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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금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중국, 인도 등의 추격에 쫓기고, 안으로는 미래주도
산업을 새로이 일으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 정상
수준에 가까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채워야 하며, 서비스업은 세계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
니다.
한ㆍ미 FTA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더욱 넓게 여는 것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하며, 또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제도 및
기술을 익히는 측면에서도 미국시장은 필요합니다. 한ㆍ미 FTA의 의의는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물론 개방에는 부작용과 위험이 수반됩니다.
특히 개방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조정이 필요한 제
조업, 대외경쟁에 더욱 노출될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합
니다. 개방이 우리 경제에 약(藥)이 될지 아니면 독(毒)이 될지는 개방의 세부내용
및 이를 받아들이는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자세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ㆍ미 FTA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 구체적 내용을 담
고 있는지, 협상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
한지 등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한ㆍ미 FTA
협상의 세부결과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경제
적ㆍ비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며 국내 경제주체들의 손익 관점에서 어떠
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상과 관련되는 국내의 법적ㆍ

정치적ㆍ경제적 제도를 검토하면서 협상결과의 활용도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본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이준규 미주팀장, 성한경 부
연구위원, 현혜정 부연구위원, 정지원 부연구위원, 조미진 부연구위원, 강준구 전문
연구원, 김혁황 전문연구원, 김정곤 전문연구원, 박혜리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의 김현욱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선임연
구위원, 산업연구원의 김도훈 선임연구위원, 이항구 연구위원, 이임자 전문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명진 박사, 인하대학교의 이홍식 교수, 공주대학교의 박순
찬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서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한ㆍ미 FTA의 산
업별 연구를 오랫동안 함께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 유기적인 협조하에 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한ㆍ미 FTA 협동연구비를 지원받
아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공동연구진 구성 및 예산지원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연구
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도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재정경제
부의 이대희 팀장, 외교통상부의 김진욱 팀장, 동국대학교의 김관호 교수, 숙명여
대의 강인수 교수와 유진수 교수, 동덕여대의 송유철 교수, 본원의 채 욱 선임연구
위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서진교 연구위원, 송영관 부연구위원, 송백훈 부연구위
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ㆍ미 FTA의 세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며, 극
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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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
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
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실협상론’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협상이란 말 그대로 상대가 있는 만큼 협상 속도와 절차를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끌고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법 시한을 고려한 것을 문제삼
을 수는 없다. 한ㆍ미 FTA와 같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국내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협상을 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
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보아도 협상의 진행 및 비준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집단과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국내 합의를 협
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ㆍ미 FTA 협상의 효과 및 대응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의 여부는 구체적 협상결과를 놓고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협상목표
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분야별로
검토ㆍ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구체적 쟁점이슈를 살펴보고 각각의 협상결과에서 우리
나라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고, 둘째, 공산품 등 대미 경쟁우위분야의 시장
접근기회를 조기에 확대하며, 셋째, 경쟁취약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넷째,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
되는 협상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협상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경제적ㆍ비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며 국내제도 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유ㆍ불리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협상에 관련되는 국내의 법적ㆍ정치적ㆍ경제적
제도를 검토하면서 협상결과의 활용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ㆍ미 FTA
를 통한 경제개방의 과정을 능동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응 방안
을 제시하였다.
한ㆍ미 FTA 협상은 17개 분과와 2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구체
적으로 17개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SPS), 기술적 무역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
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등을 다루었으며, 2개의 작업반은 자동차, 의약품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협상이슈를 크게 4개 분야로 대별하였다. 첫째, 농산
물을 다룬 농업분야, 둘째, 상품일반, 섬유, 자동차를 포함하는 제조업분야, 셋째,
서비스 일반, 금융, 투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넷째, 원산지, 무역
구제,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의약품 등을 포괄하는 기타 분야로
나누어진다.
한ㆍ미 FTA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경제현상은 수많
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ㆍ미 FTA로 인한 효과를 여타
요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ㆍ실증적 측면에
서 한ㆍ미 FTA와 같은 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

구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르면 개방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력 제
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제도 선진화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경로
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진보, 즉 생산성의 향상이다. 다시 말해 FTA와
같은 경제개방은 국가간 교역 확대와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결국 기술혁신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은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리버스 엔지니
어링(reverse-engineering)을 통해 선진기술과 생산방식을 체득할 수 있게 되어 생
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바탕에서 한ㆍ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ㆍ미 FTA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3~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태모형에서는 약 0.3%의
GDP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ㆍ미 FTA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까
지 모두 고려할 경우 약 6.0%의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후생
수준은 정태모형에서 약 17억 달러,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약 209억 달러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5만 7,000명,
장기적으로 8만 3,000~33만 6,000명(이하 모두 누적개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약 1만 6,000개의 일자리
가 소멸되는 반면,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약 5,000개, 서비스업의 경우 6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한ㆍ미 FTA에 따른 시장규모확대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고용창출
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생산성 향상, 즉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
느냐가 고용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ㆍ미 FTA는 이상과 같은 거시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본 보고서
는 분야별 협상결과 분석 및 영향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해득실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향후 해당 분야의 구조조정방안 및 제도개
선의 세부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분야의 경우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인 KREI-ASMO 2006을
이용하여 한ㆍ미 FTA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와 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을 계측하였
다. 한ㆍ미 FTA 협상결과에 따른 개별 품목의 양허안(관세율, TRQ, 세이프가드
등)을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 외생변수로 고려하였다. 한ㆍ미 FTA 협
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 원, 10
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분석
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하다. 이행기간에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 원이며, 15년 이전에 이행기간
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 원이다.
농업부문의 한ㆍ미 FTA 대책은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은 비효율적 분야의 축소와 효율적 분야의 유
지 또는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ㆍ칠레 FTA 대책에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폐
업 지원사업과 전업 또는 전직 지원 등을 통한 효율성 추구를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는 기계화ㆍ자동화ㆍ규모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고, 가
격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품목은 고품질(식품안전, 친환경, 신선도, 규격 등의

우수성) 생산체제로 유도해야 한다.
소득보전정책은 FTA 이행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하
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정책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복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 기
준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하되, 보상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향에 부
합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ㆍ칠레 FTA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보상방식을 보완할 것 등이 요구된다.
제조업분야의 경우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한ㆍ미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상
품들에 대하여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상
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협상 당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자동차 및 섬유 분야에서도 한ㆍ미 양국의 관세양허 일정이 기대보다 적극
적인 수준으로 타결됨으로써 이 산업들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ㆍ미 FTA 체결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부분균형분석을 사용
한 결과,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제조업분야 對세계 총수출은 연평균 25.5억 달러,
수입은 3.7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21.8억 달러 늘어나며, 대미 교역의 경우
수출은 연평균 13.9억 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5.9억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흑
자가 8.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표적인 수출증대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 및 섬유 분야의 대미 무역효과는 각각 연평균 7.6억 달러 무역흑자
증대효과(수출 8.4억 달러, 수입 7,200만 달러), 1.7억 달러 무역흑자 증대효과(수
출 1.9억 달러, 수입 2,3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한ㆍ미 FTA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기
회가 크게 늘어나는 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지역별ㆍ산업별 홍보활동 등 적

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 및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
를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한ㆍ
미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R&D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시장개방 부담을 안고 있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개방압력을 극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경우 한국은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를 달성하였으나, 교육 및 의료 등 주요 서비스부문이 포괄 유보되어 한ㆍ미 FTA
추진시 당초 개방목표보다는 낮은 폭의 추가개방을 달성하였다. 서비스분야의 주
요 이슈는 래칫 메커니즘(자유화 후퇴방지장치) 적용 여부, 전문직 상호 자격 인정,
일시입국 및 전문직 비자쿼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주정부 비합치조치, 특급배달
및 법률시장 개방, 방송ㆍ통신ㆍ교육ㆍ의료 서비스 개방, 스크린쿼터, 해운ㆍ어업
등 다양한 서비스부문에 걸쳐 있었다. 투자분야의 주요 이슈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임시세이프가드, 투자협정의 구성 및 투자
의 정의와 관련하여 투자협정의 적용범위, 내국민대우ㆍ최혜국대우와 같은 협정상
의무사항, 협정상 예외인 투자와 환경, 혜택의 부인, 비합치조치를 담은 현재유보
(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 대위변제 등이었다.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의 결과 유보안의 네거티브 방식 및 래칫 메커니즘의 적용
으로 포괄적인 개방이 유도되고, 개방의 투명성과 자유화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보안에
기재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FTA 협정에 명기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성 향
상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환경 개선,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 협력체계 구
축을 통한 기술사ㆍ건축사ㆍ수의사 분야의 상호 자격 인정 논의 개시, 방송ㆍ통신
서비스 간접투자 허용, 전문직 사업서비스 법률ㆍ회계ㆍ세무 영역의 단계별 개방

이 최종 타결되었다. 특히 법률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 및 세무는 2단계 개방이
추진된다. 법률ㆍ회계 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국경간 M&A, 다양
한 국제금융거래 기법, 해외증권 발행 등 국제거래의 수요급증에 수반되는 자문서
비스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
해 중장기적으로 국경간 서비스 교역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대한국 서비스 직접투
자 확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및 고용 증가효과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소비
자 후생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 우려를 반영해 기존
투자협정에 비해 간접수용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당한 정
책권한을 확보하였고, 애초 협상시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보험
공사의 대위변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한ㆍ미 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분야 규제 개선, 서비
스분야 구조조정 촉진, 경쟁촉진제도 확립,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미국 서비스시
장 진출 확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개방, 서비스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서비
스 수출 지원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로 세분화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또한
ISD 등 한ㆍ미 FTA로 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는 국내 투자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
아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 강화 등 투
자분쟁 발생을 대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타 분야의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한ㆍ미 양국간 무역규범상의 제도적 차이를
조화시키는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향후 관련되는 국내제도의 개선을 위
한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무역구제의 경우 협상결과에는 무역구제협력
위원회의 설치,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제도 활성화
등의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와 관련

하여 글로벌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호 재량적 배제에 관한 규정과 FTA 체결 이후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애로사항으로,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 기업의 수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
역구제협력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각종 어려움이나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위원회
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이 협력위원회에 신속히 전달되기 위한 내부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의약품 협상결과에 따라 양국은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선언
적 규정을 하였으며 정당한 구제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고,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는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관세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년 이내로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한
ㆍ미 FTA 체결 이후 양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의약품 가격하락에 따라 단기적
으로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가 제
공하는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지식재
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R&D 투자 확대 등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
로 한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체결에 따라 정
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함은 물론 R&D 지
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여 제약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상은 여타 FTA와 달리 저작권, 특허, 상표, 집행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자국 수준의 보호수
준과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반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
식재산권 법제도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견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과 구체
적 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반영하여 설정해야 하는 이슈로, 선진경제를 지
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관련 산
업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한ㆍ미 FTA를 계기로 이러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ㆍ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분야 협상결과 양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를 보장하고 민간조사요구
제를 도입하였으며, 추가 협상에 따라 7개 국제 환경협약의 수용과 실행 및 환경조
항 위반시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명시하였다.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환경법규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제
도가 개선ㆍ강화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내법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및 양국간 환
경협력 확대에 따라 국내 환경시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ㆍ미
FTA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어 소득수준이 향상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수요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다. 아울러
향후 환경 관련 양자간 마찰을 최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관련법 범위의 명확
화, 그리고 개선 여지가 있는 법집행제도의 재검토,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과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등이 주요 이슈였다. 협상결과에 따라 국제적 노동권 준수 노력, 노동권의 효

과적 집행의무, 공중의견 제출 및 일반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협정문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국내 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 일각에서는 노동정책의 자율성 침해,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미흡, 노
동시장의 지나친 유연성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과장된 측면이 많고
근거도 빈약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분쟁해결절차나 공중의견제출제도의 경우, 현재
까지 심각한 분쟁해결장치에 회부된 사례가 없고 절차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준의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분야에서는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과 조율에 집중하였다. 한ㆍ미 FTA에
서는 절차상의 규정 외에 경쟁법에서 제외된 지정독점과 공기업 관련 내용, 동의명
령제도,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지정독점ㆍ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과 동의명령제 도입은 협상단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경쟁
분과의 협상결과 중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미 시
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ㆍ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곧 국내시
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력 확보’가 지속성장
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동의명령제 도
입,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의 재설계 등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ㆍ미 FTA 정부조달협상에서 양국은 중앙정부 조달 양허하한선을 인하하고

자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산업(이하 민자
사업)을 정부조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예외조항
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부조달작업반을 구성하여 향후 조달기관 간 협력을 도모
하고 정부조달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한ㆍ미 간 FTA 합의에 따라 조달
시장의 양적 규모 확대뿐 아니라 시장진출 희망기업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호소
했던 미국의 과거 입찰 및 낙찰 실적 요구 관행을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금지
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
는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참여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의 정부조달 관련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파악하여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분야의 경우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환경이 조
성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산지 기준 자체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성공단 관련 합
의사항은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나,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통관분야의 합의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비용을 감소시켜 수입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득을 줄 것이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상품의 수출비용을
감소시켜 수출기업에 역시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분야는 공정하고 효과
적인 원산지 검증절차가 마련되고 통관절차가 표준화ㆍ간소화되어, 불공정 무역행

