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kiep요약집국문_출력 2006.4.2510:21AM 페이지1

2

0
0

5

연
구
보
고
서
요
약
집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차례
Policy Analyses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9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11

05-03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Ⅰ) 12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13

정책연구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17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23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25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28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31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36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42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48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53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58

05-11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63

05-12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66

05-13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67

05-14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70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73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77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90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93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68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96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99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103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106

세미나자료 모음집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113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114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115

정책토론회시리즈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121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124

정책자료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131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133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135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138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140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142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145

05-08 2006년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149
05-09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 의제 156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157

Discussion Papers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163

Working Papers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167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168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169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171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173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175

OECD연구시리즈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179

APEC Study Series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185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 187

동북아연구시리즈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191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192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193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194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195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의 새로운 구상 196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197

05-08 The Impact of FDI from South Korea to China on Bilateral Trade 198

지역리포트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201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204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효과 207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한․독 경제관계 209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210

지역연구회시리즈
05-01

한․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215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220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225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227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229

단행본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233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234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235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239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hoong yong AHN, Inkyo CH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2005. 2)

ISBN 89-322-1220-1/A5/396면
12,000원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
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규
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
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6년 동안 양국간 FTA에 대해 연구, 협의 및 협상을 진행
해오면서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FTA에
대한 한국의 일반 국민 및 업계의 지지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협
상이 진전될수록 한․일 FTA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
로 전망된다. 여기에 과거 역사문제, 일본 지도층의 우경화적인 언행 등 정치사회
적 요인이 잔존해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 1월 발표된 한․일 국교정상화 문건
공개 이후 대일본 불평등협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한․일 FTA협상 타
결에 부담을 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양국의 입장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한․일 FTA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동 FTA에 대한 정치경제
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 무역규범, 서비스, 경제협력 등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학자들은 양국의 FTA 정책 전문가들이다. 본 보고서에서
보듯이 양국의 학자들은 FTA 내용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수 분야에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는 양국의 입
9

장이 학자들보다 더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간 FTA 논의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최근 양국간 FTA협상이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FTA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향후 타결될 FTA의 모습을 전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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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Junkyu Lee and Hongshik Lee (2005. 12)

ISBN 89-322-1244-9/A5/180면
7,000원

최근 들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영화시장 개방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농업부문에서 향후 10년간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고령농의 자연은퇴 진전과 선진국형 사회보장지출에 의한 농가소득
지원 가능성 증대가 전망되면서, 한․미 FTA의 실현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
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미 FTA의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가이며,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높
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국내산업이 미국시장으로 용이하게 접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산업의 내수 시장은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및 시청각부문 등은 여타 서
비스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의 폭이 낮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과 미국
과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간의 FTA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그 영향력은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적 의미와 그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서 한․미 FTA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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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I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2005. 12)

ISBN 89-322-1245-7/A5/122면
7,000원

세계 각국은 FTA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이
서서히 통합되어 가고 있고,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추격이 가해지고 있
는 현 시점에, 중국과의 FTA를 대비한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
서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협동연구 1차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 시 발
생할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대중 FTA를 대비하여 한
국경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GTAP모형을 이용한 CGE분석과 중력모형에 기반한 외국인직접투자(FDI)분
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FTA체결은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 FTA체결은 한국의 GDP는 2.4~3.1%정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출
과 수입은 각각 4.7~4.8%, 5.1~5.2%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으로부터의
FDI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과제에 기초하여 2006년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산업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중교역에서의 민감한 산업을 선택하여,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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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Chang Jae Lee et al. (2005. 12)

ISBN 89-322-1246-5/A5/124면
7,000원

본 연구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
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
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중․일 FTA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지난 10여
년간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이 급증한 결과 3국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동북아는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지역차원의 지역
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고 또한 동아시아 FTA 형성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기 위해서도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사고를 전환할 경우, 흔히 지적되어 오던 한․중․
일 FTA의 장애요인은 오히려 이러한 장애물로부터 한․중․일 FTA의 추가적
인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치적 긴장관계의 해소와 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해 한․중․일 FTA가 추진되어야 하며, 한․중․일 FTA는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서도 필요하다.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으로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다시 서비스 무역장
벽의 50%를 감축하는 시나리오와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있는바, GDP 성장 및 후생 면에서는 자본축적 모형에 서비스를 50% 개방
한 시나리오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동 시나리오의 경우, 한
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한․중․일 FTA로 인한 GDP 성장률은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각각
5.14%, 1.54% 및 1.21%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한․중․일 FTA의 한국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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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한․중 FTA와 한․일 FTA의 파급효과를 합친 것
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제조업, 농
업, 수산업 순으로 나열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및 석유화학 등 6개 산업에
대해 한․중․일 FTA 체결시 받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민감품목의 선정은 HS 코드 4단위 기준(석유화학은 HS 6단위
기준)으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 수출증가율, 대일․대중 무역특화지수, 현
시비교우위지수(RCA) 및 최종 품목군의 추가조정 등 5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민간품목은 대부분 중저위 기술 품목들이며, 대일본 민감
품목은 고기술을 요하는 부품소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일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역시 쌀이 가장
민감하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가 고민감품목으로 예상되며,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옥수수
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한․중․일 FTA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급
증과 일본에 대한 수출 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최근 한국 수산업의 생산능력
저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수입급증에 따른 국
내수산업의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
한․중․일 3국은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관련 규제완화 및
독점의 제거, 가격의 자유화, 인력양성, 경쟁의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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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
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
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PMs환경라벨과 제품무관
련PPMs환경라벨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영주체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민간주도의 자발
적 환경라벨로 구분하였다.
환경라벨에 관한 논의는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
구(ISO)는 국제 환경경영규격인 ISO14000시리즈를 제정하였다. ISO14020 시리즈
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에 기초한 자발적 에코라벨링, 환
경성 자기주장과 환경성적표지제도 등을 포함한다. WTO에서의 논의는 주로 산
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에서 추진되
고 있으며,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PPMs을 다루는 환경라벨에 기술규정
및 표준, 동 적합성 판단에 수반되는 절차 및 정보 등에 관한 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협정의 제반규정을 적용할지와 자발적 환
경라벨에도 투명성 증진이 목적인 TBT협정의 통고규정을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
이다.
EU는 제품무관련PPMs가 WTO 규범의 적용을 받는지 불분명하므로 이 관계
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제품무관련PPMs는 이미
TBT협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해석하여 환경라벨도 TBT협정의 적용대상이라
고 보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이와 같은 선진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역
외환경의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PPMs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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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상이한 환경 및 사회여건을 고려한 개도국의 능력개발지원과 투명성 보장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제품무관련PPMs에 근거한 환경
라벨은 TBT협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설
립조약인 로마조약 체결 이후 공동환경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스
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1972)의 영향을 받아 1972년 파리정상회담에서 “경제성
장만이 그 목적 자체는 아니다”고 선언하였으며, 9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EU 차원의 공동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환경행동
계획(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1973년에 각료이사회 결정을 통
해 채택하였다. EU 환경정책의 목표는 EU조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약 제2
조는 EU 설립목적의 하나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및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에 EU 설립조약 제249조는 공동체 입법의
형식으로서 규칙, 지침, 결정, 권고와 의견을 규정하고 있다.
EU의 환경정책 관련 기구로는 이사회, 위원회, 유럽의회, 사법재판소, 경제사
회위원회, 유럽환경청 등이 있다. EU는 환경정책 및 규범의 일반원칙으로 사전예
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보조성원칙 및 통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은 EU에서 채택된 환경조치보다 엄격한 국내조치만을 취할 수 있으며 동 조치는
EU조약 제176조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EU는 환경라벨
이외에 환경세, 환경감사제, CE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의 다양한 환
경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라벨에 대해 살펴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사한 형식과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EU의 환경라벨
명칭은 에코라벨(Eco-label)로서 1992년에 도입되었고 2004년 12월 현재 21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해서 기준제정이 추진 중이
다. EU의 에코라벨은 전과정평가(LCA)에 따라 인증을 하며 EU는 에코라벨 인
증 공산품의 종류를 확대하여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에코라벨 인증
작업을 개시하였다.
독일은 최초로 환경라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국가로서 1977년 블루엔젤
(Blue Angel)이라는 환경라벨을 시작으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제
품개선을 통해 감소 혹은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대상품목을 선정하였다.
2003년 현재 88개 품목에 3,788개 인증제품이 있으며 대상품목 선정은 개인, 업체
혹은 단체가 새로운 제안을 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제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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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하며 대상품목별 마크 부여기준이 결정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3년간 유효
하다.
노르딕국가의 노르딕스완(Nordic Swan)은 1989년 노르딕 각료회의에서 발의
되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에 적용되고 있는 자발적인 환
경라벨제도이다. 노르딕스완 마크 적용 대상품목은 145개이며 2,800개 인증제품
이 있다. 노르딕스완은 개별 국가가 아니라 복수 국가간의 최초 공동환경라벨이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노르딕스완의 운영은 노르딕협의체와 국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환경라벨은 모두 전과정평가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업체 중 에코라벨, 블루엔젤, 혹은 노르딕스완 인증을 받은
기업은 3개(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LG전자)에 불과하다. 이는 서유럽국가의 평
균인증업체 19.3개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는 1997년에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라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수준, 친환경상품에
대한 욕구와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소매상이나 공공기관의 친환경구매제도와 연
계될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 독일과 노르딕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라벨제도가 제정된 후 환경라벨 인증제품에 대한 수요는 점증
하였으며 개인소비자보다 기관 및 공공조달부문의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환경라벨 인증상품의 시장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라
벨은 향후 상품의 마케팅전략으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환경라벨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보면 EU, 독일,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인증
기업 중 약 30% 정도는 외국기업이거나 다국적기업이다. 외국기업 중 다수가 개
발도상국 기업으로 이들이 다량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아직까지 환경라벨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불확실하며 독일 블루엔젤의
경우 독일 국내상품은 환경라벨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
만 독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이와 더불어 환경라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설문결과 독일 국민의 30%, 노
르딕국가 국민의 75% 이상이 환경라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30% 이상의
응답자들이 환경라벨인증제품에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들이 환경라벨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
도를 가지고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가 언론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환경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19

보고 있다. 또한 환경라벨의 제정으로 스웨덴 펄프와 제지공장에서 배출되는 유
황의 양이 11% 감소하였으며 화학적 산소소비량(COD)은 21% 감소하는 등 환
경유해물질의 배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배경으로 EU 및 동 회원국인 독일 그리고 노르딕 5개국에
환경라벨 인증대상상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환경라벨을 인지하고 있
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연구를 추진하였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토대
로 환경라벨이 무역장벽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수출업체의 환경라벨
적응 현황조사대상 일반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한국무역
협회의 회원사 중 연구대상지역에 환경라벨 인증대상상품을 2만 달러 이상을 수
출하는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업체는 총 206
개 업체로 압축되었으며,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8∼30일 기간 중에
설문서를 팩스로 발송, 회수하고 수출부문 담당 관리자와 전화통화로 내용을 보
완하였다. 총 206개 업체 중에서 105개 업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
율은 50.1%였다.
한국의 제3위 수출지역으로 비교적 강력한 환경라벨을 도입, 운용하고 있는
EU지역 및 노르딕국가에 환경라벨 인증대상상품을 연간 2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업체의 일반적인 모습은 131명 정도의 종업원을 갖고 있으며 자사 총수출액의 약
32%를 연구대상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13만 3천 달러 정도로 추
정된다. 이들의 약 42%가 환경라벨의 존재를 모르고 있고 약 93%는 환경라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라벨을 인지하고 있는 업
체로 구매선(바이어)을 매체로 하여 환경라벨의 존재를 인지한 업체들을 대상으
로 환경라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전체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결과는 현재 한국의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상품 수출업체는
환경라벨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결론은 EU 및 북구유럽국가들이 일찍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환경라벨제도
의 영향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 환
경라벨 부착상품의 구매로 연결되어 환경라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국내의
일반적인 통념 혹은 기존 연구결과와 배치된다.
아직 환경라벨제도와 최종소비자간의 관계, 즉 환경라벨과 상품선택의 연계성
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2005년 초 현재 한국의 유럽지역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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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인증상품을 수출업체는 환경라벨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응답업
체의 60%에도 이르지 못하는 환경라벨의 인지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
가 수출업체의 소재지, 종업원 규모 및 절대수출액 등 어느 요소와도 관계없이 절
대다수의 업체가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환
경라벨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다.
그러나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의 모든 단
계 및 과정에 걸쳐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효력을 발휘하게 된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파급
효과, 2007년 도입 예정인 품목별 리사이클 비율 책정 및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폐가전 의무적 수거 등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원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정책 측면의 경영환경
변화에 국내의 대기업들은 내부의 조직 혹은 전문가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대기업들의 중소협력업체 또한 관련 대
기업의 지도에 따라 상향조정되는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부문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중소수출업체이다. 이 업체들이 환경라
벨 없이 EU 및 북구국가들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아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다리 두드리는 자세로 정말 아직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
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품목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은 환경라벨 부착상품을 실질적으로 상당량
구매하고 있으나 국내업체가 이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즉 현지 수입업체가 국내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환경라벨 인증의 취득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공급선을 조용히 바꾸는 경우 한국의 중소수출업체는 영문을 모른 채 시장을 잃
고 있거나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환경인증을 취득한 현지 내수업체들이 공동 마케팅전략차원에서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환경라벨 인증상품 판매촉진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
동이 EU 혹은 각국 정부가 현재 추구하는 강도 높은 환경규제와 맞물려 사회적
호응을 받게 되면 환경라벨부착효과는 단기간내에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의 국내업체는 대응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어
느 조직보다도 유럽지역 수출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한국무역협회 등의 주도로 환
경라벨 대책반을 구성하여 환경라벨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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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 대책반은 지역별로 유럽지역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직
접 대화를 나누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환경라벨 인증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등 상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라벨을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주)은성
의 인증취득은 참고할 만한 사례일 것이다. (주)은성은 수출시장인 독일의 환경
라벨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국내 시험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하여 제품의
유해물질시험처리를 거친 후 환경라벨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총인증비용의 50%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았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MRA) 없이 상호인정을 이룬 전례를 만들었으며 민관이 중소 무역업체의 환경
라벨 인증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좋은 사례로 사료된다.
유럽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주요 환경라벨에 대한 제도 분석과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환경라벨들이 한국의 동 지역에 대한 수출업체에 무역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 현지에서 실제
로 환경라벨과 관련하여 어떤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산 및 시간 등의 제약 때문에 유럽지역
현지 관련 부분은 2차적인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환경라벨인증 대상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현지 국내업체, 한국의 관련 상품
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공급하는 수입업체 및 중간상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업
체의 지점 등의 환경라벨에 대한 인식 및 대응에 대한 후속 실증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에서 환경라벨인증 지원을 받은 수출업체들에 대한 사례연구도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황 이해 및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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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
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
향을 받는 농업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반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부문이 GDP의 약 55%를 담당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
히 1990년대 후반 이후 △5% 이내의 물가상승률 유지 △2000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구조 정착 △GDP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재정적자 △외환보유고 1
천 억 달러 초과 등 경제적 토대가 건실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도경제의
성장이 경기순환 사이클에 의한 일시적 성장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독립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했던 폐쇄적 자립경제정책을
버리고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인도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
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인도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
인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인도가 제조업부문에서의 극심한 국제경쟁을 회
피하면서 서비스업과 IT 관련 산업을 성장의 축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도국 성
장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이전 자급자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하에 전체 산업을 과도
하게 보호했던 인도의 수출입정책은 1991년 이후 무역자유화와 경제적 규제완화
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즉 인도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의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목표가 수출입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정부가 제시한 수출입 정책의 목표는 세계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원자재와 자본재 등의 선점 또는 안정적 공급원 확보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추
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발전, 국제수준의 상품 품질 확보와 충분한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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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경제정책의 기저에 위치한 국내산업 보호, 시장의 역
할에 대한 정부의 불신과 과도한 개입 등이 원활한 개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는 한국의 11번째 수출상대국이자 26번째 수입상대국이며 2004년 중 양국
의 교역액은 5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경합도지수와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수출산업과 수출상품의 비교
우위를 분석한 결과 양국의 핵심 수출산업과 주요 교역 상품군이 보완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인도는 농수산업 제품, 섬유제품과 화공제품 등 일부 공산품
에, 그리고 한국은 공산품 위주의 제조업 제품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인도의 다섯 번째 해외직접투자국으로 1991년 이후 누적투자신고
건수 132건에 투자신고금액 10.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와 부품,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이 있고 서비스업 분
야에서는 정보기술, 통신, 건설ㆍ인프라와 자원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인도의 대
한국 투자 또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3월에는 인도의 타타그룹이
대우상용차를 인수했고 IT 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진출이 추진되고 있다.
2000년 교역을 기준으로 한 CGE 모형의 분석결과 관세철폐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약 28억 달러,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약 5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CGE 모형 분석결과와 Gravity 모형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최소 약 24%에서 약 172%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주변국 진출을 위한 거점역할을
고려할 때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 정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 JSG) 결성에 합의했으며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는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인력이동을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문제 또한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
라서 한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 경우 방콕협정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확대 적용, 그리고 FTA
plus 수준의 CEPA 체결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특혜무역협정
(PTA)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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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감축, 기술발전, 삶의 질(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과 함께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면의 요인이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
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에 불
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무엇보다 각국의 표준화
가 자국의 국내적인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 면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
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
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관
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GATT 및 WTO의 다자무역체
제에서도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을 통하여 국가안보, 사람
의 안전과 건강,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은 물론 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규제의 도입 또한 인정하고 있다. 즉
기술규제는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인정하는 일종의 기술주권이며, 따라서 그것
이 무역장벽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과학적인 원리와 증거
에 따른 조치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기술규제의 성격상 일관된 통계
의 작성과 파악이 어려우며, 따라서 WTO TBT 협정상 새로운 기술규제의 통보
의무에 따른 회원국들의 통보문은 주요국의 기술규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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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이다. 본 보고서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술규정
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WTO에 제출한 통보문과 TBT 위원회에서의 논의
동향 및 기술규제 관련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의 동향을 살펴보
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부 선진국이나 첨단기술의 제품에 한정되
지 않고, 교역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그리고 동남아, 중남
미, 동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상품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정한 품목에 집중되거나
한정되지 않고,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자동차, 타이어, 건설
자재,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 매우 다양하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과도한 기술요건,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까다로운 상품표시부착(labelling) 요건 등의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불투명한 인증절차,
검사의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소요 및 비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
규제와 관련된 무역장벽은 기술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국경에서뿐 아니라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수명주기
(life cycle)에 설정될 수 있고, 대부분의 교역대상국 및 다양한 품목에 널리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적 인식과 대응체계
는 미흡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 부처에
서도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무의 성
격상 각 분야별 기술적인 측면의 전문성, 대내적인 이해(업무)의 조정, 대외적인
협상력 및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요구되는 것에 비해 정부부처의 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관계도 취약하다. 민간협회와 단체
등에 의한 임의표준을 포함한 주요 교역대상국가 및 품목별 시장접근, 유통, 사용,
폐기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의 세부사항들은 해당 품목 기업들의 대외교역 등 실
제 영업활동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흔히 있으며, 기술규제와 관련된 문
제의 해결은 관련 정부부처가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부와 민간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설정 및 발전이 중요
하다. 무역상 기술장벽의 기술발전에 따른 동태적 진화, 확산 및 심화추세에 대응
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적인 이해와 인식의 제고,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특히 업종별 협회 및 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 조정기능 제
고, 대외협상 및 대응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기술규제는 현재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향후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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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국의 기술규제는 1차적으로 우리 상품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 아직 검토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규제에 관한 정보를 얻
고, 우리의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 양 측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 및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은 WTO 차원에서 다자간 규범과 원칙에 기반
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양자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자규범의 포괄적인 원칙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양자간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
다. 한편 WTO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시행을 앞두고 TBT 협
정상 의무에 따른 통보문 및 관련 현안에 대한 것으로 다자간 논의의 마지막 관
문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자유(지역)무역협정과 연계하여 상호인정협정(MRA)
을 추진하며, 단중기적으로는 다자간 및 지역간 적합성의 공급자자기선언(SDoC)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요건들을 국제표준에 조화
시키고, 새로운 기술규제 및 표준의 도입 또는 개정 등에서 투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람의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 공공의 정당한 목적
의 달성과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지 않음”의 양자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표준 설정과정에 참여하여 우
리의 이해를 반영하고, 정보통신분야 등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스스
로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표이
며 무역상 기술장벽을 극복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
리 경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개발도상국들의 다자무역규범 이행을 위한 능력배
양 지원 및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자문 등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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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지난 10여 년
간 한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이 급증한 결과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는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지역 차원의 지역무역
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 FTA 형성에 한ㆍ중ㆍ일 3
국이 기여하기 위해서도 먼저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사고를 전환할 경우, 흔히 지적되어오던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오히려 한ㆍ중ㆍ일 FTA의 추가적인 필
요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치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
하기 위해 한ㆍ중ㆍ일 FTA가 추진되어야 하며, 한ㆍ중ㆍ일 FTA는 세계적 무
역자유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도 필요하다.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
고 있다. 즉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으로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다시 서비스
무역장벽의 50%를 감축하는 시나리오와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는 시나리오
를 설정한 결과, GDP 성장 및 후생면에서는 자본축적모형에 서비스를 50% 개방
한 시나리오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나리오의 경
우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GDP 성장률은 한국, 중국 및 일본에
서 각각 5.14%, 1.54% 및 1.21%로 예상되며 한ㆍ중ㆍ일 FTA의 한국경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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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의 파급효과를 합친 것보
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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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을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민감품목 및 해당산업
전반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감품목 선정은 HS 코드 4단위 기준(석
유화학은 HS 6단위 기준)으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 수출증가율, 대일ㆍ대
중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및 최종품목군 추가조정 등 5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민감품목은 대부분 중저위 기술 품목들
이며, 대일본 민감품목은 주로 고기술을 요하는 부품소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ㆍ중ㆍ일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확대를 우려
하기보다는 한국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출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
하여 하부단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관세철폐를 점진적으로 해나
가는 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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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화,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과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시장선
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통한 소재 및 부품의 기술수준 제고, 지속적
이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글로벌 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전략이
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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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으로는 비교우위 및 경쟁력을 반영하는 특화가 전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
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중요할 것으
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곱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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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목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전하며, 둘째 한국이 경쟁력이 있거나 경쟁력을 지
닐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셋째 FDI를 통한 중
국진출 및 협력관계를 추정하며, 넷째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농외소득 증대, 여섯째 혁신경영체 육성, 일곱째 구조조정 예
시제 같은 농업구조조정 및 농업ㆍ농촌정책도 제시된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한ㆍ중ㆍ일 FTA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급
증과 일본에 대한 수출 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최근 한국 수산업의 생산능력
저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수출확대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① 수산물 양허 범위와 속도를 조절
하고 ② 수산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지원 체계를 개편하며 ③ 수산부문의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고, 대중국 직접투자를 모색하는 한편 ④ 효율적인 한ㆍ중ㆍ일
FTA 협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3국은 서비스 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규제완화 및 독점 제거,
가격 자유화, 인력양성, 경쟁 촉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운송 등 일부 서비스에서
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업계 혹은 이익단체의
저항을 조속히 극복하고 서비스 부문을 과감하게 자유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서비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하는
동시에 서비스 부문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상품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때,
한국은 한ㆍ중ㆍ일 FTA에서 서비스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답
보상태를 보이는 WTO의 서비스협상보다 한발 앞서 더욱 깊고 범위가 넓은 서비
스 자유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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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
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
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
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은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중화
학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자본재, 소재 및 부품의
공급과 함께 직접투자가 늘어남으로써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04년간 한국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역내교역은 역외교역보다 2배 빠르
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역내교역이 역외교역보다 5배나 빠르게 증가하였다. 제
조업 6개 산업의 역내교역 구성비를 수출 기준으로 보면 전자산업은 역내 총수출
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자동차는 3%로 가장 비중이 낮은 산
업이며, 여타 산업은 그 비중이 8∼10%로서 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제조업 6개 산업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3국
FTA의 산업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등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부분은 제외하고, 3
국 FTA 체결시 관세양허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민감품목의 선정 및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한 선정은 대중ㆍ대일 경쟁력
과 함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HS 코드 4단위 또는 6단
위를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시장내 무역특화지수, 수출증가율, 대중ㆍ대일 무역특
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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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자산업은 과감한 투자전략과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 평판디
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휴대용 전화기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생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첨단전
자의 핵심부품과 장비는 대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소수품목에 집중되는 등 전자산업의 부문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대일 민감품목은 반도체 개별소자, 전자부품 중 전기회로기기, 램프, 전기
저항기, 공업용 오븐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중 민감품목은 변압기류, 전자석, 전동
기, 가전의 기타 전기기기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대부분은 한국의 관세율이 비교
적 높은 품목이며 또한 각 무역대상국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휴대용 전화
기, LCD 디스플레이 등은 일본 및 중국과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
단되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의 대일ㆍ대중 민감품목은 반도체, 전자부품,
휴대용 전화기, LCD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제6위의 생
산국이다. 자동차산업은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일부 완성차 및 부품업체가
외국기업에 인수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품질과 성능의 향상에 따른 브
랜드이미지 제고, 수출전략 차종 개발과 수출확대 노력, 해외투자 확대 등에 힘입
어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비교열위산업이던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00년대 들어 비교우위산업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대표
적인 수출특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일 민감
품목은 트랙터, 특수자동차, 작업용 트럭 및 오토바이 부품 등이고, 대중 민감품목
은 트레일러이다. 한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무려 80%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승
용차와 자동차부품을 HS 6단위로 세분하여 분석하면, 한국의 대일 민감품목은
승용차에서 설상주행용차량, 중형승용차, 대용승용차 등이며, 자동차부품에서는
안전벨트, 브레이크 라이닝, 기타 제동장치와 부분품, 기어박스, 기어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서스팬션 쇼크 업소버, 클러치와 부분품, 핸들ㆍ운전대 및 기타 부품으
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대중 민감품목은 트레일러이나, 자동차부품에서도 범용기
술이 요구되는 부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재산업이자 부품ㆍ소재 분야의 중추산업으로서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농업용 기계, 냉동공조기계, 금형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은 세계 8위의 생산국이고, 그 중 공작기계는 세계 5위이다. 일반기계산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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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고 다양한 기계ㆍ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 중국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수출비중은 전통적으
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2004년 현재 일본과
중국이 9.9%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긴 하지
만 아직 3.4%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일반기계산업은 1990년대까지 수입특화산
업에서 2000년대 들어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대중 수출입증가율이 높
으나, 여전히 대일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이다. 한국의 대일 민감품목은 HS 4단위
기준 80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며, 대중 민감품목은 6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
국의 대일 민감품목은 주로 발전설비, 공작기계, 금형, 운반하역기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품목들은 이론과 현장기술이 융합된 복합기술로서 고도의 설계
와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산업이며, 대규모 시설투자가 절실히 필요하
다. 40개 민감품목 중 특히 경쟁력이 취약하고 수입규모가 큰 품목은 공작기계와
금형이다. 한국의 대중 민감품목 역시 대일 민감품목과 유사하게 금형, 발전설비,
운반하역기계 등이며, 이는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제품과
경쟁력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금형부문에서 중국의
‘한국 따라잡기(catch-up)’가 상대적으로 이미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산업은 산업화 초기부터 한국의 성장주도적인 수출산업으로 섬유사, 직물
등 섬유산업의 업스트림(up-stream)에서 의류 등 다운스트림(down- stream)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터키 등
개도국의 추격, 세계 섬유교역의 완전자유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이 흔들리고 있으며, 한국의 총수출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10.5%에서 2004년에는 5.9%로 하락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간 섬유교역에서 중
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으며, 한국은 일본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
으나, 기술수준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이다. HS 4단위에서 도출된 민감품목
은 대부분 품목군이므로 이를 HS 6단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한ㆍ일간에는
121개, 한ㆍ중간에는 226개의 민감품목이 도출되었다. 섬유산업은 기본적으로 품
목수가 많기 때문에 도출된 민감품목 가운데 한국의 수입액 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을 살펴보면, 대일 민감품목은 섬유원료인 재생ㆍ반합성장섬유 토
우, 비스코스레이온의 2개이며, 대중 민감품목은 직물제의류, 면혼방 인조단섬유
직물, 복합사, 단사 등의 인조섬유방적사, 브래지어, 린넨 등 21개로 분석되었다.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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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 일
본,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철강 생산국이다. 철강산업에서는 기업의
M&A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철강산업은 역내교역 비중이 높고 대중 수출
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급철강재를 중심으로 40%에 가까운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일 민감품목은 HS 4단위 총 37개 품목 중 14개 품목인데, 그 중 1차
원료에 속하는 선철ㆍ고철 등 한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7개 품목을 제외하면, 선
재, 봉강 및 철근, 기타 봉강, 기타 합금강의 협폭 강판, 기타 합금강 선재, 강관
(무계목), 그리고 스파이럴 강관 등 7개의 품목이다. 대일 민감품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 품목이 세계시장에서 수입특화구조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는 수입특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이 7개의 민감품목 중 대중 민
감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스파이럴 강관, 기타 합금강의 판재류와 선재 등은 상당
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일본이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 민감품목은 1차원료, 비합금강의 봉강 및 철근, 기타 합금강
의 반제품, 강관, 기타 합금강의 봉ㆍ형강, 주강품 등 총 11개 품목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조강 생산능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중후판 및 열연강판에 대한 한국
의 대중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 판재류의 대중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에도 1차원료를 제외하고 판재류를 추가하면 중후판/열연강판, 선재, 봉강 및 철
근, 기타 봉강, 기타 합금강의 봉ㆍ형강, 무계목강관, 그리고 보통강 주강품 등 7
개의 품목을 대중 민감품목으로 최종 분류할 수 있다. 앞서 대일 민감품목과 비교
해볼 때, 중후판/열연강판, 기타 합금강의 봉ㆍ형강, 그리고 보통강 주강품 등 3
개 품목은 중국에 대해서만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으로 나타났다. 이 세 품목
의 특징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중ㆍ저급재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교
우위를 확보해가고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철강과 함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본집약적이고,
원료에서 제품까지 일관된 생산체계를 갖춘 수직 계열화된 장치산업이다. 한국은
에틸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의 생산능력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1990년대 설비의 대폭적인 신ㆍ증설로 2000년을
전후하여 내수 위주의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세계 수출
에서의 비중도 올라가는 동시에 비교우위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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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의 생산이 내수를 70% 이상 초과하여, 석유화학산업 자급률이 50%에 그
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나, 고기술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일 민감품목은 합성수지의 HDPE, PS(SAN), PS(HI), 기타 기초유
기화학제품의 에틸렌기타중합체, 폴리아미드, 기타 폴리아미드, 실리콘수지, 폴리
술파이드, 합섬원료의 에틸렌글리콜(EG)나 카프로락탐 등으로 가공처리과정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거나 특수한 용도에 이용되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을 중국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뒤지는 품목이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50여 개의 주요 품목 중 MEK, 아세트알데히드, 초산에틸 등 4개
만이 대중 경쟁력이 낮아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을 뿐, 대부분 국내 생산이 부족
하거나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큰 타격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공급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의 규모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각 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일 및 대중 민감품목의 공통된 특징은 대일 민감품목
의 경우 대부분 원천ㆍ핵심기술이 응용된 부품ㆍ소재인 반면 대중 민감품목은 범
용의 중ㆍ저위기술의 가격경쟁력이 강한 완제품 및 소재ㆍ부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고기술
제품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한국은 제조업에 관한 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우려하기보다는 한국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출한 민감품목
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하부단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 대응전략은 각 산업의 발전단계, 무역 및 투자구조, 기술수준 등이 상이
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대응전략으로는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의 확
보를 위한 제휴 및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품의 고
부가가치화 및 차별화, 신제품 및 신공정의 개발과 디자인 등 소프트경쟁력 강화
에 의한 시장 선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소재 및 부품의 기술
수준 제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글로벌 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전략이자 동시에 한국산업의 발전전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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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
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
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
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의 영향과 시사점)를 분석ㆍ
평가하고 농업부문 대외경제정책의 장기적 방향 등 한국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쌀을 제외한 완전자유화 시나리오와 함께 민감품목을 인정하
는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한국 및 일본의 쌀
을 제외하고(한국의 경우 쌀협상 결과 반영, 일본의 경우 GTAP 기준연도에서의
관세화유예 반영) 양국 모두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
나리오 2는 중국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하여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 및
일본은 곡물, 채소ㆍ과일, 기타작물 등 고관세품목에서 70%의 관세 삭감, 쌀 부
문은 양허 제외, 기타품목은 무세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를 CGE 정태모형(시나리오 ST-1, ST-2)과 자본축적모형(시나리오 CA-1,
CA-2)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한ㆍ중ㆍ일 FTA로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농업품목(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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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곡물, 기타작물 및 과일ㆍ채소 등이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중국의 생산이 증
가하고 한국 및 일본에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곡물은 정태모형에서 43.03%,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47.26% 감소하고 있
으며, 기타작물은 정태모형에서 15.54%, 자본축적모형에서 15.84%, 과채류의 경
우는 정태모형에서 4.04%, 자본축적모형에서 3.60% 감소하고 있다. 현재 WTO
DDA 농업협상에서는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거나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가 도입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 감소는 CGE 결과보
다 훨씬 작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ㆍ중 FTA 및 한ㆍ중ㆍ일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유사할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
은 그렇지 않다. 한ㆍ중ㆍ일 FTA의 경우 농업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력(RCA,
TSI)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
상보다 작을 것이다.
시나리오 1에 따른 농업부문의 산출액 감소, 즉 피해규모를 보면 그 규모가 예
상보다 미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생산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곡물(약 8
억 1천만∼8억 9천만 달러), 기타작물(약 6억 3천만 달러) 및 과일 및 채소(약 4
억 7천만∼6억 1천만 달러 수준) 등이다. 이 세 품목에서의 산출액 감소는 정태
모형에서 약 21억 달러 수준에 이르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약 19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육류 및 기타가공식품의 산출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데, 정태모형에서는 각각 5억 3천만 달러, 17억 달러의 생산액 증가가 있으며, 자
본축적을 고려할 경우는 각각 6억 1천만 달러, 20억 달러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예상보다 미미
하다.
다음으로 FTA 시나리오에 따른 거시경제효과를 살펴보면, 한ㆍ중ㆍ일 FTA
로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쌀 제외 완전
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의 GDP는 수량기준으로 정태적으로는
0.47%, 동태적으로는 3.52% 증가(금액기준으로는 정태적으로 2.29%, 동태적으
로는 4.54% 증가)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수량기준으로 각각 0.04% 및 0.88% 증
가(금액기준으로는 각각 -0.04% 및 0.69% 증가)하며, 일본의 경우는 수량기준으
로 각각 0.01% 및 0.22% 증가(금액기준으로는 각각 1.43% 및 1.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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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 시장규모가 큰 나라 쪽으로 산업특
화가 발생하는 경향)보다 제품의 생산지역 특성(동종제품의 국가간 이질성)에 따
라 발생하는 아밍턴 효과가 한ㆍ중ㆍ일 FTA에서 지배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한ㆍ중ㆍ일 FTA로 한국은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 확대되어 무역
자유화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향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FTA 결
과 무역특화 효과보다 교역량증대 효과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NAFTA 10년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NAFTA 체결 이
후 경쟁력을 반영한 특화가 진전되었다기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었
다. 즉 경쟁력 및 비교우위 취약품목군에서도 FTA 이후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현
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교열위 농업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시장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FTA의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부분균형분석에 기초한 비
관적 견해와 달리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단, 한ㆍ중ㆍ
일 FTA의 경우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
가가치산업으로의 국내 산업간 자원이동의 유인이 크며, 이에 따라 농업의 상대
적 비중이 감소할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CGE 분석 및 NAFTA 10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결국 FTA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무역변화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반영하여 특화가
전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장기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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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
략으로 한ㆍ중ㆍ일 FTA 협정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품목
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겠다. 한ㆍ중
ㆍ일 FTA 체결 이후에는 한ㆍ중ㆍ일 FTA로 타격을 받은 취약산업을 보상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군에 대해서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8

