정한다(양국간 TSI의 부호 고려). 4단계에서는 대상국별로 선정된
품목군을 다시 절대적 경쟁력지표인 RCA 지수를 고려하여 보완할 것이다(RCAkj ≥ 2의 경우
수정). 예를 들면 대중국 수입특화품목일지라도 대세계 경쟁력이 아주 강할 경우 무세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ꡔ한ㆍ중ㆍ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ꡕ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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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닭고기, 낙농품(우유), 토마토, 양파, 오이, 감귤, 복숭아, 차
를 포함한 26개 품목이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후
보품목군)으로 분류되었다. 4품목군이 32개 품목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입
비중은 무려 94.2%이며, 제3품목군(민감품목군, 경쟁력취약 품목)의 수입비중은
1.5%로 이 두 품목군의 합계비중은 95.7%에 달한다.
▪ 한ㆍ중 품목군 분류 결과
1품목군(경쟁력강 품목): 수박, 사과ㆍ배
2품목군(경쟁력약 품목): 인삼
3품목군(민감품목군): 생강, 쌀, 담배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후보품목군): 산동물, 쇠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우유), 계란, 천연꿀, 감자,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고구마, 바나나, 감귤, 포도, 복숭아, 커피, 차, 밀, 보리, 옥수수, 대
두, 땅콩, 식물성유
한ㆍ일간의 경우는 1품목군(경쟁력강 품목군)으로 인삼, 닭고기, 낙농품(우유),
토마토, 양파, 오이, 감귤, 수박, 사과ㆍ배,24) 복숭아 그리고 차 등 11개 품목이 선
정되었고,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개념에서 보호대상 후보품
목)으로는 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천연꿀, 감자, 배추, 무, 고구마, 바나나,
포도, 커피,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땅콩 및 식물성유 등 18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기타 3개 품목(생강, 쌀, 담배)은 민감품목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 한ㆍ일 품목군 분류 결과
1품목군(경쟁력 강품목): 인삼, 닭고기, 낙농품(우유), 토마토, 양파, 오이, 감귤,
24) 사실 배는 경쟁력강 품목이 아니라 민감품목이다. 여기서는 사과와 배를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면
서 경쟁력이 있는 듯한 착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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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사과 및 배, 복숭아, 차
3품목군(민감품목군, 보호대상 후보품목군): 생강, 쌀, 담배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후보품목군): 산동물, 쇠
고기, 돼지고기, 계란, 천연꿀, 감자, 배추, 무, 고구마, 바나나, 포도, 커피,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땅콩 및 식물성유

2.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은 기본적으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에서 수입 혹은 수
출규모가 연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TSI를 기준으로 [표
5-7]과 같이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해당품목이 상대적으로 수출
지향적일수록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수출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당품목이 수입지향적일수록 TSI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해당품목은
수입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HS 6단위 분류체계를 사용한 것은, 수산물의 경우 HS 4단위가 주로 수산물의
가공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원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 수산품목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RCA 지수를 검토하지 않은 것
은 RCA 지수가 HS 6단위 해당품목의 상대적인 세계시장점유율을 의미하므로 HS
6단위 해당품목의 세계 수출액을 구하여 번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비하
여 해당품목의 경쟁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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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대세계 무역
위와 같이 분류된 한국 수산물의 대세계 무역에서의 품목별 무역특화 정도 변화
를 보면, 2000년까지의 수출특화에서 2001년부터 수입특화로 반전된 후 수입특화
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전체의 TSI는 2000년의 0.04에서 2004년에는 -0.29를
기록하였다.
표 5-7. 한국 수산품목의 무역특화별 분포
(단위: 품목 수[HS 6단위])

무역특화(TSI 구간)

2000년

2004년

수출특화 I(0.80∼1.00)

18

12

수출특화 II(0.50∼0.80)

6

4

수출특화 III(0.00∼0.50)

10

8

(소계)

(34)

(24)

수입특화 I(-0.50∼-0.00)

6

12

수입특화 II(-0.80∼-0.50)

8

11

수입특화 III(-1.00∼-0.80)

23

31

(소계)

(37)

(54)

수산물 전체 TSI

0.04

-0.29

수출특화를 보인 수산물 품목 수는 2000년 34개 품목에서 2004년에는 24개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 중 수입특화품목은 37개에서 54개로 증가하였다.
수입특화 중에서도 TSI가 -1.00∼-0.80에 해당하는 수입특화 III그룹, 즉 거의 완
전수입특화에 가까운 품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품목들 중 수출
액 혹은 수입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품목은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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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한국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주요 품목
무역특화그룹

2000년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굴
해초류와 기타 조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물
수출특화 I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원상)
냉동 황다랑어(간장과 어란 제외)
신선 또는 냉장 필릿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냉동)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등)
수출특화 II
기타
조제
수출특화 III 냉동
조제
냉동
어류
기타
기타
수입특화 I 냉동

활어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필릿
또는 저장처리 기타 어류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갑각류 등 사료용 어분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어류(훈제 제외)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기타 냉동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수입특화 II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게(냉동)
기타 어육(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뱀장어(앙귈라종, 활어)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
수입특화 III 새우, 보리새우(냉동 제외)
문어(산 것, 신선, 냉장)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2004년
눈다랑어
냉동 황다랑어(간장과 어란 제외)
굴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
신선 또는 냉장 필릿
기타 다랑어(냉동)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냉동)
해초류와 기타 조류
기타 연체동물 등(산 것, 신선 냉장)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어류(원상)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등)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물

기타 활어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냉동 필릿
어류의 간장과 어란(냉동)
어류, 갑각류 등 사료용 어분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 제외)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기타 어류(간장 어란 제외, 신선 냉장)
뱀장어(앙귈라종, 활어)
냉동 고등어
기타 넙치류(냉동)
냉동 대구
기타 어육(냉동)
게(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문어(냉동 건조 등)
게(냉동 제외)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제외)
조제 저장처리 기타 어류
문어(산 것, 신선 냉장)
새우와 보리새우(조제 저장처리)
바닷가재(냉동 제외)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주: 수출특화그룹내의 품목배열순서는 수출액 순이며, 수입특화의 경우는 수입액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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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ㆍ일간 수산무역
한ㆍ일간 무역에서 한국 수산물의 무역특화는 2004년의 경우 0.64로서 상당한
정도의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혹은 수입금액이 10만 달러(한국 무역통
계 기준)를 상회하는 수산품목(HS 6단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수출특화 42
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11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표 5-9. 한ㆍ일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단위: 천 달러)

무역특화

수출특화 I

수출특화 II

수출특화 III
수입특화 II
수입특화 III

HS

품목

한국수출

한국수입

TSI

030344
121220
030342
030420
160430
030710
160510
030410
160590
030349
030749
030199
030791
030799
030379
030374
030269
030264
03025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해초류와 기타 조류
냉동황다랑어(간장과 어란 제외)
냉동한 필릿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굴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
신선 냉장 어류 필릿
조제 저장처리 연체동물
기타 다랑어(냉동)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기타 활어
기타 연체동물 등(원상, 조각)
기타 연체동물 등(기타)
기타 냉동한 어류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고등어(신선 냉장)
대구(신선 냉장)
계

126,993
77,625
62,111
54,945
45,986
38,516
37,245
27,821
25,244
19,836
10,772
80,087
79,371
14,288
31,669
5,595
15,756
193
0
809,754

1,869
496
179
5,535
1,207
71
258
267
1,692
50
1,030
24,739
12,587
3,773
28,139
5,199
67,437
3,973
2,103
176,002

0.97
0.99
0.99
0.82
0.95
1.00
0.99
0.98
0.87
1.00
0.83
0.53
0.73
0.58
0.06
0.04
-0.62
-0.91
-1.00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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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수출특화 품목은 눈다랑어, 해초류와 기타 조류, 황다랑어 등이 수
출특화 I 그룹에, 그리고 기타 활어와 기타 연체동물이 수출특화 II 그룹에, 또 기
타 냉동어류가 수출특화 Ⅲ 그룹에 속하였다. 그중에서 수출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눈다랑어(약 1.3억 달러), 기타 활어(약 8천만 달러), 기타 연체동물(약 7,940만 달
러), 해초류와 기타 조류(약 7,800만 달러) 등이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1천만 달
러 이상 수출되는 품목은 16개에 달하였다.
주요 수입특화품목 중 수입금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은 신선냉장 기
타 어류(약 6,740만 달러 수입) 하나밖에 없었다. 물론 수출특화품목 중 수입금액
이 1천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3개가 더 있었다.
다. 한ㆍ중간 수산무역
한ㆍ중간 무역에서 한국 수산물의 무역특화는 2004년의 경우 -0.76으로 매우 높
은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혹은 수입금액이 10만 달러(한국 무역통계 기
준)를 상회하는 수산품목(HS 6단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수출특화 12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41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ㆍ일간 수산물 무역에서 한국의 일본
에 대한 무역특화의 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화의 정도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품목 중 수출 혹은 수입금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을 보면 [표
5-10]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으로는 갑오징어와 오징어
(냉동ㆍ건조 등, 약 4,450만 달러), 그리고 냉동 어류의 간장과 어란(약 2,380만
달러)뿐이었다. 주요 수입특화품목 중 수입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기타 냉동 어류
(약 2.5억 달러), 기타 활어(약 1.2억 달러), 냉동 게(약 7,950만 달러), 문어(약
5,700만 달러) 등이 있었으며, 이 품목들을 포함하여 17개 품목의 경우 2004년 수
입액이 1천만 달러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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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한ㆍ중간 수산물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단위: 천 달러)

무역특화

HS

030749
030380
수입특화 I 030799
030379
030199
030614
030759
030420
030269
030751
030623
수입특화 III
030613
160430
160590
160419
030559
030192
030490
030791
수출특화 I

품목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기타 냉동 어류(간장, 어란 제외)
기타 활어
게(냉동)
문어(냉동, 건조, 염장)
냉동 어류 필릿
기타 어류(간장, 어란 제외)
문어(산 것, 신선, 냉장)
새우, 보리새우(냉동 제외)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대용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조제 또는 저장처리 기타 어류
기타 건조한 어류
뱀장어(앙귈라종, 활어 )
기타 어육(냉동)
기타 연체동물 등(원상, 조각)
계

한국수출

한국수입

TSI

44,513
23,761
6,987
23,424
86
1,428
37
3,767
2
931
18
599
410
999
340
305
122,848

2,074
2,438
12,366
252,216
117,805
79,515
57,081
42,365
41,249
37,531
30,929
29,961
25,297
24,355
21,829
21,255
18,758
17,907
12,840
905,753

0.91
0.81
-0.28
-0.83
-1.00
-0.96
-1.00
-0.84
-1.00
-1.00
-1.00
-0.94
-1.00
-0.95
-0.96
-0.91
-1.00
-0.96
-0.95
-0.76