태가 방지되고 양국간 교역을 원활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통관분과위원회
에서 컨테이너안전협정 완화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한ㆍ미 FTA의 효과적인 활
용을 위해 기업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분야별 평가를 토대로 한ㆍ미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큰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즉 한ㆍ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ㆍ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
내제도를 선진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는 곧바로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도약을 가져오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07년 10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12단계 급상승하여 세계
11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 및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ㆍ미 FTA가 체결되어 우리 경제
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ㆍ
미 FTA는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 및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ㆍ미 FTA의 체결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
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룬, 세계 최대의 단일국가 간 FTA라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외교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제고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거대경제권인 미국
과의 FTA로 개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고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반(反)개방적 국민감정을 상
당 부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ㆍ미 FTA는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FTA 움직임에서 연
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미국과의 FTA는 향후
추진하게 될 일본 및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즉 한ㆍ미 FTA를 활용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촉진하고,
이 국가들과의 협상과정에서 한ㆍ미 FTA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FTA 네트워크 및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비
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평가에 따르면 한ㆍ미 FTA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
민 개개인은 한ㆍ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혁신을 통해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
문별 경쟁력 요소 확충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
원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제도적 기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성과지향
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제
도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동반자관계 및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각자 자기 분야의 시장정보와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FTA 활용전략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FTA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FTA와 이에 따른 개방을 도전과 기회의 양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개방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FTA
를 통해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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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제2의 개항으로 불린 한ㆍ미 FTA 협상이 막을 내렸다. 한ㆍ미 FTA 협상이 그
동안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협상이 거의 모
든 경제주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충격의 정도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협상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부문 등 모든 산업분야를 다루었으
며, 경쟁정책, 정부조달정책, 지식재산권 등 국내제도 및 정책이슈까지 다룬 매우
포괄적인 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 FTA를 체
결했지만, 이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일부 민
감품목을 제외하면 FTA 협상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경
제대국이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개방압력을 가한 통상파트너이기 때문에
FTA 협상의 ‘양과 질’이 우리가 이미 체결했던 협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군사적 우방이면서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외
교파트너로서, 우리나라에서 갖는 정치ㆍ경제적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
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대미 관계를 대외정책의 기본 축
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비경제적인 요인도 일반 국민들이 한ㆍ미 FTA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 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따라 개
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실협상론’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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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협상 개시 이후 1년 여 만에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WTO 등 다자협상
은 물론, 칠레 등과의 FTA 협상속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가 이미 지난 1980년대에 거론되었으며, 양
국간 정례적인 실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만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는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상’이란 말 그대로 상대가 있는 만큼 협상 속도와 절차를 우리나라가 일방적으
로 끌고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법 시한을 고려하고 협상한 것을 문제
시할 수는 없다.
한ㆍ미 FTA와 같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크게 엇갈리는 경
우에는 국내 합의 도출 이후에 협상을 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보아도, 협상의 진행 및 비준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집단과 산업에 대한 지
원 및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국내 합의를 협상개시의 전제조
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협상 진행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협상 과정 및 절
차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FTA와 같은 경제개방이 우리 경제에
좋다는 일반론적인 논의는 협상 초기에는 의미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협상이 타
결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협상결과를 놓고 유ㆍ불리를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협상목표
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평가해 보아야 한다.
나. 연구목적
한ㆍ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ㆍ미 양국은 명확한 협상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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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 왔다. 미국은 상대국의 경쟁력이 강한 경우 자국의 보호이행기간을 가능한
길게, 상대국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최소화하
려는 경향이 농후했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협상을 분석해 보면, 서비스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강도 높은 개방공세를 펼친 반면, 설탕 등 민감품목은
점진적인 관세철폐 또는 최소한의 관세율할당의 증량 등을 통해 보호해 왔다. 미국
은 명분에 구애되지 않고 세부품목별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상대방의 개방
을 유도하고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을 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의 FTA 협상을 통해 많은 실
전경험을 쌓은 만큼 실용적인 협상목표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하면서 한ㆍ미 FTA 협상의 목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양
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고, 둘째, 공산품 등 대미 경쟁우위분야
의 시장접근기회를 조기에 확대하며, 셋째, 경쟁취약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
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넷째,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
진되는 협상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무릇 모든 협상에서는 얻기 위해 주어야 하며, 양보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양보
를 요구할 수 있다. 한ㆍ미 FTA 타결 이후 양국의 여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
업계는 협상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도 쇠고기, 자동차 등에서 만족스러
운 협상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비준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
다. 양국 모두 부문별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국간 손익계산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결과에 따르면 한ㆍ미 FTA를 하지 않는 경
우에 비해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분야별로 주고
받기(give and take)가 이루어짐에 따라 협상참여국 모두가 이익을 보는 협상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없애면 한ㆍ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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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지만, 특히 국내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진출기회를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잠재적인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동차, 섬유 등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에서 미국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협상결과가 어떻게 마련되
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섬유의 경우 방적사 등 원부자재를 중국
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산지규정 완화를 통해 관
세철폐의 이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황폐
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농산물 수입 급증시 수입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세이프가드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우리 농민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우리로서는 경쟁이 취약한 분야에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
는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한ㆍ미 FTA 협상의 성공 여부는 국내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여부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
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규제완화, 공기업개혁, 지역발전전략과 산업발전비전 제
시 등 다양한 국내 대응방안을 FTA 체결을 전후하여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
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소비자혜택을 실질적으로 증진하
고 국내경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ㆍ미 FTA 협상을 분야별로 정밀히 평가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
고 있다.
특히 한ㆍ미 FTA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위해 구체적 쟁점이슈를 살펴보고 각
각의 협상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경제적ㆍ비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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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내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어떠한 유ㆍ불리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아울러 협상에 관련되는 법적ㆍ정치적ㆍ경제적 제약, 협상결과의 활용도
등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내산업의 유전자 DNA에는 대외개방을 기회로 활용해온 자생력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경
제 체질개선에 도움이 되며, 경제ㆍ사회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장기적 국가발전전
략의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의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계기로서 한ㆍ미 FTA를 활용하는 발
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를 통한 경제개방의 과정을 능동적
인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한ㆍ미 FTA 협상은 17개 분과와 2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구체
적으로 17개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cal
Barriers to Trade),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등을 다루었으며, 2개의 작업반은 자동차, 의약품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협상이슈를 크게 4개 분야로 대별하였다. 첫째, 농산물을 다룬
농업 분야, 둘째, 상품일반, 섬유, 자동차를 포함하는 제조업 분야, 셋째, 서비스 일
반, 금융, 투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넷째, 원산지, 무역구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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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의약품 등을 포괄하는 기타 분야로 나누어진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며, 기타 분
야는 주로 제도 및 규범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구분
은 한ㆍ미 FTA 협상분과의 상품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분과를 결
정하는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임수산물이 민감품목이기 때문에 농업분과에
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으며 결국
WTO 협상의 품목분류에 따라 상품분과에서 다루어지도록 결정된 바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수산물의 협상결과를 농업 분야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한편 금융서비스는 서비스 일반과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며, 통신
분야는 서비스 일반에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기타 분야에는 9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협상분과로 보면 원산지와 통관이 같
이 논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슈의 성격상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위생 및
검역(SPS) 이슈는 광우병 위험등급기준 등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서 논의하도록
하며, 무역상 기술장벽(TBT)은 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uition
Agreement)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 분야에서 통합하여 다루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본문에서는 분쟁해결분과의 논의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분쟁
해결분과에서 다루어졌던 이슈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비위반제소1)이다. 이 제도는
GATT 16조에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 WTO 협정에도 승계되었으며, 무역자유화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
라가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ㆍ미
FTA에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해 비위반제소를 허용키
로 한 바 있다.
1) 비위반제소는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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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론 및 구성
본 연구는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정량 및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농업협상과 상품협상 등과 같이 관세인하
폭, 관세할당 등과 같이 구체적 수치가 협상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을 가격탄력성을 시계열모형을 통해 추정하거나, 계량경제학적 시뮬에시션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또한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서는 일반균형연산(CGE)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서비스 분야와 기타 분야의 경우 협상이 수치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제도 및 정
책 변화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협상목표의 달성도, 우리 입장의 반영 여부, 국내제도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한ㆍ미 FTA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한 후에 분야별 평가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를 위하여 먼저 한ㆍ미 FTA를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협상에서 어떤
분야가 주요 쟁점이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한ㆍ미
FTA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ㆍ미 FTA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FTA 협상에 대한 거시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한ㆍ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GDP, 후생수준,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ㆍ미 FTA 타결안을 가지
고 추정한다.
제3장에서는 한ㆍ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당초의 협상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협상 분야별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상결과가 한ㆍ미 양국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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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조기에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경우
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의 촉진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소비
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 진출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무역투자전략과 아울러,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충격을 최소화하
고 구조조정을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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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미 FTA 추진 배경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다양한 측
면에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규
모는 2005년 7,913억 달러로 세계 12위2)이며, 수출은 2006년 3,255억 달러(세계
11위)를 기록하였고, 무역의존도는 71.5%로 선진대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2006년 반도체(DRAM, 플래시 메모리 수출 세계 1
위), 조선(수출 세계 1위), 철강(수출 세계 6위), 자동차(생산량 세계 5위) 등 IT 및
중화학공업 분야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여, 세계 500대 기업에 14개 사가 포함되어 있다.
표 2-1. 주요국의 무역의존도(2005년 기준)
싱가포르

태국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미국

368.0

129.3

69.3

63.8

62.7

24.7

21.2

주: 무역의존도는 수출입규모를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2006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1.5%로서 무역규모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2% 포인트 증가하였음.
자료: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다양한 국내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세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1980년
대의 8.7%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4.6%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위축
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투자부진 등으로 요소투입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
2) World Bank(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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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도 부진한 상황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ㆍ사회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양극
화 등 선진국형 문제들이 우리 경제의 압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산업구조고
도화에 따른 투자의 고용창출능력 감소, 경제의 온라인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초래되고 있고, 글로벌화와 기술진보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1.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십억 원)
44.6

42.7

39
34.1

31.2
23.8

21.5

24.3

20.8

27.9
20.1

14.4

제조업

건설업
1990년

서비스업
1995년

전산업

2000년

자료: 한국은행(2004).

셋째, 민주화의 진전으로 권위주의시대에 억압되었던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사회
가치가 다원화되면서 이해갈등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통상 관련 문제가 피
해보상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결부되면서 갈등이 첨예화되고,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 통상마찰의 빈발 등으로 인해 통상을 둘러싼 국내갈등이 상시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내적 도전과 아울러, 최근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따라 국제
경제환경에 일대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차원에서의 경제통합과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이 모두 빠르게 진전되
고 있으며, 폐쇄적 발전전략의 결과 그동안 성장이 지체되었던 BRICs가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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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세계경제지형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에 따라 상품뿐 아니라, 자본ㆍ기술ㆍ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판매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관련 활동까지 글로벌화를 진행하여 2006년 현재 7만 8,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과 78만 개의 해외법인이 전세계 GDP의 10%, 전세계 수출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였으나, 앞
으로는 글로벌화가 주는 충격을 어떻게 경제발전과 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
하느냐가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ㆍ미 FTA와 같은
경제개방이 경제선진화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협상결
과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나.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WTO를 중
시하는 통상정책을 펴 왔다. 이론적으로도 FTA 등 지역경제통합이 유럽을 중심으
로 진행되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FTA가 세계무역질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역무역협정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과 유럽을 중심으
로 하는 경제권으로 세계경제를 양분시켜 세계경제통합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경제권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비회원국들에는
차별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며 각종 원산지규정이 혼재되는 소위 스파게티 그릇 효

3) UNCTA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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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spaghetti bowl effect)를 통해 FTA 회원국들도 결국 무역왜곡적인 효과를 맞
이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1990년 말까지는 FTA가 GATT
1994의 24조에 근거한 예외규정일 뿐이며, 다자무역체제보다 효율적이지 않으며
다자무역자유화의 대안일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93년에 출범
한 EU와 1994년에 발효된 NAFTA의 성공적인 발전과정을 겪으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에 반해 WTO가 의욕적
으로 2001년에 개시한 DDA 협상은 주요국간 첨예한 의견대립에 따라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의 신인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세계통상질서의 변화 속에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대규모 시장 형성과 같은 순수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EU와 NAFTA와 같은
타지역주의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 여타 FTA 비회원국으로서의 차별적 조치 회
피와 같은 전략적 차원의 고려 등 다양한 이유로 FTA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첫 FTA 추진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칠레가 한국에 경제
적 충격을 적게 미치면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
문이다. 또한 칠레가 중남미지역에서 FTA 챔피언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FTA 협
상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한국은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1년 8개월 동안 협상이 중단되기
도 하면서 거의 3년만인 2002년 10월에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국 농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정치적 지연에 따라 국회비준절차는 양국간 공식 서명 후 1년이 지난 2004
년 2월에 마무리되었다.
그 후 싱가포르(2006년 3월 발효), EFTA(2006년 9월 발효), 미국(2007년 4월
타결) 등과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현재 한국은 EU, 캐나다, ASEAN, 멕시코,
인도 등과 공식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중남미공동시장 등과 FTA 협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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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03년에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
였으나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폭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에 따라 2004년 12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일본은 농업 부문의 개방폭을 50% 수준으로 하려는 입
장인 반면, 한국은 대폭 개방(예: 90% 수준)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표 2-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한국

발표/서명

협상 중

칠레(2004년 발효)
싱가포르(2005년 발효)
EFTA(2005년 발효)
미국(2006년 타결)

EU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협상 중단
일본

검토 중
중국
GCC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홈페이지(www.fta.go.kr).

다. FTA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고려
우리나라는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기조를 선회하고 2003년에
FTA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로드맵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효과
의 극대화를 위해 무역, 투자, 서비스 및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
(comprehensive FTA)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감한 분야에 대한 개방은 신축적으
로 대응하고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다수국
과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FTA 추진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속도
조절 등 협상과정에서 신축성을 발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로드맵을 검토해 보면 미국과의 FTA는 다음과 같은 전
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지역별 FTA 거
점(중남미: 칠레, 동남아: 싱가포르, 유럽: EFTA)과는 신속하게 FTA 협상을 타결
한 바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주요 거대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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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중국, EU, ASEAN 등이 최근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
나, 미국은 EU와 더불어 세계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과의 FTA 체결은 경제적 실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FTA의 중심지(hub)가 되기 위해 미국 및 EU의 주변국 또는
경쟁상대국과 먼저 FTA를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FTA 대상국으로서 매력적이라
는 점을 사전에 인식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미국과 FTA를 타진하기 전에 캐나
다와 FTA 협상을 벌였으며 유럽의 EU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 EFTA와 협상
을 추진함으로써 주변국와의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미
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EU와 중국의 FTA 조기 체결 제안을 이끌어내는 등
경쟁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셋째, 우리나라는 개방친화적이며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함으로써 국내경제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한ㆍ미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를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을 개방하고 해외진출기회를 확대하는 소극적인 의
미뿐만 아니라 국내제도를 국제기준에 조화시키고 국내 관행 및 규범을 선진화시
키는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 한ㆍ미 FTA 추진 경과
가. 한ㆍ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및 유형
한ㆍ미 FTA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06년 2월 2일 공식적으로 협상개
시를 선언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ㆍ미 간에 다루어졌던 통상
협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ㆍ미 간 통상협상은 무역, 투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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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편 등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쟁점 이슈를 해
소하기 위한 양국간 통상협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수출부문의 해외시장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자동차시장의 접근개선과 관련한 한ㆍ미
간 통상마찰은 1993년 10월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이래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회
담 등 다양한 채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4년 한ㆍ미 경제협의회에서
관세인하, 취득세, 유통, 광고, 형식승인, 할부금융 등 제도개선방안과 소비자인식
개선방안 등 종합적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개선안에 대한 추
가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1995년 8월에 수퍼 301조 관련 미 자동차업계
의 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95년 9월에 한ㆍ미 자동차 관련 실
무협의가 개최되어 양국간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관세, 특소세 등 내국세제, 형식승인 등 자
동차시장의 접근과 관련한 이슈는 최근까지 한ㆍ미 간 통상마찰의 주요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한ㆍ미 간 통상마찰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산물, 금융, 통신과 같은 서비스 분
야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
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통상마찰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다.4) 1990년대의 자몽의 통관과정에서 상당 물량의 부패상황이
발생하였고, 양국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간
협의 개시 후 양국간에 합의에 도달한 적도 있다. 또한 식품 유통기한 문제, 농산
물 검사제도 문제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쇠고기 검역 문제 등 수입과정

4) 담배의 경우 1988년 2월 수입담배에 대한 높은 관세, 담배의 국내 유통 및 제조의 정부독점 등 불
공정 관행에 대해 일반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고, 1987년 7월~1988년 8월 6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한ᆞ미 담배양해록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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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빈번한 통상마찰이 발생해왔다.
둘째, 우리나라의 제도상 관련 법규의 미비에 따라 미국의 요구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관련 협상인데, 양국간 분규의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대 들
어 국제수지적자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관련 법규도 미비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우선관찰대상국(PWL), 관찰대상국(WL)의 경계를 넘나
들며 미국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간 지식재산권 보
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기간
내 상당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정부는 IPR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선, 영
업비밀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칩보호법, 의장법, 관세법,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등을 개정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셋째, 양국간 인식차이로 인해 통상마찰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은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절약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수입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은 양자협의뿐만 아니라 OECD 각료이사회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WTO에
제소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소비절약이 외산 관련 차별조
치가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정부입장과 대외통상 관련 공무원 업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넷째, 미국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조치 등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통한
직접 조치를 취했으며, 한국의 자발적 수출제한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제한
을 시도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미국의 부당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통상마찰도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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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를 WTO에 제소한
경위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4년 4월부터 계속 한국산 컬러 TV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그 중 삼성전자의 경우 6년간(1986~1991년) 0.5% 미만의 미소덤핑마진
(de minimus) 판정을 받았고, 1991년 이후에는 대미 직접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치가 지속되었다. 한편 DRAM의 WTO 제소경위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3년부터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해왔다. 현대전자 및 LG
반도체의 경우 3년 연속 미소덤핑마진 판정을 받아 미국 측에 반덤핑조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미 상무부는 1997년 7월 덤핑 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
각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컬러 TV와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1997년 WTO에 제소하였고 패널의 승소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한ㆍ미 간의 통상마찰 및 협상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현안이슈에 대
한 양국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경우 단기적인 문제의 봉합 여부와 관계없이 되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한ㆍ미 간의 통상마찰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자동
차, 통신,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등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국제수지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분야들에서 양국간 국
내제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간 제도적인 분쟁해결절차 미비로 인해 개별 통상현안별로 통상마찰
의 발생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양국간 통상현안
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채널의 부재는 양국간
갈등과 마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더 나아가 통상현안 관리의 불
안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과거 한ㆍ미 양국간 통상협상은 대부분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부터 시작되었
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설령 양국간에 통상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상마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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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미비로 인해 양국간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통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감대가 한ㆍ미 FTA를 추진하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나. 한ㆍ미 FTA 협상의 사전 준비과정 및 협상 일지
미국과는 2001년 이후 분기별로 통상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쟁점이
되는 통상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왔다. 미국과의 FTA를 위하여 2005
년 2～4월 동안 양국간 한ㆍ미 FTA 사전 실무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다. 아
울러 2005년에는 총 6차례에 걸쳐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의 통상현안을
점검함으로써 한ㆍ미 FTA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
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
와의 FTA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협상 출범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같은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스크린쿼터 등과 관
련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현안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한ㆍ미 FTA 협상
의 개시 조건으로 사전에 우선 해결을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으로 불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ㆍ미 FTA가 아니더라도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막
기 위해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들이었다.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쇠고기 수입재개, 자
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문제 등은 국제적 기준 및 우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용한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1998년 한ㆍ미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가 논의되던 무렵부터 등장한 이슈인데, 한ㆍ미 FTA를 촉진하
기 위해 영화산업 지원대책도 병행하여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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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대 선결조건이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용한 밀실협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만 일방적으
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 양국이 ‘주고받기’에 따라 상호 이익의 균형
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표 2-3. 한ᆞ미 FTA 사전준비 과정
구분
분기별 통상현안
점검회의

일시 및 장소
2001년 이후
한ᆞ미 양국
교차

주 요 내용
- 한ᆞ미 양국간 통상현안 점검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3년 8월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상정

한ᆞ미 FTA 사전
실무점검회의

2005년 2~4월

- 한ᆞ미 양국간 FTA 관련제도, 추진절차 및 효과를
확인하고 FTA 추진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한ᆞ미 통상장관회담

2005년

- OECD, APEC 등을 계기로 한ᆞ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FTA 추진 가능성 점검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이 마무리된 2006년 2월, 한ㆍ미 양국은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그 후 한ㆍ미 양국은 200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비공식 사전준비협의를 개최하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영문
명칭을 ‘KORUS FTA’로 정하고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투자 등 모두 17개 협상분과(Negotiating Group) 설치에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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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7개 협상 분야
분과
상품무역

내용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 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농업

농산물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섬유

섬유/의류 분야, 섬유 원산지 규정 등

원산지/통관

품목별 원산지기준 설정,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위생 및 검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 등
투자 자유화 및 보호
서비스(금융 제외) 자유화, 서비스 양허, 인력이동 자유화 등
금융서비스 문제
통신, 전자 상거래 분야
경쟁조치, 경쟁당국간 협력방안 등
정부조달 자유화 방안, 양허하한선, 양허기관 확대 문제 등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

노동

노동 관련 문제

환경

환경 관련 문제

분쟁해결/
투명성/총칙

- 협정의 해석 등 분쟁해결절차
-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홈페이지(www.fta.go.kr).