한ㆍ중ㆍ일 FTA의 특화전개 효과를 가정한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
역량증대 효과에 대비하는 정책적 구상일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로 회원국간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또
한 중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산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FTA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ㆍ차별화 전략을 거론할
수 있겠다. 국산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재화로, 또한 친환경ㆍ
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나아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품질ㆍ한국특유 농산물을
중국의 고급 농산물 수요시장 및 일본의 틈새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
재배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가공 후 한ㆍ중ㆍ일 역내 시장에 재수출하
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특화전개 대응전략 및 무역량 증가 대응전략이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패턴 변화 및 무역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전략
도 한ㆍ중ㆍ일 FTA의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예상되는 한
ㆍ중ㆍ일 FTA의 두 가지 직접적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직접적 대응전략만으로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완료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보
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및 농업ㆍ농촌 정책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흐름 속에
서 한ㆍ중ㆍ일 FTA 대응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여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농외소득 비중을 증가시키고 전 국민적 합의하에 농업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가는 대응책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총 7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응전략은 역시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이다. 한ㆍ중ㆍ일 FTA
협상전략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화 또는 다자간 협상
수준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5장 및 부록 3에 상술. 관세철폐
에서 제외해야 할 초민감품목으로 미곡을,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감축 예외 또
는 최소 감축을 추진해야 할 고민감품목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를, 그리고 관세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을
추진해야 할 민감품목으로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옥수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ㆍ중ㆍ일 FTA 체결 이후에
는 무역자유화로 타격받은 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6장 1절에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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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전략은 농업 품목 중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나 산업내 무역으로 수출실
적이 있는 품목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협상안에 반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6장 3절에 상술). 중국에 대해서
는 대중 수출 상위품목인 당류, 면류, 주류, 사탕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
을 강화하고, 유제품, 인삼류 등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
서는 대일 수출 상위품목인 채소류(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와 축산물(돼지고
기 등)에 대한 친환경ㆍ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대응전략은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이다. 중국에 FDI
형태로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일본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이
러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네 번째 대응전략은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이다(6장 4
절에 상술). 국내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선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측면은 물론 원산지표시제 및 성분검사 등 유통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노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리
농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감 유지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화다.
나머지 세 가지 대응전략은 한ㆍ중ㆍ일 FTA의 직접적 결과를 넘어서는 농업
구조조정 및 농촌대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다.
다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외소득 증대방안이다(6장 5절에 상술). 농가소득의 절
반이 농업소득이며, 다시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소득구조
를 극복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농가소득은 농
업소득보다 농외소득 비중이 큰 특징을 갖는다. 쌀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10%, 농외소득 비중이 9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농외소득이 소득안
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농산물개방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작다. 우리나라도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FTA 농업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민 및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혁신체 창출이다.
현재 농민은 한편으로는 UR 이후 농업개방 경험에 근거하여 개방농정에 대해 정
부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ㆍ농업의 생존을 책임
져주는 농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민 및 정부는 정부지원정책에 의해 구조조
정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농산물 수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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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농민에 대한 단기적이고 선택적인 피해
보상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농민의 장기적ㆍ잠재력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도리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와 영리적 현실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민이며, 그 역할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농민의 책임감을 북돋우고 혁신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농민단체도 대정부 협상으로 보상을 극대화하는 역할에서 농업 기
업가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가공ㆍ수출하는 기
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응전략은 농업개방 예시제다. 과거 제조업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방스케줄을 공표한 바 있다. 기업은 이에 맞추어 경쟁
력 향상에 주력하여 개방체제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
하게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 및 속도를 공표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창의력을 통
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WTO DDA 협상 결과 및 고령농 자연은퇴
전망, 그리고 사회보장성 예산확충 전망을 고려하여 품목별 개방시점을 미리 공
표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된 시점보다 더 빨리 개방하여 농가피해가 발생한다면
취약산업 피해보상대책에 근거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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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
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 과거에 서비스는 산업특성
상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부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들어
상품에 내재되던 서비스 기능이 분리되어 별개의 독립적 업체가 공급하게 됨으로
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힘입어 원격지간 조달이 가
능해지는 등 변화에 따라 사업(business)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 고부가
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다양한 서비스 부문 중 특히 디자인, 금융, 통신, 유통 및 운송 서비스 등 생산
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 같은 최신 서비스 부문은 그 자체가 최종소비재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생산 부문에 투입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 부문의
발전 없이는 관련 제조업 부문의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해 경
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 환경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작게 받는다.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
면 경기 및 고용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서
비스업의 발전이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이면서 형태가 없는 소위 무형성이 특성인 서비스
거래는 국내 통상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전적으로 국내규범의
규율을 받아왔다. 서비스가 무역대상으로 파악되고,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문제가
42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다. 인터넷 등 기술적 발전과 정
부의 규제완화 등이 가져온 결과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 수출 점유율을
범주별로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이미 1996년에 서비스가 세계 수출의 20%를
초과하였다.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 증대는 1950년대 이후 1970년대에 걸쳐 선진
국 경제가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는 구조조정 혹은 경제의 서비스화와 맥을 같이
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 각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이 세계총생산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비중 및 수출비중 증대를 생각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03년 현재 전 세계 부가가치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대되며, 대체로 각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개도국 각
각 평균 72%, 49%이며, 이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인력
은 개도국 전체로는 30% 정도이지만 일부 개도국의 경우 53%에 이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조사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서비스화를 GDP 대비 서비스 부문 점유율, 총취업자 중 서비
스 종사자 비중 및 총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으로 비교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장 앞선 일본의 서비스화를 ‘l’로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화는 각각
0.89, 0.51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 세 부문 모두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간의 서비스 무역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용자료로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이 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3국의 대세계 서비스 무역 경쟁력을 일반상품의 경쟁력 평가과
정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한․중․일 3국은 연구대상기간인 1994년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구현한 상품
무역과는 반대로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TSI)
및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종합하여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한․중․일은 상
품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갖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경쟁열위를 보였다. 한․중․
일 3국의 서비스 부문별 상대적 경쟁우위를 비교한 결과는 일본이 건설, 금융, 컴
퓨터 및 정보, 특허권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등 5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우
위를 나타냈고, 중국은 여행과 기타 사업 등 2개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운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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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보였다.
서비스 부문별 상대우위를 살펴보기 위해 평가에 다소 문제가 있는 보험서비스
를 제외한 서비스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를 추출하고자 상, 중,
하에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한 결과 일본은 23점, 한국은 20점 그리고 중국은
20점의 순으로 경쟁우위가 평가되었다.
종합한다면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IMF BOP 통계를 이용
하여 9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대리변
수(proxy)로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일본의 상대적 우위가 중국 및 한국보다 높
았으며, 중국과 한국은 현재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중국의 부문별 성장률 추
세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국간 격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6∼7월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GATS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수정양허안은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별 자유화 수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개방을 유보하는 부문은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은 총 12개 분야, 155개 서비스업종 중 10개 분야, 104개 업
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개방규모는 67% 정도로 평가된다. 중국은 10개 분야,
98개 업종에 대해 양허하여 개방 수준이 63% 정도이며, 일본은 72%에 이른다.
개방을 유보한 부문, 즉 민감부문은 한국 7개 부문, 중국 6개 부문, 그리고 일본
4개 부문이다.
한․중․일 3국에 민감한 서비스 부문은 특히 자연인의 이동, 사업서비스 중 의
학․치의학․수의학 서비스, 조산모․간호사․물리치료사의 서비스, 커뮤니케이
션 중 시청각서비스 및 보건의료 부문으로 대체로 문화 및 의료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유일하게 교육부문을 민감부문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뉴스
제공서비스, 기타 문화서비스 등 오락․문화 부문을 경계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최근 추진한 FTA 서비스 부문의 주요 내용도 분석대상이
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추진하는 FTA 서비스 부문의 특징은 서비스 양허방식에
서 주로 개방 제외 분야를 명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방하도록 하는 비열거목록
(negative list)식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 서비스 등이 발달된 싱가포르와의 서비스 부
문 무역자유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류(韓流)
의 연장선상에서 오락 및 문화 서비스 부문의 싱가포르 시장 개방확대를 도모하
였다.
중국은 서비스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인 홍콩 및 마카오와 일련의 경제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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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CEPA)을 통하여 WTO 가입약속에 따른 서비스시장 자유화 이전에 중국
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체에
먼저 문호를 개방하여 서비스 각 부문에 걸쳐 홍콩 전문가들이 중국 전문가들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필리핀 FTA의 이슈에서 보듯 인력이동이 주요 쟁점 중 하
나다.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 개호복지사에 대한 입국 허용 등 인력시장
개방으로 FTA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적 접근과 FTA를 매개로 하는
지역주의적 접근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경제적 통합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들간
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상이 다소 답보상태를 보이는 DDA 협상에
비해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간의 FTA는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
한 지역적 FTA는 포괄적 FTA로 모두 서비스 자유화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는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품무
역과는 반대로 서비스의 경우 지역협력을 통하여 무역전환을 일으키지 않고 다자
협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국가집
단간 국내규제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 인정 및 조화의 형태로 실질
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자문화권, 유교와 불교로 이어지는 종교적 유
대 및 인습과 제도 측면에서 타 문화권에 비해 비교적 유사성을 지닌 한․중․일
간의 지역협력은 범세계적인 접근보다 서비스 자유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서비스 무역의 주요 장벽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
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등 국내규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 철폐와 자유화로 경쟁이 강화되면 한․중․
일 3국의 서비스 부문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 재분배로 기업
은 투입재 가격을 낮추고 급변하는 경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관련
부문의 비교우위 강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나아가 GDP의 성장 및 성
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과 서비스를 하락된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후생이 증대될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 철폐와 자유화는 한․중․일 각국이 스스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WTO의 서비스협상 혹은 한․중․일 FTA의 서비스 부
문 개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소 답보상태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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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TO의 서비스협상을 고려할 때 한발 앞선 한․중․일 FTA와 이에 따른 서
비스 부문의 자유화는 의미 있는 조치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한․중․일 서비스 부문의 경쟁열위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품부문의 경쟁우위 및 부가가치 증대는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장 역동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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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발전 없이는 상품부문의 비교우
위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서비스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조업 및 여
타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생산자서비스는 첨단제품은 물론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적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중․일 3국에 매우 중요
한 서비스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서비스 보호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축소시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킨다. 서비스 부문의 보호로 특정 서비스 부문의
가격이 상승하면 중간투입재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에 세금으로 작용한다. 한․중․일은 생산자서비스를
발전시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FTA 등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대체로 건강관련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중 라디오 및 텔레비
전 방송, 오락 및 문화 서비스 등을 민감부문으로 보고 있다. 한․중․일이 민감
하다고 분류하는 서비스 부문은 상품부문의 경쟁우위 유지 및 서비스 부문의 경
쟁열위 극복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부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문들은 제조업 혹
은 국제무역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3국이 합의한다면 한․중․일
FTA의 서비스 부문 자유화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FTA가 WTO의
GATS가 다루는 내용 혹은 범위보다는 진전된 ‘WTO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부문들은 물론 항공운송, 자연인의 이동, 상호자격인정(MRA), 연안
운송 등 부문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은
어느 부문보다도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의 자유
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일은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완화 및 독점 제거, 가
격 자유화, 인력 양성, 경쟁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로 기대되는
이익은 서비스 자유화로 나타나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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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및 효율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환언하면, 서비스 자
유화의 이익은 해외서비스시장에 대한 수출장벽 제거에서 찾아지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의 서비스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 제거로 나타나는 국내개혁과 경쟁
체제의 도입에서 찾아진다.
중국은 금융, 통신, 운송, 교육, 의료건강 등의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이 발전된 홍콩
및 마카오와의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서비스 부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에 콘텐츠, 의료건강 및 복지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여행 및 운송,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
다. 사업지원서비스에는 마케팅, 정보관리, 정보기술, 외주, 법률 및 회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국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비즈니스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지식기반서비스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의 하
나로 설정되었다. 나아가 국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개
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한․중․일은 서비스 부문 자유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중․일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경쟁
도입으로 서비스 비용과 가격을 낮추어 서비스 부문을 효율화시키는 동시에 질적
개선을 이룩해야 한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생산자서비스를
중간투입재로 활용하는 여타 서비스 및 상품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한․중․일 FTA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비교우
위는 물론 상품의 경쟁우위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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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
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
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먼저 한ㆍ미 양국간 교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에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여주고 있
다. 쇠고기로 대표되는 축산물에서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에서의
무역적자폭은 급격히 감소한 후 12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
산물의 경우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점유율이 증
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적자폭이 아주 완만하게 감
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농업에서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중국보다 커서 한
ㆍ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한ㆍ중 FTA의 경우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FTA가 장기적으로 보다 민
감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더 큰 농산물 및 수산물
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조만간 가공식품에서
도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만 미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쇠고기 시장은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어 대
체효과가 발생할 뿐 민감도가 계속 증가할 개연성은 작다. 또한 미국의 시장규모
가 중국보다 크기 때문에 FTA 이후 교역량증가 효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가 한ㆍ중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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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ㆍ중미국가와의 협상경험을 통해 볼 때,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국의 민감품목을 선정해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한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관
세를 양허함으로써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즉각적인 관세인하보다는 TRQ를 활용하고, 관세인하시에도 장기간의 이행기간
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민감품목에 대해서 농업긴급구
제조치를 마련하여 수입급증에 따른 미국내 가격하락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조치를 마련하여 FTA로 인한 농가피
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NAFTA 10년의 경험을 보면 FTA 이후 경쟁력을 반영한 특화가 진전되었다
기보다는 무역량 증가의 효과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경쟁력 및 비교우위 취약
품목군에서도 FTA 이후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기적
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또한 비교열위 농업 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
며,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시장 보유국가보다 더 많은 FTA의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 농업은 NAFTA 이후 수입이 증
가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러나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농업정책을 통해 취약품목의 피해를 완화시키고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면서 NAFTA 이후 교역, 생산 및
재배면적 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멕시코 농민들이 캐나다나 미국의 농
민들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NAFTA로 인해 국내 농업정책이 가격지지에
서 직접소득지불로 전환되면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결국 한ㆍ미 FTA에서도 특화전개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어서 소
규모 국가인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며, 비교열위 농산물이
큰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단 한ㆍ미 FTA의 경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국내산
업간 자원이동의 유인이 크며, 이에 따라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
FTA가 국민경제에 초래하는 변화는 CGE 모형에서 파악한 무역자유화 이상
의 장기적ㆍ동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FTA로 경쟁압력이 강화되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국가 및 산업으로 자원을 이
동시킴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FTA의 장기적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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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효과를 압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ㆍ미 FTA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국가와의 FTA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ㆍ미 FTA의 강한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무역자유화가 한
ㆍ미 FTA 추진시 문제점으로, 즉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FTA 추진의 걸
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과연 한ㆍ미 FTA 타결로 농업부문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인가?
제4장의 CGE 분석에 의하면 일부 생산 및 산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
지만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옳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쌀을 제외한 전 산업의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곡물, 기타작물, 축산물의 산출액 합계(가공식품 제외)가 28억 달러 감
소하지만(물량 기준으로는 약 9억 달러 감소) 국민경제 전체의 산출 증가액은
13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자본축적모형). 사실 국제적인 FTA 경험에 비추어
볼 때 FTA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고사되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우
리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ㆍ칠레 FTA 등 농가피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정책
자금이 예상보다 적은 농가 신청으로 소진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곡물 및 기타작물의 경우 완전자유화의 시나
리오 1에서 각각 7억 2천만 달러 및 9억 6천만 달러의 산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70% 관세 삭감을 고려한 시나리오 2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각각 4억 9천만 달러
및 7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산출액 감소가 줄어들었다. 과채류의 산출 감소는 미
미하여 민감품목 우선순위가 곡물 및 작물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지막으로 한ㆍ미 FTA로 국내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
의 경우 완전자유화의 시나리오 1에서 산출 감소액(농가피해액)이 7억 8천만 달
러, 시나리오 2에서는 8억 2천만 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 2에서 육
류의 피해규모가 더 큰 이유는 관세삭감 70% 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축산물 포함) 농가 피해규모를 종합하면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27억
6천만 달러 및 26억 2천만 달러이다. 그러나 산업 전체로 볼 때 한ㆍ미 FTA에
따른 산출 증가액은 시나리오 1에서 137억 달러, 시나리오 2에서는 약 124억 달
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FTA에 따른 이해득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것이 소비
자의 이해득실이다.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시경제지표에서 민간소비지
출 증가율(동등변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각
산업제품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동일 소득수준에서의 소비지출 증가이다.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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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1에 의하면 한ㆍ미 FTA로 곡물가격이 21.77%, 기타작물 가격이 22.08%, 기
타가공식품 가격이 18.38%, 그리고 육류가격이 8.54% 하락하고 있다. 양허에서
제외된 쌀의 경우는 가격이 0.79% 상승하고 있다. 즉 농산물의 가격하락이 농가
소득 감소를 발생시키지만,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한ㆍ미간 32개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민감도를 측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품목군(경쟁력 강품목): 인삼, 사과ㆍ배, 오이, 차
3품목군(민감품목군): 닭고기, 낙농품(우유), 토마토, 양파, 감귤, 수박, 복숭
아, 생강, 쌀, 담배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조건부 민감품목): 산동물, 쇠고
기, 돼지고기, 계란, 천연꿀, 감자, 배추, 무, 고구마, 바나나, 포도, 커피,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땅콩 및 식물성유
한ㆍ미간 민감품목군 분류를 한ㆍ중간의 품목 선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한ㆍ미
간보다 한ㆍ중간의 농업경쟁력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ㆍ미간
에 1품목군으로 분류되었던 4개 품목 중 사과ㆍ배를 제외하고 인삼, 오이, 차 등
3개 품목이 한ㆍ중간에서는 2품목군 또는 4품목군으로 격하되었다. 또한 한ㆍ미
간에 3품목군으로 분류되었던 10개 품목 중 닭고기, 낙농품, 토마토, 양파, 감귤
등 5개 품목이 한ㆍ중간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4품목군으로 격하되었고, 생
강, 쌀, 담배만 3품목군을 유지하였다. 수박만 예외로 한ㆍ중간에서 1품목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 개방보다 한ㆍ중 FTA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ㆍ미 FTA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는 한ㆍ미 FTA의 우선순
위에 관한 것이다. 다른 FTA와 비교할 때 한ㆍ미 FTA가 초래할 농업부문의 산
출 변동은 어느 수준인지, 한ㆍ미 FTA가 주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CGE 분석(한국ㆍFTA 대상국ㆍ기타 세계로 CGE 방정식 체계 구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GDP 증가, 소비자 후생, 농업산출액 감소
등의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한ㆍ미 FTA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장 크고,
농업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 미국이 한국의 주요 FTA 협상대상국 중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중국은 FTA 고려대상국 중 마지막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ㆍ미 농업교역이 이미 양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을 충
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ㆍ중의 농업교역은 검역절차 등 비관세장벽
의 존재로 인해 중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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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간 FTA에서는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보다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가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중국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
성이 크다.
FTA의 특화전개 효과를 가정한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역량증대 효
과에 대비하는 정책적 구상일 것이다. 한ㆍ미 FTA로 회원국간 무역이 증가하면
서 한국시장에서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미국시장에서
의 한국산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한ㆍ미 FTA의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ㆍ차
별화 전략을 거론할 수 있다. 국산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재화,
즉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품질ㆍ한국특
유의 농산물을 미국의 고급 농산물 수요시장 및 일본의 틈새시장에 공급할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에는 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ㆍ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이 포함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재배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가공 후 미국시장에 재
수출하는 전략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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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
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
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
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한ㆍEU FTA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양국간 경제관계를 포괄적으
로 분석하였다. 양국의 무역 및 투자관계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교역 잠재력이 크
기 때문에 양국은 FTA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된
다. 한국과 EU는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면 많은 구조
조정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대로 알려져 있다. 하
지만, 2장의 산업구조 분석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ㆍ금속, 섬유ㆍ
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한
국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펄프ㆍ종이, 시멘트ㆍ
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이 민감 산업으로 도출되며, 축산과 목제품은 절대
적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전반적으로
EU보다 높아서 관세철폐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다. 양국은 적지 않은 통상현
안을 갖고 있으며 FTA 협상시 이 같은 통상현안은 다시 한번 재조명 될 것이 확
실시된다.
3장에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행하였다.
이 분석은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EU 확대 이후의 25개국을 모두 반영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우월하다. 또한 일반균형연산(CGE)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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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분석을 통하여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한 한ㆍEU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CGE 모형 분석
뿐만 아니라 FTA가 상품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출입 탄
력성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양자간 FTA에서 서비스 무역은 특
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간 FTA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양자간 FTA에 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동 FTA가 한국의 생산, 소득 및 후생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FTA는 양자간 후생
의 증대를 가져오는 윈-윈 게임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
스업의 50% 개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ㆍ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조 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 원(3.08%) 만큼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에서는 35만 원(2.16%), 장기적
으로는 48만 원(2.96%)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세계무역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 단기에는 64.7억 달러
(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 달러(4.47%)가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 달러(3.81%), 장기에는 81.9억
달러(4.92%)가 증가할 것이다. 한ㆍEU FTA로 취업자수는 단기적으로 30만 명
(1.81%), 장기적으로 59만 7천 명(3.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
출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를 한국의 다른 FTA의 경우와 비교한 선행 결과에 따르면, 한ㆍEU FTA는 미
국 및 ASEAN과의 FTA에 비해 GDP 증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
본 및 기타국과의 FTA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구조조정비용이 미국 및
ASEAN과의 FTA보다 현저히 낮아 EU가 한국의 바람직한 FTA의 대상국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ㆍEU FTA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각국의 GDP를 약 0.1% 증가시켜 국가별로 GDP가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회원국과 관련해서 볼 때 신규
회원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기존 회원국만큼 많은 후생의 증가를 누리지는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자간 FTA는 반드시 교역상의 이득만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며 신규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회원국에서도 한ㆍEU FTA는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4장은 2장과 3장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주로 정성적 분석방식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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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ㆍEU FTA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EU와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여타 대상국과는 다른 EU 고유의 특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는 EU가 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
는 국가의 연합체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EU의
여러 가지 성격 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를 EU의 공동통상
정책, EU의 FTA 정책,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EU 시장의 특성, 한국의 FTA 추
진이 EU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자간 통상현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여기서 추
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 결과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의 공동통상정책은 FTA 협상시 EU집행위가 회원국을 대신해서 한
국과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공동정
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EU의 공동통상정책이 관할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EU 집행위와 회원국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역내시
장의 통합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통상정책의 불명확성은 EU가
대외교섭을 나서는데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04년에 신규로 가
입한 신규회원국에서의 EU 규범 및 공동통상정책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
요하다.
EU의 FTA 정책은 개도국 및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관련이 있는 국가 및 지
역과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을 우선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비유럽권국가들과도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협정은 EU가 멕시코
및 칠레와 맺은 FTA 협정이다. 이 협정들은 정치 대화, 통상 및 경제 관계 그리
고 협력의 세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포괄적 FTA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상품자유화 일정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농산물 등에서
EU의 보호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양허의 폭에 있어서도 FTA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특이한 점은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투자협정을 FTA협정과 병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EU 시장은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EU 경제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
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라
고 할 것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EU의 서비스시장에서 발견
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ㆍ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의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의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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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한국과 EU간의 경제관계에 상당한 충격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FTA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산업구조가 EU와 유사한 측면
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ㆍ미 FTA, 한ㆍ일 FTA의 체결이 한ㆍEU 경제관
계 및 EU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ㆍ미
FTA, 한ㆍ일 FTA 또는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의 동시 체결은 한국시장
에서 EU에게 상당한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며 EU의 생산 및 무역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ㆍ미 FTA는 EU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
ㆍ미 FTA의 추진은 한국이 EU와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협상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으며, EU의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동북아시장에서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한국과의 FTA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의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방식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사실을 멕
시코의 사례가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불에 대한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2005년 홍콩
DDA 각료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
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관세 할당에서도 할당액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
국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높은 관세율 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관세
할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EU가 DDA에서 결정된 수출보조시한이전에 수출보조금
을 감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무역구제조치는 우리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EFTA와의 FTA 협상에서는
한국과 EFTA 국가들이 프렌즈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
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에 대한 상당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
었다. EU는 이와는 반대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WTO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
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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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의 인정여부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을 기본으로 세번변경이
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ㆍ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외가공의 인정여부는 남북합작사업의 성패를 가
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
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한ㆍ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
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
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
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 동안 많은 논의를 해 온 분야이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DDA 차원의 경쟁규범이 부재한 가
운데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가 중
요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EU는
샴페인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청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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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
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
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
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구체적인 보고르 목표 실
행전략을 제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2005년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이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i) 무역원활화, (ii) 선형공
식에 의한 자유화, (iii) 스위스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 (iv) 무역원활화와 무역
자유화의 결합형, (v) 한국의 선진국 자유화 일정 채택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보고
르 목표의 실천전략으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의 실천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실천전략내에서 모두 아홉 가지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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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르 목표의 실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
정하는 데 주력하였다. 시나리오별 경제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일반균
형연산모형(CGE 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무역원활화 지수의 개발을 위해 중력모
형(Gravity Model)과 서베이 데이터(survey data)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에
대해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의 관세, 비관세,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장
벽이 보고르 목표를 채택한 1994년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
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대
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APEC 회원국들은 관세할증
(tariff escalation), 관세정점(tariff peak) 및 미소관세(nuisance tariff) 등의 분
야에서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는 점도 지적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WTO 등 APEC 이외의 무역 자유
화 및 원활화 노력에서도 최근 들어 자주 지적되고 있듯이 비국경조치 분야의 자
유화를 제고하기 위한 APEC의 최근 노력이 옳은 방향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원활화를 50% 증대시키는 것과 동일한 무역비용 감축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85% 이상의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 관세인하에 대해 특히 개발도상 회원국들이 보여온 전통적인 거부감과
무역원활화와 유사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높은 관세인하율을 고려
할 때, 본 연구를 통해 APEC이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인하
를 고집하기보다는 많은 회원국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역원활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보고르 목표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설정한 아홉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APEC 전체에 가장 커
다란 GDP 증가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역원활화와 스위
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결합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의 GDP:
3.39%↑). 이는 만약 APEC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할 경
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무역원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형방식 자유화와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의 효과를 비교분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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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면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가 좀더 우월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한국의 GDP: 선형→1.14%↑, 스위스→2.07↑), 선진국 대부분
과 중남미 개도국들의 경우 반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긍정적인 효
과의 경우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반면, 부정적인 효과의 경우 그 편차가
매우 적게 나타났음에 미루어 볼 때 최근 스위스공식에 입각한 WTO 무역자유화
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APEC 정상들의 WTO 특별성명내용을 긍정적으로 뒷받
침하는 연구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만약 APEC 회원국들 사이에 일방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WTO의 DDA 협상
과 그 궤를 같이할 수 있는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시나리오를 통틀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그리고 개도국 중에서
도 동아시아 개도국들이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를 증진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동아시아의 개발도상 APEC 회원
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남아 회원국들은 국내의 경제
주체들에게 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본 연구는 향후 APEC의 성공
적인 발전과 한국의 바람직한 APEC 활용전략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적 시사점 및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다자간 경제협력의 증진이라는 대명제하에서는 배타적인 지역
주의의 성향으로 운용될 소지가 다분한 무역자유화에 비해 개방적 지역주의와
deeper integration 원칙에 좀더 부합하는 무역원활화가 후생증진이나 경제성장
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정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의 주요 동력으로 채택하자는 최근의 움직
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는 APEC의 개별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는 데 무역원활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로드맵｣은 2010년까
지 추가로 5%의 거래비용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4대 중점 분야－통관절차, 인력이동, 표준과
적합,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과감한 개선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타 무
역원활화의 관건이 되는 반부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명료화, 각종 규제 철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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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만약 APEC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합의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선형방식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스위스공식에 따른 무역자유
화를 채택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 방식이 고관세
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
는) 개발도상 회원국과 (이미 많은 관세인하를 실시한) 선진 회원국에 스위스공
식에서 사용되는 계수를 달리 적용하여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관세인하폭을 조절
해주거나 관세인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행한 실증분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구분하지 않고 동
일하게 관세인하를 추진하되 그 이행기간에 차별(각각 2010년, 2020년)을 두는
자유화 방안”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되 이행
기간을 동일하게 201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보다 APEC 회원국 경제에 더 나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APEC이 보고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간을 앞당기기보다는 관
세율의 인하 정도를 동일하게 하고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자유화 속도의 완급을
허용하는 기존 선진ㆍ개도국간 차별적인 목표연도를 고수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본원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APEC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를 진행함과 동시
에 무역자유화도 함께 고려하는 ‘병행추진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국이 APEC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2010년까지
보고르 목표 이행)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
가 나타나는지를 주요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했는데,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한국에 상대적으로 큰 GDP 증가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
어 “무역원활화의 50% 개선과 병행한 스위스공식 계수의 선진ㆍ개도국 차별 적
용” 시나리오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의 GDP(후생) 증가는 3.37
(3.70)%로 추정되어 개도국으로 분류된 경우의 2.76(3.14)% GDP 증가보다 우
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와 함께 한국이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는 점, 그리고 경제발전과정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
세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더욱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각인된 국가브랜드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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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여 선진통상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등의 추가적인 조치들이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전경험을 보유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이
룩한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과 광범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극복한 경험과 교훈을 APEC의 개발도상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경제발
전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국제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안정적인 기금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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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
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
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자본유출 현황과 결정
요인, 해외투자방향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리고 해외국 사례를 통한 자본도
피와의 연관성 등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자본유출의 특징으로는 공식적인 자본유출은 증가하였으나
비공식적인 자본유출이 감소하여 자본이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공
식적으로 통계에 구체화되지 않는 자본유출이 감소하는 것은 1999년 4월부터
발효된 1단계 외환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유출입의 용이성이 1차적인 원
인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송금이전지급 및 자본이전지급이 급증하였으나 대
부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 반면 비공식적 자본유출은 오히려
감소하여 자유화정책이 거래 정상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해외유출자본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연간 0.08~0.12%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본유출은 경기가 호황일
때 더 높게 나타나서 여유자금의 대체투자 모색이나 생산기지의 국제화를 추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유출 원인을 규명한 결과 한국의 자본유출은 자본수익률 격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자본수익률이 자본의 주요 진출지역인
미국에서의 자본수익률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의 자본유출 현상은 수익률 격차보다는 제도적인 요인에 더 기인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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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산권과 관련된 제도적인 요인은
자본유출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조적으로는 향후에도
재산권문제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다른 제도
적 요인, 예를 들어 교육제도와 관련된 자본유출 가능성,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
및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추정
된다.
우리나라 금융자본들의 해외진출은 정보유통이 용이한 지역과 무역량이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및 금융시장 발전수
준과 같은 금융시장변수가 실물시장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입증하고 있
다. 자본의 해외진출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실물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의 해외대출은 무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권과의 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은행대출의 경우 미국시장에의 편중도가 동
아시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경제권
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시장에의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아 역외충격의 발
생에 대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자본도피와 관련한 해외사례연구에서는 외채가 많은 나라 혹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자본도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는 자본은 결국 실질 기대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간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금융부
문이 낙후되어 있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실질수익률이 낮으며 이로 인해 자본도
피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해외자금의 유입도 높지만 동시에 자본
도피도 늘고 있어서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도피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국가들의 자본자유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수익과 위험을 고려할 경우 이 지역의 자본이 언제든지 수익이
높은 다른 투자지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도 자본도
피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방이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을 오히려 지양하고
자본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자본유출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본유출 경향은 그리 높지 않으며 유출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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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의 수익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교육이나 지정학적 이유 등 경제외적인 요
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자본시장은 여전히 미국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교역과 관련된 자본의 해외진출도 높아서 자본유출
과 해외 생산거점과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아직 한국에
비해 자산도피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특히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경제의 안정
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한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자본유출의 허용은 손실보다는 이
득을 더 가져올 수 있음을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
역적인 위험 감소를 위해 동아시아국가들의 금융발전, 환율안정, 유동성공급 등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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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김은경․오용협 (2005. 12)