3.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ㆍ수산업의 효과분석
가.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1) 분석 시나리오
2차 연도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주로 부분균형분석인 농업거시계량모형
을 사용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말하면 한ㆍ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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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FTA 효과를 추정했다. 그러나 FTA 결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화전개로
경쟁력의 강약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 쇠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
다. 무역량 증가로 전 산업에서 성장기회가 확산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이 경
우 부분균형분석으로 한ㆍ중ㆍ일 FTA 농업개방 효과를 추정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 무역량 증대와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매개로 다시 각 산업의 가격 및 생
산량이 변화하는 FTA의 2차적인, 그러나 직접적 효과보다 강한 간접적 환류효과
를 농업만을 분석하는 부분균형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CGE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그간의 FTA 논의과정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국에 대해 많은 농산물 품목에 대
해 양허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이 중국 농산물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실시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쌀을 제외한 완전자유
화 시나리오와 함께 민감품목을 인정하는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
였다.
시나리오 1은 한국 및 일본의 쌀을 제외하고(한국의 경우 쌀협상 결과 반영, 일
본의 경우 GTAP 기준연도에서의 관세화유예 반영) 양국 모두 전 품목에서 관세
를 철폐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중국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하여 전 품
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며, 한국 및 일본은 곡물, 채소ㆍ과일, 기타작물 등 고관세품
목에서 70%의 관세를 삭감하고, 쌀부문에서는 양허를 제외하며, 기타 품목에서 무
세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CGE 정태모형(시나리오
ST-1, ST-2)과 자본축적모형(시나리오 CA-1, CA-2)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기
로 한다.
- 시나리오 1: 쌀을 제외하고 완전자유화
- 시나리오 2: 쌀 제외, 민감품목 70% 관세인하, 기타 품목 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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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변동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생산변동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는, 물론 제조업에
서는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FTA 효과가 대폭 확대되지만, 농업의 경우 정태모
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FTA로 인해 경쟁력을 기반으로 무
역특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의 시사점(prediction)이 발생할 여
지가 작다는 것을, 즉 한ㆍ중ㆍ일 FTA로 경쟁력 없는 농업품목은 고사할 것이라
는 주장이 과장된 우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타곡물, 기타작물, 과일 및 채소 등
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ㆍ일 FTA로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농업품목은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기준연도 산출비중 0.03%), 기타작물(기준연도 산출비중 0.24) 및 과일ㆍ야
채(기준연도 산출비중 0.91%)이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중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 및 일본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에서 한국은 기타곡물의 경우 정태모형에서
43.03%,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47.26%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작물은 정태모형
에서 15.54%, 자본축적모형에서 15.84%, 과채류의 경우는 정태모형에서 4.04%,
자본축적모형에서 3.60%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은 곡물, 작물, 과채류에서
각각 3.31%, 1.47% 및 1.36%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의 민감품목인 육류의 생산
도 3.69% 감소하고 있다(자본축적모형). 이에 비해 중국의 곡물, 작물 및 과채류
생산은 자본축적모형에서 각각 7.98%, 6.76% 및 0.96% 증가하고 있다. 양허에서
제외된 쌀(정미)의 경우는 생산량이 2.6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ㆍ중ㆍ일 FTA로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농업품목은 수출가능품목으로 주목받
고 있는 기타가공식품 및 축산물이다. 기타가공식품(기준연도 산출비중 2.29%)의
경우 자본축적모형에서 34.23%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 등 육류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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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98% 증가하고 있다.
곡물, 작물, 과채류의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의 경우, 농산물 상대
가격체계가 시나리오 1에 비해 왜곡되면서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의 경우 곡물은 -47.26%에서 -22.24%로 생산량 감소가 둔화되었으며 채소 및 과
일의 경우 (-)에서 (+)로 부호가 전환되었다. 기타작물의 생산변동은 -15.84%에서
-19.69%로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기타가공식품의 생산은 시나리오 1의
34.23% 증가에서 19.15% 증가로 둔화되고 있으며, 육류생산의 증가도 13.98%에
서 9.89%로 둔화되었다. 시나리오 2에서 중국의 농산물 생산이 시나리오 1에 비
해 감소하였는데, 한국 및 일본에서의 민감품목 관세인하폭 둔화로 좀더 많은 자원
이 중국 제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표 5-1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생산변동(자본축적모형)
(단위: ％)

시나리오 1
한국

중국

시나리오 2
일본

한국

중국

일본

2.68

0.15

-0.53

1.64

0.35

-0.51

곡물

-47.26

7.98

-3.31

-22.24

-0.39

-1.11

채소 및 과일

-3.60

0.94

-1.36

0.91

0.84

-0.96

기타작물

-15.84

6.76

-1.47

-19.69

-0.72

-1.46

산동물

15.21

0.69

-1.87

10.07

1.19

-1.87

육류

13.98

5.65

-3.69

9.89

7.20

-3.71

기타가공식품

34.23

1.58

-0.75

19.15

2.61

-0.59

음료 및 담배

4.84

0.34

0.21

4.06

0.53

0.19

임산물 및 수산물

9.47

0.53

-0.10

4.74

0.82

-0.08

채취업(광업)

-5.08

-0.38

-2.90

-5.18

0.23

-2.75

제조업

2.87

0.41

0.53

3.24

0.77

0.50

서비스업

2.66

1.03

0.19

2.36

1.27

0.17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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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일반적으로 한ㆍ중 FTA 및 한ㆍ중ㆍ일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유
사할 것으로, 따라서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은 그렇
지 않다. 한ㆍ중ㆍ일 FTA의 경우 농업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
나 한ㆍ중 FTA의 경우 일본이라는 완충지대 부재로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먼저 시나리오 1에 따른 농업부문의 산출액(중간재 포함) 감소, 즉 피해규모를
보면 그 규모가 예상보다 미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생산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기타곡물(약 8억 1천만∼8억 9천만 달러), 기타작물(약 6억 3천만 달러)과
과일 및 채소(약 4억 7천만∼6억 1천만 달러)뿐이다. 위 세 품목에서의 산출액 감
소는 정태모형에서 21억 달러 수준에 이르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9억 8천만 달
러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육류 및 기타가공식품의 산출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데 정태모형에서는 각각 5억 3천만 달러, 17억 달러의 생산액 증가가 있으며, 자본
축적을 고려할 경우는 각각 6억 1천만 달러, 20억 달러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다.
곡물, 과채류 및 작물의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에 따른 산출액 변
동은 생산량 변동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본축적모형 결과를 통해 보
면, 시나리오 1에서 8억 9천만 달러 감소했던 곡물의 산출액은 4억 7천만 달러 감
소로 둔화되었고, 시나리오 1에서 4억 7천만 달러 감소를 기록했던 과채류 산출은
시나리오 2에서 3억 8천만 달러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 부문에서
관세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산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타작
물의 산출액 감소는 7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증가하였다. 수
출가능 품목인 기타가공식품의 경우 시나리오 2에서는 정태적으로는 9억 1천만 달
러의 산출액 증가가 예상되며, 동태적으로는 11억 8천만 달러의 산출증가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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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국의 경우 양허에서 제외된 쌀(벼 및 정미)의 산출액도 6억 3천만∼9억 1
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현실성은 낮을 것이다. 대일 수출증가에 따
른 결과인바, 한국쌀과 일본쌀의 동질성 가정을 완화한다면 한국쌀의 생산이 이와
같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5-12.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산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ST-1

CA-1

ST-2

CA-2

쌀
곡물

750
-814

1086
-888

633
-482

913
-474

채소 및 과일
기타작물
산동물
육류

-614
-630
512
530

-466
-625
648
605

232
-753
401
450

384
-755
485
488

기타가공식품
음료 및 담배
임산물/수산물
채취업(광업)

1,697
-3
419
-150

1,987
92
504
-68

908
36
239
-144

1,176
106
290
-68

제조업
서비스업

3,240
15,654

16,635
25,306

4,568
15,371

17,634
23,291

농산물①

-267

361

481

1,042

가공식품②
채취③
제조업④
서비스⑤

1,694
269
3,240
15,654

2,079
437
16,635
25,306

944
95
4,568
15,371

1,282
222
17,634
23,291

합계(①∼⑤)

20,590

44,818

21,460

4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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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업에 대한 효과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 수산업에 미칠 영향은 수출증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작은 반면, 대폭적인 수입증대로 국내생산 감소 및 수산물 무역적자 확대 같은 부
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의 수산물을 선
택하고 소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관세철폐와 각종 무역장벽 폐지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
는 부정적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한국 수산물의 경우 대일본 수출특화보다는 대중
국 수입특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 수산물시장내 시장
점유율과 가격경쟁력면에서 한국 수산물이 중국 수산물에 밀리고 있는 상황을 반
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수요가 어느 정도 증대된다 하더라도 최근 한
국 어업의 실태, 즉 어업인의 고령화 추세, 수산능력 감축과 어업자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수산물 생산확대 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수산
물 중에서는 어류(HS 03류)보다는 수산가공품(HS 1604, HS 1605)의 생산 및 수
출확대가 좀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FTA에 의한 주요 품목별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의 해외수요와 국
내공급 등을 감안한 수출함수 그리고 한국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 관세율 변화 등
을 반영해 그 효과를 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주문배 등(2004)
의 연구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 수산물의 대중국 및 대일본 상위 20대 수출품
과 수입품을 선정하여, 한ㆍ중ㆍ일 FTA에서 수산부문이 자유화되었을 때 예상되
는 각각의 수입증대와 수출증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입규모 상
위 20대 품목의 수입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16%와 13% 정도 증가하고, 수
출규모 상위 20대 품목의 수출은 각각 37.5%와 7.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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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각각의 수출과 수입 상위 20개 품목만 고려했을 때의 수산물 무역수지
는 4,400만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에도 기준연
도를 2002년에서 2004년으로 바꿀 경우 수산물 수출액 감소와 수입액 증가를 감
안한다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요인은 상당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된다.
표 5-13.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주요 수산물* 교역효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대중국

대일본

합계

2002년 규모

증가(%)

2002년 규모

증가(%)

2002년 규모

증가(%)

수출

43

16.1
(37.5)

601

42.4
(7.1)

644

58.5
(9.1)

수입

544

86.8
(16.0)

121

15.7
(13.0)

665

102.5
(15.4)

주: * 한국의 대중국ㆍ대일본 수출품과 수입품 중 각각 상위 20개 품목 기준.
자료: 주문배 등(2004)에서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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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착수한 한ㆍ중ㆍ일 FTA 연구의 주요 대상은 한ㆍ중ㆍ일 3국의 제
조업, 농업 및 수산업 등의 산업구조 및 역내 무역구조 추이 분석 등 현황 파악,
혹은 부문별 잠재적 영향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었다. 따라서 지난 2년간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에서 서비스 관련 연구는 미미하였다. 다만 2003년에 서비
스 부문 중 금융서비스를 다루었고,25) 2004년에는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26) 그러나 한ㆍ중ㆍ일 FTA 연구에서 서비스 부문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추진되지 않았다.
서비스는 제조업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서비스무역 또한 국제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특히 생산자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서비
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FTA 연구에서 서비스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서비스는 다양
한 부문에 걸쳐 복잡한 세부업종을 포함하며, 관련 통계자료 작성기준도 국가별로
상이하고 국가별 서비스무역 관련 통계도 작성되지 않고 있어 과학적 분석이 어렵
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상품27) 부문과 달리 경제발전 및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서비스 부문 무역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
일 3국은 특히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상
호 노력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동북아가 서비스 부문의 발전 및 성장 없이 세계경
제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FTA 연구에 서비스는 포함
될 대상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한ㆍ중ㆍ일 FTA 연구의 균형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25) 김준동 외(2003)
26) 이장원 외(2004)
27) 상품, 재화 및 제품 등 용어 사용이 혼선을 주고 있다. 상품 및 제품은 그 개념상 유형재로서의
재화와 무형재로서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용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상품은 서비스에 대응하는 용
어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품이 서비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하여 상품과 재화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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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연구를 추가한다.