2006년 6월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ㆍ미 FTA 제1차 공식 협상을 시
작으로 2007년 4월 2일 한ㆍ미 FTA가 타결되기까지 모두 8차례의 공식협상과 수
차례의 고위급 협상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
여곡절과 국내외 찬반논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7년 4월 2일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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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ᆞ미 FTA 협상 일지
구분
1차
협상

일시 및 장소

주요 협상 내용

비고

<2006년>
- 양측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 교환
6월 5~9일, 워싱턴

2차
협상

7월 10~14일,
서울

3차
협상

9월 6~9일,
시애틀

- 관세양허안 작성 기본틀 합의
-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

의약품 문제로
일부분과 진행중단

- 관세 양허안교환(8.15) 및 협상개시 미 측 수정양허안
- 서비스/투자 유보안 명료화 작업 진행 제시(상품/섬유)

4차
협상

- 관세양허안 불균형 문제 개선
10월 23~27일,
-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제주
가지치기 작업 진행

5차
협상

*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 측을 집중 압박
분야 협상중단
12월 4~8일,
- 상품양허안, 원산지, 서비스, 금융,
몬타나(빅스카이)
*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
지재권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 달성
상호 교환

미 측 수정양허안
제시(상품)

<2007년>
- 양측 통상장관 및 수석대표간 주요
고위급
협의 1월 7~8일, 하와이 쟁점 조율
6차
협상

1월 15~19일,
서울

- 핵심쟁점 진전을 위한 수석대표간
협의
- 상품,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 진전

*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 협상 미개최

고위급
협상

3월 26일~
4월 2일, 서울

- 4.2 협상 타결 선언
- 양측 상품양허 3년이내 철폐 94%

* 3월 31일, 07:30
협상시한 연장 브리핑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정리.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경제개방의 성장경로: 이론적 접근

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그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Solow(1956)의 신고전파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이
론(endogenous growth model)이다. Solow 모형에 의하면 개방을 통해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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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이 증대되면 정상상태하의 소득수준(steady-state level of income)이 높
아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내생적 성장이론의 중심 아이디어는 개방
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내생적 기술진보(technology progress)를 가져오고, 이 기술
진보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시장개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개방이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첫째 경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이다.
전통적 무역이론인 애덤 스미스(Smith, Adam)의 절대우위론이든, 리카르도(Ricardo,
David)의 비교우위론이든, 이 이론들의 공통점은 무역을 통하여 각 국가는 상대적
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에 특화ㆍ생산하여 상호 교역을 할 경우 모
든 국가가 생산 및 소비 측면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생산 측면의 이익
은 경제개방을 통해 관세 등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그동안 관세장벽 보호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
업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양의 자원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개방(자유무역)으로 인해 동일한 제품
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뿐 아니라 다
양하고 질 좋은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
둘째 경로는 경제개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
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 결과 시장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만 남아 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합리화(rationalization)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생산자들이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자유무역 이후 더욱 넓은 시장을 상대하게 되면 생산자
들은 상품의 단위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경로는 경제개방이 생산자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여 기회를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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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과 동시에 경쟁 심화라는 위협요인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
게 되어 경쟁력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해당 제품의 기술혁신 노력과 고부
가가치제품으로 수출품목을 이행하려는 노력(Boorstein and Feenstra 1991)과 동
시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경쟁자들에
의한 기술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집약적인 신기술 개발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
과 기술개발 참여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다(Thoeing and
Verdier 2003). 이러한 기술개발경쟁은 기술지식의 창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술이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한다.
넷째 경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시장개방은 현지시장
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의 직접적 유인을 제공한다. 이
러한 외국인직접투자로 국내시장의 생산력이 직접적으로 증대되며 기술ㆍ경영 등
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촉발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다섯째 경로로서 경제개방은 각종 경제인프라, 자본시장, 재산권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의 선진화를 통해 확대된 무역기회를 현실화하려는 인센티브를
촉발하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 투자자 보호문제, 경쟁제도, 지식재산권 문제, 환
경, 노동 분야 등에서 다루었던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고 투명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를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그리고 무역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주요 경로로 기술진보, 즉 생산
성 향상을 들 수 있다. Lewis(2004)는 생산성이 낮은 사회가 생산성 높은 사회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방은 생산성이 낮은 국가나 사회가 무역ㆍ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이전받아 생산성 제고를 꾀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역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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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Alesina, Spolaore and Wacziarg(2000)은 시장개방이 생산성 향상의 수단
이 됨을 주장하고 있다. FTA와 같은 경제개방은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는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쟁촉진과 아울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특히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은 자본 축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리버
스 엔지니어링(reverse-engineering)을 통해 선진기술과 생산방식을 체득할 수 있
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5)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방은 자본과 상품의 단순한 유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인적자본
의 증가, 기술변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간ㆍ산업 내 파급효과를 야기하여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Helpman and Grossman 1991).
실제로 많은 연구는 개방을 통한 경쟁(competition)과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Dunning 1993;
Blomstrom and Kokko 1996; Caves 1996). 이상에서 논의한 시장개방이 경제성
장을 달성하게 되는 경로는 [그림 2-2]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된다.
그림 2-2.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자료: 필자 작성.
5) Lee(1995); Vamvakidis(1999); Helpman and Grossman(1991); Coe, Helpman and
Hoffmaister(199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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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시경제적 영향: 일반균형모형(CGE)의 접근
1) CGE 모형의 분석체계
한ㆍ미 FTA처럼 그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 또는 과거에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는 대부분 해당 경제의 국내총생산 및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은 여러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 결과이기 때문에 FTA의 효과를 여타의 요인
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분석방법에는 계량분석(econometrics)과 일반균형
연산(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이 있다.6)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상호 의존적인 국내경제 부문들과
수출 및 수입 등 대외부문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균형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정책 변화, 또는 사건 발생에 대해 최적해를 제공하도록 하는 컴퓨터 연산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CGE 모형은 생산, 소비,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현실의 데이터를 모형의 각
방정식에 들어 있는 변수의 값과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발
6) 계량분석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몇몇 소수의 내생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 반해,
CGE 모형은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형을 설정하고 다양한 내생변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 분야에서 계량분석모형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중력모형
(gravity model)은 무역의 결정요인으로 경제규모, 거리, FTA의 체결 여부 등을 들고 있다. 즉 단
하나의 등식(equation)을 설정하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이다. 이러한 계
량분석은 무역이라는 종속변수와 이를 설명하는 소수 독립변수 간의 관계만 파악될 수 있는 데 반
하여, CGE 모형은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모형화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등식이 매우 많다. 즉
가장 간단한 CGE 모형이라 할지라도 30개 이상의 등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간의 상
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계량분석은 표준통계방법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경제통합과 같은 거대한 정책변화가 가져오는 복잡
한 효과 가운데 일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Baldwin and Venables 1995).
이와는 달리 CGE 모형은 내생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분석결
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60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생하여 하나의 변수값이 달라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의 값이 변하게 되는데,
그 계산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화된 변수의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수입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의

그림 2-3. CGE 모형 체계의 예: 1국, 2부문, 2요소

자료: Herte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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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농업 부문 생산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GDP 변화를 초래하게 되
는데, 이러한 모든 변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CGE 모형
이 무역정책의 효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관세 등 무역과 관련된 경제변
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산업연관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각 경제변수 간의 상호관
계를 포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CGE 모형은 일반적으로 정태적 CGE 모형과 동태적 CGE 모형으로
구분된다. 정태적 CGE 모형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
진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전통적 무역이론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단행되면 각 국가
는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이 증가
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태적 CGE 모형은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일회적인 효과(one-shot effect)로 파악하고 있으며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
한 보수불변이라는 가정을 상정하고 있으로로,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
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현실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내포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동태적 CGE 모형은 FTA로 발생한 정태적 효과가 다시 경제주체의 저축
과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동태적 효과는 무역개방으로 인한 정태적 효과로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저축됨으로써,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금까
지 이루어진 수많은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무역유인-투자주도 경제성장
(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으로 정형화되었다.
Baldwin(1989, 1992)류의 자본축적모형은 무역자유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생산 및 국민후생이 증가하는 과정까지 분석하는 정태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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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넘어, 증가된 소득이 저축되고 다시 투자되어 생산 및 소득이 또다시 증가
하는 무역자유화의 동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7)
Francois, McDonald, and Nordstrom(1996)은 정태분석의 GTAP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자본축적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자본축적과 함
께 동태분석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규모의 경제 포함)다.
경쟁제고, 기술이전, 제도개선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동태적 과정
은 무역자유화의 효과계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GTAP CGE 모형
학자들은 생산성 증가의 동태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① GTAP 표준모
형에 불완전 경쟁하에서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거나(Francois 1998), ② GTAP 표
준모형에 생산성증가를 직접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Frisvold 1997; Van
Meiji and F. Tongeren 1999).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미 FTA의 두 가지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Francois, McDonald, Nordstrom의 자본축적모형을
분석하고, ② 이 자본축적모형 안에 Frisvold 등의 생산성증가효과를 추가하여 분
석하고 있다.
간단한 CGE 모형(1국, 2부문, 2요소) 체계를 가정하여, 한 산업에서 관세인하
가 국내경제에 초래하는 파급효과 발생 메커니즘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GTAP
표준모형에서 한 농산물의 수입재량(M1)은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의 복합재로
구성되며 수입량과 국내공급량(XDD1)의 복합재로 국내수요량(X1)이 정의된다.

7)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무역자유화는 생
산요소를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해당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즉 경제 전체로 볼 때 자원의 투입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향상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더 많은 산
출량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전통적 무역이론과 완전경쟁에 기초한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모
형이 파악하는 무역자유화의 정태적 효과이다. 둘째 단계는 정태적 자원배분 효율성이 향상되어 산
출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된 소득 중의 일부는 다시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소득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둘째 단계는 정태적 효과
가 자본스톡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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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발생하면 그 농산물수입가격
(PM1)이 미국 수입비중을 반영하여 하락할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그 농산물의 국
내시장가격(PX1)이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C1), 투자(I1), 중간투입재
(X11, X12, …)로 사용되는 복합재(X1)의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재
의 국내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는 국내재의
수요량(XDD1)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 하락이 수입
재의 국내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하나, 국내재에 대한 효과는 복합재의 수
요량 증가로 인한 국내재 수요량 증가효과(소득효과)와 국내재의 수입재에 대한 상
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재 수요량 감소효과(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수입재의 가격하락
은 국내재의 수요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복합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
면 클수록 수입재 가격하락이 국내재 수요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데이터베이스 및 시나리오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GTAP 데이
터베이스 버전 6(기준연도 2001년)로, 이를 이용하여 세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첫째 모형은 정태모형으로서 비교적 단기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므로, 타결된 한
ㆍ미 FTA 양허안에서 관세철폐기간이 5년 이하인 품목은 관세의 완전철폐를, 5년
을 초과하는 품목은 5년 동안에 실제 감축되는 관세인하폭을 모형에 대입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농업의 경우 한ㆍ미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의
예외품목이므로 개방대상에서 제외(관세감축률 0%)하였으며 곡물 94%, 채소와 과
일 39%, 육류 및 낙농 46%, 가공식품 86%의 관세감축률을 모형에 대입하였다.
이를 농업 전체의 수입액 가중평균면에서 보면 농업의 관세감축률은 약 77%에 해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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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는 섬유ㆍ직물 100%,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91%, 철강ㆍ금속, 수
송기기, 전자 100%, 기계 97%, 기타 제조업 100%의 관세감축률을 모형에 대입하
였다. 이를 제조업 전체의 수입액 가중평균 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관세감축률은 약
98%에 해당된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 방송, 통신 등에서 추가개방이 이루
어졌지만 그 정도를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이기 때문에(미국 국제무역
위원회(ITC)의 FTA 평가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개방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
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은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모형은 자본축적모형으로서 비교적 장기효과를 전망하는 모형으로 쌀과
같이 개방에서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모형에 대입하였
다. 즉 농업의 경우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관세감축률 0%)하였으며, 여타 품목
의 관세감축률은 100%로 하여 대입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관세감축률은 100%로
하고, 서비스의 경우 정태모형에서와 같이 시장개방을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모형은 위에서 설명한 자본축적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모형은 단순히 관세철폐에 따른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그러나 한ㆍ미 FTA와 같은 경제개방은
앞에서 살펴본 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과 상품의 단순한 유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인적자본 증가, 기술변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간ㆍ산업 내 파급효과를 야기하여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ㆍ미 FTA로 인해 기대되는 생산성증가효과까지 고려하기
위하여 모형에 생산성증대 충격을 도입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시장개방 수준은
위의 둘째 모형인 자본축적모형과 동일하며, 생산성증대효과를 도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성 충격을 도입하였다. 즉 농업 부문에서도 생산성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형에서는 이를 배제하였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1.2%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서비스 부문에서는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로 구분하고 추가 개방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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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서비스 부문에만 1%의 생산성증대효과를 도입하였다.8)
3) 거시경제적 효과 (GDP 및 후생수준)9)
한ㆍ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한ㆍ
미 FTA 이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3~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표 2-6. 한ᆞ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GDP 및 후생
구분

CGE 정태모형

실질 GDP
후생 수준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0.32%

1.28%

5.97%

17.0억 달러

39.8억 달러

208.6억 달러

주: 1) 추정결과는 모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때의 증분으로 여러 해가 소요되나 모형에서 구체
적 기간은 명시 불가함.
2) 자본축적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자본축적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므로 일반적으로 10년에
걸쳐 나타나는 누적효과로 해석함.
3) 생산성 증대효과 역시 특정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이행 후반(예: 7~10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4) 생산성 증대에 따른 약 6%의 GDP 증대효과는 장기적(예: 약 7~10년)으로 일어나는 누적효과로,
연간 개념으로는 약 0.6%에 해당함. 즉 어떤 특정 해의 연간 GDP 성장률이 5%라고 하면 FTA가
당해연도 GDP 성장률을 5.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8) 이홍식 외(2006)에 따르면 한ᆞ미 FTA로 인한 한ᆞ미 양국의 무역변화만을 고려한 경우 경제 전
체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06% 포인트 증가하고, 수출유사성과 같은 FTA 당사국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연평균 0.12% 포인트 증가함을 밝히고 있
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더하여 미국 공식통계에 의하면 1990~98년 미국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88%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1~2001년 동안 연평균 0.15%로 나타나고 있다(김원규 2002). 따라서 CGE 모형에 의한 중
장기효과를 7~10년 정도로 상정할 경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생산성 증가는 약 0.84~
1.05%에서 약 1.2~1.5%로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한ᆞ미 FTA의 영향평가
분석 시 CGE 모형에 의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생산성 증가 가정을 이 분석들의 중간값인 1%로
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1.2%로 하였다.
9) 본 절은 2007년 4월 30일 KIEP를 비롯한 11개 국책연구원이 공동 작업한 한ᆞ미 FTA의 경
제적 효과분석 에 기초하여 기술하였다.