ISBN 89-322-1232-5/A5/74면
5,000원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
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의 환율은 중요한 정보변수의 역할을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물가안정목표제는 단기적으로 환율목표제에 비해 환율의 더
심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통화정책의 운영을 위한 목표치가 분명하게
존재하여 미래의 통화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상반되는 정책적인 시사점도 존재한다. 본 보
고서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는 기존의 신흥시장국과는 달리
이자율이 환율에 대해서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산출량에 대해서 보다 더 반응하는
폐쇄경제형 물가안정목표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월별 자료 분석에 근거
하면 한국은행은 산출량안정에도 많은 정책적 고려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산출안정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환율정책의 공표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한국은
행과 정부라는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결정 주체 간에 거시경제정책 협력을 보다 강
화하는 것이 향후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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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양두용․정용승․정재식 (2005. 12)

ISBN 89-322-1233-3/A5/68면
5,000원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가안정과 환율 안정의 충돌로 인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충돌에 대한 사회후생 추정을 통한 최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환율 타기팅이 인플레이션
타기팅보다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이자율 준칙을 고려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환율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중시하는 이자율 준칙과
환율 움직임을 시장에 일임하는 이자율 준칙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경제
개방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환율을 부분적으로 중시하는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핵심변수를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사회후생관점에
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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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윤덕룡․이영섭 (2005. 12)

ISBN 89-322-1234-1/A5/60면
5,000원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
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
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지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지,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외국인포트
폴리오투자, 단기외채유입 등 자본거래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된 변
수들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보유액 축적이 예비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거의 완
전히 제거하여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환율의 급변가능성도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환율변화 및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있
는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두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필요가 현재
의 외환보유액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과 목표환율로부터의 이탈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중상주의
적 동기에 따른 외환보유 축적을 의심했던 많은 비판들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과도한 중상주의적 동기 때문에 축적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결과 및
각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다소 과다하다고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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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환보유액의 과다축적은 사회적 비용 및 국내 금융시장의 미국 금융시장
에 대한 취약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본잉여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통화금융협력을
강화해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한국의 자본시장 환경이나 환율제도의 변화, 남북문제, 지역협력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는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제시한 방식보다 더욱 유연하
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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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2005. 12)