1. 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
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이 어
려워서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하다.
과거에 서비스는 산업특성상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부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들어 상품에 내재되던 서비스 기능이 분리되어 이를 별개의
독립적 업체가 공급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에 힘입어 원격지간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business)서
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도 변화하였다.
다양한 서비스 부문 중 특히 디자인, 금융, 통신, 유통 및 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생산자서비스 혹은 인프라서비스 등 최신 서비스 부문은 그 자체가 최종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생산 부문에 기본적 투입요소가 된다(그림 6-1 참고). 이
에 따라 이 서비스 부문의 발전 없이는 관련 제조업 부문의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
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
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 환경변화에 비교
적 영향을 작게 받는다.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경기 및 고용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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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 발전
이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28) 무형성, 저장불능성 등 특성을 갖는 서비스
거래는 국내 통상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전적으로 국내규범의
규율을 받아왔다.
그림 6-1. 서비스와 제조업의 관계
생산자서비스산업(1)
제조업 생산활동 관련 기초 서비스(통신, 금융보험 등)

생산자서비스산업(2)
제품생산에 직접 응용되는
서비스(엔지니어링, 디자인)

제조업
서비스 기능을 내부화한 기업은 디
자인, 법무 및 회계, 광고, 유통 등
의 서비스를 자체 조달

유통서비스산업
(도소매, 운수창고보관업)

생산자서비스산업(3)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서비스 기능(회계, 법무, 컨설팅, 정보
관리, 광고, 부동산 및 임대)

사회서비스산업
(교육, 표준화, 치안, 소방 등)
자료: 신창식 ㆍ 조한상(2003)

28) 최초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인 UR 협상 과정에서는 서비스를 12개 부문(sector)으로 나누고, 이
12개의 서비스 부문을 다시 155개의 세부문(sub-sector) 혹은 업종으로 세분한 분류를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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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분류 및 국제무역
서비스가 무역의 대상으로 파악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80년대 이후이며, 특히 1990년대에 양자 및 다자통
상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등 기술적 발전과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촉매역할을 하였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수출 점유비율을 범주별
로 집계한 WTO의 2004년 통계자료를 보면 서비스 부문은 전체 무역거래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표 6-1 참고).
표 6-1. 상품 및 상업서비스의 세계수출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수출액

연간 성장률 변화

2004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품

8,907

-4

5

17

21

상업서비스

2,125

0

7

14

18

상

자료: WTO(2005), World Trade Report, p. 5.

서비스, 구체적으로 상업서비스는 운송, 여행 및 기타상업서비스로 구성된다. 자
주 이용되는 IMF의 BOP 제5차 개정판(fifth edi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Manual)은 상업서비스의 범주를 서비스에서 정부서비스를 공제한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29) 상업서비스는 운송, 여행 및 기타상업서비스(other commercial services)로 세분된다. 운송서비스는 모든 운송서비스(해상, 항공 및 여타 육상, 내수로,
우주 및 운송관)를 포함한다. 한 경제의 거주자가 타 경제의 거주자를 위하여 수행
29) 현재 IMF BOP 통계위원회(BOPCOM)의 자문 아래 2006년 마무리를 목표로 수정작업을 추
진하고 있다(Cave, William and Giovannini, Enrico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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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운송서비스는 승객운송구, 화물의 이동, 승무원이 포함된 운송구와 관련
보조적인 서비스를 포괄한다. 여행은 개인여행자가 건강, 교육 혹은 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업목적 여행자가 취득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여타 서비스
와 달리 여행은 특정 서비스 형태가 아니며, 여행자가 소비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
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형태의 서비스는 숙박, 음식 및 음료, 유흥, 여행국내의
운송, 선물 및 기념품이다.
기타상업서비스는 (i) 커뮤니케이션서비스(통신, 우편 및 급송서비스) (ii) 건설
서비스 (iii) 보험서비스 (iv) 금융서비스 (v)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뉴스 에이전시
서비스) (vi) 로열티 및 허가료로 무형 비금융자산 및 특허, 저작권, 상표, 산업공
정, 프랜차이즈 같은 독점권 사용에 대한 지급 및 대금 수령 (vii) 기타사업서비스,
무역관련서비스, 운영리스(렌털) 및 기타사업, 법률ㆍ회계ㆍ경영컨설팅ㆍ공공관계
(PR)ㆍ광고ㆍ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R&D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적
서비스, 농업, 광산과 현장처리 같은 전문ㆍ기술적 서비스 (viii) 시청각서비스를
포함하는 개인, 문화 및 유흥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가리킨다.
세 가지 상업서비스 중 커뮤니케이션, 건설, 보험 및 금융, 법률ㆍ회계ㆍ경영컨
설팅 등 전문 혹은 기술적 서비스 및 문화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상업서비스
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전체 상업서비스에서 운송서비스 및 여행서비스의
2002년 점유율은 [표 4-2]에서 보듯 1990년 대비 각각 5.8% 포인트 및 3.8% 포
인트 낮아진 반면, 기타상업서비스는 약 9.6% 포인트 증가하여 47.1%를 차지하였
다.
기타상업서비스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건설, 보험 및 금융 등 세부 업종의
구성 비율은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1998년 통계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세부내역이
추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업종은 기타상업서비스의 43%를 차지하는 기타사업서비
스로 무역 및 기타 무역에 관련되는 서비스, 리스서비스와 법률, 건축서비스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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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ㆍ기술적 서비스였다. 다음은 보험서비스(상업서비스의 14%), 로열티와 허가료
(13%), 커뮤니케이션서비스(10%)와 금융서비스(10%)였다.30)
표 6-2.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수출 구성비
(단위: %)

농산품
광산물
제조업
상업서비스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기타상업서비스)
합 계

1990년

1996년

2002년

10.2
12.0
58.6
19.2(100.0)
5.5(28.6)
6.5(33.9)
7.2(37.5)

9.5
9.8
60.6
20.1(100.0)
4.9(24.4)
6.8(33.8)
8.4(41.8)

7.6
10.3
61.5
20.6(100.0)
4.7(22.8)
6.2(30.1)
9.7(47.1)

100

100

100

주: ( ) 안은 상업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부서비스의 구성비율을 표시.
자료: Marchetti(2004), p. 24의 내용을 저자가 일부 편집.

3. 한ㆍ중ㆍ일 경제의 서비스화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 각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서비스 부문이 세계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 부
문 종사자 비중 및 동 부문의 수출비중 증대를 생각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03년
현재 세계 전체 부가가치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
하는 비율은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증대되며, 대체로 각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GDP에서의 서비스 비중은 선진국과 개도국 각각
72%, 49%이며 이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인력은 개도국
30) WTO(2003), “Structure of other commercial services exports, 1998.” Measuring
Trade in Services,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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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는 30% 정도지만 일부 개도국의 경우 53%에 이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
우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를 GDP 대비 서비스 비중, 종사자 및 수출의
비중으로 비교하면 [표 6-3]과 같다. 비교의 대상으로 서비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을 포함하였다.
표 6-3.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화(2003년)
(단위: %)

구
분
GDP 대비 서비스 비중
총종사자 대비 서비스 종사자 비중
서비스수출 비중

한국
62.6
62.3
16.4

중국
33.5
24.6
10.9

일본
68.3
63.9
19.3

미국
75.4
75.2
22.1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5)와 IMF BOP 통계자료(2005)를 이용하여 작성.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장 앞선 일본의 서비스화를 ‘l’로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
의 서비스화는 각각 0.91, 0.47로 평가된다(표 6-4 참고). 중국의 경우 세 부문 모
두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1)
표 6-4.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화 지표
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GDP의 서비스 비중

0.92

0.44

1

1.1

서비스 종사자 비중

0.97

0.39

1

1.2

서비스 수출 비중

0.85

0.57

1

1.2

0.91

0.47

1

1.2

평

분

균

31) 중국은 2004년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2차 및 3차산업의 모든 법인과 산업활동주체, 개인경영
자 등을 대상으로 센서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업, 소매업, 부동산업 등 각종 서비스업 누락
부분이 새로이 확인되어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7%로 발표하였다(매일경제,
2005. 12. 30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국경제의 서비스화는 저평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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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
서비스 수출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서비스 수출의 16.4%,
수입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국의 수출점유율은 40.5%, 수입점유율
은 40.4%이다.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는 일본이 수출 5위(4.2%), 수입 4위(6.0%)
로 상위 5개국에 포함돼 있다(표 6-5 참고).
표 6-5. 전 세계 및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규모(2003년)
(단위: 억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전 세계

금액
18,587.7

1
2
3
4
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3,040.9
1,488.5
1,230.0
987.6
776.2

5
9
16

일본
중국
한국

776.2
467.3
327.0

11

홍콩

446.3

비중
순위
100.0
상위 5대국
16.4
1
8.0
2
6.6
3
5.3
4
4.2
5
한ㆍ중ㆍ일 3국
4.2
4
2.5
9
1.8
15
기타
2.4
20

국가

금액
18,539.1

비중
100.0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2,563.0
1,734.2
1,233.2
1,115.3
828.6

13.8
9.4
6.7
6.0
4.5

일본
중국
한국

1,115.3
553.1
403.1

6.0
3.0
2.2

홍콩

251.9

1.4

자료 : IMF(2005),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중국과 한국은 서비스 수출에서 각각 9위(2.5%), 16위(1.8%), 수입에서 각각 9
위(3%), 15위(2.2%)였다.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현상은 수출점유율보다 수입점유
율이 높아 서비스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경제협력강화
협정(CEPA)을 체결한 홍콩은 서비스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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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재 대세계 서비스 수출 및 수입액은 [표 6-6]에서 보듯 각각 약 1,570억
달러, 약 2,071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액 대비 각각 8.4% 및 11.2%를 차
지하고 있으며, 수지 측면에서는 약 501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6-6. 한ㆍ중ㆍ일 서비스 수출입 및 수지
(단위: 억 달러)