66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으로 분석되고 있다.10) 즉 정태모형에서는 약 0.3%, 한ㆍ미 FTA로 인해 생산성
이 증대하는 것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약 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후생수준은 정태모형에서 약 17억 달러,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약 209억 달러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계성
CGE 분석은 시계열을 사용하는 거시계량모형과 달리, 기준연도시점 국제산업
연관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때문에 결과가 불안정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여러 경제학 이론 중에서 어떠한 미시경제학 이론체계를 모형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
산업 연관자료를 가지고 모형의 균형조건식을 단순화하는 보정과정에서 어떠한 형
태의 효용함수 및 생산함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동태적 특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생산성증대효과를 모형
에 반영하였으나, ①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 각각 1.2%와 1%의 생산성증대를 가
정한 것에 대한 적합성과, ② 과연 이 같은 생산성 증가가 실질 GDP를 약 4% 이
상 증가시킬 만큼 큰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①에

10) 기존에 제시한 거시경제효과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부문별 개방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즉 기존
모형에서는 한ᆞ미 FTA가 타결되기 전이므로 시니리오에 모두 쌀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
야도 20%의 시장개방을 가정하고 있다.
기존에 제시한 한ᆞ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 GDP 및 후생
구분
실질 GDP
후생 수준
자료: 이홍식(2006).

CGE 정태모형
0.42%
24억 달러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1.99%
68억 달러

7.75%
28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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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②에 대해서도 경쟁 강화, 제
도의 선진화 등을 통한 생산성증대효과를 고려하면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11)
1) 분석방법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앞의 CGE 모형을 통해 추정한 생산물 증감
의 결과를 2006년 12월 기준 환율 1US달러 = 929.8원을 적용하여 원화가치로 환
산한 다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편(1990~2003년)에 제시된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12)의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각 부문별로 2010년과 2020년의 유발계
수를 추정하였다.13) 다음 단계로 생산물 증감액에 장ㆍ단기와 장기 취업유발계수
와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한ㆍ미 FTA로 인해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
자의 규모와 일자리 증감으로 나타나는 고용의 순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한ㆍ미 FTA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생산액의 증감이 고용의 증가와 감
소로 연계되는 부분은 거의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며,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소득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실직이나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특히 농림어업은 90%의 종사자가 비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생산액의 변화

11) 본 절은 2007년 4월 30일 KIEP를 비롯한 11개 국책연구원이 공동작업한 결과물인 한ᆞ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에 기초하여 서술되었다. 특히 고용효과 분석은 노동연구원이 주도적으
로 담당하였다.
12) 취업유발계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효과를 의미하며,
고용유발계수는 이들을 제외한 고용주와 피용자에 대한 고용효과를 의미한다.
13) 따라서 정태모형분석은 2010년을 기준으로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CGE 모형에 시간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장기를 10년에서 15년 사이 한ᆞ미
FTA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로 상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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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취업감소 규모로 추정하였을 경우 매우 큰 규모의 과대추정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44%의 종사자만이 비임금근로자이며 제조
업의 경우 16%만이 비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편
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한ㆍ미 FTA에 의한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
어 취업유발계수보다는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일자리의 순규모 변화를 계산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14)
2) 추정결과
한ㆍ미 FTA에 따른 고용효과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 5만 7,000명, 장기적으로
8만 3,000명 ~ 33만 6,000명(이하 모두 누적 개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약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소멸하는 반면,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약 5,000개, 서비스업의 경우 6만 9,000
표 2-7. 한ᆞ미 FTA의 (누적)고용효과
(단위: 천 명)

장기
부문

단기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농림어업

-16.3

-12.6

-10.4

제조업
(광업 포함)

4.8

26.5

79.4

서비스업

68.5

69.3

266.7

전산업

57.0

83.2

335.7

주: CGE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14) 그러나 시장확대나 무역피해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한 추정결과는 증감 양 방향으로 과소추정의 위
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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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한ㆍ미 FTA에 따른 시장규모확대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용창출이 가속
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생산성 향상, 즉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고
용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추정된 고용효과를 부문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농림어업의 경우 CGE 모형을 이용한 생산물 증감 추정결과에 취업유발계수를 적
용한 분석에 의하면 농림어업부문에서는 약 17만 3,000명의 근로자가 한ㆍ미
FTA에 의해 소득 감소를 겪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농업 종사자의 58%가 55
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대부분(약
90%)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한ㆍ미 FTA로 일자리가 소멸되는 고용규모는 고용유발
계수를 적용했을 때 단기적으로 1만 6,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치
는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의 경우에 해당되며, 장기적으로는 해마다 감소
하는 농어민 규모 추세와는 별도로 한ㆍ미 FTA에 따른 생산물 감소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누적 실직자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한ㆍ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감소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만, 고용 측면에서 현재 농업 종사자들의 연령구조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임금근로자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소멸의 규모가 소득감소와 비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 관세철폐가 단계별로 실행되더라도 이농현상은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는 정책적으로 고용 측면의 문
제보다는 소득보전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15)
15) 농촌경제연구원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한ᆞ미 FTA가 농업 종사자에게 미치는 소득감소의 영향
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13만~14만 명의 농업 종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다. 이 규모

70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다음으로 제조업(광업 포함)은 한ㆍ미 FTA의 주 내용인 관세철폐로부터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을 분야로, 단기적으로는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대가 발생하여 2만 7,000~7만 9,000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성증대효과가 고용에 있어 약 5만 개
의 일자리 창출 격차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개선 여부가 고용
의 증감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CGE 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경우 한ㆍ미 FTA가 두 가지
경로로 서비스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경로는 여타 부문
에서 발생하는 관세철폐의 영향이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서비스부문의 고용규
모가 변화하는 경로이며, 둘째 경로는 서비스업의 개방 정도가 높아짐으로써 국내
수요의 확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고용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인 경로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6만 9,000개, 장기적으로는 6만 9,000~26만 7,000
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16)
이상과 같이 한ㆍ미 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
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며, 일자리 증가의 규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 향상의 달성 여부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효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본 보고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용
효과는 고용변동의 순효과로서 이 추정치는 일자리 소멸의 총규모에 대해서는 설

는 앞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17만 3,000명과 유사한 수치로 이 규모는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종사자의 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16) 서비스업의 경우 관세철폐의 개념은 없으며 개방 정도가 변화하여 시장규모가 바뀌고, 이에 따라
산출액과 고용의 규모가 변하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고용규모를 미시적으로 추정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 추정규모는 지식재산권, 방송 투자 지분률 변화 등과 같은 포괄적
협상의 결과가 어떤 고용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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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 부문에서 1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고 70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경우 추정 결과는 30개의 순일자리 창출로 표현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산업내
에서 경쟁력 격차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경우 모든 기업이
시장확대의 수혜를 받기보다는 더욱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순규모의 증가가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퇴출기업과 피해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
하다.
라.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정성적 분석
지금까지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GDP, 후생수준,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모형을 사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ㆍ
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상과 같이 정량화할 수 없는 수많은 효과
가 있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ㆍ미 FTA의 기대효과를 정성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시장의 선점효과
무엇보다도 한ㆍ미 FTA를 통하여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
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은 약 13%로, 미국은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대상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이 중국, ASEAN 및 멕시코 등지로 진출하여 생산한 제품들의 상당 부분이 미국
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수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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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이다.
특히 각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우리와 경합관계에 있는 일본 및 대
만 등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였다면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크
게 하락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표 2-8. 한국의 주요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수출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순위
1

중국

9.52

10.71

12.09

14.62

18.12

19.60

21.77

21.34

2

미국

20.51

21.83

20.75

20.18

17.66

16.88

14.54

13.27

3

일본

11.04

11.88

10.97

9.32

8.91

8.55

8.45

8.15

4

홍콩

6.30

6.22

6.28

6.24

7.56

7.14

5.46

5.83

5

대만

4.42

4.66

3.88

4.08

3.63

3.88

3.82

3.99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표 2-9. 미국의 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총계

수입액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6년

1,469,671 1,670,940 1,855,119

캐나다

255,928

2

중국

3

멕시코

4

수입시장점유율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13.69

11.02 100.00 100.00 100.00

287,870 303,416

12.48

196,699

243,462 287,773

23.77

18.20

13.38

14.57

15.51

155,843

170,198 198,259

9.21

16.49

10.60

10.19

10.69

일본

129,595

138,091 148,091

6.56

7.24

8.82

8.26

7.98

5

독일

77,236

84,813

89,073

9.81

5.02

5.26

5.08

4.80

6

영국

46,402

51,063

53,437

10.04

4.65

3.16

3.06

2.88

7

한국

46,163

43,779

45,830

-5.16

4.68

3.14

2.62

2.47

8

대만

34,617

34,838

38,215

0.64

9.69

2.36

2.08

2.06

1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5.40

17.41

17.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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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
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한ㆍ미 FTA의 기대효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물론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편화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17) 왜냐하면 FTA가 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18) 따
라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FTA와 FDI의 관계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매
우 어려우며,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실증분석의 문제이다.
먼저 FTA가 역내국가로부터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역내국가로부터의 FDI 중 수평적 FDI는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
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는 대체관
계에 있게 되며, 따라서 한ㆍ미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
면 수출이 FDI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역내국가로부터 수평적 FDI
가 증가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수평적 FDI의 경우와는 달리 FTA가
17) 실제로 Lipsey(1999)는 미국기업의 아시아 직접투자를 설명하면서 시장의 크기(GDP)가 FDI
결정요인의 5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Grubert와 Mutti(1991), Blonigen
and Davies(2000) 등은 FDI를 유인하는 데 법인세 및 투자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편 Carr et al.(2001)에 따르면 FDI가 결정되는 요인으로 시장크기, 시장크기의 차이, 숙련노동
의 차이, 무역장벽, 투자장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 지금까지의 FTA와 FDI의 관계를 다룬 연구논문에 의하면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대개
4차원(수직적 FDI, 수평적 FDI, 역내국가 및 역외국가)으로 나누어서 그 파급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즉 역내국가로부터의 FDI와 역외국가로부터의 FDI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FTA가 수평
적 FDI 및 수직적 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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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FDI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다르다.
수직적 FDI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단계별로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에
두는 것이며, 수직적 FDI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본국으로 재수입되기 때문에 무역
과는 보완관계에 있다. NAFTA 형성 이후 멕시코 국경지역에 FDI가 대량 유입된
것은 대부분 수직적 FDI로 볼 수 있는바, 멕시코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여 낮은 비
용으로 제품을 생산한 다음 미국으로 재수입하기 위한 것이었다.19) 따라서 이론적
으로 볼 때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직적 FDI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역외국가로부터의 FDI의 경우, FTA의 체결로 양국은 관세가 없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역외국가 입
장에서 볼 때, FTA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를 지급하면서 수출하는 것보다
는 역내국가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확대된 공동시장에 무관세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에 따라 역외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는 증가한다.20) 따라서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역외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수평적 FDI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비용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비용은 거의 차이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ㆍ미 FTA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무관세이기 때문
에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직적 FDI의 경우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19) 멕시코의 경우, 지난 1994년 NAFTA의 발효 이전인 1984~93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억 달러
에 불과했던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NAFTA 발효 이후 1994~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 여기서 역외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가 증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인접해 있는 경우로, 인접한 국가끼리 FTA를 체결할 경우 역외국가가 어느 한 국가에
FDI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 양국의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때 관세 이외에 운송비용도 함께 절
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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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비롯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관세절감효과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
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ㆍ미 FTA에 따른 자유화 진전을 통한 외국인투자 증대부분 이외에 이 협
정을 통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투자증가도 기
대할 수 있다. 이는 한ㆍ미 FTA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들을 다시 한 번 국제규범 형태로 확인해주어 외국인투자자가 혹시 가질 수
있는 자유화 후퇴 가능성(backsliding)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
리나라는 전년보다 12단계 급상승한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국가경쟁력
이 급속하게 개선된 데는 세계경제포럼의 설문조사기간이 한ㆍ미 FTA 타결시기
와 겹쳤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우리의 투명하지 못한 관행 등이
FT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 증대될 수
있다. 물론 제도의 선진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협정의 구속성에 기반을 둔
투자자의 이의제기(투자자 대 정부간 투자분쟁)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투자자에 의한 분쟁제기가 있을 경우 대외신인도가 역으로 하락하고, 외국
인투자는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 체결을 계기로 정부가 외국인투
자자에 의한 분쟁 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불만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투자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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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채
택하여, 제조업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제조업
의 단순생산공정이 임금이 저렴한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국내 저임금에 기초
한 공산품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이다. 이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소득이 연 8,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
격경쟁이 치열한 제조업종의 경우 이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산업구조는 이 정도의 급여를 지
급하고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IT, 부품ㆍ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종과
금융, 통신 및 지식기반서비스21)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한국 서비스분야의 대부분은 일본, 미국 및 EU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및 여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국민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세계화는 제조업이나 콜센터, 데이터 입력 등 단순서비스의 역외조
달뿐 아니라 회계, 컨설팅, 법률 지원, 엔지니어링, 설계,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역외조달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22) 기업의 비용최소화 경쟁
은 인터넷 발달 등을 배경 삼아 고학력 전문인력이 풍부한 인도와 중국 등지로 지
21)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칭한다.
22) Bardhan and Kroll(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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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반서비스의 역외조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부문의 세계적인
역외조달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결
정될 것이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까지 중국과 인도 등지에 뒤처지게 된다면 우
리 경제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발전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ㆍ미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그를 통한 경쟁력 확보
를 도모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개
방은 경쟁촉진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한ㆍ미 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 확대는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금융, 방송(케이블), 운수 서비스 등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 서비
스시장의 경우 IRS(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특징이 있으므로 자연독점의 위
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 독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
준의 개방을 통해 국내시장에 경쟁요인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장확대를 통
한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ㆍ미 FTA를 통한 FDI의 활성화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수요를 증
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경제가 고도화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지
식기반서비스가 기업 내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서비스 수요를 증
진시키려면 기업 내 체화되어 있는 지식기반서비스를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개별 기업의 선택문제로 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 사항이다. 지식기반서비스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국내 지식기반서
비스의 주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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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가. 협상결과
한ㆍ미 FTA 농업분과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협상대상이었으며, 임산부산물
을 제외한 임산물(목재, 목제품 등)과 수산물은 WTO 품목분류방식에 따라 상품분
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품 특성과 성질의 유사성을 고
려하여 임수산물을 농산물과 같은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 다양한 관세양허 유형 도입
농업분과의 협상대상품목수는 모두 1,531개이며, 이 가운데 민감성이 낮은 품목
은 대부분 8차 협상까지의 공식 협상에서 합의하였거나 합의에 가까운 의견접근을
도출하였다. 8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260여 개 품목은 고위급 협상에
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위급 협상으로 미루어진 주요 품목은 곡물류 가운데 보
리, 콩, 감자, 과일류 가운데 사과, 오렌지, 포도,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그밖에 천연꿀과 인삼 등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이 포함된다. 쌀은 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불가 입장이 확고하
였으며, 결국 쌀 관련 16개 품목은 모두 시장개방의 예외로 처리되었다.
이 민감품목들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개방을 최소
화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에는 관심품목인 경우가 많아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결
국 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농산물 긴
급수입제한조치(ASG: Agriculture Safeguard), 관세철폐 이외의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공, 계절관세, 용도별로 차별화된 개방 방식 등이 적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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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양허형태는 즉시철폐에서 예외까지 미국에 비해 다양하
다. 관세철폐기간이 가장 긴 후지사과와 동양배는 20년이며, 그밖에 10년 이상 장
기관세철폐 유형으로 10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 등이 있다. 관세의 단기
철폐에 속하는 유형은 즉시, 2년, 3년, 5년 등이고, 중기철폐로 볼 수 있는 유형은
6년, 7년, 9년 등이다. 그밖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관세철폐를 정한 경우도 있다(일
부 돼지고기의 경우 2014년 1월 1일을 관세철폐시점으로 정하였다).
현행관세는 유지하지만(관세철폐 예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관세철폐와 유사한
시장개방효과를 나타내는 양허방식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경우 여기서는 관세철폐
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에서 관세철폐 예외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낙농품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품목이 많다. 과일(오렌지, 포도), 감자 등 일부 품
목에 대하여는 계절관세가 적용되었다. 동일 품목 내에서 용도별로 세번을 분리하
여 시장개방방식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도 있다(대두, 감자 등).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양허유형은 즉시, 2년, 3년, 5년, 6년, 7년, 9년, 10년, 12년, 15년, 16
년, 17년, 18년, 20년, 특정일, 예외 등 기본적으로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
기에 계절관세, 세번분리 양허, 쿼터 제공 등을 조합하면 더욱 다양한 양허방식으
로 분류가 가능하다.
미국의 관세철폐 양허유형은 즉시, 2년, 5년, 6년, 7년, 10년, 15년 등 일곱 가
지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단순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 비해서도 단순한 형태이다(미국은 호주, 칠레, 중미 4개국과의 FTA
에서 아홉 가지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2) 주요 농산물은 장기관세철폐로 분류
농산물분야의 높은 단기 관세철폐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감한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장기철폐로 분류되었다. 단기철폐 비중이 낮은 품목류는 육류(단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83