ISBN 89-322-1235-X/A5/174면
7,000원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
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
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또 다른 특성은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치적 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탈냉전, 탈국가민족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에
는 아직까지 냉전과 국가민족주의가 상존해 있으며, 이는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
화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의 비전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사용되어 왔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데는 별 이의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공동체에서 연상되는 유럽통합과 동북아지역 현실
간의 거리감 때문에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
는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
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구체적 목표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제안하고 있다. 경제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집행기구 형성을 의미하나 이는 가까운 시간내 동
북아에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정부간 협의기구인 동북아 경제협
력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경제통합 면에서 역내국가간 공식적 경제통합 의지가
아직까지 확고하지 못한 동북아지역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나 유럽공동체
(EC)와 같이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
북아국가간 무역 및 투자 면에서는 실질적 경제교류가 증진되고 있는 동북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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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역내국가간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FTA를 지향하며,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원활화, 경제협력 및 정책협력을
포함하는 진보된 FTA(FTA-plus)를 목표로 삼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개념상 2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공식적 경제통합면에서 동북아 FTA가 하나의 기둥이 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동북아 FTA로 인해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단순한 지역국가간
협의기구가 아닌 지역협력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특징은 또 다른 기둥인 동북아 경제협의체와 동북아
FTA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부문별 협의체 및 협
력체들의 집합체인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동북아국가간 특정부문의 협력방향과 현
안 이슈에 대한 논의, 공동사업의 추진과 평가 및 분쟁시 조정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루는 협의기구로서, 동북아 FTA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경제 이슈를 다룰 수
있으며 필요시 동북아 FTA의 신규회원 가입문제 및 여타 지역무역협정과의 관
계를 다룰 협의체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중 본 보고서는 에너지협의체,
철도협의체 및 협의체가 존재하는 환경부문에서는 환경협력체를 집중적으로 다루
고 있다. 이들 부문이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속해 있는 동북아지
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초기부터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에서의 관심도
이들 부문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를 포함하는 집합체로서의 동북아 경제협의체가 형성
될 경우, 그때까지 동북아 FTA가 이미 체결되었으면 이는 곧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동북아 FTA가 형성되지 못했다면 이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속해 있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및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회원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협력
체가 단계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 국가가 자동적으로 참
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들 국가는 관심 있는 부문별 협의
체 혹은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 협의체나 협력체의 경우, 역내
국뿐만 아니라 역외국도 협의체(협력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예컨대 미국이 에너지협의체 참여를 원할 경
우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철도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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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동북아 FTA는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간 FTA를 먼저 형성하
고, 여건이 되는 국가 및 지역이 나중에 이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FTA에 가입조항(accession clause)이 포함되어야 한
다. 그리고 러시아가 동북아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협력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여기에 러시아가 동참해야 동북아 FTA 및 동북아 경제협
력체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을 시한으로 삼고 동북아 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
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정책방안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2006~20년의
기간을 단기(2006~07년, 현 정부), 중기(2008~12년, 차기 정부) 및 장기
(2013~20년)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15년까지 동북아 에
너지협의체, 동북아 철도협의체 및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구성한 후, 2015~ 20년
기간내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의 집합체인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아울러 2012년까지는 한․중․일 FTA를 타결하고 2020년 이
전에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FTA를 형성함으로써, 2020년 이전에 동북아 경제
협력체를 출범시키자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발전단계 면에서 한․중․일 3국 중 중간자적 위치
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간 중재자적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
협력의 중요성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
서 한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비전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공동체 관련구상을 제안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동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동
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동북아국가의 공동번영뿐만 아니라 긴장해소 및 평화구
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은 남북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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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
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
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ASEAN+3 협력체제는 크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동남
아시아 10개국과 동북아의 한ㆍ중ㆍ일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을 제외
한 대부분의 국가는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ASEAN+3 역내 국가가 일정기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
존의 기능적 통합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 상호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
으로 보인다.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인해 역내 각국은 무역상대국과 투자대상지로
서 연관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기
조하에 ASEAN+3 역내의 교역 및 투자 관계는 더욱 활성화되고, 상호 의존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목되는 것은 기능적 통합에 기반한 제도적 통합의 가시화이다.
특히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활성화된 ASEAN+3 협력체제는 짧은 기간
에도 불구하고 정치ㆍ경제적인 역내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
안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나, 최근 ASEAN+3 정
상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주요 현안은 물론 다각적인 협력방안
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 출발하였지만,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 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
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로
서 기능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어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ㆍ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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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면,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한층 더 가
속화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역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ASEAN측도 AFTA가 개도국간 남ㆍ남협력체라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인식하
여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서남아 등과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ASEAN 외연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고,
ASEAN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FTA 추진정책은 동아시아 역내의 제
도적 통합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EAN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에 비해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열세에 있
기 때문에 ASEAN+3 협력체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ASEAN+1 차원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과 협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동남아와 동
북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보다는 중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ASEAN+1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ASEAN+3뿐만 아니라 인
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다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역점을 둠으로써
상호 균형 및 견제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역내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재정 및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제3차 정상회담에서 동
아시아 차원의 포괄적인 금융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됨
에 따라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ASEAN+3에 참여하는 13개국은 금융, 통화, 재정 정책분야의 협의ㆍ조정ㆍ협
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거시적 위기관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역내 자본흐름의
모니터링,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강화,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동아시아 역내 긴급
유동성 지원메커니즘의 수립 등을 추진해왔다.
한편 ASEAN+3 체제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내 개발격차 해
소를 위한 협력증대가 시급하다. 동아시아내에서의 역내 개발격차, 특히 CLMV
지역과 여타 지역의 격차는 확대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내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ASEAN 회원국들에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지원효과가 크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무역ㆍ투자 면에서
한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고 경제적인 보완성이 높은 진출유망지로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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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개발원조를 상당 부분 공여한 바 있다. 또한 CLMV 국가에 대한
지원은 세계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고, 국제협력부문에서 한국경제
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지연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의 추세는 가
속화되어 중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체제가 불가피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동아시아의 협력기반 확대와 심화에 주목
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ASEAN을 매개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내 협력구도의 지각변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요구된다. 특히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고 인도와 호주는 각각 ASEAN과의 FTA 추진을 합의한 상
황이어서 향후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개로 경제협의
체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역내 경제교류는 더욱 다각화될 전망이다.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대안
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의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ASEAN을 허브(hub)로 하여 ASEAN+1 차원의 중층적인
FTA 추진이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ASEAN+3 경제장관회담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가 회의’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12년경에는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모든 FTA가 통합될
것이므로 ASEAN+1 FTA 추진시 원산지규정과 같은 주요 협상쟁점을 표준화
하고 규범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이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EAS와 ASEAN+3 협력체제가 병립될 경우 의제 선정 및
향후 진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SEAN+3는 기본적으로 경제ㆍ금융 협력
기능을 맡고, EAS가 외교ㆍ안보 협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EAS의 기능과 역할
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으로서는 EAS는 물론 ASEAN+3,
ASEAN+1 등 크고작은 모든 협력체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안보 및 정치외
교 기구로 EAS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 한국이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모임은 한ㆍ중ㆍ일 협력 또는 EAS보다는 ASEAN+3 협력체제이므로 한국은
주도적으로 ASEAN+3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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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해야 할 것이다. ASEAN+3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의 범위
가 매우 다양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
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상호 의존주의에 입각한 협의체 수준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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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
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을 행사한다면, 북한이 받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 공
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역 및 투자 의
존도,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정도,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북한의 소
비시장에는 이미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이 광
물, 에너지 등 북한의 전략적 자원 부분에까지 진출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북한경제가 중국의 예속경제, 중국의 동북4성이 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간다면 북한경제는 구조적
으로 중국의 예속경제로 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한경제를 민족
경제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남북경제통합이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북한경
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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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착수된
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결정짓는 양국간 정치관계의 기조를 역사적으
로 접근․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및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
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하였다.
넷째, 현재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교역과 투자, 지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생산, 유통, 서비스, 운송, 소비생활 등 경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
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만한 충분한 자료나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현상을 대략
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연구, 분석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대중국 의
존도 수준을 설문방식을 통해 조사․연구하였다.
다섯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경제의 대중
국 의존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속화 정책으로 정립되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방적 지원이나 거래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기업 차원의
방안들을 연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
절에서는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동북아의
안보구도 변화 △각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전략 변화 △국내 권력관계의 변화 △
자국의 경제력 수준 △한국과의 상호이해관계 증가 △국가지도자의 이데올로기
와 전통적 교감의 수준 등이 양국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지적하고 있
다. 이들 변수들은 상호 결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책방향과 정책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며 그 정책은 시기마다 결과가 점검되면서 정책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절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서는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를 분석하고 △1970~2000년대까지의 북한의
시기별 대중국 경제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을 설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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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중국의 대북한 인식의 변화와 대북한 경제정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있다. 1절에서는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 의존도 변화 추이를 주변국 특히 중국
과 베트남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이나 시
장경제도입국가들의 경제동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혁정책의 주요 목표가 사회
주의 시절 폐쇄적 경제운영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경
제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추이에서 특기할 사
실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데 비해, 전반적인 대외무역 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중국과의 대외경제적 연계가 깊어지는 반
면,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연계는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을 무역, 투자, 지원 등의 분야
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무역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무역추이와 함
께 수출입별 품목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중 무역의 상징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경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북․중 무역관계를 보면, 지난 2003년에 북․중 무역은 최초로 10억 달러
를 넘어선데 이어, 2004년에는 13억 8,521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4%로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중 수출은 5억 8,570만 달러로 전년 보다 48.2% 증가하였
고, 수입은 전년보다 27.4% 증가한 7억 9,9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 기준
으로 볼 때, 북․중 무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의 48.7%(남북교역 포함 시
39%)로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03년의 42.8%보다 5.9%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의존도 증가 추세는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 중․북간 무역규모는 7억 4,157만 달
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3%나 증가하였다. 이 중 수출은 2억 3,001만 달러, 수입은
5억 1,15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8%, 48.0% 증가하였다. 2005년 상반
기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규모는 2억 8,155만 달러로서 이미 2004년 전체 무역적자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것
은 △북․일 관계 악화로 인해 대일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
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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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품의 시장가격이 싸고 거래조건이 양호하며 물류 등 교역여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로서는 어
패류, 철강, 광과 슬래그 및 회, 의류, 광물성 연료, 아연 등이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로서는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 식용육류,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 및 부속품, 인조 필라멘트 섬유, 곡물, 제분공업 생산물, 철강 가공품, 채유용
종자 및 과일류 등이 수입 상위 품목에 속한다.
북․중간 무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경무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교역량에 있어서나, 거래품목의 수에 있어서
나, 참여 기업의 수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변경무역은 북
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양국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교역을 하는 형태로서
거래품목이 다양하고 교역의 규모가 커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북․중 무역을 대
표하고 있다. 현재, 북․중 변경무역은 단둥, 지안, 장백, 연변 등 10개의 세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변경무역은 중국의 국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
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경무역에
참여하려 한다. 현재 변경무역은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각각 50%씩 감면
해 주는 혜택이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물품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수
출될 경우, 일반무역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통한 무역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업들도 대
거 변경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변경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변경무역권은 변경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무역
회사에 제공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역권을 얻어 교역에 참여하는 형태도 많다. 그만큼 변
경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북․중 무역
에서는 교역의 형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변경무역 및 일반무역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2002
년과 2003년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교
역의 70%에 육박했으나, 2004년 들어서는 50%대로 떨어졌다. 반면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중국 수출증가
를 주도하고 있다.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은 광물 및 철강, 목재
등으로서 대부분 천연자원이거나 1차 가공품들이다. 최근 주요 수출대상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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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철강의 경우 전년보다 149.6%나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북투자를 보면,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1억 7,35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하였다. 2000년대부터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북한의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열기를 보이기 시작
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여러 개 성에서 대북한 투자설명회가 개
최되는 등 북한 투자열기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동북3성과 남방지역의 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 수는 120여개이며 항주 와하하집단, 하남성 일타집단, 지
린성 방직수출입공사, 장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대련화흥집단, 화풍집단, 장춘
이달공모유한회사, 장춘만달제약,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산동성 초금집단
등 비교적 큰 기업체들이 있다.
둘째, 중국 기업들이 북한 자원개발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에서는 북한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 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
자하고 연변의 남평 세관을 통하여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이 기업은 2004년 60
만 톤의 철광분을 수입하였고 2005년에는 200만 톤의 수입계약을 이미 체결하였
으며 철광분 수송을 위하여 3,5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무산광산으로부터 남평제련
소로 통하는 13km에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은 어업자원에 대한 합작투자도 하고 있다. 북한 상
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 어업영역에서의 공동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인 원산 앞바다를
중국 어선에 개방하여 2009년까지 5년간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
제품 등 현물로 받는 조건으로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셋째,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최대의 농업기계
제조업체인 하남성 일타집단 대표단이 지난 2003년 11월에 북한 금성트랙터공장
을 방문하고 트랙터의 조립, 디젤엔진, 오일 펌프 등의 영역에서 합작 생산에 관
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중국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와 장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
사가 공동으로 북한에 투자하여 세운 슬레이트공장도 현재 생산 중에 있다. 선양
조선족기업인 화신그룹은 2002년 북한에 젓가락공장과 두부공장을 세웠으며 연
변 담배공장에서도 북한에 담배합작공장을 세워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넷째,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상무역, 합작
투자 형태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북한투자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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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현존하는 투자제도나 거래관
행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산광산
간의 합작, 산동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간의 합작 등에서 투자항목을
보면, 모두 보상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복건성의 북한 무연탄광산에 대한 투자
도 중국측 기업이 15톤급 트럭 20대, 지게차 3대, 디젤 100톤을 제공하는 대신 북
한은 매달 1만 톤의 무연탄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투입산출 주기가 짧으며 상호
해산도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방식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
면 무역의 한 형태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상무
역형태의 투자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본격적인 투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상
호 신용만 잘 지키면 현재 북한 상황에 맞는 경제합작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중국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대북투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중국방문 기간
에 북․중간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
어 주의를 끈 바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
식으로 대북투자문제를 접근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정
부 차원의 대북투자로 북한의 남포시에 유리공장을 세우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중
국 국무원 우의 부총리가 방북하여 남포친선유리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공장은 중국정부가 2,400만 달러 정도를 무상 투자하여 중국의 설비와 기술, 기술
자들의 지원하에 건설되었으며, 연간 생산규모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중국의 지린성정부는 북한의 나진과 훈춘을 연결하는 도로공사에 투자
하는 대신 나진항 제3부두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북3성,
특히 지린성은 바다와 잇닿아 있지 않아 교통운송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
에 이번에 맺은 계약이 성사된다면 지린성의 동해 진출이 대단히 용이해질 전망
이며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적 연계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 외에도 랴오닝성
정부 차원에서 압록강 철교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와 도로교량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
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증대하는 데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만, 장차 한국과의 연
계를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한 지원을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 지원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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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
문하는 기회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1950년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김일성의
중국방문 때 대규모 경제지원이 있었고 1980년대와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에 소원해졌던 북․중 경제관계는 수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
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중간 무역은 급신장을 보
여 현재는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의 대북투자도 제1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지원에 바탕을 둔 북․중간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
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다. 즉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개입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경제의 위기 속에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가 심화될 경우,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궁극적
으로는 한반도의 통일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대북원조의 추이를 보면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지원이
줄어들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늘어나고, 반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늘어나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며, 금액상으로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큰 기복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상원조가 두 국가 고위층의 상대국 방문의 경우 북한에
선물 형식으로 주어지는 등 비정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해 보았다. 무역특화지수는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북한의 대
중국 무역경쟁력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무
역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를 근
거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998~2004년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보면, 2004년도
대중국 수출특화품목이 15개로서, 1998년 13개, 1999년 9개에 비해 약간 증가하
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특화품목은 2004년에 78개로서, 1998년 81개, 1999년 86
개에 비해 약간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약간 개선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워낙 미미한 차이라서 확실한 경쟁력 증대로는 보
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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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특화품목(1998~2004년 평균)은 HS 96개
품목 중에서 어패류 0.89, 철강 0.02, 금속광물 0.57, 아연 0.30, 목재 0.85 등 12개
품목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은 어패류, 금속
광물, 목재, 견, 골동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하다. 즉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중국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중국 수입특화품목
(1998~2004년 평균)은 84개로 수출특화품목 12개의 7배에 달하며 이들 중 무역
특화지수가 -0.5 이하인 품목의 수는 71개에 달한다. 특히 무역특화지수가 －0.9
이하인 품목이 50개로서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
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4절에서는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6~2003 연간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의 기본모형으로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import-augmented 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과의 교역
이 1% 증가하면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5%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성
장률은 약 0.112%, 소득은 약 0.19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2004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북한과 중
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교역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장
률과 소득은 추정치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를 분야별로 구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경제의 내부적인 작동에 있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얼마
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상적
인 경우라면 국민경제 재생산구조 혹은 국민경제 순환구조와 대외무역, 투자관계
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가 상당 부분
붕괴된 상태이다. 사실 국민경제라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분
절화,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접근방식은 주로 미시적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고찰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
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 즉 계량적 분
석을 위하여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02년 7월의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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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이후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계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관찰이지만, 연구대상의 특성상
참여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중 경제관
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연계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적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중국 단둥, 선양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다. 중국의 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북․중 무역에 관계하고 있는 조선족 및 한족 기업인, 화교, 남한 기업인
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북․중 경제관계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체제는 대단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통계적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북한 내부 경
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분석에 의하면 산업
생산, 상품유통, 서비스 및 운송, 금융 등 북한내 제반 경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
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북․중 경제관계의 실태분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은 지
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편중현상은 구조적으로 고
착화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다른 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하다.
3장 1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적자
를 보였다. 북한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대중 적자현상은 북한의 산업
구조가 수출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적 산업구조인데다
가 경제난이 심각하여 수출보다는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주로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저부가가치
의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입품목은 산업 원자재와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 2절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 산업원자재는 내수용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수출품목개선은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렵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품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나 산업이 적어서 북․중 무역의 고급화는
상당기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중 경제협력은 유리한 거래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십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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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못하고 있다. 2장과 3장의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북․중 경제관계에서 유
리한 환경은 △북한과 중국은 유일한 우호적 접경국가이며 △양국 모두 정치, 안
보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접경국가에 걸맞
는 각이한 우대적 제도(변경무역 제도, 세금 및 관세우대, 통행, 통관, 통신, 물류
등)를 가지고 있으며 △접경지역으로 인한 거래코스트가 낮고 △많은 부분에서
상호 보충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개인이 모두 경협
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환경
은 북한 중앙당국의 지나친 대외무역권한의 집중과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의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이 가장 유리한 환경
에서 경제협력을 하면서도 기대만큼 양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절대적인 대외무역규모가 적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투자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대
북투자는 1억 7,350만 달러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지만, 투자 추이상 나타
나는 중국의 대북투자는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 이것은 같은 기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상이한 현상이다. 예컨대 2003년에 중국의 대북투자가 130
만 달러에 불과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에 보여지는 영세성
은 △규모의 영세성 △투자업종의 영세성 △투자방식의 영세성 △투자관리의 영
세성 △투자회수 방식의 영세성 등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가 영세
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규모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인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북한 채무를 받아내려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즉 현물로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돈이 되는 자원이나 산업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생산물을 가져가려는 전략이다.
여섯째, 중국의 대북지원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음적이며 기복이 있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이 사실이며,
북한의 산업 각 부문에 중국의 지원으로 개발된 시설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지원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대북지
원이 전략적인 점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상반되게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는
패턴을 보이며 △자국의 정치, 외교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며 △양국, 특히 최고 지도자의 관계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받으며 △국
제정치적 현안과 적절히 연계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외형상 나타나는 의존도 심화보다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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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착화되는 의존도 심화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
급했지만,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
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일
상 소비생활에 미치는 중국 상품들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공식 생필품 수입물
량은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에 공급할 만한 물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 다
른 공급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비공개 지원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위 변경지역에서 가장 흔히 행하고 있는 보따리 무역
일 수도 있다. 보따리 무역은 1990년대 전기간 북․중 교역의 가장 중요한 한 부
분을 차지하였었다. 북한 주재 화교, 방중 북한 주민, 방북 여행객, 친척 방문객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 보따리 무역은 가장 많을 경우, 전체 변경무역의 절반
정도일 때도 있었다는 현지 세관의 주장도 있다. 그리고 보따리 무역의 대부분은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의 주장이다.
본 보고서가 연구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비중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지만, 양적 및 질적
인 면에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적인 의존관계가 아니라 상대
적인 의존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시기에 따라, 대외정책에
따라, 국제환경에 따라 그 대상이 변화하였으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주변국과 한
국의 대북경제정책 여하에 따라 향후 북한의 의존대상국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대
남 의존도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밀접화는 제도와 행정적 규정의 유리성에 의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분산시키려면 북․중
경제관계에 적용되는 교역제도나 규정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정으로 북한과의
경협에 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사항
들이 풀리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제도구축을 통해 북한경
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문제를 남북경협 확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성은 다양한 물리적 연계인프라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중 연계 인프라보다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남북연
계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북․중 무역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각이한 형태의 물리적 연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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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양국 무역관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중간
에는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다양한 연계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북
한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중국과의 무역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
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한도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만큼 북․중 사이의
연계 인프라보다 더 크고 효율적이며 기동적인 연계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북한경
제의 대중 의존도 편중현상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교역 통로를 개발해야 한다. 북․중 무역은 접경지역에 10개 이상의
무역 통상구를 설치하고 물자의 통관과 검역, 사람의 통행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
하고 있다. 이 통상구들은 접경지역의 각 성과 지역의 기업, 사람들에게 북한과의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통로들은
북․중 무역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
도 인접지역에 다양한 통상구를 설치하여 지역마다 남북교역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 경협에서 다양한 거래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북․중간에
는 일반무역과 함께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보따리 무역 등 다양한 거래형
태가 존재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절
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변경무역에서 보따리 무역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역형태가 북․중 무역에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섯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남북경협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과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참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남북경협
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을 넓혀 주어야 한다. 북․중 경제관계에서 접
경지역인 동북3성 지방정부의 참여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동북지역
지방정부는 각자 북한과의 경협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현실성 있
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도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기업 및 개
인의 남북경협 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한 제도 구축이나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
어야 한다.
일곱째, 북․중 경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경협은 투자의 선점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북핵문제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에 맞춰 대북 투자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
해야 하겠지만, 대북 투자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것
은 현실성이 크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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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5장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 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비하여 우리의 대북한 경쟁력을 제고시
키는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
질적 적용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새로운 물류, 통행, 통신, 통
관체계의 확립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남북한 산업 의존성 확대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의 활용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등이 대응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방지하
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 북․중간 경제적 연계의 환경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도적,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활용하거나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관계를 남북경협관계의 확대로 해결하
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합리적 협력자세를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유도해내지 않고서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대중
의존현상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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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2005. 12)

ISBN 89-322-1238-4/A5/268면
10,000원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
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위협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기업성장에 의해 촉발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국내생산 제품에 대체되는
수입대체의 위협과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중국의 수출제
품 고도화 위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교역, 산업
정책, 산업의 내부구조, 대기업의 현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주로 교역에서 나타난 중국 제품의 추격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교역 동향에 대한 검토에서는 한국산업의 대중수
출의 비중이 큰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의 설비확장에 의한 수입대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에서는 특히 전자산업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어 중국 수출제품 고도화 추세가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중국정부의 산업
정책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중국의 산업정책은 신규 산업과 설비의 육성보다는
기존 산업과 설비의 구조조정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970년
대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정부주도에 의한 특정산업의 집중육성이 중
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실태와 주요 산업의 경쟁력 원천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중국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와 그 중에서도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산
업 등의 내부구조도 검토하였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의 비
중이 증가하는 등 산업고도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산업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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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한 것은 전기전자 산업이었다. 전기전자 산업은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중
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의 우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공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선택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풀이된다.
한편 중국의 주요 산업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표적 제조업 기업들의 규모, 효율성, 수출능력, 연구개발 능력
등은 아직까지 세계적 기업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
학, 철강, 기계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대기업들은 주로 국유기업이고 대부분 내
수지향적 기업이었다. 반면 비교적 신산업에 속하는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상당
수가 외자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위협도 인식되었다. 즉 중
국이 가진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최적화하
고자 하는 글로벌기업들 간의 경쟁이 중국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시장에
서 중국 산업과의 경쟁이라는 산출물 시장에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생산요소
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는 요소활용 방면에서의 위협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자산업에서 이러한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위협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과 기업은 제품고도화,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생산요소 활용,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
중국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기보다는 한국기업이 중국 해당산업의 1등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별로 중국의 위협 형태와 정
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력 산업들
에 대해 산업별로 그 대응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과 공정한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산업지원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
권 보호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 중국 내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ㆍ중 FTA를 중국과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중국 시장 공략과 중국의 생산요소 활용에 있어 한국기
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수단
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의 경쟁은
생산비용을 낮추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경쟁력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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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데 주목하여, 지속적인 분야별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
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위협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능력도 형성된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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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조명철․정승호․윤정혁․우상민 (2005. 12)

ISBN 89-322-1239-2/A5/180면
7,000원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
구건설운영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이 개시된 이래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개
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의 시험장이라고 할 만큼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사업 개
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협활성화를 위한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2005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이란 과제와 함께 생산품의 판로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성공
단은 우수한 입지, 양질의 노동력,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 내의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제품이 수출국으로부터 ‘북한산’이라고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수
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산지 판정기준이 아직
까지는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판
정기준과 국별 판정기준으로 볼 때, 가공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대부분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는 원재료를 남한이나 제3국에서 들여와 공단에서 제품을 가공․제
조하므로 2국 이상에 걸친 생산형태로 볼 수 있고, 2국 이상에 걸친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이나 주요 공정기준 등을 따
르게 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북한산으로 판정될 경우 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시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은 WTO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가입국에 부여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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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Treatment: MFN)를 받지 못한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내에 있는 입지적 특수성 때문에 다자간 수출통제로 인해
생산을 제약받는 부분이 있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직접적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 수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 생산과 관련된 중요 설
비, 실험기기, 전자장비, 통신장비, 계측기 및 부품 반출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수
출에 간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수출의 제약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북
한산 제품에 대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고세율의 ‘Column 2’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OFAC(Office of Foreign Assets)의 사전통보 및 승인이 없이는 직접적으
로 또는 제 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북한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수
입허가제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제재 조치는 없지만
북한산 수입 전 품목에 대하여 35%의 일반관세(General Tariff: GT)를 부과하
여 사실상 제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은 단기간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단기적으로 앞서 언급한 수출 제약 요건하에서 해외 판로 확보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미국, 일본, EU의 세계 3대 시장 중 EU
시장에 대한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U 시장은 한국
산과 북한산 사이에 관세율 차이는 없고 북한과 EU간 경제, 교역이 호전될 것을
전제로 개도국 제품에 적용되는 특혜관세(GSP)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개별 기업은 제품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해외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 생산품 중 의류, 신발, 가방, 주방용
품,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완구류 및 신변장신구류 등 여덟 종류의 제품
군을 선정하여 각 품목별 시장 여건을 분석하였다. 제품군은 생산품의 해외시장
수출 가능성과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 종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수출을 제약하였던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시기
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개성공단 생산물량이 점
차 확대되어 해외시장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제품은 미
국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핵심전략은 확대된 시장
에 맞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의 수립에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진출기업은 △
선진국(미국, 일본) 대상 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판로를 위한 기업간 협력체계
구성 △해외 유통시장의 확대 △미개척시장(구소련, 중국 내륙지방)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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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등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
물류 기반시설 확충 △운송서류, 통관, 검역, 입출입 관리 남북표준화 △대북 반
출 금지품목의 축소 및 폐지 △북한 WTO 가입 유도 등과 관련해 정책입안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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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성춘 (2005. 12)

ISBN 89-322-1240-6/A5/210면
10,000원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회복
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정책의 핵심 축의 하나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立國)’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개혁의 방향과 그 효과를 주
목받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중요
자산 중 하나로 인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보호하려는 움직
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일 기업간의 지식재산을 둘
러싼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아직 그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
되고 있다. 2004년의 지식재산백서 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긍
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지식재산을 적
극 보호․활용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
적 성과물이라는 정도의 주변 활동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R&D 투자의 10% 및 14%를
차지하였으나 특허출원비율은 각각 0.5%, 2.9%를 차지하는 데 그쳐 R&D 투자의
성과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 투자의 성과가 특허 등 지식재
산으로 결실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사업화는 매우 부진하다는 문제점도
96

나타나고 있다.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사업화된 특허기술의 성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은 양적으로는 급속히 팽창
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지식재
산의 질적 고도화가 매우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 및 기업은 지식재산 관련 제도개혁
및 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정부 및 기업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이론 및 최근의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무역, 투자, 교육, 공중위생, 경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변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경제이론을 검토한다.
1990년대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왔
으므로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
고서는 지식재산전략을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부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
서 지식재산전략을 독립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혁신시스템의 전체적인
개혁과정에서 지식재산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일본
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적재산정책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종합과학기술회의 등의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일본 과
학기술정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지적재산정책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기본법, 지적
재산전략본부 등의 추진체제 및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지
적재산전략의 주요특징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과학기술정책과 지적재산정책의 상
호 연계구조를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전기․전자 대기업들의 지적재산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업종의 대표적인 일본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각 기업의 지적재산전략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방문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소니, 히타치, NEC, 마쓰시타, 미쓰비시, 도시바 등이
며 이들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일본지적재산협회(JIPA)도 방문조사하였
다. 이러한 방문조사 및 일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전기․전자 대기업의 지
적재산 관리체제, 지적재산전략의 주요내용, 지적재산전략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인터뷰에 응해 준 기업의 담당자들은 주로 지적재산본부의 본부
장이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매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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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이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전기․전자 대기업들은 이미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 관리조직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독립적인 자회사
설립, 혹은 기업조직내에서 독립적인 본부로 승격․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재산전략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기업의 지적재산전략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일본
지적재산협회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산전략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하였다. 동 설문조사는 일본지적재산협회의 정회원 중 협회활동에 가장 활발
하게 관여하고 있는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중 74개사로
부터 유효한 회답을 얻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기업들은 주로 매출규모 5,000억
엔 이상의 대기업들이어서 본 설문조사로부터 일본 대기업의 지적재산전략의 주
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제4장에서 고찰한 주요 특징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
다. 설문조사의 또 하나의 목적은 해외에서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한․일기업
간의 협력에 대한 일본기업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일본기업들은 중국에
서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한일기업간 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일본기업의 특허분쟁사례를 분석한다. 일본정부와 기업이 지적재
산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삼성 SDI와 후지츠, LG 전자와 마쓰시타 전기, 하
이닉스와 도시바 등, 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간의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허분쟁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특징을 파악
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상기의 고찰을 요약․정리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면서 몇 가지 개혁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범정부적인 지적재산 개혁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
적재산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과 지적재산정책의 상
호 연계를 통하여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기업의 과제로서는 기업내 지적재산 관리조직의 정비를 서둘러야 함을 강조하였
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지적재산 인재육성 강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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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조명철․이종운․홍익표․이재영․정형곤․동용승 (2005. 12)

ISBN 89-322-1241-4/A5/284면
10,000원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개
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
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 경제지원에서 한국과 함께 가장 큰 자금지원 역할을 담당
하게 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및 국제기구 등의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영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관련국의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국제
기구 및 다자간 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각국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원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조망해야 한다. 하나는 미국
의 직접적 원조에 따른 효과이다. 미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전 세계 국가 및 분쟁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할당될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대미관계 개
선에 따른 간접적 효과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다양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북한 체제가 위기에서 안정화로 나아가는 결
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 개혁․개방 추진의 외적
환경 조성과 국제적 신용도 제고에 따른 외자유치 확대 및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핵 해결 이후 미국의 대북 원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통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그에 따른
99

간접적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미국내 각종 법․제도를 활용한
직접지원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북 지원은 단기간내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북․일 관계는 북
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및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
다. 이로 인해 양국간 수교회담을 중단한 것은 물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양국간 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두 차례 북한
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해결 및 포괄적 관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
는 정상회담 이후 더욱 악화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과
정에서 북․일 수교협상 재개가 불가피하며, 일본의 북한에 대한 식민지배 배상
금의 예상규모가 50억∼100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 경제지원 및
협력에 있어 일본의 역할은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북핵 해결 이후 일본의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한 방안이 공적개발원
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대북 수교
자금 역시 ODA 형태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형태는 무상자금과 유상자금
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또한 북․일 수교자금은 북․일간 경제협력이라는 중장기
적 안목에서 계획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는 다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1990년대 이래 중국의 대북 원조 추이를 보
면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 지원이 줄어들면 중국의 대북 지원은 늘어나고, 반대
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늘어나면 중국의 대북 지원은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
다.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점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액상으로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큰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상원조가 두 국가
고위층의 상대국 방문의 경우 북한에 선물 형식으로 주어지는 등 부정기적 성격
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지원은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것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에
있어 예상되는 정책변화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 ▷투자 중심의 지원정
책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동북아 공동개발프로젝트 참여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당장의 북한경제문제 해결이나 정치적 문제 해결차원에서 지원하는 단기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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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며 북한의 변화를 적절히 유도하는 측면에서의 장기
적 접근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과정뿐만 아니라 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의 다자안보
와 경제협력 체제로 나아가는 데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러시
아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수 있는 조치와 수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
지만,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러시아의 대북 지원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북한의 대러 부채 문제 해결이다. 둘째, 대북 전력 공급이다. 셋째, 구소련
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보수이다. 넷째,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 농장 설립
이다. 다섯째, 북한철도의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이다. 그러나 현시
점에서 러시아가 단독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많은 부분은 남한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
니라 남x북x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정치․안보 역학관계에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하였으나, EU와 회원국들은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KEDO 경수로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럽의 정치
적 영향력은 주변 4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비해 크지 않지만 EU 회원국
들이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향상시킬 경우 EU는 한반
도 문제에 대한 일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
모의 대외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EU 지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형태를 넘어
서는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할 경우 북한의 경제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시점에 EU는 2002년 3월 EU 집행위가 승인
하였으나 북핵문제 돌출로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유럽연합-북한 협력전략보고서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와 후속 조치에 해당하
는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에서 설정한 대북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대북 협력방향을 규정한 정책보
고서를 살펴볼 때 향후 EU 회원국들의 대북 지원은 개발협력사업 위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시장경제 교육, 에너지 부문 재건, 운송설비 현대화, 농촌지역 개발
같은 경제회복 및 개혁․개방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경제재건이 단순한 원조성 지원이 아닌 경제회생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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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원사업 또는 민간 자본의 직접투자가 동반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북핵해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및 개발자금지원 같은 협조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볼 때 북한당국 역시 개혁에 대한 일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절실
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내고,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을 개선하
는 데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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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
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세계화 비판의 논리와 쟁점