연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구분
전세계 무역
53,182.6
(서비스+상품)
증가율
19.1
42,387.9
전세계 상품
(79.7)
증가율
20.5
전세계
10,794.7
총 서비스
(20.3)
증가율
13.7
한국
168.054
총 서비스
(1.6)
증가율
35.8
중국
166.2
총 서비스
(1.5)
증가율
15.1
일본
582.971
총 서비스
(5.4)
증가율
12.0
한ㆍ중ㆍ일 917.225
총 서비스
(8.5)
증가율
16.9

52,455.8 66,724.7 65,939.3 68,414.2 67,750.1 78,985.1 79,020.3 80,322.9 80,059.2
19.2
41,454.6
(79.0)
20.3
11,001.2
(21.0)
15.0
186.06
(1.7)
38.7
162.99
(1.5)
54.8
1,063.56
(9.7)
15.3
1,412.61
(12.8)
22.9

3.8
53,563.4
(80.3)
3.9
13,161.3
(19.7)
3.6
234.123
(1.8)
12.3
206.01
(1.6)
19.3
677.122
(5.1)
2.4
1,117.25
(8.5)
7.6

3.4
52,564.2
(79.7)
3.6
13,375.1
(20.3)
2.6
295.917
(2.2)
-0.3
225.85
(1.7)
23.8
1,299.88
(9.7)
-5.0
1,821.64
(13.6)
-0.7

3.6
54,520.7
(79.7)
3.7
13,893.5
(20.3)
3.4
255.646
(1.8)
3.8
238.95
(1.7)
9.8
624.12
(4.5)
-2.3
1,118.71
(8.1)
1.7

4.2
53,841.9
(79.5)
4.2
13,908.2
(20.5)
4.2
245.405
(1.8)
10.8
266.72
(1.9)
18.4
1,118.33
(8.0)
3.0
1,630.45
(11.7)
6.7

-3.2
63,772
(80.7)
-4.1
15,213.1
(19.3)
0.4
305.336
(2.0)
-4.8
304.305
(2.0)
9.5
692.381
(4.6)
-6.8
1,302.02
(8.6)
-2.5

-3.0
63,669.3
(80.6)
-3.8
15,351
(19.4)
0.7
333.814
(2.2)
-1.4
360.306
(2.3)
9.0
1,168.64
(7.6)
-7.4
1,862.76
(12.1)
-3.1

15.8
63,938.3
(79.6)
16.4
16,384.6
(20.4)
13.4
283.877
(1.7)
15.2
397.445
(2.4)
17.6
657.12
(4.0)
18.1
1,338.44
(8.2)
17.3

15.3
63,582.7
(79.4)
16.0
16,476.5
(20.6)
12.5
365.852
(2.2)
10.2
465.28
(2.8)
18.9
1,079.4
(6.6)
3.3
1,910.532
(11.6)
8.4

93,023 92,309.9
74,435.3 73,770.8
(80.0) (79.9)
18,587.7 18,539.1
(20.0) (20.1)
327.022 403.134
(1.8) (2.2)
467.336 553.063
(2.5) (3.0)
776.208 1,115.29
(4.2) (6.0)
1,570.566 2,071.487
(8.4) (11.2)

주: ( )는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IMF(2005),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1994∼2003년 기간 중 500억∼60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유지하여 지속적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수출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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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출의 8% 내외를 넘나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 서비스수입은
13% 수준에서 11% 정도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6]에서 1994∼
2003 기간 중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서비스수출 점유율은 평균 8.4%였고, 표준
편차는 0.28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기복 없이 일정한 수출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품수출의 대세계수출점유율 평균 13.4%에 비하여 5% 포인트 낮은 수준이
다. [그림 6-2]는 최근 10년간의 서비스 수출입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6-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IMF(2005),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한ㆍ중ㆍ일 3국간 서비스무역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용자료로 IMF의 국제
수지(BOP)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
는 위상과 3국 각국의 대세계 서비스무역 경쟁력을 일반 상품의 경쟁력 평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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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 기간인 1994
년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구현한 상품무역과는 반대로 서비스무역에서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ㆍ중ㆍ일간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3국간 지수의 범위가 20% 이내에 있는
경우 경쟁력이 동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TSI와 RCA 지수가 상호 경합하는 경
우는 대세계 수출경쟁력, 즉 RCA 지수를 우선하였으며, 경쟁력 우위를 가리기 어
려운 경우는 [표 6-7]의 부문별 수출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우위를 갖는 것으로 평
가하였다.
표 6-7.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 수출증가율
(단위 : %)

국가
구분
서비스 부문
운 송
여

행

커뮤니케이션

한국
10년 평균

중국
2003년

10년 평균

일본
2003년

10년 평균

2003년

10.63

28.60

13.26

38.22

3.21

10.33

7.31

-11.45

10.60

-14.61

17.62

153.01

-2.52

-9.27

30.60

16.05

13.17

-10.64

건

설

79.13

-5.60

19.85

3.47

0.73

-1.63

보

험

45.95

92.95

15.11

49.70

-84.68

-198.09

금

융

37.23

0.22

50.87

197.90

103.32

10.99

컴퓨터 및 정보

36.92

72.71

3.61

18.12

-0.65

-5.67

특허권 등 사용료

33.78

58.60

8.77

-19.46

10.33

17.74

기타사업서비스

5.55

11.10

22.71

67.26

-1.45

3.68

개인ㆍ문화ㆍ오락

0.56

-58.87

24.95

12.70

21.09

-55.54

한ㆍ중ㆍ일의 개별 서비스부문 경쟁력 가운데 10년간의 평균 TSI를 ‘◎’, ‘○’
와 ‘△’로 평가하였다. 운송서비스 부문을 예로 들면, 평균을 상회하는 한국은
‘◎’, 평균에 근접하는 일본은 ‘○’, 그리고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중국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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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하지만 개인ㆍ문화ㆍ오락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TSI가 20%
이내의 차이를 보이므로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TSI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여행, 커뮤니케이션,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ㆍ문화ㆍ오락의 6개 부문에서, 한국은 운송, 건설, 금융 및 개인
ㆍ문화ㆍ오락의 4개 부문에서, 일본은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2개 부문에서 상대
적으로 수출특화를 보였다(표 6-8 참고).
표 6-8. TSI에 따른 한ㆍ중ㆍ일 서비스부문 경쟁력 평가
국가
구분
서비스 부문
운 송
여 행
커뮤니케이션
건 설
보 험
금 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개인ㆍ문화ㆍ오락

한국

중국

일본

TSI

평가

TSI

평가

TSI

평가

0.05
0.70
-0.19
0.31
-0.85
0.38
-0.82
-0.70
-0.09
-0.48

◎
○
△
◎
○
◎
△
○
○
◎

-0.47
1.60
0.36
-0.14
-0.64
-0.32
-0.11
-0.86
0.04
-0.49

△
◎
◎
△
◎
△
◎
△
◎
◎

-0.17
0.20
-0.18
0.19
-0.69
-0.02
-0.29
-0.10
-0.18
-0.68

○
△
○
○
◎
○
○
◎
△
○

평균
-0.20
0.83
0.00
0.12
-0.69
0.01
-0.40
-0.55
-0.07
-0.55

TSI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RCA 지수를 기준으로 한ㆍ중ㆍ일의 경쟁력을 평
가하였다(표 6-9 참고). 기타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의 RCA 지수
가 상호 20% 이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
된다. RCA 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건설,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
권 등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개인ㆍ문화ㆍ오락의 6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
커뮤니케이션, 보험, 기타사업서비스의 4개 부문에서, 그리고 한국은 운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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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기타사업서비스 3개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RCA 지수에 따른 한ㆍ중ㆍ일 서비스부문 경쟁력 평가
국가
구분
서비스 부문
운 송
여 행
커뮤니케이션
건 설
보 험
금 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한국

중국

일본

RCA

평가

RCA

평가

RCA

평가

1.91
0.70
1.03
0.12
0.09
0.26
0.02
0.39
1.15
0.22

◎
○
◎
△
△
○
△
○
◎
○

0.61
1.60
1.28
2.60
1.31
0.04
0.46
0.06
1.23
0.05

△
◎
◎
○
◎
△
○
△
◎
△

1.53
0.20
0.66
7.45
0.16
0.61
0.99
2.62
1.29
0.28

○
△
△
◎
○
◎
◎
◎
◎
◎

평균
1.35
0.83
0.99
3.39
0.52
0.30
0.49
1.02
1.22
0.18

[표 6-10]은 TSI와 RCA 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다. TSI 및 RCA 지수를
통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부문별 상대적 경쟁우위를 비교적 명백하게 판
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의 경우는 그
렇지 않아, 전술한 바와 같이 TSI보다는 RCA 지수를 우선하되 수출성장률도 동
시에 고려하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일본이 건설,32)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ㆍ문화ㆍ오락 등 5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냈고, 중국은 여행, 커뮤니
32) 건설서비스 부문의 경우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결과는 RCA 지수 측면에
서 우위를 보인 일본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통계 집계방법의 상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서비스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해외 자회사에 의해 수행된 직접투자(상업적 주재)에 포함
되어 수입 경제권 생산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해외 건설서비스는 건설서비스 항
목에서 제외되어 건설서비스 부문의 수출액이 저평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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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보험, 그리고 기타사업 등 4개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운송 및 기타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보였다. 서비스 부문별 상대우위를 묶어 서비스 전체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를 추출하고자 ‘◎’에는 3점, ‘○’에는 2점,
그리고 ‘△’에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23점, 중국은 20점
그리고 한국은 20점의 순으로 경쟁우위가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성격
상 직접적 비교에 문제가 있는 커뮤니케이션33)과 보험서비스34) 부문을 제외하면
일본은 20점, 중국 14점 그리고 한국은 17점으로 조정된다.
표 6-10. 한ㆍ중ㆍ일 서비스부문 경쟁력 평가
국가
구분
서비스 부문