기철폐 비중 7%), 낙농품(8%),23) 곡분 및 전분(36%), 채소(40%), 과일 및 견과류
(40%)의 순이다. 특히 육류(HS 2류)는 96개 품목 가운데 장기철폐 품목이 73개에
달하고, 주요 낙농품(HS 4류)은 51개 품목 가운데 47개 품목이 현행관세를 유지
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로 분류되었다.
HS 10류(곡물)의 단기철폐 비중이 53%에 이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한 품
목으로 분류한 쌀(HS 10단위 기준 16개 품목)은 관세철폐 및 쿼터 제공 등 시장
개방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완전한 시장개방 예외조치품목으로 분류되었다. 그밖에
담배는 HS 10단위 기준 25개 품목이 모두 장기철폐로 분류되었고, 육류조제품(HS
16류)의 단기철폐 비중도 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장기철폐로 분류한 품목이 주로 가공식품인 점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철폐로 분류된 품목은 245개로 전체의
13.5%에 불과하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민감하게 취급한 낙농품, 육
류, 설탕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 주로 장기철폐에 포함되었다. 장기철폐 품목의 교
역액 비중은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수출액 기준으로 2% 수준이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것은 낙농품으로 98개 품목(HS 4류 251개 품목 가
운데 39%)이 10년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비교적 장기철폐에 속하는 10년 철폐 품
목 180개는 낙농품 이외에 면/면사/면직물, 담배, 곡물조제품/빵류, 설탕제품 및 코
코아 조제품 등 미국이 협상에서 민감하게 판단하는 섬유, 설탕 관련 제품, 담배
등이 대부분이다.
3) 높은 단기철폐 비중
한ㆍ미 FTA 농산물 관세양허에서 양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단기철폐에 합의
23) 이는 관세양허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관세율 할당 제공을 조건으로 시장을 개방한 것을 포함하면
낙농품의 개방수준이나 속도는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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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 단기철폐(단기철폐의 정의가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5년까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품목은 모두 934개로, 전체 품
목의 6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68%이다. 이 가운데 즉시철폐 품목은 578개로
전체(1,531개 품목 기준)의 37.8%, 수입액 기준으로 55.8%24)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단기철폐 비중은 대부분의 가공식품, 가공용 원료 농산물, 사료곡물 등의 관
세철폐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
물의 관세철폐기간은 장기로 설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양허를 품목류별(HS 2단위)로 볼 때 단기철폐 비중이
높은 품목은 산동물(82%), 기타 동물성 생산품(83%), 커피 및 차(86%), 채유용
종실 및 인삼(79%) 등이다. 양모 등 섬유제품의 원료, 향료 등의 단기철폐 비중은
90% 이상이다. 그밖에 산수목 및 꽃과 곡물의 단기철폐 비중도 각각 64%와 53%
수준으로 높다.
미국의 관세 단기철폐품목은 1,486개로 전체 품목(1,813개)의 82%이며, 이 가
운데 즉시철폐품목은 1,065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단기철폐 비중이 높
다. 교역액 기준 단기철폐 비중은 84%, 즉시철폐 비중은 82%이다. 미국의 경우
육류와 낙농품을 제외한 주요 신선 농산물(HS 1류부터 12류까지)의 단기철폐 비
중은 95% 이상이다. 육류와 낙농품의 단기철폐 비중은 각각 89%와 49%로 낙농
품의 단기철폐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24) 수입액 기준 비중은 기준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농림부(2007. 5. 2)의
한ᆞ미 FTA 농업 부문 협상결과 및 대책 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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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ᆞ미 FTA에서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양허
HS

즉시

1류 29
2류 4
4류 4(7)
5류 42
6류 47
7류 23(1)
8류 23
9류 25
10류 13
11류 6
12류 61(1)
13류 13
14류 1
15류 45
16류
17류 5
18류 10
19류 11
20류 8
21류 3
22류 23
23류 34
24류
29류
33류 32
35류 12
38류 11
41류 35
43류 12
50류 16
51류 11
52류 10
53류 9
578
계
(9)

2014.
1. 1.
14

7

21

현행
유지 2년 3년 5년 6년 7년 9년 10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년 예외
+TRQ
12
7
1
1
2
1
2
49 9 15
12
24(1) 3
8
1
2
3
1
5
27
1
29
6
53 4 15(1)
1
3
5
1
5
1 21 6 11
1
(2)
6
5
4
2
2
5
6
10
14
11
4
1
2 26 15
1
5
13
7
6
6
3
10
10
2 36 1
3
4
3
1
1
1
6
3
6
18
2
6
2
17
2
2
2
25
10
4
53(2)
8
32 2
5
1
1 43
5
14
(2)
18
1
8
2
1
5
4
23
2
1
1
1
2
4
4
6
2
1
1
2

15

6

33

317
(2)

2

41

1

343
108
40
(1)
(3)

2

1

7

0
(2)

16

계
50
96
51(8)
54
74
131(2)
78(2)
36
32
45
131(1)
28
21
95
24
33
33
50
108(2)
67(2)
52
44
25
3
34
28
13
37
12
16
11
10
9
1,531
(17)

주: ( ) 안의 수는 세번이 추가된 품목의 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음.
4류 - 유장분말(사료용), 유장(기타, 사료용), 변성유장(유장제거, 사료용), 변성유장(무기질제거, 사료용),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사료용),
변성유장(기타/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사료용), 변성유장(기타, 사료용), 치즈(체다)
7류 - 감자(칩용), 완두(사료용)
8류 - 사과(후지 품종), 배(동양배 품종, 신선)
12류 - 대두(장류박용, 간장원료)
20류 - 크랜베리 주스, 자두 주스
21류 - 혼합조미료(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혼합조미와 조제품 기타(고추, 마
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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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ᆞ미 FTA에서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관세양허
HS
1류
2류
4류
5류
6류
7류
8류
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5류
16류
17류
18류
19류
20류
21류
22류
23류
24류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류
51류
52류
53류
계

즉시
27
63
24
17
27
110
90
47
20
32
56
15
13
45
22
23
16
22
108
27
57
29
28
3
23
15
7
36
6
4
35
12
6
1,065
(58.7)

2년

2

5년
1
25
100
1
1
51
20

6년

1

7년

10년

15년

29

5
41

6
57

4
5

2

1
6
2

1
2
2
1
1

1

3

12
5
19
29
22
48
31
9
5
4

3
1
1
7
23
5
6
7

2
21
33
17
3
25
1
2
16

1
3
1
5
10
10
(0.6)

401
(22.1)

1
(0.0)

주: ( ) 안은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91
(5.0)

180
(10.0)

65
(3.5)

계
28
99
251
18
28
167
118
47
21
38
61
15
13
63
28
66
78
70
183
89
73
36
56
3
23
16
10
36
7
4
40
22
6
1,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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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품목별 협상결과

가) 축산물
쇠고기는 우리나라의 초민감품목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었다. 협상 초기부터 우
리나라는 쇠고기에 대한 양허안을 ‘미정’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협상 종
반까지 유지되었다. 반면 미국은 농산물 가운데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
며, 협상 초기부터 관세의 즉시철폐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상반된 입장은 8
차 협상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결국 8차 협상 이후 이루어진 고위급 협상을 통
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쇠고기에 대한 최종 협상결과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행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또는 긴급관세: ASG)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G 적용대상품목은 0201-10-0000부터 0202-30-0000
까지 6개로, 냉장 및 냉동 쇠고기 등 중요한 품목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27만 톤에서 매년 6,000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000톤으
로 증가한다. ASG 발동수준은 5년차까지는 실행세율만큼 인상하나 6～10년차까
지는 실행세율의 75% 수준까지 그리고 11～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60%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돼지고기는 냉장육과 냉동육의 관세철폐기간이 다르게 결정되었다. 냉장육(삼겹
살, 갈비/목살 등)의 관세는 10년, 냉동육의 관세는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게
된다. ASG는 냉장육에 대하여만 10년간 적용된다. ASG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씩 증량하여 10년차에 1만 3,938톤으로 증가한다.
ASG 발동수준은 1～5년차에는 실행세율까지 인상하고, 6～10년차에는 실행세율
의 7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인하하여 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50%까지만 인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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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는 부위별, 냉동 또는 냉장 상태를 구분하여 관세철폐기간에 차등을 두었
다. 통닭(냉동 기타 제외) 및 닭가슴살과 닭날개 냉동육은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
폐하고 통닭(미절단, 기타, 냉동), 냉장 닭가슴, 닭다리, 닭날개 등 대부분의 닭고기
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품 가운데 특히 민감하게 다루어진 것은 분유, 유장, 치즈 등이다. 탈지분
유, 전지분유, 연유는 관세율 할당(TRQ)을 제공하고 현행관세는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유장은 초기 관세를 20%에서 시작하여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TRQ는
3,0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사료용 유장은 즉시철폐)하게 된다. 분유와 연유의
TRQ는 5,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된다. 치즈의 관세철폐기간은 체더
치즈는 10년, 기타 치즈는 15년이며, TRQ는 7,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
량(무관세)된다.
천연꿀은 현행관세(243%)가 유지되며, 천연꿀의 TRQ(무관세)는 초기에 200톤
에서 매년 3%씩 증량된 물량이 제공된다. 인조꿀 등 벌꿀 관련 제품의 관세는 10
년에 걸쳐 철폐된다.

나) 과일 및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개방협상은 우리나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양한 측면
에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현재 수입 여부도 고려되었
다.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오렌지와 포도이고, 수입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품목은 사과와 배이다.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 미국은 높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
려는 경향이 높았다.
오렌지는 과일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감귤의 생산규모
는 물론, 생산지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장개방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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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 반면, 미국은 현재 수출규모와 향후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와 같
이 매우 관심이 높은 품목으로 다루었다. 오렌지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은 고위급
협상에서야 타결될 정도로 양국의 의견차이가 컸다.
오렌지의 최종 협상결과는 계절관세와 관세율 할당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계절관
세는 9월부터 2월까지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이행 첫 해
에 현재 50%인 관세를 30%로 인하하고 이를 7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현행 관
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관세율 할당을 제공하며, 쿼터물량은 2,500톤에서 시작하
여 매년 3%씩 증량된다. 오렌지와 별도로 감귤류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
된다.
포도의 관세철폐도 계절관세 형태로 이행된다.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17년
간 관세를 철폐하고 10월 16일부터 4월까지의 관세는 현재 45%인 관세를 첫 해
에 24%로 인하하고, 이를 5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사과의 관세철폐는 품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
감성과 미국의 수출기회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품종인 후지의 관세철폐기간은 20년으로 하고 기타 품목의 관세
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ASG는 후지의 경우 23년, 기타는 10년간 적용된다.
ASG 발동기준은 초기에 9,000톤에서 시작하여 1만 2,000톤으로 증량된다. 배도
사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동양배의 관세철폐기간은 20년으로 장기화하
고 기타 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배에 대해서는 ASG가 적용되
지 않는다.
그밖에 복숭아와 단감의 관세철폐기간은 10년, 키위의 관세철폐기간은 15년이
며, 체리의 관세는 이행 초기연도에 철폐된다. 견과류 가운데 미탈각 호도는 15년,
탈각 호도는 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밤과 잣의 관세철폐기간은 15년이다. 국
내 생산이 거의 없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의 관세는 즉시철폐하기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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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은 은행 10년, 토마토 7년, 초본류딸기 9년, 나무딸기 12
년 등이다.

다) 곡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 쌀은 협상 초기부터 협상대상이 아님을 분명
히 하였고, 미국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 한ㆍ미 FTA에서 쌀에
대한 시장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쌀 관련 16개 품목). 따라서 협상에서 곡물 가
운데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품목은 대두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두 시장은 크
게 가공용(착유용, 장류용 가공식품업체용)과 가정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대두는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가공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수급상황을 협상에 반영하여 가공용은 개방폭을 크게 하고 가
정용은 개방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착유 및 대두박용, 장유용 대두의 관세철폐
유형은 즉시철폐인 반면, 가정용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이행 초기연도에 2
만 5,000톤의 무관세쿼터를 제공하고 이를 매년 3%씩 증량시키게 된다.
감자는 식용과 가공용으로 코드를 분리하여, 식용감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쿼터를 3,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시키게 된다. 가공용(감자 칩
등) 감자의 관세는 계절관세 형태로 5월부터 11월까지는 7년 유예 후 8년간에 걸
쳐 철폐하고, 12월부터 4월까지는 이행 초기연도에 즉시철폐한다. 감자분의 관세
는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무관세쿼터는 초기에 5,000톤에서 10년차에 6,524톤으
로 증량된다. 이행기간 중 ASG가 적용되며 ASG 발동기준 물량은 쿼터 물량과 동
일하다.
옥수수의 관세는 7년에 걸쳐 철폐되고 이행기간 중 ASG가 적용된다. 쿼터량은
팝콘용 옥수수의 경우 초기연도에 2,556톤에서 시작하여 7년차에 1만 1,246톤으
로 증량되고, 기타는 초기연도에 9만 3,774톤에서 7년차에 41만 2,603톤으로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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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ASG 발동기준은 초기 18만 7,547톤, 최종연도 41만 2,603톤이다.
보리, 맥주보리, 메밀, 녹두, 팥 등 기타 곡물의 관세철폐기간은 대부분 15년이
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량의 TRQ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고구마의 관세철
폐기간은 10년으로 다른 곡물류보다 이행기간이 짧은 편이다. 보리(겉보리, 쌀보
리)의 TRQ는 2,500톤에서 시작하여 3,299톤으로 증량(15년차)되며, ASG는 15년
간 적용된다. 맥아 및 맥주맥 TRQ는 9,000톤에서 시작하여 1만 1,875톤으로 증량
(15년차)되고, ASG는 15년간 적용된다.