대표적인 반세계화운동인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실패의 맥락에서 경
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의
빈곤 해결과 소득분배 개선노력, 교육 및 의료 등의 공공재 공급, 금융시장에 대
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계화 비판론자들은 세계화가 추구하는
자유무역 및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교역질서의 민주주의적 운영 확보 및 자본통제나 선별적인 산업정책 등
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와는 별도로 세계화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자면 세계
화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소득분배

소득분배문제는 세계화 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세계화
가 거론되고 있다. 제조업내 비숙련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
로의 산업간 비중 이전에는 대외교역 측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부문인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비중이 확대
되면서 이 산업에서의 노동력 수요비중도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예상과 달
리 비숙련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수입비중 확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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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수입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숙련노동
집약적 산업내에서의 교역비중 확대추세는 대외교역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다면 세계화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
겠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의 시장개방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
장개방에 따르는 정태적 효과,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동태적 효과, 즉 규모의 경제, 경쟁력 제고, 성장잠재력 제고 등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잠재적, 간접적, 동태적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과 피해산업 지원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이유로 합리화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지원제도가 분배의 형평성과 경제의 효율성을 얼마나
잘 확보하면서 동시에 피해 판정 및 도덕적 해이 등 지원제도 관련 문제점을 얼
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정부는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에 무역조정지원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
안을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
판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피해 판정을 책임질 무역위원회의 전문인력을 보강
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 구조조정에 걸림
돌이 되고 있는 각종 제도나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평가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증대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그러
나 외국인 주식투자 증대는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수익성을 제
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시적인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주식투자 증대가 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
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매출규모와 총자산이 큰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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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좋지만, 반드시 배당성향이 높
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다고 해서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렇게 볼 때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확대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상당 부분 과장되었
거나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계나 일부 학계가 외국자본의 폐해로 거론하고 있는 고배
당론, 주주자본주의론, 경영권위협론, 투자위축론, 역차별론 등은 과장되거나 왜곡
된 측면이 강하다.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
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
려면 외국자본의 진출이 금융시장과 기업부문의 개혁을 촉진하고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처리에서는 외국자
본의 적격성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행하여 단기적 투기수익에 치중하는 구조조정
펀드에 매각하는 일을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투기자본의 규제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 시사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
화는 국제분업의 이득을 확보하고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원활하
게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개방에 대한 홍보체계, 정부와 이익집단의
의사소통 채널, 정부부처간 의견조정기능 강화 등 개방을 위한 대내 협상력을 강
화해야 한다. 아울러 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는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지원방안도 강구해
야 한다. 외국금융자본 진출 및 간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인적자원 축적
과 숙련기술인력 양성, 신기술 도입과 적용에 필요한 투자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을 확충해야 하며,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고루 분배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시장개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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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
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
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FATF 권고 2003｣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제도 정착과 혐의거래보고제
도 개선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5년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2006년 1월부
터 시행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전혀 부과되
어 있지 않아 자금세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적용
되지 않는 비금융업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전문직을
이용한 수법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직종사자들은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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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범죄수익의 유통과정에 관여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신해 현금입출금, 외
환거래, 수표발행, 주식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
탁에 연루될 수 있다. 또한 전문직종사자들은 범죄수익 또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 자금세탁자들로부터 금융상 또는 조세상의 자문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세탁자들이 전문직종사자들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문직종
사자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따라서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세탁의 법률
상 허점을 막을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
지 조치를 통해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자로부터 이 직종을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과 거래를 육성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전문직과 비금융업이 연관된 국내의 자금세탁사례 등을 검
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Patriot
Act를 제정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국제적
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직종별, 서비스별로 고
객, 거래관계, 거래유형 등에 따라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분
석하며 이러한 위험도 분석에 의거하여 각 직종별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각 보고주체에 대해서 부문별 자율성을 존중하여 혐의거래 판단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보고주체 스스로 일반적인 거래(ordinary cases)와 비교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EU AML Directive(2001. 12)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그 범위도 현
재 모든 금융기관, 비금융업, 전문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정액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함으
로써 위험성 정도를 각 사업장별로 2∼3년마다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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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전 사업장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등에 대
해서도 이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 고
액현금거래보고 이외에도 고액도박거래보고, 국제현금반출입보고, 국제자금이체
정보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보고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0년 FINTRAC이 출범한 이후 금융기관, 카지노,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세무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
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 조사 결과 해외 주요국들은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해 고객주의의
무,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에 대해서는 자금세
탁방지의무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호주, 영국은 시행
중이나 미국, 캐나다는 관련 종사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부
동산중개인의 경우는 이중보고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과범위와 내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3장 국내 현황과 사례 분석에서는 자금세탁의 위험성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
라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및 자금세탁의 사례를 검토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의식
을 조사하였다.
국내 현황부문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의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자금세탁의 위험성, 자금세탁 발생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변호사
는 법무사, 공증인의 업무도 다루고 있으며 그 업무영역이 방대하여 직․간접적으
로 자금세탁에 노출될 수 있다.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은 이미 국
내에도 자금세탁 연루사례가 발견되는 등 자금세탁에 취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세탁 관련 사건기록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전제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해보
면 횡령 11건, 재산해외도피 10건, 뇌물 9건, 사기 9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네가지 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세탁수법으
로는 가․차명거래나 부동산 구입을 통한 자금전환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총 43
건의 자금세탁범죄 중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가 관련된 범죄는 10건이 관찰
되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2건, 회계사 4건, 카지노 2건, 부동산중개인 4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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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에 연루 및 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평가․분석
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3개 직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총 158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FATF의 권고사항
과 금융정보분석원 활동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객신원확
인과 기록보존은 이미 다수의 종사자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자금세탁 발생위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자금세탁의 위험이 크다고 대답
하였고, 우리나라가 FATF의 권고를 이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가
이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 결과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 또한
FATF 권고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 노력
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는 해당 직종의 위험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들에게 자
금세탁의 위험, 그리고 자금세탁이 미치는 해당 직종의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영
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업종협의회의 적
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
동산중개인에 대해 의무부과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문직종인 세무사, 비금융
업의 경마 관련업, 자동차․배 등의 고가물품거래업, 예술작품 및 골동품 등의 거
래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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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in Development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2005. 2)

ISBN 89-322-3043-9/A5/238면
10,000원

1990년 미국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가 제창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
는 미국이 제3세계 경제에 대해 동 경제권 국가들이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
한 것으로서 정부의 주도면밀한 재정운용,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
세 인하,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들의 인수․
합병 허용, 정부 규제 축소, 그리고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경제권 국가들의 워싱턴합의에 대한 반발도 작지 않았는데 이는 아시
아 외환위기시에 IMF의 정책권고에 대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반발에서도 일부 드
러난다. 본 저서는 중남미국가들에 대해 워싱턴합의의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것
은 아니며 동 경제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다른 비전의 존재가 가능하다
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경제권에 대해 보다 주도면밀한 재정운용, 낮은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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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eds. (2005. 11)

ISBN 89-322-3044-7/A5/136면
7,000원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
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
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
한 경향은 역내의 안보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협력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등장할 질서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낙관
할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망령으로 인해 국가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협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
다. 협력적인 안보질서의 구축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북한핵문제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 아래서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SAIS)와 KIEP, 매경 비즈니스 TV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지역주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회의를 공동주최하였다. 2005년 9월 22일 SAIS의
Kenny Auditorium에서 열린 이 회의는 총 3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다루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확보 경쟁을 가속화시
켜 협력적인 안보체제의 구축에 장애가 될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제2부는 경제적 지역주의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인 협력의 증가가 가까운 장래
에 공동 통화의 발행, 역내 자유무역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할지에 대
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 중이다.
제3부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협력적 안보체제의 구축과 한미동맹의 향후 설정
과 같은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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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흥종․박성훈․페터 가이 편 (2005. 12)

ISBN 89-322-3045-5/A5/278면
10,000원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
리․보완한 것이다. 회의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현상과 밀
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특히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부상에 대한 평가가 있다.
Ding Chun 교수는 “중국경제의 발전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중국경제 발
전의 최근 성과와 위협요인에 대해 정리하였다. 중국경제는 1978년 이래 단계적
인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지속해왔으며, 개혁 이후 현재 중국경제는 경제체제의 점
진적 시장화,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화, 경제활동의 점진적 세계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성장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이다. 그러나 전문인력 및 핵심기술의 부족,
빈부격차 확대, 무역마찰, 대만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Werner Pascha 교수는 유럽과 독일의 관점에
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부상을 바라보고 있다. 먼저 독일의 대중 무역 및 투자 관
계는 아직 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중국 붐
과는 정면으로 대비됨을 지적하면서, 미래 동아시아지역 중심거점으로서 중국을
바라보는 독일 투자가들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고, 실제 대중 투자에 많은 어려움
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독일의 동아시아 진출과 관련하여 독일연방정
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독일상품(Made in Germany) 자체를 상표화하여 공동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을 주장한다. Tamio Hattori 교수는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였다. 중국의 부상은 동
북아 3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확대되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긍정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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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한국 및 일본의 對중국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국에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으로 동북아 3국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3국간 경제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한국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범위의 경제를 향
유하며, 일본은 축적된 제조기술을 갖춤으로써 3국은 상호간 교역을 통해 안정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세계화의 진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다.
심지홍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임시직 근로자의 증대, 상대
적으로 낮은 고용률, 노동시장 양극화, 경직적 노사관계라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노동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함을 제안한다.
장민수 교수는 세계화에 따른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하면서,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여겨오던 경직된 고용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한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노동생산성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는 특징을 지적한다. 민문홍 박사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노동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새 노동․고용 정책은 완전고용 달성, 양질의 직장 창
출, 사회결속력과 통합노동시장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통합적
사회정책의 정책적 함의로는 노동시장정책을 고립된 정책으로 실업해결만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패키지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잘 조정된 경
제․노동시장 개혁안들을 포함시키고, 회원국들에 유럽 고용전략에 대응하는 ｢국
가 행동계획안｣ 설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유럽연합과 협력하
여 고용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고용정책을 통해 개별 회
원국들로 하여금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였고 유럽고용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강화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상호 피드백과 네트워크를 역동
적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화와 국제적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이덕호 박사는 한 국가의 발전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투자는 국내저축과 자본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바, 보다 용이한
자본유입을 위해서 자본규제의 철폐가 요청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이
나 자본시장이 덜 발달된 나라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높은 이자율
정책을 실시한다면, 이 국가들의 국내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며 화폐 가
치의 불안정, 국제수지 문제, 외채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Peter Nunnenkamp 박사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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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과 독일을 비
롯한 선진국의 생산기지 이전과 아웃소싱을 통해 일자리 축소 등에 대한 불안감
모두 과장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학계의 연구결과는 직접투자가 개발도
상국의 선진국 도약을 촉진시켜준다는 일반인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
고 있다. 특히 직접투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동기와 종류에 따라 매
우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 자회사로 인해 본국의 모회사의 고용감축이 이루어진다
는 가설에 대해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보아야 함을 지적한다. 윤덕룡 박사는 동아
시아와 한국에서 자본이동성 증가에 따른 미시적인 경제적 충격에 주목하면서 특
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의
기업지배 및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해외자
본의 유입이 야기하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비용과 편익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
다는 개별국가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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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권 율․홍수연 (2005. 12)

ISBN 89-322-2089-1/A5/112면
7,000원

[개최 배경]

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
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
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
(EASG)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EAS 조기 개최가 결정되고 이 회의에 호
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EAS 참여국 확대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공
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
ㆍASEAN FTA와 일ㆍ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국내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부응하여 본원은 국내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2005년 11월 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라는 제하에 정책토론
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12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
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격과 APEC, ASEAN+3, ASEAN+1 등 역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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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동아시아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진의 의의와 제반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바람직한 동북아 협
력체제의 진로와 한국의 역할을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와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 요약]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격

- APT 체제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EAVG와 EASG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
한 중장기적 과제의 일환으로 제안됨.
- 그러나 2004년 초반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 조기 개최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중국 주도의 EAS를 견제하기 위해 ASEAN은 EAS 참여국을 확대
키로 합의함.
- 참여국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확대되면서 EAS의 성격이 변질되어 지역
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지고 있으므로 APT 체제와 EAS의 관계 정립
이 중요함.
- EAS와 APT 체제가 병립될 경우 의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EAS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APT가 경제ㆍ금융 협력 기능을 맡고, EAS가 외교ㆍ안
보 협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역내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

- APEC, EAS, ASEAN+3, ASEAN+1 등 크고 작은 모든 협력체제를 한
국이 충분히 활용해야 함.
- APEC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OECD 같은 기구로 발전시키고, 안보 및
정치외교기구로 EAS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함.
- EAS와는 별도로 APT를 발전시켜 교역 면에서는 EAFTA로, 금융 면에서
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심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전략

- 동아시아 역내에서 진행되는 FTA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나,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는 금융협력이 취약한 단계여서 ASEAN+1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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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낮을 것임. 그러므로 FTA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을 시도해야 함.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장기적 과제이나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모임은 한ㆍ중ㆍ일 협력보다는 ASEAN+3 협력체제이므로 한국은
APT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실질화하는 데 기
여해야 함.
- 2010~12년경에는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모든 FTA가 통합
될 것이므로 ASEAN+1 FTA 추진시 원산지규정과 같은 주요 협상쟁점을
표준화하고 규범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이 보다
수월해질 것임.
￭동북아 협력체제와 한국의 역할

- 동아시아의 역동성은 ASEAN보다는 동북아에 있으므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 ASEAN을 중심으로 한 hub & spoke 형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판은 어디까지나 동북아시아에 두어야 하며, 경제외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ㆍ일을 설득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한ㆍ중, 한
ㆍ일이 사전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유럽의 벨기에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거점으로서 역할이 중요함. 이를 위해 동북아에 한국, 동
남아에 싱가포르가 각각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 허브(twin hub)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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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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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322-2093-X/A5/161면
7,000원

[개최 배경]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
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
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DDA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 총 9개의 주요 협상의제를 포
함하고 있는데, 이 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
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DDA 협상은
최종협상시한(2005년 1월 1일)과 분야별 협상 일정을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3월 이후 활발한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의 중간점검회의 성격을 가지는 제5차 WTO 각료회의(2003년 9월, 멕시코
칸쿤)가 농업에 대한 국가간 이견,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 등으로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은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로 불리우는 DDA 협상의 기본골격
에 관한 합의문(WT/GC/W/535)이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
되었는데,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
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July Package 채택 이후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면서 WTO 회원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활발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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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12월 13~18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
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을 좁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나, 대외부
문의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DDA 협상결과가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DDA 협상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향후 협상을 전망해보는 토
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DDA 협상의 현황 및 평가, DDA 농업협상,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
서비스협상 등에 대해 정부, 학계, 업계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주요 협상의제의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방향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요 발표내용]
￭WTO/DDA 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 현재로서는 홍콩 각료회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농업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타결될 가능성도 미약하나마 존재함.
-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합의된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협상
이 급진전하여 2006년말까지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 홍콩 각료회의가 결렬될 경우,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지속될 것이며 DDA
협상 전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DDA 농업협상은 최근 들어 주요국간의 입장차이 해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분위기이며, 홍콩 각료회의에서 완벽한 형태의 모델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홍콩 각료회의에서 완벽한 형태의 모델리티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관세
감축 등 핵심 쟁점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DDA 결과 우리 농산물시장의 개방 폭은 UR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임.
-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 전략과 효과적인 이행계획서
작성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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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 정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
진한다는 기본방향하에 관세감축폭 최소화, 민감품목 확대, 관세상한 설정반대,
특별품목 확보 등을 주장하면서 협상국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또한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함.
￭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은 관세인하공식의 조정계수 크기
및 개도국 우대조치 별도인정 여부를 놓고 타협점이 나오지 않고 있음. 그러
나 농업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경우, 비농산물 협상의 급진전도 예상됨.
- 관세인하공식 논의는 비선형 스위스공식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개도국이 지
라르 공식을 지지하고 있음. 일부 개도국의 고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선ㆍ개
도국간 관세감축공식의 조정계수 편차가 적은 것이 바람직할 것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기업측면

- 개도국우대 조치와 관세인하공식의 조정계수의 선진ㆍ개도국 별도 부여의
연계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 두 요소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
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자간 관세인하가 상당부분 진척된 가운데 비관세장벽이 점차 중요한 무
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DDA 서비스협상 동향

- DDA 서비스협상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양자적 request/ offer 방
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제시한 보완적 협상방식 채택 여부
가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음.
- 홍콩 각료선언문의 의장안에 포함될 문안에 대해서 공급형태(mode)별 협상
목표, 복수적 request/offer 방식의 도입, 3차 양허안 제출시한 및 2006년 협
상일정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음.
- 홍콩 각료회의에서 복수적 request/offer 방식만 채택되어도 개방 압력은 한
층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friends group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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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규제와 GATS 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쟁점

- 국내규제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와 규범제정 방식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
지 쟁점이 되고 있어 협상이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과 개도
국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고, 선진국 그룹내에서도 국가간의 입장 차이가 큼.
- 서비스분야 긴급세이프가드조치(ESM)의 경우 ESM 규범 도입 자체에 대
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 보조금의 경
우 보조금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상품분야의 보조금협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규율 대상과 방식, 시정
조치의 유형, 동종서비스의 개념 등에 대해서 이견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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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최낙균․강문성․김흥종․박복영․지만수․이경희․김정곤 (2005. 4)

ISBN 89-322-2087-5/A5/50면
5,000원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
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
요하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선진통상국가의 모습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7개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연구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별로 고유한 역사적, 지경학적 조건에 따
른 발전유형을 도출하고, 이들이 직면했던 주요한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대응전
략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선진국 사례연구 및 앞서 검토한 세계경제의 조류와 우리만의 특수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2) 능동적 세계시장 참
여, 3)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4) 세계 일류산업 육성, 5) 개방친화적 사회인프
라 구축 등 ‘선진통상국가’로 명명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5대 구성요소를 도출하
였다.
이상의 5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선진통상국가’
란 노동ㆍ금융ㆍ경쟁 등 각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는 한편, 강한 서비스
산업과 부품ㆍ소재산업을 보유하고 IT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개방
친화적 사회인프라가 형성된 국가이다.
5대 구성요소의 핵심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 수준은 비록 개도국들
에 비해서는 앞서고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하여 여전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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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대 구성요소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관행
의 국제표준화,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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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강정실 (2005. 7)

ISBN 89-322-2088-3/A5/62면
5,000원

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정치ㆍ안보적 제약과 과거사문제, 경제발전단계 및 경
제체제의 상이성 등과 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역내 국가간
심화된 경제통합(deeper integration)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한국과 동아시아국가들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과 경쟁적인 교역
구조를, 중국 및 ASEAN과는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은 유사
한 산업구조를 가지며 경쟁적인 무역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FTA 체결시 무역증
대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중국 및 ASEAN과의 FTA
체결시에는 교역이 상당량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각기 상이한 비교우
위산업에 대한 교역이 증대되어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소부존도를 기본으로 한 경쟁력 분석 및 수출입 특화에 대
한 분석은 역내 분업구조 활성화에 따른 교역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생산분할 및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내 분업 현황을 파
악하고 이에 따라 역내 FTA 체결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제생산분할 분석에서 부품생산국으로 분류된 한국과 일본의 부품수출RCA
와 조립생산국으로 분류된 여타 동아시아국가 부품수입RCA의 상관관계에서 일
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은 정(正)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국은 상관관계
가 낮게 나타나 일본이 국제생산분할을 통한 제품가격경쟁력 확보에 보다 효율적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립생산국 성격이 우세한 중국의 부품수입RCA와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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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가들의 부품수출RCA간 상관관계도 대체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조립생산정책이 동아시아국가들의
부품생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산업내무역은 동북아지역내에서는 한ㆍ일＞한ㆍ중＞일ㆍ중 순으로 높고, 동북
아/동남아지역간에는 한ㆍASEAN＞중ㆍASEAN＞일ㆍASEAN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 및 ASEAN과의 산업내무역에 활발한 반면
일본은 산업내무역을 통한 역내 분업에 대한 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일본과 여타 동아시아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커서 산업간무역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우위 분석에서 일본의 부품생산과 동아시아국가
간 조립생산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동아시아 이웃국가들과 생산공정분할
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
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동
아시아 FTA 체결시 산업 및 고용혼란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3국 가운
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통합은 역내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간 국제분업을 원활히 하여 가격경쟁력을 제
고시킨다. 특히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역내 확산은
또한 비교우위를 통한 국제생산분할 및 차별화된 재화의 생산, 즉 산업내무역에
의한 분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자국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FTA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
별 FTA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한ㆍ일 FTA의 경우 일본의 외국인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수평적 산업내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한ㆍ중 FTA를 통한 교역확대에서는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더욱
확장하고 국제생산분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부품산업의 기
술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한ㆍASEAN FTA도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직적 성격이 강한 양국간 분업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상국가별로 상대적 임금격차 및 기술격차에 의한 비교열위로 인해 피해산
업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산업간 이해조정 및 구조조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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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권 율․홍수연 (2005. 12)

ISBN 89-322-2089-1/A5/112면
7,000원

[개최 배경]

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
(EASG)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EAS 조기 개최가 결정되고 이 회의에 호
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EAS 참여국 확대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공동
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
ㆍASEAN FTA와 일ㆍ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국내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부응하여 본원은 국내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2005년 11월 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라는 제하에 정책토론
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12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
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격과 APEC, ASEAN+3, ASEAN+1 등 역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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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동아시아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진의 의의와 제반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바람직한 동북아 협
력체제의 진로와 한국의 역할을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와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 요약]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격

- APT 체제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EAVG와 EASG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
한 중장기적 과제의 일환으로 제안됨.
- 그러나 2004년 초반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 조기 개최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중국 주도의 EAS를 견제하기 위해 ASEAN은 EAS 참여국을 확대
키로 합의함.
- 참여국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확대되면서 EAS의 성격이 변질되어 지역
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지고 있으므로 APT 체제와 EAS의 관계 정립
이 중요함.
- EAS와 APT 체제가 병립될 경우 의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EAS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APT가 경제ㆍ금융 협력 기능을 맡고, EAS가 외교ㆍ안
보 협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역내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

- APEC, EAS, ASEAN+3, ASEAN+1 등 크고 작은 모든 협력체제를 한
국이 충분히 활용해야 함.
- APEC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OECD 같은 기구로 발전시키고, 안보 및
정치외교기구로 EAS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함.
- EAS와는 별도로 APT를 발전시켜 교역 면에서는 EAFTA로, 금융 면에서
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심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전략

- 동아시아 역내에서 진행되는 FTA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나,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는 금융협력이 취약한 단계여서 ASEAN+1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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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낮을 것임. 그러므로 FTA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을 시도해야 함.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장기적 과제이나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모임은 한ㆍ중ㆍ일 협력보다는 ASEAN+3 협력체제이므로 한국은
APT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실질화하는 데 기
여해야 함.
- 2010~12년경에는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모든 FTA가 통합
될 것이므로 ASEAN+1 FTA 추진시 원산지규정과 같은 주요 협상쟁점을
표준화하고 규범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이 보다
수월해질 것임.
￭동북아 협력체제와 한국의 역할