한국

중국

일본

TSI

RCA

종합
평가

TSI

RCA

종합
평가

TSI

RCA

종합
평가

운

송

◎

◎

◎

△

△

△

○

○

○

여

행

○

○

○

◎

◎

◎

△

△

△

△

◎

○

◎

◎

◎

○

△

△

커뮤니케이션
건

설

◎

△

○

△

○

○

○

◎

◎

보

험

○

△

△

◎

◎

◎

◎

○

○

금

융

◎

○

○

△

△

△

○

◎

◎

컴퓨터 및 정보

△

△

△

◎

○

○

○

◎

◎

특허권 등 사용료

○

○

○

△

△

△

◎

◎

◎

기타사업서비스

○

◎

◎

◎

◎

◎

△

◎

○

개인ㆍ문화ㆍ오락

◎

○

○

◎

△

△

○

◎

◎

33)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우편 및 상업송달과 원격통신서비스(예: 전화, 텔렉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케이블 및 방송, 위성,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포함하며, 국제적 이용에 따른 요금정산은 대개 발
신국(선진국)이 수신국(개도국)과 수신요금을 정산방식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정산된 요금을 통
하여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
34) 예를 들면 특정연도 적하보험의 경우 수취한 보험료에서 분실 혹은 파손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뺀
금액이 보험서비스 요금이 되는데, 수취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 지급이 일어날 경우 ‘-’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보험료를 통하여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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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다면 IMF 국제수지(BOP) 통계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10개 서비
스 부문에 대한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대리변수(proxy)로 설정
하여 비교한 경우, 일본이 한국 및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
국이 중국보다 약간 앞선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의
BOP 통계는 각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상에 나타나는 변화를 말해주는 자료라는 사
실과, 서비스 부문은 아직 통계적 착오와 누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해석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6.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2005년 6∼7월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GATS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수정양허안은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부문별 자유화 수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개방을 유보하는 부문이 정치ㆍ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문
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총 12개 분야 155개
서비스업종 중 10개 분야 104개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개방규모는 67% 정
도로 평가된다. 중국은 2005년 10개 분야 98개 업종에 대해 양허하여 개방 수준이
6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은 72%이다. 개방을 유보한 부문, 즉 한ㆍ중ㆍ일
3국의 민감부문은 한국 7개 부문, 중국 6개 부문, 그리고 일본 4개 부문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민감한 서비스 부문은 특히 자연인의 이동, 사업서비스 중
의학ㆍ치의학, 수의학 서비스, 조산모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의 서비스, 커뮤니케이
션 중 시청각서비스 및 보건의료 부문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문화 및 의료 부문이
라고 볼 수 있다(표 6-11 참고). 한국이 유일하게 교육부문을 민감한 부문으로 보
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뉴스제공 서비스, 도서관ㆍ박물관 등 기타 문화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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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오락ㆍ문화 부문을 경계하고 있다.
표 6-1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국

가

부 문
전 부문
사업서비스

한국

커뮤니케이션

문

우편서비스, 시청각(영화ㆍ비디오 상영서비스와 라디오ㆍTV)서비스
전체 분야

교

육

초등ㆍ중등교육 및 기타

환

경

위생 설비

오락ㆍ문화

뉴스제공, 도서관ㆍ박물관 등 기타 문화서비스, 스포츠

사업서비스

수의학 서비스, 조산모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 연구개발 서비스, 임대
ㆍ리스서비스
우편서비스, 시청각서비스, 텔레커뮤니케이션서비스

보건의료

전체 분야

관

여행가이드

광

오락ㆍ문화
전 부문

일본

부

의학ㆍ치의학 서비스, 조산모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 에너지관련 유통,
건물청소서비스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중국

소
자연인의 이동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보건의료

스포츠 오락을 제외한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뉴스제공 서비스, 도서관
ㆍ박물관 등 기타 문화서비스 부문
자연인의 이동
의학ㆍ치의학, 수의학 서비스, 조산모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 자연과학,
협동분야 연구개발서비스, 농업, 사냥, 산림, 어업, 광업 및 제조업 관
련 서비스 부문, 에너지 관련 유통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라디오ㆍTV 부문
기타 건강관련서비스, 사회서비스

자료: WTO에 제출한 각국의 양허안에서 저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

한ㆍ중ㆍ일 3국이 최근 추진한 FTA 서비스 부문 주요 내용도 분석대상이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추진하는 FTA 서비스 부문의 특징은 서비스 양허방식에서 주
로 개방을 제외하는 분야를 명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방하도록 하는 비열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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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list)식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서비스 등이 발달된 싱가포르와의 서비스 부문 무역자유화를 통해 서비스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류(韓流)의 연장선상에서 오락 및 문화서
비스 부문의 싱가포르시장 개방확대를 도모하였다.
중국은 서비스 부문에서 선진국인 홍콩 및 마카오와 일련의 경제협력강화협정
(CEPA)을 통하여 WTO 가입약속에 따른 서비스시장 자유화 이전에 자국의 서비
스 부문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
체에 먼저 문호를 개방하여 서비스 각 부문에 걸쳐 홍콩 전문가들이 자국의 전문
가들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ㆍ필리핀 FTA 이슈에서 보듯 인력이동이 주요 쟁점 중 하나
였다.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 개호(介護, care)복지사에 대한 입국 허용 등
인력시장 개방으로 FTA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그
밖에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은 진출국내에 사업체 설립시의 지분제한, 외국 서비
스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ㆍ허가, 기타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국내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7.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의 방향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적 접근과 FTA를 매개로 하는 지
역주의적 접근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상이 다소 답보상태를 보이는 DDA 협상에 비하
여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간의 FTA는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지
역적 FTA는 포괄적 FTA로 모두 서비스 자유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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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자유화는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의 경우는 상품무역과는 반대로 지역협력을 통하여 무역전환을 일으키지 않고, 다
자협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국가
집단간에 국내규제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인정 및 조화의 형태로 실
질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자문화권, 유교와 불교로 이어지는 종교적 유
대 및 인습과 제도 측면에서 타 문화권에 비하여 비교적 유사성을 지닌 한ㆍ중ㆍ
일간의 지역협력은 범세계적인 접근보다 서비스 자유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은 외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ㆍ허가, 기타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국내규제와 관
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철폐와 자유화로 경쟁이 강화되면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부문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 재분배로 기업들
은 투입재 가격을 낮추고 급변하는 경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관련 부
문의 비교우위 강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나아가 GDP의 성장 및 성장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
비스를 하락된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후생이 증대될 것이다. 서비스 부문
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
각되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철폐와 자유화는 한ㆍ중ㆍ일 각국이 스스로 추진할 수
도 있겠지만 WTO의 서비스협상 혹은 한ㆍ중ㆍ일 FTA의 서비스 부문 개방으로
가속화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소 답보상태를 보이는 WTO의 서비스
협상을 고려할 때 한발 앞선 한ㆍ중ㆍ일 FTA와 이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는 의미 있는 조치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경쟁열위 상황이 지
속된다면 상품부문 경쟁우위 및 부가가치 증대는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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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중 가장 역동적인 부문으로, 상품 혹은 제조업 부문과 여타 서비스 부문의 투
입요소가 되는 금융, 컨설팅, 연구, 광고, 마케팅, 자료처리, 운송, 유통 및 커뮤니
케이션 등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의 동반 발전 없이는 상품부문의 비교우
위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서비스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조업 및 여
타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생산자서비스는 첨단산업은 물론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적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ㆍ중ㆍ일 3국에 매우 중요
한 서비스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서비스 보호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축소시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킨다. 서비스 부문 보호에 의한 특정 서비스 부문의
상승된 가격은 중간 투입요소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수출상품이나 수입품과 경
쟁해야 하는 관련상품 혹은 서비스에 조세로 작용한다.
한ㆍ중ㆍ일은 생산자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
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FTA 등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것이
다. 한ㆍ중ㆍ일 3국은 대체로 건강 관련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중 라디오 및 텔레
비전방송, 오락ㆍ문화서비스 등을 민감한 부문으로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이 민감
하다고 분류하는 서비스 부문은 상품부문 경쟁우위 유지 및 서비스 부문 경쟁열위
극복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부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부문은 제조업 혹은 국제
무역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한 부문이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
자유화에서 각국의 시장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FTA가
WTO의 GATS가 다루는 내용 혹은 범위보다는 진전된 ‘WTO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부문들은 물론 항공운송, 자연인의 이동, 상호자격인정, 연안
운송 등 부문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ㆍ중ㆍ일은
어느 부문보다도 생산자 및 인프라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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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ㆍ중ㆍ일은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완화 및 독점제거, 가격자
유화, 인력양성, 경쟁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로 기대되는 이익은
서비스 자유화로 나타나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및 효율 증대에서 찾는다. 환언하면,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은 해
외시장에 대한 수출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의 서비스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국내개혁과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금융, 통신, 운송, 교육, 의료건강 등의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서비스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이 발전된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통하여 자국의 서비스 부문 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홍콩의 서비스공급사에 WTO 가입
약속보다 먼저 시장을 개방하여 자국의 각 서비스 부문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있
다.35) 일본은 2004년에 콘텐츠, 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 비즈니스지원서비스, 여
행 및 운송, 환경 및 에너지서비스 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비즈니스지원서비스에는 마케팅, 정보관리, 정보기술, 외주, 법
률 및 회계서비스 등이 포함된다.36) 한국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e-비즈니스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지식기반서비스는 한국의 차
세대 성장엔진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나아가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37)
이제 한ㆍ중ㆍ일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유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5) 金周英ㆍ任林(2004); 江小涓ㆍ裴长徵ㆍ何德旭ㆍ高培勇(2004) 등 참고.
36) 日本 経済産業省(2004), ｢サビス産業の現状と課題｣.
37) 산은경제연구소(2005), 하태정(2006), 조용수(2004) 등은 한국의 경우 특히 법률, 의료 및 교육
등 전문서비스업 혹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선제적 규제완화, 개방화, 대형화, 기업화
등을 통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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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ㆍ중ㆍ일은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 비용과 가격을 낮추어 서비스 부문의 효율을 제고하는 동
시에 혁신시키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비용효
과적인 생산자서비스를 중간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여타 서비스 및 상품 부문의 경
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의 FTA 추진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자유
화와 관련되는 주요 활동, 조치의 상호작용과 논리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서비스의
효율화와 기대효과는 [그림 6-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6-3.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자유화를 통한 효율화와 기대효과
다자무역(서비스) 협상의 답보:
회원국 이해관계 대립
지역무역협정(RTAs) 확산: 한ㆍ중ㆍ일
FTA(서비스) 자유화

유사집단간 지역협력: 한자문화권,
유교/불교, 인습, 제도 등 협조적
국내규제체제 공유

한ㆍ중ㆍ일의 자발적
서비스 자유화
서비스시장 개방, 규제개혁,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