라) 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중요한 양념채소의 관세철폐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
었고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적용된다. ASG 적용기간은 18년으로 장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양념채소류의 시장개방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인삼은 핵심 품목(7개 품목: 수삼 그리고 백삼과 홍삼의 본삼, 미삼, 잡삼)의 경
우 관세철폐기간은 18년이며, ASG는 20년간 적용된다. 인삼 가공품은 대부분 15
년 관세철폐에 ASG 18년이 적용된다. 인삼의 ASG 발동기준은 초기 62톤, 최종
연도 103톤이다.
5) 관세율 할당(TRQ) 협상결과
관세율 할당 품목 가운데 한ㆍ미 FTA에서 쿼터가 신설된 품목은 11개(세번기
준 36개 품목),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대상품목가운데 TRQ 제공 품
목 5개(세번기준 11개 품목) 등 한ㆍ미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나의 부록
1(부록 2-나-1)에 쿼터관리방식이 규정된 품목은 모두 16개(세번기준 47개 품목)
이다. 그밖의 품목에 대한 쿼터는 선착순으로 수입된다. TRQ 관리방식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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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권 공매, 수입권 배분(과거실적 기준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국은 TRQ 제도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수요자의 기호를 반영하도록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TRQ 운용에는 다
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①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쿼터 배분 신청자의
표 3-3. 한ᆞ미 FTA 농산물 관세율 할당(부록 2-나-1의 관리대상품목)
수입쿼터(TRQ) 물량
품목명(세번기준 품목수)

양허유형

1

분유(탈지/전지), 연유(11)

현행 유지

2

유장분말-식용(7)
치즈(5)

제공기간

최초연도
제공물량(톤)

연간 증량
(%)

제한 없음

5,000

복리 3%

10년철폐

9년

3,000

복리 3%

15년철폐

14년

체다치즈(세번분리)

10년철폐

9년

7,000

복리 3%

4

조제분유-유아용(2)

10년철폐

9년

700

복리 3%

5

버터(2)

10년철폐

9년

200

복리 3%

6

천연꿀(1)

현행 유지

제한 없음

200

복리 3%

7

보조사료(4)

12년철폐

11년

5,500

복리 3%

8

사료용근채류(1)

15년철폐

14년

200,000

고정

9

식용감자(1)

현행 유지

제한 없음

3,000

복리 3%

10

식용대두(1)

현행 유지

제한 없음

1년차: 10,000
2년차: 20,000
3년차: 25,000

4년차부터
복리 3%

11

오렌지(1)

현행 유지

제한 없음

2,500

복리 3%

12

인삼(4)

18년철폐

17년

5.7

복리 3%

13

겉보리/쌀보리(2)

15년철폐

14년

2,500

복리 2%

14

맥아 및 맥주맥(2)

15년철폐

14년

9,000

복리 2%

15

옥수수전분(1)

15년철폐

14년

10,000

복리 3%

16

덱스트린(2)

12년철폐

11년

14,000

복리 3%

3

실품목 16개
(HS 10단위 기준 47개)
주: 수입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93

자격은 제한할 수 없다. ② 쿼터 배분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
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한된다. ③ 양국의 합의에 의
해 따로 규정(부록 2-나-1)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단체에 대한 배분, 국산품 구매조
건 배분, 가공업자에게 한정된 배분을 할 수 없다.
일부 품목은 공매제도와 허가제도에 의해 운영되나 양국의 합의가 없는 한 국영
무역은 금지된다. TRQ 운영기관별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수산물유통공
사: 탈지분유ㆍ전지분유ㆍ연유, 버터, 천연꿀, 신선/냉장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오렌지, 옥수수전분, 보리, 맥아 및 맥주맥, 식용대두(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되
대두가공업자 조합이 운영), 인삼, 덱스트린. ② 한국유가공협회: 식용유장, 치즈,
조제분유. ③ 기타 기관: 사료용 근채류(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사료협회/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보조사료(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대용유사료협회).
운영방식별 해당 품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매: 탈지분유ㆍ전지분유ㆍ
연유, 버터, 천연꿀, 신선/냉장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오렌지(10년차까지), 인
삼. ② 수입권 배분(허가): 식용 유장, 치즈, 조제분유, 오렌지(11년차부터. 생산자
단체 참여 가능),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③ 선착순(허가): 보리, 맥아 및 맥주
맥, 옥수수전분, 덱스트린, 식용대두.
6)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협상결과
한ㆍ미 FTA에 의한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SG: Safeguard)는 무역구제조치
에 의한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SG)와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긴급관세
(ASG: Agriculture Safeguard)로 구분된다. 무역구제조치에 의한 SG는 WTO의
다자간 긴급구제조치와 유사하고, 농산물 긴급구제조치는 WTO의 농산물 특별긴급
수입제한조치(SSG: Special Safeguard)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G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산업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발동에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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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ᆞ미 FTA 농산물 긴급구제조치(ASG) 협상결과
품목(세번기준 품목수)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270,000
8,250
1,148
2,904
827
238
212
30
9,000
8.3
573
9,000
2,500
5,112
187,547
250
128
5,000
10,000
239
433
202
53
140
3,561
30
62
833,071
236
14,000

1
쇠고기(6)
2
돼지고기(2)
3
마늘(4)
4
양파(2)
5
고추(5)
6
녹두, 팥(2)
7
고구마(4)
8
기타 서류-칡뿌리 등(1)
9
사과(1)
10
녹차(2)
11
생강(1)
12
맥주맥/맥아(2)
13
보리(2)
14
옥수수-팝콘용(1)
15
옥수수-기타(1)
16
메밀/기타 곡물(2)
17
기타 가공곡물(5)
18
감자분/플레이크(2)
19
옥수수전분(1)
20
감자전분(1)
21
매니옥전분(1)
22
고구마전분(1)
23
기타 전분(1)
24
낙화생(2)
25
참깨(1)
26
참기름(1)
27
인삼(16)
28
설탕(2)
29
발효주정(1)
30
덱스트린/변성전분(2)
실품목 30개(세번기준 75개)
주: * 수삼 및 홍삼ㆍ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20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 홍삼가공품: 18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최종연도
발동기준(톤)
354,000
13,938
2,297
5,808
1,655
714
530
30
20,429
16.6
1,147
11,875
3,299
11,246
412,603
750
299.10
6,524
15,126
717
1,299
606
159
281
7,121
61
103
1,460,794
708
19,379

적용기간(년)
15
10
18
18
18
15
10
10
후지(23), 기타(10)
18
18
15
15
7
7
15
15
10
15
15
15
15
15
18
18
18
*
20 , 18**
20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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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건이 따르는 데 비해, SSG는 기준 수입물량 이상으로 수입이 증가하거나
수출국의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산업피해에 대한 입증이 없이 자동적
으로 발동되는 특징이 있다. 한ㆍ미 FTA에서는 ASG가 도입되었다. 농산물 긴급
구제조치는 물량 기준으로 발동되며, 이는 수입물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자동으
로 발동된다.
ASG는 실품목 기준으로 30개 품목(세번기준 75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
ASG 발동수단은 물량에 대한 제한이 아닌 관세인상방식만 적용된다. 한ㆍ미 FTA
의 무역구제조치에 의한 SG는 1회 발동으로 제한되나 ASG의 발동횟수는 제한이
없다. WTO의 SG나 SSG는 발동횟수에 제한이 없다.
한ㆍ미 FTA에서 정한 ASG를 발동할 경우 한ㆍ미 FTA 무역구제상의 긴급수
입제한조치(SG) 또는 WTO의 SG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다. 한ㆍ미 양국간에는
WTO 농업협정상의 SSG 적용이 배제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당시
관세화 조치로 전환한 농산물에 대하여 SSG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SSG 적용대상품목과 한ㆍ미 FTA의 ASG 품목의 불일치에 의해 미국
산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 임산물과 수산물 협상결과
한ㆍ미 FTA 협상의 상품분과에서 수산물 및 임산물 가운데 우리나라가 민감하
게 취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하여 산업
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간에 걸친 관
세철폐를 확보하였다.
임산물의 경우, 한ㆍ미 양국이 모두 비교적 소극적인 시장개방수준을 보였다.
양국 모두 조기철폐품목의 비율이 공산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
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50%를 겨우 넘어선 수준에 머물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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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기준으로 94% 이상의 품목을 조기철폐한 결과이므로 실질적인 시장개방수
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3-5. 한ᆞ미 FTA에서의 임산물 양허수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품목수
기준

수입액
기준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자료: 한ㆍ미 FTA

총품목
즉시철폐
246
66
26.8
(비중, %)
215
157
73.0
(비중, %)
165.1
124.3
(비중, %)
75.3
6.5
3.3
50.6
(비중, %)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추산.

3년
61
24.8
0
0.0
31.2
18.9
0
0.0

5년
55
22.4
17
7.9
4.8
2.9
1.6
25.2

10년
64
26.0
41
19.1
4.8
2.9
1.6
24.2

공산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산물의 경우 3년 이내 조기철폐품목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3-6. 한ᆞ미 FTA에서의 수산물 양허수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품목수
기준

수입액
기준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총품목 즉시철폐
351
54
(비중, %)
15.4
191
139
72.8
(비중, %)
147.0
2.2
1.5
(비중, %)
69.4
56.0
80.7
(비중, %)

3년
133
37.9
14
7.3
55.1
37.4
3.9
5.6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추산.

5년
15
4.3
6
3.1
37.8
25.7
0.1
0.1

10년
145
41.3
32
16.8
44.6
30.3
9.4
13.6

12년
3
0.9

15년
1
0.3

3.5
2.4

3.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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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겨우 50%를 초과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50%를
크게 밑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품목수 기준 및 수입액 기준 모두
조기철폐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개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파급 영향
1) 분석모형의 개요
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인 KREI-ASMO 2006
을 이용하여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KREI-ASMO 2006
모형은 한국의 농업부문 총량(농업 GDP, 농업생산액 등), 품목별 수급, 농업 부문
주요 지표 등에 대한 연간 중장기 전망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
(dynamic simulation model)으로서, 매년 자료갱신과 더불어 개별행태방정식, 모
형구조 조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KREI-ASMO 2006은 WTO 농
업협상, 자유무역협상(Free Trade Agreement) 및 국내외 농정 변화에 따른 파급
영향 분석을 위한 정책변수들의 지속적인 수정ㆍ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형으
로, 이론적 측면은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REI-ASMO 2006은 주요 거시변수 전망 부문, 투입재가격 전망 부문, 과수를
포함한 재배업 전망 부문, 축산업 전망 부문, 그리고 총량 전망 부문 등 크게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25) 주요 거시
변수부문은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전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
해 필요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25) 모형의 기본구조에는 임수산물이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의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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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한국은행, KDI 등 관련 기관 전망치 또는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림 3-1. KREI-ASMO 2006 모형 구조

자료: 김명환 외(2006).

투입재가격부문은 농기구가격, 경상재가격, 투입재가격, 농업노임, 농지임차료
등을 전망하는 것으로, 농기구, 경상재, 투입재가격은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농업노임과 농지임차료는 거시변수부문과 더불어 재배업
부문과 연계되어 전망되도록 구성되었다.
재배업은 기본적으로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구분된다. 재배면적과 단수를 추
정하여 생산량을 도출하고, 추정된 수입수요함수에 전년 이월량을 합하여 공급량
을 도출한다. 수요량은 1인당 소비량, 인구 및 기타 소비량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수급을 토대로 개별품목에 대한 가격을 추정하여 공급부문에는 농판가격을, 소비
부문에는 소비자가격을 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각 품목별 균형방정식을 도입하여
수급의 균형을 이루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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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KREI-ASMO 2006 재배업부문 구조

자료: 김명환 외(2006).

재배업부문은 크게 하계재배 작목, 동계재배 작목, 과수작목으로 구분된다. 하계
재배 작목은 벼, 두류, 노지채소(마늘ㆍ양파ㆍ봄배추ㆍ봄무 제외), 기타 곡물(봄감
자 제외), 특용작물(참깨, 들깨, 기타 작물)을 포함하고, 동계재배 작목은 맥류, 마
늘, 양파, 기타 동계작물(봄무, 봄배추, 봄감자, 유채)을 포함한다. 과수부문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를 포함하며 각 작목은 별도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으
나, 각 수요와 공급 부문에서 작목간 대체관계가 반영되도록 구성되었다.
일반 경종작물은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는 순환이 1년인 반면, 가축은 축종에 따
라 회전율이 다르다. 이는 각 가축의 성숙연령, 임신기간, 발정기간 등이 서로 다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생산구조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육우와 젖
소는 성별, 연령별 생태방정식을 구성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축산부문은 한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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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REI-ASMO 2006 축산업부문 구조

자료: 김명환 외(2006).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기타 가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서 도출된 소비
량 정보가 다시 재배업부문의 수요함수 내 대체관계 반영을 위해 도입되도록 설정
되었다.
한ㆍ미 FTA 분석을 위해 수출입 관련 방정식은 미국에 대한 수입수요방정식과
미국을 제외한 타국의 수입수요방정식에 상호 대체관계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육우의 경우 수입량을 소득과 국내가격, 국제가격, 타국가 수입변수의 함수로 추
정하여 한육우와 수입육이 차별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된다.
각 부문에서 도출된 개별 농가판매가격은 각 작목의 가중치가 고려되어 농가판
매가격(축산부문 제외), 축산물 농가판매가격, 총농가판매가격 총계(aggregation)
산출에 이용된다. 총량부문은 각 부문에서 도출된 생산량과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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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작목 또는 작목군의 생산액(경상, 불변) 및 농업 총생산액이 계산되도록 설정
되었다.
2) 모형의 특징과 한계
KREI-ASMO 2006은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산 간 대체효과, 미국과 기타 국가
간 수입산의 변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방정식 체계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가
공식품부문은 모형 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공식품부문의 생산액 및 소
득 감소액, 수입증가액, 수입 가공식품과 국산 (신선)농산품 간의 대체관계는 파악
할 수 없다. 수입되는 가공농산물을 신선농산물로 환산하여 수입량에 적용하면 공
급과잉문제가 발생하여 가격에 비합리적인 효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품
수입량을 신선농산물로 환산하여 추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공식품(제과, 당류, 면
류, 주류, 음료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 수입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 생산
액 감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산 간 대체효과, 미국과 기타 국가 간 수입산의 대체효과
를 고려하도록 방정식 체계를 설계하였다. 쇠고기, 과일, 과채류 등의 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에 포함된 품목범위는 [표 3-7]과 같으며,

표 3-7. 분석대상품목
구분

품목

곡물

두류, 맥류, 기타 곡물

축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낙농품), 기타 축산

과일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과일

채소, 특작

고추, 마늘, 양파, 과채류, 인삼, 기타 채소ᆞ특작

주: 1) 벼는 KREI-ASMO 2006의 추정품목이나 한ㆍ미 FTA 협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에 포함
시키지 않음.
2) 추정품목에 제시되지 않은 품목들은 ‘기타’ 품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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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산액 합계는 농업 총생산액의 91%를 차지한다.
3) 분석결과

가)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한ㆍ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
조 361억 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분석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
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 원으로 추정된다.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
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 원이다(이행기간 마지막 연도의 생산액 감
소를 15년까지 연장). 이러한 결과는 협상타결 이전에 관세철폐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추정한 연평균 8,700억 원(2006년 8월 4일, 한ㆍ미 FTA 농업부문 대토론회
에서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의 생산액 감소 예상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이행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영향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분석대상품목 총수입액은 2013년 70억
4,000만 달러, 2018년 83억 1,000만 달러, 2023년 88억 2,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산 비중은 각각 39.1%, 42.4%, 44.2%로 확대될 전망
이다. 한ㆍ미 FTA에 따른 수입선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로 대미 수입증가액은
15년간 55억 5,600만 달러로,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ㆍ
미 FTA에 의한 수입선전환효과로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5년간 21억 4,900만
달러(연평균 1억 4,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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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한ᆞ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억 원)

구분

곡물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주: 1)
2)
3)
4)
5)
6)

보리
두류
기타
소계
마늘
양파
고추
과채류
인삼
기타
소계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소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기타
소계
총계

5년차
5
17
24
46
29
31
17
153
34
38
301
202
50
176
457
82
26
993
671
1,464
488
416
85
3,124
4,465

연간
10년차
14
86
53
153
39
63
39
240
39
38
457
416
153
462
658
197
48
1,933
2,811
1,874
996
594
141
6,415
8,958

15년차
32
154
53
240
49
96
72
240
43
38
538
778
325
764
658
197
65
2,787
3,147
1874
996
594
186
6,797
10,361

1~5년
3
10
15
28
22
16
9
89
32
23
191
159
27
94
275
54
16
625
365
876
302
378
60
1,981
2,825

평균
6~10년
10
59
41
111
34
48
28
221
37
38
407
304
105
345
635
146
39
1,575
2,009
1,829
823
539
119
5,319
7,412

11~15년
23
130
53
206
47
82
59
240
42
38
507
643
251
645
658
197
58
2,452
3,058
1,874
996
594
169
6,691
9,856

한ㆍ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연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 대부분은 실수요자에 배정하는 것을 전제.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음.
감귤에는 한라봉 등 시설재배 감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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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ᆞ미 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단위: 백만 달러)
7,042

2,754
(39.1%)

8,310

3,520
(42.4%)

8,822

3,900
(44.2%)

주: 총수입액은 가공품 등을 제외한 분석대상품목의 수입액을 합계한 것으로 실제 농축산물
총수입액보다 적음.