- 동아시아의 역동성은 ASEAN보다는 동북아에 있으므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 ASEAN을 중심으로 한 hub & spoke 형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판은 어디까지나 동북아시아에 두어야 하며, 경제외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ㆍ일을 설득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한ㆍ중, 한
ㆍ일이 사전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유럽의 벨기에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거점으로서 역할이 중요함. 이를 위해 동북아에 한국, 동
남아에 싱가포르가 각각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 허브(twin hub)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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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계층간, 기업규모별, 산업간,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 양극화가 문제되는 것은 한 경제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소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
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득분포 양극화
의 경우 1970년대부터, 특히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심화․확대되고 있다. 최
근 양극화 현상은 경기회복으로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양극화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외
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해외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해외 주요국
의 양극화 사례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미국, 임금
격차는 영국, 산업간 양극화는 독일, 지역간 양극화는 이탈리아, 기업규모별 양극
화는 스웨덴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
을 계속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서 빈곤 탈출을 돕고 있다. 숙련노
동과 비숙련노동간의 임금격차가 양극화로 작용하는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과 평
생교육의 강화를 통해 숙련노동의 비율을 늘리려는 정책을 사용해왔다. 영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경우 수출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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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하지만 독일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의 진작을
위한 단기적 처방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내수의 진작을 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역간 격차는 과거부
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소위 남부개발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EU는 많은
지원을 해왔으며 최근에 와서 약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스웨덴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고용
이 이루어졌으나 신용지원을 포함한 간접지원정책으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완
화되었다. 해외투자를 위주로 성장해온 아일랜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
산성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배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켜 통합
을 이루는 것이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처방
을 한꺼번에 운용해야 한다.
해외사례로부터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진국이 선진경제로 진입
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인적자원 창출로 성장을 촉진
시켜야 한다. 둘째,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곤대책은 양극화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계층에 대한 개인별 직
접지원보다는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수요 고급화와 다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하여 고급노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간,
자원, 지도층의 의지가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에 중립적으로 작용했는지 항상 사후 점검해야 한다. 여덟째, 보다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 아홉째, 감속성장의 시대에 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
회적 합의도출과정이 필요하다. 열째,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개인복지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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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
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
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
과가 오히려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
책, 그리고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전개
될 한․ASEAN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ASEAN 및 회원국들은 매우 상이한 제도와 정
책을 보유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볼 때, 국제협약 가입 현황 및 TRIPS 이
행형태가 다양하며, FTA 체결 현황 및 성격도 체결국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ASEAN 자체로서 볼 때, 동일한 표준을 채택한다든지 지식재산권의 동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협력 위주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동남아지역에서는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전에 비해 심화
되고 있는바,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 열위로부터 기인한다. 이
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는 향후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열풍 강화,
그리고 한․ASEAN FTA 체결에 따른 한국상품의 수출증가와 함께 보다 심각
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통해 지
식재산권 침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한․ASEAN FTA 지식재산권 협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보았다. 우선 ASEAN 회원국들간의 제도적 차이점을 감안하여, 한․
ASEAN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은 TRIPS 협정의 보호수위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기술경쟁력 열위로 인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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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유인이 없는바, 무작정 규제, 단속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협력분야를 발굴, 활성화함으로써 그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산업들을 선정해 양 지역간 민간차
원의 조사를 실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호 협
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소송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
러 기술 및 시장 정보(정보 제공 시스템 포함),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발사업부문
에서 정보교환 및 경험공유, 공동연구 및 합작, 전문가 연수 및 교류 형태로 협력
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
공학,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공동제작을 강화하는 등 문화상품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표준의 조화 혹은 통일
보다는 협력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TRIPS의 근본취
지인 불법복제품의 국제유통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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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권식 (2005. 12)

ISBN 89-322-2092-1/A5/36면
2,000원

2005년 8월 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당시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국
제유가시장의 구조상 고유가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환율 또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함께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불안요인
으로 지적되었다. 2005년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0원에서 1,030원까
지 하락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20엔을 상향 돌파하였
다. 이 결과 원/엔 환율의 10:1 비율이 크게 벗어나면서 디커플링 현상(8.6:1)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화 강세 현상과 엔화 약세 현상 혹은 디커플링 현
상의 심화는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이러한 해외부분의 위험요인이 국내경
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개방화와 세계화
의 추진으로 이러한 해외부문의 위험요소가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경기변동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증대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해외부분의 어떤 위험요인이 국
내경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론은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on model: VAR)이다. VAR 모형은 일반적으로 반복추정
모형(recursive model)이므로 순서(ordering)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크게 동시적인 구조모형(contemporaneous structural
model)과 Blanchard and Quah(1989)류의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으로 구
분된다. 본고에서는 폭넓게 이용되는 Blanchard and Quah류의 구조모형을 통해
서 해외위험요인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게다가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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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형은 단기적인 경제이론보다 장기적인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모형을 식별하기
때문에 단기에 나타나는 경제이론의 이견(異見)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모형이 6-변량 선형연립방정식 체계를 갖는 것
으로 가정하였고 해외위험요인을 실질유가충격, 실질엔화충격, 그리고 원화충격
으로 설정하였다. 해외위험요인인 유가충격을 식별하는 데 있어 국제유가변수의
설정은 중요한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석유 사용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 현물유가를 사용하였다. 엔화충격과 원화충격은 각각 달러대비 자국
통화의 교환비율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국제
유가상승충격은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제
유가상승충격은 약 2년내에 국내경기를 최대 0.02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외환위기 이전기
간의 국제유가상승은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과 고공행진의 지속은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국내
경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엔화상승충격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외환위기 이후에 보다 커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엔화상승충격이 발생하면 국내경
기를 0.005정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경기를
0.016정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상승충격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결과, 환율상승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J-커브 효과가 동일
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커브 효과의 크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에 J-커브 효과가 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이 환율조정을 통해서 경기조절을 할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시
차가 더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환율조정을 통한 경기조절이 이전
기간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외부문의 어떤 위험요인이 국내경기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해외위험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분산분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원화상승충격이 단기에서 다른 해외요인보다 경기변동을 높게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제유가상승충격과 엔화상승충격
이 중장기적으로 국내경기변동을 크게 설명하였다. 특히 국제유가상승충격은 국
내경기변동을 최대 40%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국제유가상
승충격에 국내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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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국내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외위험요인이 고유가충
격이라는 분석결과를 볼 때, 정책당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유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고
유가 현상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단기적인 대응책
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에
외국의 석유업체 인수, 해외 유전광구 매입 등 적극적인 석유확보전략도 중요하
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원외교전략일 것이다. 중동지역 산유국과의 자원외교
확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비산유국을 포괄하는 자원외교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는 그동안 보여 왔던 한시적인 고유가대책의 한계를 극복
하고 고유가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는 실질적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
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장․단기적인 새로운 석유정책의 대안을 수립하
고 점검해야 하며, 석유의존도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과 에
너지 소비의 효율적 관리 대안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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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2005. 12)

ISBN 89-322-2093-X/A5/161면
7,000원

[개최 배경]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
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
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DDA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 총 9개의 주요 협상의제를 포
함하고 있는데, 이 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
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DDA 협상은
최종협상시한(2005년 1월 1일)과 분야별 협상 일정을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3월 이후 활발한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의 중간점검회의 성격을 가지는 제5차 WTO 각료회의(2003년 9월, 멕시코
칸쿤)가 농업에 대한 국가간 이견,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 등으로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은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로 불리우는 DDA 협상의 기본골격
에 관한 합의문(WT/GC/W/535)이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
었는데,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July Package 채택 이후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면서 WTO 회원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활발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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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12월 13~18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
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을 좁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나, 대외부
문의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DDA 협상결과가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DDA 협상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향후 협상을 전망해보는 토
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DDA 협상의 현황 및 평가, DDA 농업협상,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
서비스협상 등에 대해 정부, 학계, 업계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주요 협상의제의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방향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요 발표내용]
￭WTO/DDA 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 현재로서는 홍콩 각료회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농업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타결될 가능성도 미약하나마 존재함.
-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합의된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협상
이 급진전하여 2006년말까지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 홍콩 각료회의가 결렬될 경우,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지속될 것이며 DDA
협상 전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DDA 농업협상은 최근 들어 주요국간의 입장차이 해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분위기이며, 홍콩 각료회의에서 완벽한 형태의 모델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홍콩 각료회의에서 완벽한 형태의 모델리티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관세
감축 등 핵심 쟁점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DDA 결과 우리 농산물시장의 개방 폭은 UR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임.
-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 전략과 효과적인 이행계획서
작성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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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 정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
진한다는 기본방향하에 관세감축폭 최소화, 민감품목 확대, 관세상한 설정반대,
특별품목 확보 등을 주장하면서 협상국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또한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함.
￭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은 관세인하공식의 조정계수 크기
및 개도국 우대조치 별도인정 여부를 놓고 타협점이 나오지 않고 있음. 그러
나 농업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경우, 비농산물 협상의 급진전도 예상됨.
- 관세인하공식 논의는 비선형 스위스공식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개도국이 지
라르 공식을 지지하고 있음. 일부 개도국의 고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선ㆍ개
도국간 관세감축공식의 조정계수 편차가 적은 것이 바람직할 것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기업측면

- 개도국우대 조치와 관세인하공식의 조정계수의 선진ㆍ개도국 별도 부여의
연계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 두 요소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
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자간 관세인하가 상당부분 진척된 가운데 비관세장벽이 점차 중요한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DDA 서비스협상 동향

- DDA 서비스협상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양자적 request/ offer 방
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제시한 보완적 협상방식 채택 여부
가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음.
- 홍콩 각료선언문의 의장안에 포함될 문안에 대해서 공급형태(mode)별 협상
목표, 복수적 request/offer 방식의 도입, 3차 양허안 제출시한 및 2006년 협
상일정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음.
- 홍콩 각료회의에서 복수적 request/offer 방식만 채택되어도 개방 압력은 한
층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friends group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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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규제와 GATS 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쟁점

- 국내규제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와 규범제정 방식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
지 쟁점이 되고 있어 협상이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고, 선진국 그룹내에서도 국가간의 입장 차이가 큼.
- 서비스분야 긴급세이프가드조치(ESM)의 경우 ESM 규범 도입 자체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상품분야의 보조금협정을 기준
으로 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규율 대상과 방식, 시정조치
의 유형, 동종서비스의 개념 등에 대해서 이견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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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성장 전망

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
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세계경제는 장기추세선인 3%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됨.
- 2006년 2/4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표 1. 세계경제 전망(2005~06년)
(단위: %)

세계경제성장률
미국
일본
EU 지역

Global Insight
2005년
2006년
3.5
3.4
3.7
3.4
2.4
1.9
1.4
1.8

IMF
2005년
4.3
3.5
2.0
1.2

2006년
4.3
3.3
2.0
1.8

World Bank
2005년
2006년
3.2
3.2
3.5
3.5
2.3
1.8
1.1
1.4

자료: Global Insight(2005. 11); IMF(2005. 9),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2005. 11),
2006 Global Economic Prospects.

나. 2006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 조류독감 확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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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는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될 경우
8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조류독감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피해산업은 농
축산업, 여행 및 관광산업 등임.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위험
- 2006년 미국의 무역적자규모는1)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미국의 경상적자규모는 GDP 대비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외국인의 지속적인 달
러화 자산 매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불균형 지속에는 한계가 있어, 미
국의 경상적자 심화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
- 2006년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금리 상승, 고유가, 버블 붕
괴 심리 확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조정 또는 일부 국가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05년 현재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의 주택가격 조정이 고유가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를 압박하는 경우 세계경
제에 어려움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지속 위험
- 2006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5대 주요 변수로는 미국의 경제성장세 여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 여부, 이란의 정세 변화,
이라크 내전 양상, 자연재해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이 있음.
￭ 세계적 동반금리 상승 위험
- 2006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목하는 거시변수 중 하나는 물가지수가
될 것임.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2005년 말과 2006년 상반기
중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유럽 등 기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1) 2005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7,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5년 경상적자는 GDP 대비
6.5%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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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임.
- 2006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
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테러 및 자연재해의 위험
- 테러 방어,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공조의 확대 및 세계경제의 유연성 증가로
이들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5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임.

2. 주요국의 경제 전망

가. 미국
￭ 2005년 하반기 동향
- 미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03년 2/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3~4.3%를 기
록하여 최근 2년간 고유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초
과 달성함.
￭ 2006년 미국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
레이션 압력 증가 △금리 상승 △주택시장 버블 붕괴 우려 △쌍둥이 적자의
지속 등임.
￭ 2006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미국경제는 2006년 평균 3.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나. 중국
￭ 중국은 2005년 1/4분기 9.4%, 2/4분기 9.5%, 3/4분기 9.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003년 이래 9% 이상의 고도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는 △무역수지 흑자 급증 △수출과 투자 의존형 경제성
장의 지속가능성 △위안화 평가절상 등임.
￭ 중국은 고도성장 위주의 정부정책기조, 수출증가세와 무역흑자 발생 지속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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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2005년 9.3%, 2006년 8.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위안화 환율은 보다 실질적인 추가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5% 내외)으로 예상됨.
표 2. 향후 4년간 성장률 및 위안화 전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실질 GDP 성장률(%)

9.3

8.0

7.5

7.0

위안화․달러 환율

8.1

7.9

7.6

7.6

자료: EIU(2005. 11)

다. 일본
￭ 향후 일본경제는 석유가격 상승이나 미국, 중국 등 해외경제의 불안요인이 있
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내수 주도
의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큼.
- 2005년 일본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6
년에는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라. 유럽
￭ 2005년 상반기에 전기대비 0.3~0.4% 성장했던 EU 경제는 수출확대에 힘입
어 2005년 3/4분기에 0.6% 성장함으로써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함.
￭ 2006년 주요 이슈는 △고유가 영향 △금리 인상 가능성 △긴축재정 압박 △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경제개혁정책 불확실성 △이민자 이슈 △EU헌법 부
결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 등임.
￭ 2006년 EU 경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반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정치·경제적 불안요소는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EU 경제는 2005년에 1.4~1.5% 성장으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위축되고
2006년에는 다시 1.9~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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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환율 전망

가. 2005~06년 국제금융시장의 이슈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과 금리정책 방향
- 미국의 금리인상기조 유지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차이 확대로 각국의 정책금
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여건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
려할 때 2006년 상반기에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금리정
책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의 급격한 조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법은 환율조정, 무역흑자국 총수요 증가, 미국의 가계
및 정부의 저축증가 노력 등이지만 세 가지 방법이 다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
나. 2005~06년 환율 전망
표 3. 주요국 환율 전망
2005. 12. 23
WEFA-DRI
유로화
(달러/유로) 투자은행
엔화
(엔/달러)
원화
(원/달러)

WEFA-DRI
투자은행
KIEP

1.1869
116.26
1013.6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3

1.26

-

-

1.1907

1.2375

1.2680

1.2736

112.91

109.74

-

-

116.36

113.17

111.40

106.21

1014.33

1,000.32

주: 투자은행은 14개 국제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이고, 2005년 12월 23일 종가 기준 명목환율
제시.
자료: WEFA-DRI(2005. 11), Online Database; 국제금융센터, 2005년 12월 6일 보도자료.

￭ 달러화는 금리 인상 지속으로 2005년 말까지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2006년 상반기 이후에 약세
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경기회복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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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이후 ECB와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
라 주요국간 금리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4. 2006년 유가 전망

￭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정제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2006년
에도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수준은 △2006
년 미국경기 △중국의 연료세 도입 추진 △이란 핵문제 △이라크 정세 변화
△허리케인 피해영향 지속 여부 등 5대 변수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임.
표 4. 2006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시나리오

내용

두바이 유가 WTI 유가

∙미, 성장률 3.3% 이상
∙이란 핵문제와 석유 연계
∙허리케인 피해 발생과 비축유 방출

62±5달러

75±5달러

기준 케이스

∙미, 성장률 3.0 3.2%
∙중동정세 불안 현수준 유지
∙심각한 허리케인 피해 미발생

50±3달러

60±3달러

저유가 케이스

∙미, 성장률 2.5 3.0%
∙중국 연료세 도입
∙산유국의 테러 및 파업 미발생

43±2달러

50±2달러

고유가 케이스

5. 2006년 주요 통상환경

가.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간단계”가 목표인 제6차
WTO 각료회의(2005년 12월 13~18일)에서 최빈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
조금 철폐시한 등 핵심의제가 합의되면서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음.
￭ WTO 회원국은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고 7월 말까지 국별 이
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협상 여하에 따
라 2006년 말 또는 2007년 상반기까지 DDA 협상 전체가 타결될 수 있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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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별 이행 검증과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8년 중으로 DDA 협상 결과가
발효될 수 있을 것임.
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 2005년에는 WTO의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미국 및 중
국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함.
- WTO에 따르면 2005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은 총 180건으로, 이 가운데 총 18건의 FTA가 2005년 중에 추가됨.
￭ 최근 FTA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안보 및 자원 확보의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바, 당분간 FTA 체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ASEAN+3 동향 및 전망
￭ 역내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기조하에 ASEAN+3 역내의 교역 및 투자 관계
는 보다 활성화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
적 통합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ASEAN+3 역내국가가 향후 일정 기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존의
기능적 통합을 기반으로 역내국가 상호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
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다각화에 대비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상호 의존성과 분업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대응전략 마
련이 필요하고, 역내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라. 동북아 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
-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향후 에너지 개발 관련 협력사업의 진전이 기대됨.
￭ 동북아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통합을 단기적 시일내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
황이나 향후 역내 에너지, 철도, 환경 등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
협력 협의기구로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155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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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 의제
송영관 (2005. 12)

ISBN 89-322-2095-6/A5/66면
5,000원

WTO 서비스협상에서 ‘국내규제’는 built－in 어젠다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서비스의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제정 논의가 활
발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규제 규범에 관한 WTO 논의동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내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현재 이에 대한 보고서가 전
무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규제규범 제정에 관한 WTO에서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우
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국내규
제규범의 논의 배경 및 동향을 개관하여 GATS와 국내규제의 관계를 통해
WTO 국내규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문직서비스작업반과 국내규제작업반
의 논의동향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전문직서비스작업반의 주요 논의를 분석하
여 전문직서비스작업반에서 제정된 ｢회계부문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지침｣과 ｢회
계부문국내규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
인 국내규제작업반의 주요 논의를 총괄적 논의와 요소별 논의로 분류하여 세부항
목에 관한 논의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회계분야국내규제규범의 법률서비스 확
대적용 논의를 소개하고 호주제안서를 분석하며, 제6장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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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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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우영․박순찬․이창수 (2005. 12)

ISBN 89-322-2096-4/A5/116면
7,000원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
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
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평균관세율은 1981년 23.7%에서 2004년 7.2%로 크게 낮아졌
다. 또한 최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을 유지하였기
에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
면서,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를 비롯한 노동 관련 문제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상
하였다.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무역자유화 정책이 고용과
임금 불평등 및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FTA를 비롯한 무역자
유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서,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분석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1988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 단행된 무역자유화가 고용과 임금 양극화 및 격차에 미친 영향을 계량
모형으로 분석하며, 임금격차는 산업내 임금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산업
내 학력간 임금격차로 측정하며, 산업별 임금격차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
여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분석한다.
우선 무역자유화 변수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세율과 수입액에 대한 자료를 이용
하였는데 이들 자료는 Trade and Production 1976-1999(World Ban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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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STAN Database를 통하여 얻었다. 관세율과 수입액에 대한 자료는 HS
코드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산업별 고용 및 임금은 한국표준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본 연구는 HS코드를 표준산업분류로 전환하여 산업중분류별(신분류기
준)로 관세율과 수입액 자료를 구축하였다. 고용에 관한 자료는 광공업 통계조
사 원자료를 통해 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제조업 중분류 21개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편, 임금양극화 및 격차에 대한
분석기간은 1993년부터 2001년으로 한정하였다. 1993년을 전후로 산업분류가 대
폭 변경되었고, 임금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가 산업코드 3단위만 제공하고 있어 1993년 이전과 이후를 산업별로 연결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Bhalotra
(1998)와 Lang(1998)이 사용한 모형을 확장시킨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관세율과 수입비중은 제조업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임금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율이 1% 감소할 때
고용은 약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임금 대신 과거임금을 도구변
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관세율 계수의 유의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는 무역자유화가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주장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용에 미치는 여타 요인
을 통제하지 않고 무역자유화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관세율이 크게 감소한
산업일수록 오히려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세율이 낮은 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와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자유화와 산업경쟁력이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울
러 1988~2001년 사이 관세율 하락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감소의 주요 원인이
라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산업별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한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제조업 전
체를 분석하였을 때에 관세율은 임금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면, 경공업의 고정효
과모형에서 관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관세율이 1%p 감소할 때
지니계수는 0.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게 추정되었다.
중공업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무역자유화가
임금격차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또한 무역자유화가 학력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고정효과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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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유화가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다소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관세
율이 1%p 감소할 때 대졸-고졸 임금격차는 0.8% 증가하고, 전문직-비전문직 임
금격차는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의 결과로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숙련간 임금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무역개방을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FTA
를 비롯한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과대평가할
근거는 희박하다. 둘째, 관세율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금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효율적 산업의 임금수준을 개방된
산업의 임금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그 크기는 작
지만 무역자유화가 학력간 임금격차를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무역자유
화가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해 볼 때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비숙련노동에 대한 일방적 분배정책
이 아니라 비숙련노동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적 수준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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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2005. 8)

ISBN 89-322-4170-8/A5/104면
7,000원

본고는 인도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3개 국가와 2개 경제공동체(미국, 중
국, 일본, ASEAN과 EU)가 인도와의 정치·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왔는
지를 살펴보고 양자관계의 미래상을 전망한다.
구 소연방의 붕괴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인도와 서방 주요국과의 정치·경제
적 협력은 인도가 1998년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인도와 중
국은 국경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혁·개방정
책으로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다시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인도가 기존의 정치대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중요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도와 주요국간의 양자관계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나
아가 인도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각국의 대응과 인도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시
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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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
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부존자원의 역설(natural resource curse paradox)’으로 불린다. 광물이나 연료
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면 그 자원의 수출에만 의존하여 제조업의 성장이 지
체되고 국내통화가 과대평가되는 소위 ‘네덜란드병’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
다. 그리고 지대추구행위가 만연하고 교육과 인적자본 축적을 게을리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발견되지만, 그 원인은 다른 지
역과는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우선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에서도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였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네덜란드병’이 아니라 부
존자원을 둘러싼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그로 인한 거버넌스(governance)
의 악화에 있음을 국가간 비교분석, 패널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에 적합한 환율정책보다는
부존자원 수출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정치적 안정의 달성이 더 긴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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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
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외환위기 이후 6
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논문은 금융자본 이동량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양적인 접근방법, 이자율
및 주가 등의 자산가격을 통해 가격의 수렴도를 측정하는 자산가격방법, 금융시
장의 통합을 통한 소비위험의 공유를 살펴보는 위험 공유방법 등의 세 가지 방법
을 사용한다.
주요 결과로는 동아시아 시장의 통합도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현상을 시현
하고 있으나 이는 동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의 통합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의 역내 시장이 여전히 국
제시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발전이 가시화되어 나타
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역내의 시장참여자 및 정책입안자의 공조노력이 크게 필요하다는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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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통화연맹 출범 직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자본시장의 통합이 어떤
양상을 띠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식시장 및
이자율 등의 거시적 금융지표를 사용하여 유럽시장의 통합도가 유럽통화연맹의
도래와 함께 급속도로 진전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통한
미시적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주요 10개국 상장사의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방
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동일위험군인 경우 국가별로 수렴현상을 보이는
가를 검증하고 이를 유럽시장보다 훨씬 더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북미
시장과 비교하고 있다.
자산가치평가모형(CAPM)과 차우(Chow)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기업자료를
검증한 결과는 유럽통화연맹의 도래가 유럽 자본시장의 통합을 미시적인 차원에
서 진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럽통화연맹이 시장내부적인 동력
보다는 정치적인 합의에 기초한 거시적인 공동체의 창출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의 미시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추가적인 통합과정에
정책목표가 주어질 것을 시사하며 이는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움직임에서 반증된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자본시장 통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통화정책 협력으로 인한 비용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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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역내 자본시장의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모
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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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환율체제 구상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두된 금융안정 필요성
에 대해 역내 차원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기초
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역내 교역비중이 크게 늘어나 내부기초여건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환율변동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간의
협조가 결여된 상태에서 서로의 환율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경
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역내 환율조정의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동아시아국가들의 환율조정 측면에서의 한계는 금융부문의 충격흡수능력상의
뚜렷한 제약으로부터 비롯된다. 결국 현 아시아국가들의 문제는 대미 수출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와 경상수지 흑자를 소화할 만한 역내 금융시장이 부재한 결
과 미 재무부 증권만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구도가 지속된
다면 아시아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은 달러가치 하락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누적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불균형 확대는 세계금융체제의 불안정성마저 높이게 된
다. 이제 역내의 금융부문 역량 측면에서 환율불안과 연관된 근본문제가 야기된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개선노력은 환율 운영 측면에서 지역공조체제 구축이다. 개별국가차
원의 자체적인 환율안정여건 확보가 어렵다면 국가들간의 협조를 통해 환율이 안
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일단 중국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
율조정 피해를 줄여가려면 달러페그제에서 탈피한 복수통화 바스켓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다. 그러나 각국이 모두 다른 바스켓에 대한 상이한 페그제를 운용한다면
공조체제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는 공통바스켓을 토대로 새로운 지역
화폐를 창출하여 이에 대한 각국 화폐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시킴으로써 역내 교역
과 자산 운용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171

불행히도 유럽의 경험과는 달리 아시아지역은 정치적 주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제사정도 국가별 차이가 워낙 커서 최적통화지역기준(Optimal Currency
Area: OCA)에 부합하는 국가 수가 많지 않다. 환율체제도 상이하다. 따라서 환
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통의 환율체제를 무리하게 고집하기보다는 이러한 공
통의 틀이 작동할 수 있는 사전여건 정비가 절실하다. 이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첫 단계의 노력이 바로 공통화폐의 창설이다.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공동으
로 출자하여 아시아 공동펀드를 창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지역화폐인
ACU(Asian Currency Unit)를 만들어서 ACU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
면 달러자산 편중상태를 점차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 불균형으로 알려진 상
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아시아지역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역내 금융시장의 낙
후성이나 자국화폐로는 국제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원죄가설, Original
Sin Hypothesis)를 극복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172

Working Papers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2005. 12)