경쟁력이 취약한 한ㆍ중ㆍ일 서비스:
만성적 서비스무역 적자

양질의 저렴한 중간재서비스 공급

생산자ㆍ인프라ㆍ사회서비스의
효율화 및 발전

제조업 성장 및 부가가치 증대

경제서비스화 진전:
경기ㆍ고용변동성 완화,
혁신, 생산성 제고

서비스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서비스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과의 상승작용으로 나타나는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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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FTA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부문 비교
우위는 물론 상품의 경쟁우위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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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제조업 6개 산업의 민감품목 분석에서 밝혀진 것은,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은 일본의 강한 기술경쟁력과 중국의 강한 가격경쟁력 사이
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
업으로 기술차별화가 심한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에서 한국의 높은 대일 수입의
존도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은 각 산업의 발
전단계, 기술 및 경쟁력 수준, 수출입 상황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설정이
쉽지 않다. 또한 대중 전략과 대일 전략도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있으므
로, 이러한 대응방향은 결국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3국간 및 여타 세계시장
에서의 경쟁에서 한국 제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1960년대
산업화에 착수한 이래의 한ㆍ일 관계와 최근의 한ㆍ중 관계, 그리고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이 겪은 경험과 겪고 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해답의 대부분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일 관계에서 한국은 기술의 비교열위에 따라 자본재 및 소재ㆍ부품의 수입
을 일본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일본
과 경쟁하면서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왔다. 그 과정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
는 메모리반도체나 LCD 및 디지털 가전, 친환경적인 새로운 공법으로 경쟁력 강
화를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 지속적인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개선된 자
동차 및 부품,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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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기계산업 등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거나 추월하고 있는 산업의 사례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ㆍ일간 기술격차는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
한ㆍ중 관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수출과 직접투자를 통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이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이 주는 기회를 비교적 성공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중
국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와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고
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은 한ㆍ중ㆍ일 3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
국의 제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히 섬유산업의 의
류부문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노후설비 폐기, 해외이전,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진
행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조립공정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주로 관련부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백색가전을 비롯한 일부 전자제품과 철
강제품 등에서도 중국의 약진으로 한국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의 산업고도화 속도로 볼 때 이러한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과 한ㆍ중ㆍ일 관계의 진전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
진해온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부품ㆍ소재산업과 중소기
업 육성, 기술도입과 외국인투자 유치, 사양산업과 중복투자산업의 구조조정과 해
외이전, 새로운 상품ㆍ공정 및 디자인 개발,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한국 제조업이 상당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미래에 대상 산업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빠른 통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
책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된다면 3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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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통합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므로, 동 FTA를 정책 실천의 속도를 높이
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산업별로 좀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
펴보기로 한다.
나. 산업별 대책
1) 전자산업
전자산업은 수출입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기타 전
자부품과 함께 디지털TV, 휴대용전화기 등 광범위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반도
체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부품, 제조장비 같은 후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본 등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 및 투자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설계인력 양성과 동시에 국내 수요 대기
업과 부품ㆍ장비업체간 기술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LCD 디스플레이는 세계시
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므
로, 관련 중소기업간 협력,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일본 등 외국 선진기업과의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주요 핵심기술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기타 전자부품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위부품과 모듈부품 개발과 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재개발이 긴요하므로,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부품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디지털TV와 휴대용전화기는 대부분의
산업에서와 같이 일본과는 기술경쟁, 중국과는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계열화를 통한 제품간 부품공유, 원칩화ㆍ모
듈화, 공급망관리, 중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측에서는 기술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가 요구되며, 기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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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인, 금형,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 경쟁
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집적의 가속화를 위해 부품 및 소재 관
련 중소기업의 대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집약적인 일본기업의 투자
를 적극 유치하고, 전자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자동차산업
한ㆍ중ㆍ일 FTA 체결로 일본의 신기술ㆍ고품질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
으로부터는 범용기술부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이 낮은 중소부품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되, 정부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부품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부품의 모듈화 등 환경변화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완성차와 부품업체간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
원하기 위한 기금 등을 확충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체제를 구
축하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감품목의 경우 단계별 관세인
하와 원산지 규정을 적절히 사용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생산시스템 혁신과 새로운 부품 개발 등을 위한 지원도 요구된다.
기업 차원에서 보면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우리 자동차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중국 현지생산과 연계된 수입을 통해 기술적 격차에 의한 한ㆍ중 산업
협력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도 요구된다.
향후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경쟁우위 확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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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될 전망이어서 현재 한ㆍ중ㆍ일 3국은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둘째, 부품업체들이 일본의 의존도에서 벗어
나 기술적인 자립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기술 자
동차부품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한ㆍ중ㆍ일 자동차 및
부품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한ㆍ중
ㆍ일 업계공통의 부품품질인증제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역내 부품거래를 촉진하
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일반기계산업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대중 및 대일 민감
품목은 공통적으로 금형, 발전설비, 건설기계 등이며,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에 대
해서는 경쟁열위 또는 경합관계,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이들 민감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교역량 확대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는 대중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중국
의 수요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되며, 동
시에 대일 경쟁력 취약성을 극복하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용제품의 한계성과 중국의 추격 등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면서 민감품목에 대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시급하다. 국내 공작기계와 금형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설비 및 설계 능력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주력
수출품목이 일부 카테고리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곧 공작기계의 고급화 및 다양화
를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설비 확충 및 급여수준 향상, 전문 연구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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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 우대정책과 사회적 위상 제고 등을 통해 첨단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력집약시스템 구축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
금까지 국내 기술개발의 정책방향은 산발적으로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추진되었으
며, 단기성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설비관련 투자보
다는 매출액 중심의 판매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지원과 전략은 현재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집약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의 의욕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원
천기술기반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집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 중장기적 지
원정책과 설비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수준을 상회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형부문의 경우는 현재의 중국내 생산방식을 핵심부품과 범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현지생산체제 분업화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범용부문은 현지에
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부품은 국내에서 집중적으
로 관리ㆍ생산함으로써 자체 기술개발 보호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한ㆍ일 일반기계산업의 기술격차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
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
기술 고도화와 제조공정 혁신, 인재육성과 분업구조 고도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에
역점을 둔 전략 전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제조기술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이고 신뢰성 높은 생산 및 조달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② 제품
제조 공정과정에 혁신적인 고도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비용 삭감 및 납기 단축화
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③ 인재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무엇보다
도 일본의 숙련기술자를 유치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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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④ 일본의 핵심부품 중소기업과 국내 범용부품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양국 중소기업간 분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핵심부품의 공동기술개발 및 상호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방
안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섬유산업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섬유산업의 민감품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관세유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민감품목으로 선
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기능
성 섬유나 산업용 섬유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과정에서 잔존 비관세장벽 철폐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구조, 폐쇄적 상관행 등의 비관세 장벽
은 제도화된 장벽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보다는 관련업계 차원에서 3국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비관세장벽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제고와 문제해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업계는 비관세장벽 돌파를 위해 목표 수출시장의 유통전문업체들과의 전
략적 제휴, 전시ㆍ홍보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ㆍ중ㆍ일 FTA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섬유산
업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바, 최근 정부는 ‘2015년 첨단 섬유ㆍ의류산
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섬유 세계 4강, 의류 세계 7강’을 목표로 한 ｢2015 섬유ㆍ
의류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 추진과제 이행과
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가하여 동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섬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업계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분야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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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축소하고, 대신 한정된 경영자원을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산
업용 섬유처럼 미래 성장유망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업계는 FTA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여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업계의 이러한 구조조정과 극심한 대외환경 변화(특히 MFA 폐지)라는 이
중고를 감안하여 세제감면, 산업기술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섬유소재산업은 특히 R&D 강화와 기술경
쟁력 확보를 통해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시스템 구축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
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고기능성ㆍ고감성 염색가공기술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의류업계는 패션ㆍ디자인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패션의류 위주의 수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철강산업
중국 철강산업이 한국 철강산업에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조강생산 능
력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철강 공급과잉 문제다. 이미 선재, 철근 및 봉
강류와 열연강판 등 중ㆍ저급재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남아도는 철강제품 물량이
저가로 한국으로 역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많은
중소 철강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제품의 수입급증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제품의 고급화를 추구하여 중국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설비개선과 더불어 신제품 개발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내 철강업체는 이미 중국에
진출한 국내 철강 수요업계와의 공급관계를 확대하고, 앞으로 진출할 국내 수요업
계와 사전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값싼 중국산 범용성
철강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로업체, 선재업체 및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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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위주의 단압업체 등은 비효율 설비의 과감한 감축과 국내외 기업간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 철강산업은 일본의 앞선 기술력을 따라잡는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기술력의 도전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현실, 이른바 ‘넛크래커(Nutcracker)’ 현
상에 봉착해 있다. 특수강에 대한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보다 상당히 앞서 있고, 그
기술격차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특수강 및 고급재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의 다양
화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철강업계의 꾸준한 R&D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일본과의 기술협력 및 기술제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현재 일부 국내업체가 일본업체와의 기술제휴로 선진기술 도입에 힘쓰고 있지
만 일본과의 기술제휴 활동을 좀더 확대ㆍ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수동적으
로 일본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물론 일본이 쉽게 이전해주지도 않겠지
만), 새로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한ㆍ일간 공동 기술개발은 특정제품보다는 생산 공정(process)에 대해
이루어질 때 좀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 정부는 현재 1차원료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높
은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일본의 표준 인정, 유통장벽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과 중국
의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3국 FTA가 역내 철강공급과
잉, 철광석 등 원자재 공동구매, 그리고 환경오염 등에 대해 3국 철강산업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철강업계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6) 석유화학산업
중국은 지난 10년간 한국 석유화학업계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공급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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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물량을 중국시장에서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매우 예외적
인 상황이며,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곧 중국의 석유
화학제품 수입량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경쟁국
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7월 중ㆍASEAN FTA 발효로 한
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동국가들의
중국시장 진출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중국시장의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한ㆍ중ㆍ일 FTA의 결과로 얻게 될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효과만 향유하려는 것
은 매우 위험하다. 한ㆍ중ㆍ일 FTA는 중국시장의 통합으로 시장확대 효과를 가
져다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 확대의 한계에 대비한 더욱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국내기업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대규모 설
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대중 투자는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
따라서 대중 투자를 결정할 때는 중국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수급상황과 전망, 대규
모 계열화된 투자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
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일시적 불황 극
복을 위한 사업부문의 분리 및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에 불과했기 때문에 산업고
도화나 경쟁력 강화 효과는 낳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구조조정 방향은
우선 범용석유화학제품 분야에서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에는 대형 범
용수지 기업의 일부 또는 범용수지 부문을 분리한 기존 화학업체를 중심으로 전문
화학제품 분야로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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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R&D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 ASEAN, 중동 기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 R&D 투자를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사업영역 중 고부가가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의 다각화를 위해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향에서는 촉매기술 등 기초기술 개발, 고기능 그레이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자의 방향에서는 정보전자 소재분야, 생명공학이나 의약관련 화학제품 개
발에 R&D 투자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가 진행될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세양허안은 한ㆍ일 FTA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즉 일본의 대한 수출 확대를 우려하기보다는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허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수입허가, 수입물량제한, 사전승인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최근에 수입
억제를 위해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제소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경우 대일 역수출을 금지한
경우가 있는데, 한ㆍ일간에는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자재가 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2.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농업
이론적 고찰 및 NAFTA 10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결국 FTA는 두 가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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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역변화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반영하여 특화가 전
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
로 전자를 압도하게 된다.
무역패턴 변화에 따라 특화가 전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경쟁력 없는 취약품목은 수입수요 급증에 따라 생
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략으로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품목
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겠다. 한ㆍ중ㆍ
일 FTA 체결 이후에는 한ㆍ중ㆍ일 FTA로 타격을 받은 취약산업을 보상해주는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군(예를 들면 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ㆍ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
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시장접근 기회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의 특화전개 효과를 가정한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역
량증대 효과에 대비하는 정책적 구상일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로 회원국간 무역
이 증가하면서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중
국 및 일본시장에서의 한국산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FTA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ㆍ차
별화 전략을 거론할 수 있겠다. 국산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재
화로, 또한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ㆍ
고품질의 한국특유 농산물을 중국의 고급 농산물 수요시장 및 일본의 틈새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ㆍ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계약재배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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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ㆍ중ㆍ일 역내시장에 재수출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 7-1. 한ㆍ중ㆍ일 FTA 파급효과 및 이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한ㆍ중ㆍ일 FTA