나) 품목별 영향
(1) 축산물
쇠고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2003년 수입량은 29만 4,000톤이며, 이 중 미국산
은 20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호주, 뉴질랜드산 등이
었다. 미국내 광우병 발생으로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주로
호주산이 미국산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
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어 수입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액이 이행 초기연도인 2009
년에 205억 원, 5년차 671억 원, 10년차 2,811억 원, 최종연도인 2023년에 3,147
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벨기에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며, 수입시장에서 미국
산 점유율은 29%(6만 1,000톤, 2006년 기준) 수준이다.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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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의 관세가 7~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생산액이 이행 첫해에 298억 원,
2014년 1,791억 원, 관세철폐시점인 2018년에는 1,87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된다.
닭고기는 미국, 태국, 덴마크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다리와 날개 부위의 수입
비중이 높다.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31.6%이며(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전
인 2000～02년 평균 점유율은 68%), 수입량은 4만 톤으로 비중이 높다. 닭고기에
대한 생산액 감소효과는 이행 5년차(2013년)에 488억 원, 관세철폐연도인 10년차
(2018년)에 996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제품은 세계 50여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규모는
유장을 중심으로 6,500만 달러(2006년 기준)로 수입시장에서 19.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한 미국산 유제품 수입증가(주로 쿼터 제공)는
국내 원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2013
년)에 416억 원에서 혼합분유 관세철폐시점인 10년차(2018년)에는 5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 과수26)
미국산 사과는 델리셔스 계통을 중심으로 갈라, 후지 품종 등의 수입이 예상된
다. 델리셔스 계통은 국내산 품종과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갈라와 후
지 품종은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은 이
행 5년차에 202억 원에서 15년차에는 77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행 10년차부터 ASG 발동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증가를 억제할 것으
로 예상된다.

26)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은 파급 영향 계측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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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배의 수입증가로 예상되는 생산액 감소는 이행 초기연도 10억 원에서
2023년 32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양배의 관세철폐기간은 20년, 서
양배는 10년으로 설정되었고 서양배는 국산배와 대체성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는 미국산과 칠레산이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포도는 주로 청포도 계열이
수입된다. 미국산은 국내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는 떨어지나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로 생산자 피해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포도
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176억 원에서 관세철폐시점인 17년
차(2025년)에 85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렌지 수입은 신선 및 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렌지 수입량 14만 톤
가운데 미국산은 95%를 차지하고 있어 오렌지 관세철폐는 우리나라 과일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8월 관세의 단계적 철폐에 따른 오렌지 수
입증가로 국내 감귤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은 이행 5년차(2013년)에 457억 원에서
관세철폐시점인 7년차(2015년)에 658억 원으로 영향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전
망이다.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짧아 미국산 복숭아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의 생산액 감소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82억 원,
관세철폐시점인 10년차(2018년)에 19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현재 관세율이 높아 이행 초기에는 미국산
수입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산 수입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낮아지는 이행 후기에도 ASG 발동요건이 적용될 것
으로 보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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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고추는 핫소스용으로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
며, 수입마늘은 분말가루로 고가의 특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이 제한적이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예상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에 77억 원
에서 15년차에 약 217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인삼 중 본삼(수삼, 백삼, 홍삼)의 경우 거의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의 경우 수입이 홍삼가공품이나 인삼음료에 국한되어 있다. 관세 감
축으로 인해 미국산(화기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본삼이 아니더라도 인
삼 관련 가공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삼은 ASG가 적용되고 주요
품목의 관세가 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34억 원, 18년차(2026년)에 4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 곡물
두류 중 FTA 영향을 받는 것은 식용대두이다. 그러나 식용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TRQ를 제공하나, TRQ 물량의 대부분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하
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에 17억
원, 2023년 15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리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이행 5년차에 생산액 감소 5억 원, 15년차에
32억 원 등으로 전망된다(단 정부의 수매정책 유지 조건). 보리의 연간 총수입액은
2013년 2,800만 달러에서 2023년 3,300만 달러까지 증가될 전망이며, 그 중 미국
산 수입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10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임수산물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 수입증가시 수실류의 간접
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생산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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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분의 수산물은 1997년부터 전 품목이 수입자유화되었으며 농산물에 비
해 낮은 관세구조27)에 따라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냉동명태 등 일부 민
감품목은 관세철폐시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및 시장점유율 감소가 예상된
다.28)
다. 평가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농산물 시장개방폭이 가장 큰
FTA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개방 예외품목이 쌀 및 쌀 관련 제품 등 16개 품목으
로 매우 제한적이며, 관세의 단기철폐 비중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협상대상국인 미국은 우리가 체결한 FTA 상대국인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ASEAN 등에 비해 농업 강대국임을 고려하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른 FTA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ㆍ칠레는 물론 지금까지 우리
가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 포괄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한ㆍ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과 미국의 관심품목이 첨예하게 대
립한 경우가 많다. 협상타결을 위해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양국이 다양한 해결
방안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세철폐기간을 품목 특성에 따라 즉
시에서 2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하였으며, 계절관세 도입 및 품목별 적용기간의 조
정, 세번분리방식 도입, 쌀을 제외한 관세철폐 예외품목에 대한 쿼터 제공, ASG
발동기준 및 수준, TRQ 수준 등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미국의 관심품목은 기존의 수출품목 가운데 수출규모가 큰 것이 대부분이다.

27)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46%인데 반해 수산물 평균 관세율은 18%이다.
28) 임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형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며, 한ᆞ미 FTA 평가위
원회(2007)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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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역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보여준 초기 협상안보다 큰 폭의
개방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ㆍ미 FTA에 의한 미국 농산물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농
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양허방식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의 농산물 관세양허유형은 즉시, 2년, 3년, 5년, 6년, 7년, 9년, 10년, 12년, 15
년, 16년, 17년, 18년, 20년, 특정일, 예외 등 기본적으로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
며, 여기에 계절관세, 세번분리 양허, 쿼터 제공 등을 조합하면 더욱 다양한 양허방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관세철폐의 대안으로 도입된 관세율 할당의 경우 일부 품목(치즈 등)은 쿼터물
량이 관세양허효과와 유사할 정도로 많이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증가로 인
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도입
되었다. ASG는 실품목 기준으로 30개 품목(세번기준 75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
는바, 적용대상품목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ㆍ미 FTA의 무역구제 조치에 의한 긴급구제조치는 1회 발동으로 제한되나
ASG의 발동 횟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한ㆍ미 FTA에서 정한 ASG를 발동할
경우 한ㆍ미 FTA 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SG) 또는 WTO의 SG를 동시
에 발동할 수 없으며, 한ㆍ미 양국간에는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긴급구제조치
(SSG) 적용이 배제된다. 쇠고기 등 일부 품목은 ASG 발동기준 물량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는 이행 15년차
를 기준으로 약 1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농업생산액의 3% 수준이나 품
목별로 생산액 감소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업, 과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은 농가는 피해를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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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가. 개관
1) 협상결과
가) 양허안의 주요 내용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한ㆍ미 양국은 각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상대국산 상
품에 대해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조
기(3년내)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29)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 TV 등에 대하여 관세의 조기철폐 혜택을 얻으면서 이
상품들에 대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9. 한ᆞ미 FTA에서의 공산품 양허수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품목수
기준

수입액
기준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총품목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12년

7,837

7,099

525

98

115

(비중, %)

90.6

6.7

1.3

1.5

6,688

5,881

437

172

271

17
0.3

(비중, %)

87.9

5.2

2.6

4.1

24,528.0

19,904.9

3,236.7

335.8

1,050.6

(비중, %)

81.2

13.2

1.4

4.3

37,879.5

33,049.0

2,812.4

860.3

1,155.8

2.1

(비중, %)

87.2

7.4

2.3

3.2

0.0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29) 다만 미국이 품목수 기준으로 5년 이상의 장기철폐품목을 7%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인 점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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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당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자동차분야에서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즉시철폐되었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도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되었으며,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철
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자동차분야의 시장개방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친 점진적인 관세(25%)철폐에 합의하였으나,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가 높은 만큼 일본, EU 등 실질적인 경쟁국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확
보함으로써 향후 수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분야였던 섬유분야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개
방을 얻어내었다. 즉 수입액 기준 61%에 해당하는 섬유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즉
시철폐하기로 하였고, 미국시장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넘어야 하는 고비인 원사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일부에 대해
표 3-10. 제조업 주요 업종별 협상결과 요약
자동차

- 즉시철폐: 미 76%, 한 100%(평균관세율 미 2.5%, 한 8.0%)
- 트럭(Pick-up 포함)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관세(25%)철폐 등

섬유

- 즉시철폐: 미 61%, 한 72%(평균관세율 미 13.0%, 한 9.0%)
- 원사 기준(Yarn Forward)의 원칙적 도입 및 충분한 예외 인정 등

일반
기계

- 즉시철폐: 미 86%, 한 65%(평균관세율 미 1.7%, 한 6.4%)
- 핵심요소부품(볼베어링, 벨브 등), 전략기술품목(가스터빈 등) 유예기간 확보

전기
전자

- 즉시철폐: 미 96%, 한 95%(평균관세율 미 2.2%, 한 8.0%)
-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한: 전자의료기기 등, 미: 일부 가전 등) 양허 유예

철강

- 즉시철폐: 미 97%, 한 100%(평균관세율 미 2.7%, 한 1.0%)
- 미측 일부 제철원료(페로망간ᆞ합금철 등) 5년간 단계적 철폐

화학

- 즉시철폐: 미 74%, 한 46%(평균관세율 미 3.2%, 한 5.3%)
- 경쟁력 열위 및 민감품목은 중기 이상 유예(정밀화학, 한 31.1%, 미 58.8%)

생활
용품

- 즉시철폐: 미 96%, 한 77%(평균관세율(신발) 미 12.2%, 한 11.6%)
- 미국의 높은 수입관세 부과품목에 대한 관세철폐(특수화 등 일부 품목 제외)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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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 인정을 받았다.
표 3-11. 한ᆞ미 FTA 협정 결과 철폐될 미국 통관수수료
종류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징수근거 및 대상

징수내역

ᆞ통합예산총괄조정법 (Consolidated
ᆞ2,000달러 이상 물품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 수입가격의 0.21%
1985)
(최대 건당 485달러)
ᆞ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ᆞ2,000달러 이하 물품
부과(종가세)
- 자동신고: 2달러
ᆞ(1) 미국 속령의 제품, (2) 최빈국가의
- 수동신고(개인): 6달러
제품, (3) 카리브연안 특혜대상국가의
- 수동신고(세관): 9달러
제품은 제외

자료: 관계 부처 합동(2007).

나) 물품취급수수료 철폐
상품분야 협상결과의 하나로 언급할 만한 것은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협정발효 즉시 면제할 것에 합의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간 4,700만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되
었다.
2) 파급 영향

가) 영향 경로
한ㆍ미 FTA 체결은 가장 직접적으로 양국의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의 상호간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미국의 관세인하는 한국제품의 대미 수출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증대효과를 누리게
되어 우리 제조업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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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 수출품목들에 대하여 HS 4단위 기준으로
미국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탄력성30)을 추산하여, 여기에 한ㆍ미 FTA에서 합의
된 미국측 관세양허안의 내용을 적용하여 우리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효과를 산
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미국제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을 늘리는 효과, 즉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미국제품의 가격인하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
증대효과 중에서 미국제품의 가격인하로 순수하게 수요가 증대하여 나타나는 수입
증대부문(무역창출효과)과 미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ㆍEU 제품을 대체하
그림 3-5.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관세철폐 효과)
상대국의
관세인하

한국의 관세인하

한국제품의
상대국 수입가격 하락

상대국 제품의
수입가격 하락

상대국에 대한 수출증가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무역 창출)
대여타국 수입의
대체(무역 전환)

(생산성 향상 효과)
세계시장 수출증대

외국인투자 증대
한국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산업기술협력
제고

수입의 감소

자료: 필자 작성.
30) 엄밀하게는 통계적 편의상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의 가격탄력성을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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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무역전환효과)으로 분리하여 수입증대효과를 산출하였다.
한ㆍ미 FTA 체결은 단순히 관세철폐를 통한 제조업 수출입의 가격인하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한ㆍ미 FTA를 통해 미국 및 일본ㆍEU로부터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우
리 제조업과 미국 제조업 사이에 기술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이 크게 향상되고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수출
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수입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영향분석방법
(1) 관세인하효과의 추정방법
(가) 관세인하 총효과
먼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함수를 설정하여 가격탄력성을 추
정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입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대미 관세 1% 인하시 한국의 대미 수입
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므로, 이를 통해 품목별 및 전체에 대
한 한국의 대미 수입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한국 수입에 대한 가
격탄력성은 한국의 수출증가(=미국의 수입증가) 효과를 산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양국 수입함수는 다음의 네 가지 모형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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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각 한ㆍ미의 상대국

품목의 수입물량과 수입가격, 

는 양국의 국내전체물가(GDP deflator),  는 양국의 실질소득(GDP)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미 수입통계는 무역협회(KOSIS)로부터 수입액과 중량을 수집, 미국의
대한국 수입통계는 UN의 COMTRADE DB(미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입액 및 중
량)에서 입수하여 사용하였다. 즉 HS 4단위 기준 한ㆍ미 양국의 상대국 품목별 수
입액 및 중량에 대한 통계를 입수하여 품목별 가격자료를 산출(수입액/중량)하여
위에서 제시한 추정식에 적용하여 수입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한편 통계자료
이용기간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입은 1988~2005년의 18년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은 1991~2005년의 15년간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실제 수입 가격탄력성
추정과정에는 과거연도를 1개년씩 제외하는 방식, 즉 1988~2005년, 1989~2005년,
… 등 다구간을 적용하였고, 최종기간은 1996~2005년으로 하였다.
각 품목별 수입가격탄력성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의 우선순
위와 통계자료의 시계열기간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였다. 우선 4개의 모형결과 중
경제이론적 적합성(수입가격탄력성 < 0), 통계이론적 유의성(계수추정치에 대한 T검정 등)에 부합하는 탄력성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모형의 우선순위는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순으로 부여하였고, 시계열의 우선순위는 최근기간 순으로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수입 가격탄력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합
한 탄력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HS 4단위 별로 가장 유사한 품목에 대한 추정치
를 이용하였다.
(나) 무역전환효과의 추정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인하로 양국 사이의
무역이 늘어나는 무역창출효과도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는 FTA 체결 이전에는 역
외국가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역내국가로 전환하게 되는 무역전환효과도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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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분석에서는 이러한 무역창출형 수입증대분과 무역전환형 수입증대분을
분리하여 추산하였다.
국내시장에서 미국과 기타 선진국(일본 + EU) 간의 경쟁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
출경합도(ESI: Export Similarity Index)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h시장의 미국으로부터의 상품 k의 수입액
  =h시장의 미국으로부터의 상품군 K의 총수입액
 =h시장의 일본과 EU로부터의 상품 k의 수입액
  =h시장의 일본과 EU로부터의 상품군 K의 총수입액

수출경합도는 HS 2단위 기준(2003~05년 3년 평균수입액)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렇게 산출된 수출경합도 수치 전체만큼 전환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위에서 산출된 품목별 수출경합도에 제조업 평균 경합
도(43.3%)를 곱하여 얻어진 비율만큼 전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하였다.31)
(다) 섬유분야 원산지규정 감안
섬유분야의 수출효과 추산시에는 미국의 원사 기준 원산지규정 효과를 차감하
였다. 다만 원사 기준 충족업체 비율 75%, 원사 기준 면제품목 5% 정도임을 고려
하여,32) 섬유 전체 수출증대효과의 80%만 순효과로 고려하였다.
31) 제조업 평균수출경합도를 곱하는 것의 배경논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조업 업종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 각 품목별 수출경합도수치만큼 전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고
절반 정도인 평균 경합도 수준만큼 작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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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주요 업종별 실질노동생산성의 연평균증가율(1996~2005년)
(단위: %)

일반기계 전기ᆞ전자
6.8

14.2

화학

생활용품

철강

자동차

7산업계

제조업계

13.1

3.4

4.0

9.9

11.0

8.7

(2) 생산성 향상 효과의 추정방법
한ㆍ미 FTA 체결의 결과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효과는 다음과 같은 3단
계로 접근하여 추산하였다.
우선 1단계로서 단위노동 생산함수(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함수)에 기초하
여 미국으로부터의 FDI와 기술협력이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율을
추정하였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고, 이에 1단
계 결과를 적용하여 업종별 노동생산성 향상 가능성의 정도를 추정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세계 수출 및 수입함수에 입각하여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2단계 결과를 적용하여 수출증가 및 수입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1단계로서 제조업의 단위노동 생산함수는 자본스톡, 연구개발, 미국기업의 국내
투자, 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표 3-12]에서 제시한 결과
표 3-12. 제조업 노동생산성함수 추정결과(추정기간: 1981~2005년)
log(제조업실질노동생산성) = 1.4458(t: 4.69)
0.4528*log(취업자당 실질자본스톡)(t: 2.24)
+ 0.1669*log(취업자당 실질연구개발비)(-2시차) (t: 3.76)
+ 0.1408*log(취업자당 실질대미 FDI+대미 실질기술도입액)(-1시차) (t: -2.63)
주: 1) 이 결과는 제조업노동생산성 1% 상승에 기여한 변수로서 자본스톡이 0.4528%, 연구개발이
0.1669%, 대미국 자본유입 및 미국기술도입이 0.1408%씩 각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본 모형에서 고려되지 못한 변수들의 영향력으로 간주함.
32) 산업자원부 생활산업팀과 섬유산업연합회 등이 대미 수출 섬유업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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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었다. 그 다음 2단계로서 제조업부문별 생산성 향상의 편차를 감안하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1단계에서 추정된 개방에 의한 생산성증대효과 0.1408%를 위의 업종별 과거
생산성증가율에 곱하여 각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한ㆍ미 FTA 이후 외국인투자 증
대 및 기술도입 등의 효과를 전제하여33)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추정하
고, 이를 한ㆍ미 FTA 체결 시 장기적인 생산성 상승 효과로 가정하였다.
3단계로서 추정한 업종별(HS 2단위 기준)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은 시계열 모형
을 통해 추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4]와 같이 나타났다.
다만 한ㆍ미 FTA 체결로 기대되는 노동생산성 향상분 중에서 40%만 가격인하
로 전가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대세계 수출증대효과’ 및 ‘한국의 대세계 수입변
화효과’를 추산하였다.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분 중 일부는 근로자 분배로 인한 인
건비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근로소득 분배율 평균수준인 60%(한국은행
국민소득 계정)을 제외한 40%만 가격인하로 전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이다.
표 3-14. 주요 업종별 대세계 수출입 탄력성
수출가격탄력성
섬유