ISBN 89-322-4174-0/A5/90면
5,000원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
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
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동 모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에 발
생할 수 있는 경제충격을 동아시아 경제권에 공통되는 역외충격과, 동아시아 경
제권 국가 중의 어느 한 국가에만 발생하는 충격이라는 두 종류의 충격으로 구분
하여 이러한 충격이 한국, 일본,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를 추정한다. 공통적인
역외충격은 미국경제의 성장세 저하, 기타 세계경제권의 성장세 저하, 달러화 약
세이며 국가별 충격은 내수감소, 해외시장수요 감소 등 수요 측면의 충격과 명목
임금의 감소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충격으로서 이러한 충격이 각 경제권에 미치
는 영향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실업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미
국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크며 기타
세계경제권의 성장둔화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
로 나타난다. 미달러 약세로 인한 충격은 중국과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역외충격으로 인한 국내경제에의 영향이 동북아 3국 중 가장 낮을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수요감소 충격에서 무역개방도나 무역의 가격탄력
성이 가장 높아 동북아 3국 중 단기적으로 그 영향도도 크고 회복 속도 또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의 경우 단기적인 영향은 작으나 지속기간은 가장 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중국 위엔화의 평가절상
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급격한 감소와 디플레이션 유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인 절상 정책이 사용되어 질 것이며, 한국 원화 절상 또한 한국경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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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커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나친 환
율절상에 대한 방어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엔화 강세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도는 중국, 한국에 비해 낮으나 그 영향의 지속기간은 훨씬 길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1990년대 일본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러한 일본경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
적인 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권내에 단일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시나리
오와 보다 유연한 환율체제를 채택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 일
본 등 동아시아 일부국가들만을 포함하는 단일환율체제보다도 제한적인 통화정책
을 허용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환율체제가 각국 경제에 미
치는 비용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유로와 같은 단일환율제가 동아시아경제를
위한 최적의 환율체제가 아니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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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환율제도를 비롯, 인도 외환체제 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교역재
와 비교역재 부문의 가격 차를 이용하여 1993년 환율제도 변경 이후 인도 루피화
와 미국 달러화 환율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최
근 인도 중앙은행이 고려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와 선진적 통화정책, 특히 인플
레이션 타게팅의 전제 조건과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1991년 통화 위기 이후 인도의 외환체제 개혁은 매우 성
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환율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부문간 가격 차이에 기초한 루피․달러화 환율의 공적분 분석에 따
르면 양국에서 교역재 부문과 비교역재 부문의 가격 차이가 1% 증가하면 실질환
율은 약 0.6% 증가하였다.
또한 본고는 자본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에 따라 인도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
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도 중앙은행의 추가적 자유화 조치들은 환율
과 통화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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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 대기업군 연쇄 부도와 금융시스템의 부
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외환위
기과정에서 급격히 부실해진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종합금융회사가 부실화된 원인은 상당 부분 취약한 금융감독에 있었
으며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금사에 대한 금융감독 주체 면에서는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프라가
부족한 정책부서가 집행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전적 및 사후적 규제시스템의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종금사에 대한 금융감독체계 면에서 보면 금융감독이 주로 당시 은행감독원 등
에 대한 부분위임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위임된 부분간의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통합감독(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ion)이 실시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종금사의 외환업무부문에 대한 감독과 같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
었다.
종금사에 대한 진입감독 측면에서는 감독당국이 국제금융업무를 비롯한 종합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나 능력이 결여된 다수의 투자금융회사를 무더기
로 종금사로 전환 인가(1994년과 1996년)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종금사
들간의 과당경쟁과 위험을 무시한 영업의 원인을 초래하였다.
그밖에 종금사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감독의 취약은 종금사의 거의 모든 업
무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종금사의 자기자본 규제에서는 은행과 같은 엄밀한
BIS 방식에 의한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도입이 지체되었다. BIS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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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도입 지체는 종금사의 자기자본대비 위험자산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종금사들의 방만한 위험자산 팽창에 대하여 내
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제동이 취약하게 한 바 있다.
종금사 여신에 대한 감독 면에서는 종금사의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가 은행에 비하여 세 배 높게 허용되어 있는 등 편중여신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취약하였고, 게다가 감독당국의 사후적 감독의 취약으로 종금사들의 각종 편법여
신과 이면보증 등을 방치하여 종금사들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금사의 외화자산 유동성에 대한 규제에서는 감독당국이 종금사의 외화단기
차입을 단기차입금에 대한 차입한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외화리스대출을 중장기
외화대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규제가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
한 제도적 결함 위에 감독 당국이 종금사들의 고유계정과 리스계정 양자에 대하
여 유기적으로 동시에 통합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함께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종금사들로 하여금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종금사들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규제에서는 외화 유가증권 투자를 유가
증권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감독당국의 종금사 역내외 유가증권 투자간에
비대칭적 규제가 있었다.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 조치는 종금사들로 하여금 단기
차입한 외화로 동남아지역의 정크본드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도록 하였고 결
과적으로 종금사들로 하여금 외화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하여 외화 유동성위기에
빠져들게 한 제도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종금사 위험관리에 대한 규제분야에서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
지 종금사의 경우는 원화유동성에 대해 규제,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의 운용에 대
한 규제 및 보유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며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종금사 경영진들로 하여금 위험부담적으로 경영을 하게 하는 제도적 요인이 되
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금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금융영역과 감독 기관
들간의 통합적 금융감독이 결여된 가운데 금융감독의 거의 전 분야에서 낙후된 사
전적 규제와 취약한 사후적 감독시스템 아래서 운용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금
융영역의 통합 및 자본자유화의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낙후된 감독행태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식체계가 자리잡고 있었는
데 이는 금융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영업과 국외 영업이 분명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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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 있으므로 영역별로 금융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금
융이 영역별로 엄격히 구분되고 자본이동이 통제되던 과거에는 타당하였을 수 있
으나 금융 영역간 통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본자유화에 따라 국내외 금융의 구
분이 없어지는 시대에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인식체계로서 조속히 변화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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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APEC의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할 적절한 시점이다. 본고는 APEC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APEC이 분명한 성과
들을 이루어낸 반면, 공동체내에서 그 중요성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호주 총리인 Bob Hawke가 서울 연설에서 처음 제안했을 때 생각했던 지역기
구는 현재의 APEC과 다른, 일종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OECD라고 할 수 있
다. 이후 APEC 저명인사그룹(APEC Eminent Persons Group)의 영향으로 무
역자유화 원활화가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고르 목표가 APEC의 대명사가 되
었다. 이러한 초점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본고는 1989년 이래 APEC 지
역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세계체제에 대한 대응차
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면에서 이런 변화들은 지역을 묶어주는 상호작용
과 연결점들을 강화시켰고, 무역증가와 지역 생산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출현은
APEC과 같은 지역포럼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러한 발전에 핵심적이었고 지역의 무역투자체제를 긴밀하
게 결속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APEC 지역은 실제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미래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분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대부분의 이슈는 정치적이고 전
략적인 성격이며, 역내 민족주의에 따른 지속적인 역사적 반목을 반영한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쳤
고, 이것은 매우 실제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파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 ASEAN+3 포럼이 이 과정의 필수적인 요
소였다. 미국은 이 지역에 확고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가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APEC 지역이 매우 심각한 정치 안보상의 이슈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
내의 전통적인 안보문제들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현재 아․태지역의 관심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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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인간 안보’ 문제들은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영향은 가장 두드러지며, 사스(SARS)나 조류독감과 같은 보건문제, 환경문제, 국
제범죄, 불법이민과 같은 문제들도 존재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안보이슈들이 뒤얽혀가는 것이다.
한편 역내에서 관련 기구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특히 ARF
(ASEAN Regional Forum)가 역내의 선도적인 안보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ARF는 지속적인 쇠락을 겪고 있고, 따
라서 가능성이 작지만 그것을 재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APEC이 어떤 기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무역 어젠다에 대한 강조
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보고르 목표도 역시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나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젠다가 확장되어야 한다. APEC을 아․태
지역의 OECD로 만드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매우 실제적인 역
량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논쟁인 문제로 APEC의 안
보분야 역할 수행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APEC은 이미 인간 안보를 핵심 역할로 포함시켰고, 인간 안보와 전통적 전략
이슈들도 복잡한 방식으로 통합되고 있어서, 안보에 대한 APEC의 역할을 부정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ARF의 명백한 취약성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며, 또한 크
게 보면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APEC은 이미 실제로 안보기구라고 설
명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더 깊이 고려해볼 때, APEC을 그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태평
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들과 도전이 남아 있지
만 그러한 기구의 출발이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어떻게 이 새로운 공동
체가 발전되고 특히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핵심적인 이슈일 뿐이다.
따라서 아시아 공동체와 밀접히 연결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가 앞으로 추구해
야 할 목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많은 논평자는 APEC의 역량 부족과 APEC
사무국의 자원 부족을 지적했으나, 반대로 본고는 APEC 지역이 당면한 도전들
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오히려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태평양 양편의 건설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이
루어졌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창설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상당한 재정적,
조직적 자원을 요구할 것이지만,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할 기구가 부재한
상황은 더 큰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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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
John Mckay (2005. 11)

ISBN 89-322-0045-9/A5/75면
7,000원

지금은 APEC이 1989년 설립 이래 이루어온 확고한 성과들을 자축하는 동시
에, 그 기여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시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았고 개도국은 그 10년 후 같은 목표를 달성하
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긴급성은 APEC의 중간
평가과정에 잘 나타나있는데, 본고는 이와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지난 15년간 아․태지역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은 과거 APEC에서 구축
된 구조와 과정이, 당면과제들에 있어 적절한 것인가를 질문해볼 시점이다. 더불
어 APEC의 활동을 위해 수립된 목표와 중점사항들이 새로운 지역적, 세계적 맥
락에 적절한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본고는 무역투자 어젠다 및 지역의 복지와 발
전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APEC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
들이 APEC의 향후 역할에 막대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APEC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APEC은 1980년대 후반 설립시의 특정 환경에서 발전되어왔기에 이에
기반한 어젠다가 APEC의 사고를 지배해왔다. 지역적, 세계적 환경이 변화되어왔
기에 APEC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심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중
점사항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한편 APEC은 지역의
복지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무역투자 중점에서 APEC의 활동들은 유
용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정착은 특히 주목할 만하며 이제는 이러한 독특한
187

회담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시점이다. 다른 지역기구들, 특히 ASEAN과 ARF
는 심각한 자체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상황은 APEC에 대한 기대감을 증
폭시키고 있다. ASEAN+3의 등장은 APEC에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
에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르 목표는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APEC 어젠다에서 지속되어야 하지만, 새롭게 갱신되고 재정의되어야 하며, 다른
활동들도 APEC의 업무계획에 추가되어야 한다. 일종의 아시아․태평양 OECD
를 만들기 위한 APEC의 재정의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이를 위해 아․태지역은
향상된 연구, 모니터링, 정보, 정책능력을 필요로 하나, APEC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효과적인 가교의 건설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며
APEC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 하겠다.
APEC은 이미 반테러 등, 새로운 인간 안보 어젠다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
고 그 활동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나 역시 자원의 제한이 언급되어야 한다.
APEC이 전통적인 안보이슈들을 다루는 것은 논쟁적인 부분이나, 어떤 면에서
APEC은 이미 사실상 안보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
담을 볼 때 그러하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들을 살펴본 후, 지나치게 공
개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APEC이 기여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APEC을 중심으로 보다 포괄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를 만들어가는 아이디어는 현재로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한편
그에 따른 요구사항과 APEC의 자원의 부족문제는 초기부터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비전의 정의와 실천을 위한, 아․태지
역 차원의 동아시아 비전그룹(an Asia Pacific version of the East Asia Vision
Group)을 조직하는 것이다. 또한 APEC은 회원국 확대문제를 긴급하게 고려해
야 한다. 이는 APEC의 미래에 있어 어떤 종류의 비전이 채택되느냐에 달렸는데,
본고에서 주장하듯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비전이 채택될 경우, 예를 들어 인
도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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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Françoise NICOLAS (2005. 4)

ISBN 89-322-5059-6/A5/66면
5,000원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화로의 통합은 의심할 여지없이 과거 수십년간 가장 중
요한 발전 중 하나이다. 경제적 행위의 세계균형에서 그 변화는 전체적으로 세계
에, 특히 한국과 같은 가까운 신흥국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도전의 정확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위험을
경감시키고 이것과 관련된 잠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적당한 대
응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의미하는 주요 변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며 주요
변화가 한국에 주는 두 가지 도전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로 역내 공급체인으로
서 중국의 새로운 역할과 역내에서 진행된 경쟁게임에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과
거 10년 이상의 역내 무역과 FDI 흐름의 분석에 근거하면 이것은 한국과 같은 새
로운 산업국가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혹은 태국과 같이 덜 발달된 국가에 구
별된 효과를 나타낸다. 이후에는 인접국가를 향한 최근 중국 입지의 변화와 새로
운 아시아 경쟁정세에 역내 리더가 되기 위한 중국 정부기관의 결의를 논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기대되는 입지를 취하며 중국의 성장에 의해 제기되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단계를 조사한다. 우선 한국의 국가경
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더 높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정부차
원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을 검토한다.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한․일 FTA 수립은 잠재적으로 강력한 도구
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만약 한국이 미래 동아시아에서 효력을 유지하
기 원한다면 FTA가 중국, ASEAN과 함께하는 다른 협상과 연관되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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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Kimie Harada (2005. 6)

ISBN 89-322-5060-X/A5/66면
5,000원

본 연구는 합병 전․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은행(city bank)의 기
술효율성관계를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 후
효율성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부실은행간 합병이 우량은행을 탄생시켰는지를 조
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의한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초기 문헌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평균 기술효율성 점수는 1990년대 말에 악화되었다. 둘째,
대형은행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은
행과 비우량은행의 통합은 우량은행을 탄생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비우량은행간의
통합은 우량은행을 탄생시키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준다. 마지막으
로 은행은 은행수입 중 조정 가능한 영업이익을 포함하고 있을 때 단기목표를 두
고 행동한다는 것 역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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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Kimie Harada (2005. 6)

ISBN 89-322-5061-8/A5/64면
5,000원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인수ㆍ합병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은행부문이 어떠한
방법으로 개혁을 완성하였는가를 한국 은행간 합병 전후의 효율성을 분석함으로
써 조사할 것이다. 분석을 위해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외국인 소유비중이
높은 은행이 국내은행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거대
은행 혹은 금융지주회사 소유의 은행은 그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 경쟁적으
로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은행은 1998년까지 규모의 효율성이 악화되었으나 이후 2003년까지 점차적으로
규모의 효율성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소유비중이 높은 은행의 성과가 그
렇지 못한 은행의 성과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 수준
은 강제적 혹은 자발적 합병 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거대화 이후 여전히 높
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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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Sumio Kuribayashi (2005. 12)

ISBN 89-322-5062-6/A5/38면
2,000원

동북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간의 산업간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동북아
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간의 I-O표를 작성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의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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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James H. Chan-Lee (2005. 12)

ISBN 89-322-5063-4/A5/50면
5,000원

아시아 금융위기는 고정환율제도의 변화, 독립적 통화정책, 자본시장 개방, 변
동적인 자본흐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관심이 자라나는
한편 이를 위해 수반 되어져야 할 정치적 합의 및 제도적,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은 부재인 상태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발전된 제도와 금융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해 위안화(RMB)와 엔화(YEN)의 상호 난해한 역할을 풀고자 한
다. 제도정비에 집중된 우선순위 중심의 정책과 튼튼한 은행시스템을 소개한다.
하지만 활발한 무역자유화와 경제적 협력 및 정치적 통합이 공동통화나 공동변동
환율제의 현실화보다 더욱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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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의
새로운 구상
임 명 (2005. 12)

ISBN 89-322-5064-2/A5/32면
2,000원

2003년 3월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개혁․개방 이래 수년간 ‘녹슨 지대’ 취급
을 받던 동북3성 지역경제에 대하여 개조, 조정 및 진흥을 거쳐 중국의 제4 경제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갑작스런 희소식은 중국 동북3
성 주민들에게는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한국에도 도전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본문에서는 중국 동북3성 경제의 휘황찬란한 역사와 전락의 원인 및 금번
중국 정부의 동북3성 진흥 결정의 전략적 배경을 살펴본 후, 최근 동북3성 진흥에
관한 중국 중앙정부 및 동북 각 성의 계획 및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필자의 몇
가지 견해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번 중국의 동북3성 진흥기회를 중국과 한
국은 어떻게 하면 상생(win-win) 의식을 가지고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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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Simon Hix and Hae-Won Jun (2005. 12)

ISBN 89-322-5065-0/A5/56면
5,000원

지역경제통합은 지난 20년간 세계 정치․경제발전에서 큰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단일시장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경제통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사례를 통해, 단일시장은 시장규제의
집행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우선주의, 독립적 재판기관, 법규범을 요구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
다. 분명한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 형성이나 이들에게 독립적 집행능
력이 부여되는 것도 다른 요구조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적절히 반영된다면,
동아시아 단일시장을 통해 회원국간의 교역이 증진되고 특정 산업분야의 공동체
가 형성되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공
동시장 형성은 국가간 정치통합 지향, 분쟁 해결, 민주적 정치체제 확산, 자유시장
형성 등 많은 정치적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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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The Impact of FDI from South
Korea to China on Bilateral Trade
Liu Xiangfeng (2005. 12)

ISBN 89-322-5066-9/A5/46면
2,000원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내 해외직접투자가 한․중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중국내 투자 중 가공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 이는 양자간 무역, 특히 중국의 수입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 가
공무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적자 폭에 영향을 줌에 따라 양국간 무역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중국내 해외직접투자에서 특징적 것은 수출 중심의 노
동집약적 가공․부품조립 산업이다. 중국의 시급한 과제는 범 지역적으로 확산되
는 경제의 세계화와 해외투자자본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극대화를 기하는 것이
다. 중국은 경쟁우위의 제품생산을 발전시키고 수출우위기업을 지원하며 기계, 전
자, 고도의 기술상품 생산을 통해 수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
는 한국기업의 중국내 투자 유치 및 고도의 기술상품 생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
로 장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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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이철원 (2005. 4)

ISBN 89-322-6078-8/A5/64면
5,000원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
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
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최근 지지율과 의회장악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7년 차기 총선 때까
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AKP)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의 마찰 가
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
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터키경제는 최근 고성장 지속, 환율절상과 이에 따른 금리하락, 물가상승률 둔
화 등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채무 부담이 큰 상황이며,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관료주의에 의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
도한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으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두 자릿
수의 인플레율, 환위험, 고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고율의 법인세, 그리
고 비효율적인 전력관리로 인한 비싼 전력요금 등은 터키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장애요인들이다.
섬유류의 수입절차 강화와 함께 최근 터키 세관당국은 섬유류 수입에 대한 감
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한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관세동맹 체결로 터키는 EU 非회원국과의 어떠한 경제협력도 EU와 논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터키가 한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EU와 터키간 관세동맹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EU에 적용되는 관세율
이 큰 격차를 보여 우리의 對터키 수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산
제품의 경우에는 CE 인증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반면, 한국과 같은 非EU산 제품
은 CE 인증과 함께 터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TSE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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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바,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에 터키가 참전하는 등 지난 50년간 지속적인 우호관계
를 유지해온 한국과 터키간의 경제협력 현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양국의 경제규모 및 지리적 여건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양국은 상당한 경제협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경험 및 자본력과 터키의 전문 기술인력 및 풍부한 노동
력간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경
우 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산
기술과 첨단설비 운용기술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터키기업과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
가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韓․터키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
식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韓․터키 경제협력의 증
진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서부터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범위와 내
용 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국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제휴와 공동 기술개발, 더 나아가서는 공동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
여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시장 우회진출과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터키는 자본 및 선
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의 경협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은 상호간 시장개방뿐 아니라 비용을 분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인접 시장에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교역과 투
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세계시장에서 견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국 기업간 기술제휴를 적극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EU시장 우
회진출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공동 생산체제를 터키에 구축토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韓․터키 경제협력을 전담하
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로 하여금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국 기
업간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한국기업의 효율적인 터키 진출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국내기업은 기술역량과 자원의 보완성이 강한 터키기업을 제휴대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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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야 하며, 기술제휴 초기단계에서 정부기관 혹은 韓․터키 경제협력 주관기
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韓․터키 경제협력의 유망부문으로 자동차부품, 전기ㆍ전자, 통신, 이동통신기
기, 철강, 섬유, 화학, 건설, 에너지, 방산, 운송, 농산물 등을 들 수 있다. 同 부문
에서 양국 기업은 기술제휴, 합작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공
동 모색하며,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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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이재영․신현준․김선영 (2005. 5)

ISBN 89-322-6079-6/A5/84면
5,000원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
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
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
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아시아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시장개척지 혹은 자원공급지로서 한국의 유망한
협력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對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함에서도 결코 소
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장기간 집권해오고 있는 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권위주
의적인 통치스타일로 인해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국가이며, 사
회 각 부문은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 최근 서방국가들과 NGO
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비민주성을 비난하면서, 경제원조의 선행조건으로 정치민주
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방의 압력에 의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가 다당제 도입 등 일부 형식적인 정치개혁조치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정
치민주화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의 권력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최근 구소련국가들에서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는 시민혁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소연방 해체 이후 다른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이 비교적 급진적인 시장경제
체제개혁을 추진해온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시장경제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에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지는 않았
지만, 이후 시장경제 체제개혁의 부진, 지속적인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은 오히려 둔화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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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룩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사유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확대하고 정부의 과
도한 경제개입을 줄여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도입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CIS 국가들이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자 한국기업들의 CIS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이 여러 가지 문
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으로서의 그 경제잠재력을 감안하여 우
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증진방안을 새로이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우선 현지 무역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와 투자상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등 전
반적인 진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교역구조로 인해 현지 및
한국내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상품구조의 다양화를 이룸으로써 교역확
대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對중앙아시아 투자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형 투자 등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형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언어장벽, 정보부
족 등으로 파트너 모색 및 공급제품 선정에서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국 언어로 동시에 비즈니스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서 양국 언어에 능통한 고려인
동포들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원리보다 정부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투자진출
시 다른 국가들보다 투자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사업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이미 양국간에 결성되어 있
는 정책협의회나 경제공동위원회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애로점
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
가로 對개도국 지원을 점차 확대해야 할 입장인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송,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할 것
이다.
향후 우리 기업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자원개발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양국간 경제협력의 유망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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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자동차부품 조립, 가전제품 조립, 섬유직물 제조 및 농산물 가공분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관ㆍ산ㆍ학ㆍ연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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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효과
배희연 (2005. 9)

ISBN 89-322-6081-8/A5/76면
5,000원

이란ㆍ이라크 전쟁, 1ㆍ2차 이라크 전쟁 등의 역내 분쟁과 석유ㆍ천연가스 등
의 천연자원 개발 및 공급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중동지역에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역내 안보 및 경제공동체인 걸프만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이하 GCC로 표기) 의 관세동맹 실현, 단일통
화 도입 계획안 마련 등의 추가적인 경제통합 움직임과 GCCㆍEU FTA 추진 등
세계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정 체결 움직임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GCC 국
가들은 레바논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로 표
기)을 체결했으며, 요르단, 인도, 중국(GCC 최대의 무역파트너)과도 FTA 체결
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983년 자유무역지대 실현 이후 21세기 초반까지
GCC 국가들의 통합 움직임은 부진하였으나, 제2차 이라크 전쟁 이후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기반 구
축과 석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안으로 찾은 것이 그동안 부진했던 GCCㆍEU FTA 추진의 가속화이다.
EU는 그동안 GCC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EU를 중심
으로 하는 새로운 역내 다자협력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 영향력
을 행사해온 아랍권과의 관계개선 및 정치적인 협력증진에 나서고 있다. 정치적
이익 외에 EU는 세계 최대의 서비스 수출국으로 GCC 국가의 서비스 시장 진출
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인 GCC로부
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경제발전이 느리고 실업률이 높은 GCC 국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호
황을 기회로 내부개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양 경제블록간 FTA 추진은 더없
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 지역간 FTA를 체결할 경우, 일반적
인 기대와는 달리 GCC의 경제적 이익이 EU의 경제적 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연구결과 분석은 GCC가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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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제공해준다. 특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GCC의 석유화학산업과 알루미늄산
업은 FTA 체결로 인해 현재보다 한층 나아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양 블록간 FTA협상은 당초 기대와 달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진전이
늦어지고 있어, 2005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양 블록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타결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EU와 GCC 지
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GCC 개별 국가의 대미 FTA 추진 및 체결에 대한 내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EU와의 FTA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가 요구하는 FTA협상의제가 너무 야심 차고 포괄적이
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최근 인권문제, 이민
문제 등을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대테러 공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등에 관
해서는 세부 실행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서 이 이슈들이 갖
는 민감성을 생각할 때, 조기에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GCCㆍEU FTA협상은 우리나라가 향후 GCC와 FTA를 체결할 때 고
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는 석유ㆍ석유제품 및 천연가
스에 대한 GCC 의존도가 EU보다 훨씬 높아 에너지 안보를 위한 FTA 체결의
필요성은 EU나 중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
한 국제사회의 경쟁,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른 시일내에 에너지 안보 확보방
안으로서의 FTA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8

지역리포트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한․독 경제관계
김흥종․김균태․Bernhard Seliger (2005. 11)

ISBN 89-322-6083-4/A5/92면
5,000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
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
한 독일은 유럽통합과 EU 확대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
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심화, 고
실업,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로 특징지워지는 독일경제의 총
체적 위기는 일부 잘못된 통일정책 및 통일의 후유증, 세계화ㆍ유럽통합의 심화
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산업구조상의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의
활력 감소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독일은 ｢Agenda 2010｣, Hartz 개혁
안 등 총체적 개혁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고 있
다.
한국과 독일은 독일통일 이전부터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로서 상호간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독일은 EU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네덜란드
와 함께 EU내 최대 투자국이다. 한국과 독일은 기계류, 전기ㆍ전자,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60억 달러 이상의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바, 만약 한국과 EU간
FTA가 체결된다면 11억 달러 이상의 교역증대효과가 예상된다. 양국은 최근 과
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동반자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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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정성춘 (2005. 11)