무역량 증가
∙한국시장에서의 중국
산 수입수요 증가
∙중국ㆍ일본에서의 한
국산 수입수요 증가

대응전략
∙취약산업 보호 및 보상
∙식가공/원료ㆍ종자산업 경쟁
력 강화전략
∙중국진출 전략(가공ㆍ수출)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무역패턴 변화
∙민감품목
∙경쟁력 품목

농업구조조정 및
농업ㆍ농촌정책
∙농외소득 증대
∙혁신경영체 육성
∙구조조정 예시제

사실 특화전개 대응전략 및 무역량증가 대응전략이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패턴 변화 및 무역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한ㆍ중ㆍ일 FTA의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예상되는 한ㆍ중
ㆍ일 FTA의 두 가지 직접적 효과/결과에 대한 직접적 대응전략만으로 한ㆍ중ㆍ
일 FTA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완료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좀더 근본적
인 구조조정 및 농업ㆍ농촌 정책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흐름 속에서 한ㆍ중
ㆍ일 FTA 대응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농외소득 비중을 증가시키고 전 국민적 합의하에 농업구조조정을 수
행해 나가는 대응책 마련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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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과 같이 총 7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응전략은 역시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이라 할 수 있겠다. 한ㆍ중ㆍ
일 FTA 협상전략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화 또는 다자
간 협상 수준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 이
후에는 무역자유화로 타격을 받은 산업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ㆍ중 농업교역에서 검역절차에 의해 중국의 비교우위가 억제
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하는 것도 양국간 FTA로 한국 농업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전략은 농업품목 중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나 산업내무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협상안
에 반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 상위품목인
당류, 면류, 주류, 사탕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고, 유제품, 인삼
류 등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 수출 상위품목인
채소류(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와 축산물(돼지고기)에 대한 친환경ㆍ고품질 제
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응전략은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이다. 중국에 FDI 형태
로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다음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해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일본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이러한 형
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넷째 대응전략은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이다. 국내 소
비자의 국내 농산물 선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측면은 물론 원산지
표시제 및 성분검사 등 유통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리 농산물의 식품안전
에 대한 신뢰감 유지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화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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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지는 품목은 타 작목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 대응전략은 한ㆍ중ㆍ일 FTA의 직접적 결과를 넘어서는 농업구
조조정 및 농촌대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다.
다섯째 대응전략은 농외소득 증대방안이다. 농가소득의 절반이 농업소득이며,
다시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소득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
비중이 큰 특징을 갖는다. 쌀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10%, 농외소득 비중이
90%에 이른다.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주업농가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일본의
2001년 농업소득 통계를 보면 농업소득 비중이 농가소득의 17.9%로 상당히 낮다.
대부분의 농가소득은 높은 수준의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농가는 개방에 따른 충격이 작아 우리보다 개방 적응력이 높다. 즉 일본에서는 농
외소득이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농산물 개방의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FTA 농업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웅전략은 농민 및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혁신체 창출이다. 현재
농민은 한편으로 UR 이후 농업개방 경험에 근거하여 정부의 개방농정에 대한 강
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ㆍ농업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정
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민 및 정부는 정부지원정책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농산물의 수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
하고 있다. 정치권도 농민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선택적 피해보상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농민의 장기적 잠재력 발전을 저해하고, 도리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여건 변화와 영리적 현실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
민이며, 그 역할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농민의 책임감을 북돋고 혁신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농민단체도 대정부 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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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극대화하는 역할에서 농업 기업가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가공수출하는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 대응전략은 농업개방 예시제다. 과거 제조업의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방 스케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추어 기업은 경쟁력 향상에 주
력하여 개방체제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농업구조
조정의 방향 및 속도를 공표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창의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WTO DDA 협상 결과 및 고령농 자연은퇴 전망, 그리고 사
회보장성 예산확충 전망을 고려하여 품목별 개방시점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을 것이
다. 공표된 시점보다 더 빨리 개방하여 농가피해가 발생한다면 취약산업 피해보상
대책에 근거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산업
한ㆍ중ㆍ일 3국은 현재까지 자국 수산업의 민감성을 이유로 수산물 수입을 제
약하는 많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ㆍ중ㆍ일 FTA가 시행되어 무역장
벽이 제거될 경우 3국 수산부문은 생산 소비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받아 대내외적
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ㆍ중ㆍ일 FTA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급증
과 함께 일본에 대한 수출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수산업의 생
산능력 저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수출확대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수입급증에 따
른 국내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 속에서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한국의 수산부문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시장개방: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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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산업: 수산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지원체제 개편
③ 대외진출: 수산부문 국제경쟁력 제고와 FDI 진출
④ 대외협상: 한ㆍ중ㆍ일 FTA의 효율적인 협상 추진
1)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한ㆍ중ㆍ일 FTA는 수산부문 개방에 따른 국가간 무역이익의 심각한 불균형 문
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FTA 같은 포괄적 통상협상의 경우, 각국의 양허이익
이 개별부문에서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오히려 양측의 전반적인 무역이익의
극대화 및 전반적인 균형 추구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특정부문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이 지나치게 불균형일 경우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협상추진에 큰 부
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불균형을 적절히 해소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한 가지 방안은 각국이 자국의 일부 민감부문은 양허를 유보하거나 혹은 이행기
간을 장기화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조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즉 수산업 부문에서도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각국이
신중한 양허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많은 이익
을 얻는 국가가 여타부분에서 상대국에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한국은 수산물 관세양허시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산업의 장기발전방향과의 부합성이다. 특정한 국가 혹은 국가군과 FTA
를 체결하는 경우, 한국과 그 국가 사이의 산업무역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세양허의
범위와 관세철폐 이행속도를 차등화할 수 있다. 그러나 FTA 상대국과의 특수성에
앞서, 기본적으로 한국 수산업의 장기발전방향과 수산물 관세율 체계를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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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안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관세양허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를 완화하는 일이다. FTA에 따른 수산
물시장 개방과 수입증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FTA에 따라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수산부문에 대해서는 그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시장 개방협상
에서 한국은 점진적이고도 신중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수산업의 취약성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국
내 수산업은 어로시설 노후화와 어업경영의 영세화, 어민의 노령화 등으로 어가소
득의 상대적인 저하, 어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개
방에 따른 적응, 즉 산업구조조정이 어려워 농업과 같이 매우 민감한 부문이다. 한
편 우리 어촌 및 연안 도서지역은 정주공간으로서, 지역문화 전승지로서, 연안환경
보전지로서의 역할 등 중요한 비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과 연안
지역 공동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보전되어야 할 가치를 인정받
고 있다.
끝으로, 여타 대외통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수산부문 양허비율은
WTO에서 43%, 칠레와의 FTA에서 100%,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56% 등 상당
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전개될 대외통상협상을 효과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타 대외협상을 고려하면서 수산물 양허 수준과 양허유보 품목에서 일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외협상으로서 WTO DDA 협상의 전개와 관련지어 양허비율 수준 및 양
허유보 품목 선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허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감 수산품목으로는 일부 활어 및 선어, 그리고 조정관세 품목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품목의 경우 협상상대국의 특별한 반발이 없다면 양허에서 제외하
고, 이행기간도 최대한 장기화되도록 협상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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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과 어촌 정책
종전의 공급 중심 수산정책은 어획능력 확대와 산업종사자의 소득증대에 관심
을 집중함으로써 자원량과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
로 앞으로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입장을 함께 중시하는 수산정책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패러다
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산정책 기조하에서 어촌정책은 수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 정주공간으로서의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전반적인 복
지를 높이는 어촌대책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국민의 영양섭취와 건강, 그리고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산업 어촌정책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산자원 보호와 기르는 어업이다. 제반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
황에서 어획능력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
인 어업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양식
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을 집중육성하는 일이다. 모든 품목의 수산물을
국내생산으로 공급할 수는 없으므로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에 한정하여 국내생산기반을 확대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과감히 시
장개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
위내에서 적절한 수입관리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업과 어촌 다기능성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된다.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
활안정 문제도 어업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정주공간으로서의 어촌의 문화계승, 해
양환경 보전, 해양관광자원 확보 등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함으
로써 어촌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이다. 1차산업으로서의 어업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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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1차원료를 가공하여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으로
개발ㆍ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수산식품의 안전도 제고가 요구된다. 수산식품 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역
할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수산식품의 안전과 식품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발전과
검사기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3)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외진출
한ㆍ중ㆍ일 FTA는 우리의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시장개
방으로 우리 수산물의 진출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므로, 우리 수산업의 비교우위
부문을 찾아 적극적인 수출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
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 수산물의 향후 소비패턴 변화와 수입수요 전망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막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 증
대가 요구된다. 소득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증가 추세와 중국내 소득계층의 분화,
지역간 수산물 선호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양식과 가공분야에서의 대중국 직접투자 방안도 추진해야 할 과제다.
4) 수산부문 협상전략
우선,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구조가 필요하다. 한ㆍ중ㆍ일 FTA 협
상에서 중국은 수산부문의 전면적인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전 품목의 즉각적인
관세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일본과 함께 기본적으로 수산업
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키려 할 것이다. 즉 수산업
도 농업처럼 공산품과 구분하여 FTA에서 다룸으로써 수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부문으로, 그리고 농어촌의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특별취급을 받도록 협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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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해야 한다. 농업부문 시장개방 후에 국내산업 피해가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s: SSG) 제도를 수산부문에도 추구해볼
만하다.
우리 수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시장개방과 함께 수산
부문 기술협력에도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기술과 제도를 가진 일본으로부터
수산자원 관리, 어구ㆍ어법 기술, 어업생산관리 기술, 수산가공 기술, 위생검역제
도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이전을 요청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편익
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협상구조 속에서,
국내 수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양허품목비율을 조정하고 민감품목의 관
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 즉 민감성이 큰 부문의 개방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WTO DDA 및 여타 FTA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농수산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되, 기본적으로는 WTO 협
상과 여타 FTA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시장개방 혹은 무역보호의 논리와 수준
등이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구조적
취약성과 개방에 따른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논리가 장기적이고 일
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지역적 FTA는 포괄적 FTA로서, 대체로 서비스 자유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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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자유화는 시장의 개방,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을 의미한다. 상품무역과는
달리 서비스의 경우 지역협력을 통하여 무역전환을 일으키지 않고 다자협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유사한 국가집단간에 국내규제 측면에서 자연적
으로 발생하는 상호인정 및 조화의 형태로 실질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자문화권, 유교와 불교로 이어지는 종교적 유대 및 인습과 제도 측면에서 타 문화
권에 비하여 비교적 유사성을 지닌 한ㆍ중ㆍ일간 지역협력은 범세계적인 접근보다
서비스 자유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38)
서비스의 보호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축소시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특정 서비스 부문 보호로 상승된 서비스 가격은 중간 투입요소
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타국의 수출품 및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관련 상품 혹
은 서비스에 조세로 작용한다. 한ㆍ중ㆍ일 FTA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생산자서비
스를 발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OECD는 서비스가 가져오
는 신규 고용기회 창출, 혁신 및 생산성 촉진 및 서비스무역과 투자 증진에 주목하
여 회원국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일방적 혹은 다자적으로 취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39)
IMF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운송서비스, 건설, 금융 이외 부문에서 한국은
만성적인 서비스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비교열위 상황
이 지속된다면 상품부문의 경쟁우위 및 부가가치 증대는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서비스 부문 중 가장 역동적인 부문으로서 상품 혹은 제조업 부문과 여타 서비스
부문의 투입요소가 되는 금융, 컨설팅, 연구, 광고, 마케팅, 자료처리, 운송, 유통
및 커뮤니케이션 등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의 동반 발전 없이는 상품부문
38) OECD(2005a), “South South Services Trade: A scoping Paper,” TD/TC/WP(2005)20,
pp. 3∼4.
39) OECD(2005b), “Enhancing Services Sector Performance,” DSTI/ STP/ICCP(2005)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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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우위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 자유화로 기대되는 이익은 자유화로 나타나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에
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및 효율 증대에서 찾는다. 환언하
면,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이 아니
라 국내외 모든 기업의 서비스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국내개혁과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ㆍ중ㆍ일 3국은 서비스 부문 자유화를 통
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완화 및 독점제거, 가격자유화, 인력양성, 경쟁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은 금융, 통신, 운송, 교육, 의료건강 등의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서비스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이 발전된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통하여 자국의 서비스 부문 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홍콩의 서비스공급사에 WTO 가입
약속보다 먼저 시장을 개방하여 자국의 서비스 각 부문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4년에 콘텐츠, 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 비즈니스지원서비스, 여행 및
운송, 환경 및 에너지서비스 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비즈니스지원서비스에는 마케팅, 정보관리, 정보기술, 외주,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운송 등 일부 서비스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미온적
이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유화를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답보상태를
보이는 WTO의 서비스협상보다 한발 앞서 좀더 깊고 범위가 넓은 서비스 자유화
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한ㆍ중ㆍ일 3국 FTA에서의
서비스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을 과감하게
자유화시키고 경쟁을 도입하여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하는 동시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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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부문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상품부문의 경쟁력 강화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한ㆍ중ㆍ일 FTA 형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3국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이다. 2003년부터 한국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중국 발전연구중심 및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가 공동 진행해온 한ㆍ
중ㆍ일 FTA에 관한 연구는 2006년부터 산ㆍ학 연구로 추진될 예정이다. 2002년
부터 한국 전경련,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일본 경단련 사이에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바, 이 경제단체들의 인사가 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 한층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산ㆍ학 공동연구는 산ㆍ관ㆍ학 연구로 발전
함으로써 한ㆍ중ㆍ일 FTA 정부간 협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림 7-2.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한ㆍ중ㆍ일 FTA
정부간 협상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산ㆍ학 공동연구
한ㆍ중ㆍ일 공동연구

한ㆍ일 FTA

한ㆍ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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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과 일본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한ㆍ중
ㆍ일 FTA 논의의 단계적 심화과정이 원만히 수행되지 않을 때는, 이미 시작한 한
ㆍ일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추후 중국이 이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를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중국이 한
ㆍ중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는 한ㆍ일 FTA와
더불어 한ㆍ중 양자간 FTA가 추진된 후 한ㆍ중ㆍ일 FTA가 형성되는 시나리오가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제
한ㆍ중ㆍ일 FTA 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ㆍ일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FTA 실현은 결국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 장애요인 중 가장 주요한 걸림돌은 3국 모두에 민감한 산업 및 부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3국은 FTA 대상에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
려는 충동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ㆍ중ㆍ일 FTA가 다른 FTA나 세계적 무
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예외품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 민감품목의 제외보다는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점진적 관세인하 방식
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세의 단계적 철폐는 민감부문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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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국내 민감산업의 구조조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국은 조속히 구조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국은 이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처하
기 위해 재교육,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보상제도 및 지역개발 등 포괄적인 보완대
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해 민감산업 및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에 관한 일정을 마련하고 이를 예시하는 한편, 동 일정에
부합하는 포괄적 보완대책 실시계획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시제 도입은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간 협상 같은 한ㆍ중ㆍ일 FTA의 공식적인 추진이 가까운 기
간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3국 정부는 한ㆍ중ㆍ일 FTA 체결을 중ㆍ
장기 공동목표로 선정함으로써 업계에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취약산업과 연관된 제약요인 외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ㆍ중ㆍ일 FTA
형성에는 과거사 잔재와 공동체의식 결여 같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
과 일본간의 라이벌 의식은 또 다른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경제외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그 경제규모에 부
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제 상호간 중요한 교역대상국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 특히 수년내 중국이 일본의 제1교역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
다. 이 점에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포럼과 한ㆍ중ㆍ일 공동연구간의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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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여러 가지 경제외적 제약 때문에 한ㆍ중ㆍ일 FTA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틀
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유럽에서처럼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 기존의 갈등관계
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로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남북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뿐만 아니라
평화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위해 상기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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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무역자유화, 투자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Baldwin(1989, 1992)의 1부문 모형
을 2부문 모형으로 확대한 박순찬(2002)에 따라 다음의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1국의 경제는 재화 X와 Z 를 생산하는 2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재화
X 와 Z 는 Cobb-Douglas 함수에 의해 복합재화 Y 로 결합된다고 가정한다.
Y = ( X)

α

(Z)

X= A

K

β

Z= A

여기서 K ,

x

z

L

( 0 < α < 1)

1 -α

( L x)

1-β

(1)

( 0 < β < 1)

(2)
(3)

z

L i와

A i 는 각각 i ( ∈X, Z )산업의 자본, 노동과 효율성 계

수를 나타낸다. 식 (1)의 Y 는 국내총생산이며, 노동은 산업 X와 산업 Z 에 투입되
기 때문에 L = L x + L z 가 성립한다. Y 는 소비되거나 투자에 사용될 수 있
으며,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4)

P y Y = P y C+ P x I

P y 는 Y 의 가격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P y =1 을 가정하고, 자본은 산

업 1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 I )의 가격은 곧 P x 이다.
자본스톡은 투자를 통해 변하며, 투자는 일정 기간내 이루어진 자본스톡의 변화
와 감가상각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
I=

dK
+ δK
dt

(5)

여기서 δ 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내며, dK/dt 는 자본스톡의 변화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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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완성하기 위해 소득이 저축과 소비로 배분되는 경로를 확정해야 하는데, 우
선 여기서는 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에 따라 저축은 소득에 비례한다는 고정저축
률을 가정한다.
(6)

S = sY

S 는 총저축을 가리키며, s 는 저축률을 나타낸다.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스

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며, 경제가 정상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면 자
본스톡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의 자본스톡과 국내총생
산은 다음과 같다.
K *=

*

Y =

A= A

P

*
x

1-α

(

sA φ
P *x (n + δ)

(

s φ
*
P x (n + δ)

1-α

, φ=

α
1-α
xA z

)
)

1/ ( 1 - αβ)

L

(7)

x

αβ/( 1 - αβ)

φ

1-α

A

1/ ( 1 - αβ)

L

x

(8)

1-α
α( 1 - β)

는 정상상태에서 투자의 가격이고, n 은 인구증가율이다.

저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저축률의 정의인 s = P x (I/Y) 를 식 (7)에 대
입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와 자본스톡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K=

I
n+δ

(9)

식 (9)를 미분하면 n 과 δ 은 일정하기 때문에 자본과 투자의 % 변화율은 일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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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dI
=
K
I

(10)

식 (10)이 동태적 일반균형연산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방정식이고, 이를 정
태적 CGE 모형에 추가로 삽입하고 식 (10)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변수를 통제하면
FTA의 자본축적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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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한ㆍ중ㆍ일, NAFTA 및 EU의 역내무역 비중과 집중도

연도

NAFTA

한ㆍ중ㆍ일

EU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1990

12.3

1.09

37.2

2.09

64.5

1.47

1991

13.9

1.18

38.9

2.16

64.7

1.50

1992

14.1

1.20

39.7

2.19

65.2

1.55

1993

16.1

1.25

41

2.08

60.5

1.60

1994

17.5

1.35

42.4

2.17

60.9

1.61

1995

18.6

1.43

42

2.28

61.6

1.59

1996

19.0

1.52

43.5

2.30

60.8

1.61

1997

18.6

1.50

44.5

2.20

59.6

1.62

1998

17.4

1.56

45.7

2.16

60.5

1.56

1999

19.2

1.63

46.8

2.15

61.8

1.62

2000

20.3

1.58

46.9

2.10

59.8

1.70

2001

21.8

1.81

46.6

2.12

59.4

1.64

2002

22.4

1.73

46.1

2.20

59.9

1.64

2003

23.7

1.74

44.9

2.35

60.4

1.62

2004

23.9

1.65

43.6

2.41

59.8

1.64

자료: IMF(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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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Economic Effects of a China-Japan-Korea FTA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Chang Jae Lee et al.
This volume summarizes the result of a series of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n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JK FTA) for
the Korean Economy,”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2005.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 CJK FTA for the Korean economy has been
ongoing since 2003.
The 2005 research continued the work done in the previous two years and
focused o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a CJK FTA on the Korean economy, including the manufacturing, agriculture, fishery, and service sectors. The
research then attempts to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 preparation for a CJK FTA. In addition, the rationale for a CJK
FTA and future tasks needed to form a CJK FTA were also discussed.
With regards to the rationale for a CJK FTA, apart from the economic benefits coming from an FTA between increasingly dependant economies and response to the worldwide rise of economic regionalism, this study highlights a
set of reasons for a CJK FTA by reversing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In

fact, starting from commonly invoked obstacles to a CJK FTA, this study argues that a CJK FTA could reduce political tensions in the region, liberalize
worldwide trade and overcome domestic interest groups for a more competitive
economy.
According to ou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simulation results,
the Korean economy will benefit the most from a CJK FTA in terms of GDP
growth and welfare. For instanc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 CJK FTA
in terms of GDP growth will be 5.14 percent for Korea, 1.54 percent for
China and 1.2 1percent for Japan. Furthermore, the simulation shows that the
macro-economic benefits from a CJK FTA for the Korean economy will be
greater than the sum of a Korea-Japan FTA and a Korea-China FTA.
In this volume, the economic effects of a CJK FTA o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automobiles, general machinery, textiles,
steel and petrochemicals, as well as agriculture, are analyzed, and sensitive
products are identified. Furthermore, concrete tasks for each sector to prepare
for a CJK FTA are also proposed. Additionally, implications of a CJK FTA
for the Korean fishery and service sectors as a whole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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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The Economic Effects of a China-Japan-Korea FTA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Chang Jae Lee et al.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2005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인 본 서에서는 제조업, 농업 및 서비스 관련 보고서
의 요약 외에도 한국의 취약산업인 어업에 대한 한·중·일 FTA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
루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앞서 경제적 편익 증대, 지역주의에
의 대처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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