ISBN 89-322-6084-2/A5/70면
5,000원

일본경제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기업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조직의
재편이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문은 과감히 버리면서 핵심적인 사업분야로
사업영역을 집중시키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조직
재편은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경제 회복의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M&A 동향과 제도에 대한 고찰이 불가결하
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되어온 일본의 M&A 시장동향 및 제
도개혁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M&A의 주요 형태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M&A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M&A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이용 가능
한 M&A의 형태와 수단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삼
각합병, 회사분할 등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일본의
M&A 중개 대기업인 레코프가 집계한 M&A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일본
M&A 시장이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하여 고
찰하고 그 특징을 요약하였다. M&A 시장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양적으로 급속
히 팽창하여 왔다는 점, 주로 비제조업 및 금융업이 중심이 된 M&A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아시아지역과 관련된 M&A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는 투자펀드에 의한 M&A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업다각화 등 공세적인 M&A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적대적 M&A가 향후 가속화될 가능성이 대두
되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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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고찰한 M&A 시장변화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나타나
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배경으로서 본고에서는 일본기업의 기업경영
전략 변화 및 법ㆍ제도 환경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경영환경하에서 일본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던 기존의 전략을 버
리고 작지만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사업부문을 과감한 통폐
합하는 전략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기업전략의 변화가 1990년대 후반
이후 M&A 시장 변화를 주도한 요인의 하나였다.
M&A 시장 활성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상법, 증권
거래법, 독점금지법, 회계, 세제 등 기업조직 재편과 관련되는 법ㆍ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지주회사 설립 허용, 스톡옵션제도의 도입, 주식교환ㆍ이전제도의 도
입,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회사법제 현대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M&A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M&A 시장동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현재
까지 일본의 M&A 시장은 매우 활발한 거래동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질적 수준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기업그룹내 조직 재편(자회사의 통폐합)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방어적인
M&A 비중이 아직 매우 높으며 국내기업간 M&A(80%)가 해외기업과의
M&A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경을 넘는 M&A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또한 최근 적대적 M&A에 대한 제도 정
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본기업 및 정부가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M&A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일본의 M&A 시장동향과 관련 법ㆍ제도의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과 대조
적인 면이 많이 부각된다. 한국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외자유치를 촉진해왔
지만 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와 더불어 무분별한 M&A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한ㆍ일 기업간의 M&A 거래를 활성화하여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기
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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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가 10여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
만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경제의 회복과정
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과
잉생산으로 오히려 구조조정을 요하는 건설, 토목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관련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지출의 승수효과가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재정지출 및 엔저
의 유도로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금방 안정화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
에 재정지출규모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한 반성을 토대로 최근에 이르
러서는 재정지출의 방향이 전통적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산학(産學)의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러한 정책전환이 기업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점은 그만큼 부실부문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은행
및 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행의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의 급격한 추진으로 은행이나 주요 기업들을 사
실상 외국자본에 넘겨주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의 발생, 이들의 비
정규직으로의 재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조성시키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상장 기업주식 중 외자계 비중은 17~18% 수준으로
경영의 주도권은 확실하고 안정되게 일본인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이 점은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외자계 주주의 이익을 지
켜주기 위해서 경영자가 무리하게 인력의 구조조정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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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영권 방어에 좇기지 않고 안정적 기반 위에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등
장기적 발전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식의 상호 출자제도도 과거에 비해 다소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해외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추진하되 급격한 추진에 따른 근로자의 대
규모 퇴출은 피해왔기 때문에 전 종업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
하며 바로 이 점이 노사안정의 토대이고 가계의 소비지출을 크게 변화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정책당국은 기업들에 강하게 지시하기보다는 기업들로 하여
금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인적, 물적 경영자원을 적절히 재배치함으로써 합리적,
효율적 경영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시켰다는 점이다. 1990년 이래
일본기업들은 과잉설비, 과잉고용 및 과잉채무에 시달려 왔는데 이들의 구조조정
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업들의 존립형태를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정비시켰기 때문
에 기업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는 형태로 체질개선을 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이 완
료되었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
고 있는 것이다.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일본적 경영을 주주자본주의 내지는 저성장
구조라는 새로운 환경의 출현에 맞추어 종신고용제도는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연
공서열에 관한 한 연봉제 및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의 도입 등 말하자면 집
단주의 속에서 개인주의적 경쟁제도를 크게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
한 일본기업의 대응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경쟁체질을 만들어
간다는 면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일본경제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일본의 발전잠
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승자의 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환경
의 조성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
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은행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 사이에 종합상사가 존재함으로써 은
행이 아직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평가능력을 이른바 상사금융이라는 형태로
보완해줌으로써 그런대로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종합상사가 자금력과 마케팅력을 보강해줌으로써 종합
상사와의 공조체제를 통한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서 경기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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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일환으로서 규제완화를 통해, 특히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며, 또
한 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기 쉽도록 정책적으로 치밀하
면서도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정비시키고 있다.
최근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
한 노력은 결국 GNP 중 군사비의 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군사비 비중의
제고는 군수산업의 수요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경제로 하여금 첨단기술의
축적 및 안정적 성장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다.
이상에 걸쳐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련의 특징을
검토해보았는데, 장기불황에의 진입 우려가 있는 한국경제는 이러한 특징으로부
터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한국경제를 안정적 성장기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 및 대
표적 기업들의 주식 중 외국인의 소유비율을 20%대로 인하시킴으로써 경제적 주
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이 경영권 방어와 주주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한 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등 장기발전전략을 추
진할 수 없고 노사의 극한대립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서 비정규직이 중심이 되
는 노동구조하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비지출은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내수
의 침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수의 침체가 계속되는 한 투자수요의 회복도 기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적
어도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 지속시켜야 한다. 이때 재정지출의 대상이
종래와 같은 건축 및 토목공사형이 된다면 경기의 지속적 회복이 아닌, 일회성 회
복이 되기 쉽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대상은 한국경제의 발전잠재력을 높이는 것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출대상의 하나로서 가령 대학 및 기업 등에 산재
해 있는 학사, 석사 및 박사 등 전 연구인력을 총점검하여 한국경제의 발전방향과
연동시켜 그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그들의 연구개발능력 및 기술, 기능
을 향상시키는 식으로 공공투자정책을 전개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직접적인 기술개발 성과이며, 다음은 기업들이 지금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고급인력을 보다 손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지출의
파급효과로 유효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의 정비 및 투자를 막는 규제를
철폐시키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상호 출자제한 및 의결권제한 등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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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사실상 투자를 억제하는 제도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높은 성장률과 중상층이 중심이
되는 경제였다. 그러던 것이 어느 결에 낮은 성장률과 중상층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대 요인의 하나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투자
활동을 억제하는 환경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규제 및 반기업 정서 등
이 그것이다. 수출증가가 투자증가, 소비증가를 통해 경제성장률 증가, 고용증가
라는 선순환구조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의 투
자활동을 가능한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민
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환경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열악하며, 따라서 투자환경
의 획기적인 개선이야말로 경기침체를 탈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주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 기업에
대한 애사심은 없어질 것이다. 애사심이 없으면 종업원은 그 능력의 일부만 발휘
할 뿐 아니라 생존적 차원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술의 외부 유출사건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일본기
업의 종신고용은 보장해주고 그 안정 위에서 승급, 승진을 위한 경쟁체제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경영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과잉공급, 수요부족하에서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초저이자율정책을 견
지했기 때문에 투자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이자생활자의 이자소득은 확실히
축소시켰다. 한국이나 일본은 다같이 은행이 공공적 성격이 짙은 존재에서 사기
업적인 존재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은행들이 현재로서는
다 같이 능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에 소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 금융기업들의 경우 아직 충분한 신용평가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켰으며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예대(預貸)마진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을
높이는 반면 예금이자를 낮춤으로써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금융기업들의
현재 실력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은행 등 금융
기업들의 국민경제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과도기적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
다. 가령 은행들의 부족한 신용평가능력을 보완해줌으로써 중소기업들에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출심사시 심사를 받는 당해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대기업, 종합상사 및 그 중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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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협력체제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
업의 대출 중 종합상사에 의한 상사금융이 큰 비중을 점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
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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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
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도 세부내역의 파악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에 의
하면 구소련연방 해체 이전인 1989년 기준으로 러시아 채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은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주로 개발도상국
에 구소련의 루블화로 공여한 차관을 의미한다. 이 차관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
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소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될 당
시에는 구소련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약 0.6루블 대 1달러로 구소련 루블이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비현실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의 경제위
기로 미국 달러에 대해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구
소련의 채권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러시아에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러시아 입장에서는 채권)의 달러 환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의 실제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실제 적용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구소
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이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차관
의 형태로 공여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차관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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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러시아 채
무를 과연 전부 승계해야 하는가도 이슈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가 개발도상
국이며 그 중 상당수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매우 높고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곤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 채무를 포함하여 외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파리클
럽, OECD 등 국제사회는 외채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의 관례에 따라 적격국에
는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처리문제는 전체 차관 중 군사차관의 비중, 구소련 루블/달러 환율의 적용문제,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례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다.
1997년 러시아가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포함하여 러
시아의 對개발도상국 채권에 대한 외채재조정은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있는 어떤 국가가 파리클
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거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파리클럽에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외채삭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파
리클럽이라는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며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9월 17일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들과 구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제
공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는
파리클럽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는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구소련 루블화 표시 러시아 채
권잔고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는 대신 개발도상 채무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여
한 상업차관을 포함한 총채무의 70∼80%를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에 앞서서 미리
할인(upfront discount)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인한 후 나머지 채무는 파리
클럽의 나폴리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50% 또는 67% 경감)에 준해서 상환연장
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의 상환부담이 국제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의 빈곤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기산일 이후
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양허적 수준(순현재가치 기준 50% 경감)
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확대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적격국으로서
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가 있는 국가는

221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기
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 10개국이다. 이 중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6개국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HIPC 이니셔
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쾰른 조건(순현
재가치 기준 90% 이상 삭감)에 의한 대폭적인 채무삭감이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채무빈곤국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파리클럽 회원국 등에 외채
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재조정을 요청하는 빈곤국들의 외채는 파리클럽의 채무
재조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특히 2003년 10월에 도입된 표준적인 채무재
조정 조건의 틀을 벗어난 맞춤식 채무재조정방식인 에비안 접근방식(Evian approach)이 향후 고채무빈곤국이 아닌 국가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1997년 파리클럽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기타 빈곤국
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몇몇
채무국에 대해서 현금지불(cash payment)을 전제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당액 탕감해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노동용역을 포함한 현물상환을 요구하
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의 사
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어서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문제는 러시아와
해당국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서 채무확인과 구소련 루블화 채무와 관련된 환율,
군사차관, 할인율 및 추가 외채경감조건 등의 이슈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파리클럽이 1997년 교환한 양해각서의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 몽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인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로 환산하여 2002년 말 기준 6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
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려
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가 규정한 고채무빈곤
국(HIPC) 대상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
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아직 가입하지도 못한 북한이지만 가입 후 일
정기간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파리클럽에서 양허적
인 조건의 맞춤식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채무도 파리
클럽의 채무재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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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도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정확한 채무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에 합의한 후 구소련 루블
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처리
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조건 적용 여부 등 다양하고도 구
체적인 채무재조정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처리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간 협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파리클럽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양자협상에 의해 채
무재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더라도,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 측으로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라오스간의 채무재조정 선례가 러시아․북한
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對러시아 루블화 채무는 우선 명목
채무액을 0.6:1의 구소련 환율로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해 70%의 할인
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 삭감해주게 되므로 결국
최초 채무액의 약 24%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산일 기준으로 구소련
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가 8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재조정 후
에는 약 19억 달러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근의 버전인 ‘쾰른 조건’을 적용한
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최초 규모의 10%까지 축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
으나, 파리클럽과 무관한 양자간 채무재조정에서 러시아가 ‘쾰른 조건’을 적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채무경감률 하나만 대상
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상환방식과 같은 변형된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채권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중요성 및 경제협력 파
트너로서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에 임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적, 경제외적인 수단을 동원해 재조정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
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일각에서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채무(한국의 대
러시아 경협차관)를 북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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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한국에는 결국 對러시아 채권을 對북한의 채권
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일각의 남북러 3자간 채권․채무 상계방안
은 기존의 채권․채무뿐 아니라 3자가 관련된 특정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3자간의 철도협력(TKR-TSR
연결사업)에서 북한지역의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비용부담부문을 對
한국 채무를 상계하자는 방안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
이 경색되어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
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억 달러의 對러시아
채권이 다시 한 번 남․북․러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방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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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의 산업화 전
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산업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중국 산학연 협력모
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기술산업화 배경과 시스템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기술산업
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장려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
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에 있어 기술산업화가 갖는 의미가 매
우 크기 때문이며, 향후 한․중 기술협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과학기술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있다고 보고, 과학기
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과학기술은 제
일의 생산력”, “과학기술교육으로 나라를부흥시킨다(科教兴国)” 등의 사상과 전
략이 형성되어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으로서 기업 및 연구소간에 경쟁을 유발하고 경영자 및 연구자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시장요구를 근거로 한 기술혁신 메커니즘이 구축되기 시작하
였다. 셋째, 연구개발체제의 개혁으로서 출연 연구소의 기능과 인사, 재정 등의 관
리제도를 개혁하여 응용 연구와 산업화 연구를 강화해나가기 시작했고, 이와 동
시에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각종 장려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
하였다. 넷째, 기초과학, 군수기술, 우주항공 등 중국이 전통적으로 우세를 가지고
있는 분야와 몇 가지 중점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인 선도기술 연구와 산업화 전략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도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하이테크 기술
개발구와 창업보육센터, 국가중점실험실 등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발전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뛰어넘기(Leap-frogging) 전략”으로 기술개발의 주력을 현 시점의 기술
보다는 차세대 기술로 한 단계 건너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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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 등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기술영역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둘째,
“시장을 기술로 바꾸는 전략(市场换技術)”으로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기술경
쟁력에 의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해나가고있다.셋째,“走出去전략”으로해외선진기술
을턴키로인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업체인 京东方과학기술그룹이 3억 8천
만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기술업체인 한국의 하이디스 초박막 트랜지스트 액정표
시장치(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중국 聯想그룹의 IBM
PC사업부 인수,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대부분 후발국이 모방단계에서 혁신단계로 가는 같은 과
정을 겪고 있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고 발전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
는 첫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초과학기술 둘째, 막대한 인적자원 셋째,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노하우, 마케팅능력 등까지 이전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넷
째, 첨단기술분야에서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해외유학인력들이 실리
콘밸리 등에서 경력을 쌓고 기술, 자본,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귀국하는 이른바
“해외유학파(海归派)”들의 입지 강화 다섯째, 이들을 뒷받침하는 중국정부의 과
학기술진흥 드라이브 정책 및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배경하에 연평균 10%가 넘는 고속경제성장을 하고 있
다. 중국이 비록 전반적인 산업기술이 낙후된 상태이나 기초기술 및 풍부한 연구
인력을 이용하여 도입된 기술을 산업화시켜 나간다면 그 시너지는 배가 되어 향
후 세계시장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기
술협력 및 전략적 기술이전 제휴, 산업기술 고도화를 통한 대중국 기술로드맵 작
성이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한․중간 기술격차가 5.4년에서 향후 5년
내 2∼3년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생존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기술의 정확한 포지셔닝과 대중국 거래/이전 가능한 전략적
기술 선택을 통해 바람직한 한․중 기술협력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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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론은 2002년 9월 17일 제1차 일․북 정상회담
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문제에 대해 사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의혹’으로 남아 있었던 북한에 의한 일
본인 납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납치 피해자의 사망이유 설명 및 생존자와 그 가족의 귀국 문제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은 외교교섭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져 왔다. 그 불
신감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북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11월 9~14일 평양에서 가진 일북 실무자 협의 이후 요코타 메구미의
것으로 알려진 유골이 일본 측에 전해졌으나 이 유골은 일본 측의 DNA검사에서
타인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론
이 분출했다. 그 결과 12월 23일 경제제재에는 심중하였던 일본 정부도 경제제재
에 관해 “나오는 태도를 지켜보고 대응에 따라서는 향후 경제제재도 생각지 않으
면 안 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국내 경제제재 찬성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대북 불신감
에 기초하여 경제제재의 발동은 그 효과보다도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
각하는 점이다. 둘째로 경제제재에 관련한 논의가 납치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정세가 동북아시아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제재 심중론은 논자에 따라 그 근거 및 이유가 다
르지만, 경제제재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은 외교카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논
자가 비교적 많다. 그리고 경제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거나
혹은 적어도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지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경제제재에 반대한다는 논의가 많다.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1) 경제제재라고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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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경제제재와 (2) 사실상의 경제제재에 구분된다. (1)의 내용은 무역제한,
송금규제, 선박입항금지를 골자로 한 자민당의 납치대책본부가 결정한 5단계의
경제제재 강화 방향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이 제안한 것,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의
멤버가 중심이 되어 제안한 것 등이 있지만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사실상의 경제제재에는 ｢캐치올 규제｣와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의 엄격한 실시, 선박연료에 의한 유독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선
의 입항을 금지하는 유독손해배상보험법 개정 등이 있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의 대북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항만국통제와 유독손해배상보험법 개정
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저해하는 효과 때문에 일본의 대북 수입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다. 2002년에는 일본의 대북 수출이 1억 3,225만 달러, 수입이 2억
3,527만 달러였지만, 2003년에는 수출 9,034만 달러(전년비 68.3%), 수입 1억
7,230만 달러(전년비 73.2%)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4년에는 수출이 8,854만 달
러(전년비 98.0%), 수입이 1억6404만 달러(전년비 95.2%)로 감소추세가 계속되
었다. 그 숫자들은 사실상의 경제제재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보면 무역제한을 발동하였을 경우, 그 효과는 (1) 특정
품목을 무역제한하였을 경우, (2) 모든 품목을 무역제한하였을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만약 (1)의 패턴으로 무역제한을 한 경우,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일북무
역 중 43.4%에 달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북한의 수출총액 중 당분간
12.8%가 줄어들 수 있으나, 대체 수출대상을 찾게 되면 그 충격은 급속히 완화될
것이다.
송금금지는 일본 단독으로 하는 경우,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있는 일본의 현황
을 고려하면 송금금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선박의 입항 금지가 발동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일무역은 모두 중지될 것
이다. 그 영향은 북한의 곳곳에 나타날 것이지만, 필자가 여러 북한 경제학자들과
면담한 바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은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하
면 약간의 불편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일본 이외의 나라들과 경제교류
관계가 있는 북한경제에서 일본과의 직접무역이 단절되는 것은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남한으로 수입대체가 이루
어지면서 그 효과는 오래 계속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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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유장희․김은미 (2005. 12)

ISBN 89-322-6086-9/A5/100면
5,000원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
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
는 국가들이 특성 산업의 육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자원분배 등
의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한국도 한․칠레 FTA를 시발점으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한국과 일본간의 협정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한국
의 제조업이 자본, 기술, 부품조달, 원자재 공급 등에서 일본에 크게 뒤처져 있는
현실은 완전개방을 통한 양국간의 경쟁체제를 의미하는 FTA를 논의함에 있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수출의 최전방에 있는 대기업 생산제품의 대
부분이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FTA 논의의 핵심에 있
다고 하겠다. 특히 반도체, 이동통신 관련 제품,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등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품들이 사실상 관세차이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해왔
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FTA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일본과의 경쟁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우려의 근거를 찾아보고, 관세가 폐지될
때 우리 경쟁상품의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
을 두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근거하여 관세 철폐 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FTA가 실시되면 전자제품에서 우리의 대기업들은 2조 7천억 원, 섬유와 의류는
21만 6천 톤, 자동차는 22만 6천 대의 판매량 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
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FTA가 국내 대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기업들의 구조개선 등의 대응전략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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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한․일 FTA에 대해 긴장하고 있으나 특정 산업, 특히 섬유와 의류 산
업의 경우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기술개발
과 신제품 생산에서 앞서가고 있는 대기업 산하의 기업에서는 FTA가 오히려 한
국에 유리하다는 반응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
고 한국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에 비해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경영의 투명성, 윤
리성 제고,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본질
적인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 없이는 일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으로 전망되었다.
한․일 FTA는 이제 세계무역질서의 개편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일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산업협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때 양국의 산업구
조조정은 물론 제3의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구조조정지원법(TAA)과 같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무역을 통하여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우
리는 한․일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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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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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
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
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주요 교역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다
양한 파트너와의 무역자유화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
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7대 수출국가인 싱가포르는 교역규모가 크고 서비스․금융․물류 등
산업 전반이 두루 발달한 통상국가이다. 이를 감안해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품분야의 교역 확대 이외에도 서비스 산업의 상호진출을 보장하고 투자와 협력
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5년 8월 4일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이 정식 서명되었다. 이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되면, 한․싱가포르 FTA는 그간 교섭을 맡은 정부의
손을 떠나 무역인, 소비자, 농업인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 등 우리 국민 각계각
층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가 제공해주는 기회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책자에서는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을
가급적 쉬운 용어로 상세히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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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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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 9월 1~2일 양 일간 코엑스(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
소, 한․중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해외건설협회, 한국라틴아
메리카학회,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연례 국제세미나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
럼”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엥리케 가르시아(Enrique Garcia) 안데스개발공사
(CAF) 총재, 카를로스 페레스(Carlos Perez) 중미통합기구(SICA) 국장, 에르
노스 소사(Hernos Sosa) 파라과이 문화부 차관 등 중남미 지역의 고위급 인사가
초청되어 최근 우리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현황 및 우리와의 문화교류 현황 등이 소개되고 한국과 중남미지역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또한 본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유망
진출분야인 섬유․봉제 분야 및 플랜트 분야의 전문가도 초청되어, 현지 진출 관
련 생생한 정보도 제공되었다.
특히 금번 세미나에서는 2005년 9월 8∼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인 멕시
코․중미 순방에 즈음해 우리와 멕시코․중미지역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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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손병해․김흥종 공편저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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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
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
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
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을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재확인한다.
먼저 김세원(서울대)은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경
제공동체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는 동북아 특유의 문화적
바탕위에 공동시장의 형성을 추구하는 한․중․일간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
는데, 만약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추진된다면 공동시장이 FTA에 비해 더 통합적
인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경제통합의 추진은 동북아 지역 내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
와 동시에 수단이 될 수 있다. 강도 높은 경제협력의 추진은 북핵문제를 포함하
여 안보나 전쟁억지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場)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의 강화는 그만큼 관련국들 간 경제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이익을 수반한다는 점
에서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동체의 창설로 동북아
는 교섭력(negotiating power)의 제고를 통해서 세계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이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구조
조정을 통해서 확고하게 시장경제의 틀을 정착시켜야 하며 대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시장에서 기술혁신중심지로서 자리를 굳히지 않고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235

손병해(경북대)는 1990년대 이후 한중일간의 무역구조를 분석하면서 생산
공동체로서의 동북아를 상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는 무역을 통한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이 진전되어 왔다. 무역 형태면에서는 산업간 무역에
서 산업내 무역으로, 완제품간 무역에서 부품 및 중간재간 무역으로 무역구조
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일본, 대중국 무역수지의 2/3이
상이 부품무역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주요 산업의 해외 부품
조달 비중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3국간에는 생산의 국제적 결합이 확
대되고 있으며, 국제간 산업의존관계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동북아 경제통합은 이러한 국제간 산업의존과 생산의
국제적 결합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를 하나의 생산공동체로 발전시켜 가는 방안이 고려
될 수 있다. 기존의 무역의존 구조에 기초한 생산공동체형 경제통합은 무역전환
을 극소화하면서 무역창출은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결합생산비중
이 높은 산업에서 한중일간의 전략적 제휴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통합에서든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지속되고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역통합의 허
상만을 추구하는 우를 범할 위험이 있다.
김흥종(KIEP)과 박순찬(공주대)은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를 산업간 무
역과 산업내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 산업별 무역패
턴을 소개함으로써 3국간에 일어나고 있는 교역상의 협력의 양상을 보다 다양하
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국간
FTA에 관한 기존의 중력모형 및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 분석의 결과를 정리
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중․일 3국간 교역은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크게
발전해 왔다. 또한 3국 사이의 활성화된 투자가 산업내 교역의 증가를 가져와 3국
의 교역은 산업간 교역뿐만 아니라 수직적 산업내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의 진전
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간 무역 구조는 최근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
하고 아직 자연적 교역파트너에 이를 만큼의 충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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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중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교역은 아직 산업간 교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의 산업 발전의 수준이 아직 양국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내 무역에 있어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 발달하고 있음은 한중일 3국
이 국가간 수직적 생산 구조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력모형의 분석 결과, 3국간 교역이 3국의 경제규모의 성장이나 거리 요소를
감안하였을 때 특별히 더 교역관계가 더 긴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3국간 교역상의 특징은 3국이 각자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의 특징을 교역
상의 이득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
교역 관계의 발전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3국간 교역의 특징으로부터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최근에 행해지고 있다. 연구들은 한ㆍ중ㆍ일 FTA 또는 양자간 FTA가 교
역 상대국에 많은 이득을 줄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산업별로 볼 때에도 한국은 섬유, 기계류에서
생산 확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ㆍ일 교역구조가 수평적 산업내 무
역보다 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
도 공산품에 있어서 3국간 FTA의 성립은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파레토 개
선임을 암시하고 있다. 3국간에 남아 있는 다른 문제들, 즉 농업이나 서비스업의
개방 문제, 비관세 장벽, 기술 표준 등의 문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된다고 한다면 3국간 FTA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최창규 교수(명지대)는 동북아경제통합을 FDI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동
아시아국가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내무역 그중에서도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한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한ㆍ
중ㆍ일간의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뚜렷해질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증가는 또한 한ㆍ중ㆍ일간의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증적으로 무역과 직접투자는 대체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접투자의 증가는 다시 무역을 촉진시
켜 한ㆍ중ㆍ일간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ㆍ중ㆍ일간의 직접투자의 증가는 동시에 한ㆍ중ㆍ일간의 산업구조 조
정문제를 동반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불균형,
빈곤층확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직접투자 혹은 무
역의 증대로 인한 역내개방화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적절한
경제정책을 통해 적절히 완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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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한국외대)는 동북아 문화협력 방안을 EU의 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유럽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 외에도 문화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유
럽 통합과정에서 EU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유럽의 문화를 개방
하면서 동시에 유럽 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유산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문화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양한 문화 전통 및 유산들 가운데
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
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문화활동에서의 공동체 차원
의 개입은 자생적인 문화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문화 활동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개
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즉, 문화경제학의 주된 이슈의 하나인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한
계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EU의 문화정책을 고찰하고있다. 경제공동
체로 시작한 EU가 어떤 맥락에서 문화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다룬다. 그리고 EU의 문화정책 경험을 토대로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동북아 국가간 문화 분야의 협력의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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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A5/79면
비매품

본 연구는 2005년 12월 15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정부간
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FTA를
통해 우리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양국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으로 상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EFTA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
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사업
에 도움을 줄 것이며, EFTA를 비롯한 여타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협정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양허안의 내용, 그리고 EFTA 국가들에 대한 소개 및 양국간 경제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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