일반기계

철강

화학

전기전자

생활용품

자동차

-1.7212

-1.8014

-0.5882

-1.3101

-0.9025

-0.6324

-3.0631

수입가격탄력성
섬유

일반기계

철강

화학

전기전자

생활용품

자동차

-0.7658

-0.7961

-0.3287

-1.1120

-0.4605

-0.6098

-1.5674

33) 생산성 향상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한ᆞ미 기
술협력의 확대 등의 수준을 가정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의 정량적인 변화 정도를 가정하기
는 매우 어려우므로,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 멕시코 등에 네 배 가까운 외국인투자 증대효과
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그 절반 정도인 두 배 정도의 외국인투자, 기술협력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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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 영향 분석의 결과 해석
한ㆍ미 FTA 효과로 나타난 수출입 증가분은 향후 15년간 발생할 증가분의 연
평균 수치(2003~05년 평균가격을 기준연도로 간주하여 계산)로 표시하였다. 이하
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미 수출입 증가분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대세계 및 대미 수출입 증가분으로 대별되는데, 최종결과는 이들의 합으로 표시하
였다.
(4) 국내 생산유발효과의 추정방법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2006년 발표)의 생산유발계
수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관세인하효과 및 생산성 향상 효과로 나타난 대세계 순
수출(수출-수입)효과를 최종수요 변화로 간주하고, 2003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생
산유발계수에 적용하여 산업별 생산효과를 산출하였다. 대세계 순수출 산출 시에
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미 수입증가효과 중 무역창출효과만을 반영하였다. 이는 무
역전환효과에 의한 대미 수입증가분이 결국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1) 총효과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한 수
출입 총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산하였다.
대세계 총수출은 연평균 25.5억 달러에 이르고(그 중 관세인하효과가 11.0억 달
러, 생산성 향상 효과가 14.5억 달러),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9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그 중 관세인하효과가 11.0억 달러이고, 생산성 향상 효과는 2.9억 달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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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21.8억 달러의 대세
계 흑자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중 이 분석에서 별도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7개 주력 업종은 연평균 20.1억 달러의 대세계 흑자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한편 대미 교역만 보면 제조업 전체로 대미 수출 12.8억 달러, 대미 수입
4.4억 달러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2) 관세인하효과
미국의 관세인하로 협정발효 후 15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11.0억 달러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대미 수입은 연평균 6.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
어 대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4.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 생산성 증대 효과
한ㆍ미 FTA 체결로 기대되는 FDI 유치 및 한ㆍ미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한 생산
성 증대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선 대미 교역 면에서는 연평균 대미 수출 2.8억 달러 증가, 수입 0.2억 달러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 무역흑자가 연평균 3.1억 달러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대세계 교역 면에서는, 연평균 수출 14.4억 달러 증가, 수입 2.5
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어, 무역흑자가 연평균 16.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경영ㆍ기술 혁신 노력, 국가이미지
상승 등 기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할 경우 수출과 무역 흑자규모는 더 큰 폭
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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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한ᆞ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2003~05년 평균가격)1)
(단위: 백만 달러)
2)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총수출
대미 수출
총수입
대미 수입
대세계
대미국
자동차
1,089
836
59
72
1,030
764
섬유
227
194
19
23
208
171
전기ᆞ전자
623
160
38
126
584
34
일반기계
103
34
72
90
31
△56
철강
18
2
△3
2
21
0
화학
191
33
63
108
128
△75
생활용품
25
21
21
22
4
△1
2,276
1,280
269
443
2,007
837
7개 업종
제조업 전체
2,547
1,387
370
591
2,177
796
주: 1) 한ㆍ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의 수출입증가효과의 연평균 수치임.
2) 총수입, 즉 대세계 수입이 대미 수입보다 작은 것은 ①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였고, ② 생산성
향상 효과로 국내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른 수입감소효과를 적용하였기 때문임.
주요 업종

(4) 7대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영향
(가) 자동차
자동차분야에서는 생산성을 고려한 대세계 총효과로서 연평균 10.3억 달러의
무역흑자 증대효과(수출 10.9억 달러, 수입 5,900만 달러)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
었고, 대미 무역효과로는 연평균 7.6억 달러의 무역흑자 증대효과(수출 8.4억 달러,
수입 7,200만 달러)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픽업트럭 등 고관세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효과가 발생하면 이러한 무역흑자 증대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자동차 현지생산이 확대되고,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가 확대
됨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선 미
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증가가 예상되는 데다가 국내 부품산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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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 전문화, 국제화로 경쟁력이 제고되어 자동차부품의 대세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 섬유
섬유분야에서의 대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2.1억 달러 무역흑자 증대효과(수출
2.3억 달러, 수입 1,900만 달러)로 나타났고, 대미 총효과는 1.7억 달러 무역흑자
증대효과 (수출 1.9억 달러, 수입 2,3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는 대미 수출의
54%를 차지하는 섬유제품(의류 등)에서 1.5억 달러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되고 미
국의 직물(11%), 의류(15%) 분야의 관세철폐로 경쟁국대비 약 10%의 단가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면에서는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 인하로 완제품업체의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기능성 섬유소재, 고성능 산업용섬유
등 고가제품을 미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전기ㆍ전자
전기전자분야의 대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5.8억 달러 무역흑자 증대, 대미 총효
과는 3,400만 달러 무역흑자 증대효과(수출 1.6억 달러, 수입 1.25억 달러)로 나타
났다. 특히 아직도 관세수준이 상당한 비(非)ITA협정품목(LCD 모듈, 전지 등)은
경쟁관계에 있는 대일ㆍ대중 가격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다만 전자의료기기ㆍ계측장비 등 영세중소기업 생산제품은 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라) 일반기계
일반기계분야의 대세계 수출입 총효과는 연평균 3,100만 달러의 무역흑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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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대되지만, 대미 수출입효과만으로는 5,600만 달러 무역적자 증대효과(수출
3,400만 달러, 수입 9,000만 달러)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 중에서 사무기
기, 특수목적기기 등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로 미국산 기계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일
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품목으로는 냉장설비용 기체압축기, 광학기기 부분품, 내연기관, 기어, 볼트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대미 수입 일반기계는 우리 제품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자본재로서 이들
수입자본재가격 하락은 우리 제조업의 생산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산 수입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계분야 생산영세기업의 경우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자체 기술개발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마) 철강
철강분야에서의 대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2,100만 달러 흑자로 추산되었으나, 대
미 무역흑자는 50만 달러 증가효과(수출 210만 달러, 수입 160만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양국간 철강재에 대해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철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ㆍ미 무역구제협의회 설치 등으로 철강분야의 한ㆍ미 간 통상현안이 되
어 왔던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12건, 7.5억 달러)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바) 화학
화학분야의 대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1.3억 달러 무역흑자증대효과가 기대되지
만, 대미 수출입의 경우 7,500만 달러의 무역적자증대효과(수출 3,400만 달러, 수

124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입 1.08억 달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학제품
의 상당 부분은 일본ㆍEU로부터의 무역전환효과(실리콘ㆍ폴리아미드수지 등)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보완적 교역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제품(착석제ㆍ요소ㆍ톨루엔 등)의 경우 수입확대로 인해 국내 생산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사) 생활용품
생활용품분야에서는 대세계 총효과가 연평균 450만 달러 무역흑자증대효과로
추산된 반면, 대미 수출입 면에서는 130만 달러 무역적자증대효과(수출 2,100만
달러, 수입 2,230만 달러)가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이었으나
최근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신발, 악기 등은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가
다소 반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쟁력 열위분야(귀금속ㆍ보석
등)는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라) 제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되는 순수출 증대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생산
증대효과를 추산해 보면, 제조업 전체로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5조 5,000억 원
의 생산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분석 대상 7개 업종 중에서 순수출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이 2조 9,000억 원,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산업이 1조 2,000억 원, 섬유
산업이 4,800억 원 규모의 생산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평가
한ㆍ미 FTA에서 합의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양허안 내용은 양국이 모든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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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100% 양허하였고, 관세를 발효 즉시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율도 한국과 미
국 각각 90.6%와 87.9%에 이르러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개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발효 후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조기철폐 품목의 비율이 수입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94% 이상이라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즉시철폐된 품목들만 가지고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교역상 이해관계가 민감
하지 않았던 EFTA와의 FTA 결과를 제외하고는, 양국의 즉시철폐 비율을 합친 수준
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34)
한ㆍ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
준의 FTA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실질
적인 교역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관세철
폐를 통해 우리의 대미 수출주력품목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
입 가능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ㆍ미 양국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개방에 따른
표 3-16. 한ᆞ미 FTA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2003~05년 평균가격)
(단위: 억 원)

주요 업종

생산효과

자동차

28,542

섬유

4,846

전기전자

11,903

일반기계

1,539

철강

591

화학

3,584

생활용품

246

기타 제조업

4,073

제조업 전체

55,324

34) 한ᆞASEAN FTA의 일반품목은 한ᆞ미 FTA의 조기철폐 수준 정도의 품목들로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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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교역확대 이득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즉 우리나라가 중고위 기술제품
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비경합적 구

표 3-17. 한국이 체결한 FTA의 양허안 비교표
FTA 구분

양허수준
전체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99.8
100.0
100.0
100.0
98.5
양허율
한국
즉시철폐
87.2
99.9
58.2
69.5
15.6
한ᆞ칠레1)
99.0
99.8
100.0
100.0
94.2
양허율
칠레
즉시철폐
41.8
30.6
100.0
99.0
92.9
91.6
97.4
82.9
56.2
66.6
양허율
한국
즉시철폐
59.7
68.8
53.7
13.8
16.0
한ᆞ싱가포르
100.0
100.0
100.0
100.0
100.0
양허율
싱가포르
즉시철폐
100.0
100.0
100.0
100.0
100.0
99.1
100.0
100.0
88.4
84.2
양허율
한국
즉시철폐
86.3
92.3
45.5
27.1
15.8
한ᆞEFTA 1)
양허율
100.0
100.0
100.0
100.0
100.0
EFTA
즉시철폐
100.0
100.0
100.0
35-55
99.2
100.0
100.0
100.0
94.1
양허율
한국
일반품목
90.8
96.6
60.4
60.8
63.2
한ᆞASEAN 2)
양허율
99.2-100
ASEAN 3)
일반품목 89.9-100
99.8
100.0
100.0
100.0
99.0
양허율
한국
즉시철폐
78.2
90.6
26.8
15.4
37.9
한ᆞ미국
100.0
100.0
100.0
100.0
100.0
양허율
미국
즉시철폐
81.3
87.9
73.0
72.8
58.7
주: 1) 한ㆍEFTA에서의 농산물 양허율은 가공농산물만 포함하고 있음. 한ㆍEFTA에서의 재검토 항목,
한ㆍ칠레 FTA에서의 DDA 이후 재검토 항목 등은 양허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음.
2) 한ㆍASEAN FTA의 경우 양허안은 다른 FTA와 달리 HS 최소단위가 아닌 HS 6단위에서 이루
어졌으며, 발효 후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일부 후발 ASEAN 국가는 6~8년 연장) 일
반품목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음.
3) ASEAN 국가들은 각각 다른 품목군에서 일반품목, 양허제외 등을 선정하였으므로 품목군별 양
허율과 일반품목 비율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자료: 각 FTA 협정문(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홈페이지)를 토대로 필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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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산 첨단 부품ㆍ소재의 수입증대는 우리
제조업분야의 품질향상, 대일 역조개선, 생산원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내수기반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수입관세철폐에 따른 자본재ㆍ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제조업 생산비용
이 하락하여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미 수입 자본재ㆍ원자재는 수입ㆍ국내제품 간 경합보다는 미국제품과 일본ㆍ
EU 등 제품이 경합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경쟁국 간 경합에 의한 수
입 자본재ㆍ원자재 가격 하락 및 일본ㆍEU로부터의 수입선 전환효과도 발생할 것
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경우는 반도체장비분야에서 미국제품과 일본제품 사이,
자동차부품분야에서 미국제품과 일본제품 사이, 그리고 기계분야에서 미국제품과
일본 및 유럽 제품 사이의 경쟁 및 대체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재의 경우에도 수입가격 하락 및 제품 간 경쟁으로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
폭 확대,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 후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
다. 대미 수입소비재의 경우에도 국산제품과의 경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본, 유
럽 제품과 경쟁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승용차의 경우 미국제품과 일
본 및 유럽 제품과의 경합관계, 패션의류의 경우에는 미국제품과 이탈리아, 프랑스
제품과의 경합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섬유산업
1) 협상결과

가) 한ㆍ미 양허수준 비교
한ㆍ미 양국은 섬유 전 품목에 대해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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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관세율은 미국이 13.1%, 한국이 9.3%로 미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상대
적으로 높다.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비중은 미국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61%(품목
수 기준 87%)이며, 한국은 이 비중이 72%(98%)로 한국의 시장개방수준이 훨씬
더 높다.
미국의 양허수준을 보면 대한 수입이 가장 많은 의류제품은 73.1%, 기타 섬유
제품은 96.0%가 즉시 개방된다. 반면 화섬원사 및 직물 등 섬유소재의 즉시철폐
비율은 34.2%로 상대적으로 낮다.
세부 품목별로는 의류의 경우 화섬스웨터, 남ㆍ여 코트 및 재킷, 유아복, 넥타이
등 의류잡화, 섬유소재로는 화섬원료, 화섬단섬유, 견/모/마사, 견/모/마직물, 유리섬
유 등에서 시장이 즉시개방된다. 기타 섬유제품은 로프, 어망, 양탄자, 모포, 침구
류, 가방, 신발 등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즉시철폐된다. 반면 면사ㆍ면직물, 폴리에
스터 장섬유직물, 세폭직물, 남성용 인조섬유셔츠 등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
세가 인하된다.
또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수준이 높아 대미 수출규모가 큰 편직물(탄성사
함유량 0.5% 이상, 합성제 날염 경편직물류 등),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직물, 남성

표 3-18. 한ᆞ미 FTA 최종 양허안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단계

품목수

수입액
비중
비중
1,265
97.6
170
72.0
즉시
7
0.5
32
13.4
3년
24
1.9
34
14.6
5년
10년
합계
1,296 100.0
236
100.0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추산.

미국
단계

품목수

즉시
3년
5년
10년
합계

1,378
149
62
1,598

비중
86.8
9.3
3.9
100.0

수입액
1,654
504
548
2,706

비중
61.2
18.6
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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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한국의 양허단계별 품목 분포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섬유소재 소계
원료
천연섬유원료
화섬원료

전체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153.5

(100.0)

95.0

(61.9)

29.5

(100.0)

8.6

(29.2)

1

(100.0)

0.8

(100.0)

28.7

(100.0)

7.8

(27.2)

69.6

(100.0)

50.1

(72.0)

천연섬유사

0.6

(100.0)

0.6

(100.0)

화섬장섬유사

63.2

(100.0)

48.0

(75.9)

화섬단섬유사

0.6

(100.0)

0.6

(100.0)

섬유사

5.2

(100.0)

1.0

(18.5)

섬유직물

54.4

(100.0)

36.3

(66.7)

모직물

0.4

(100.0)

0.4

(100.0)

견직물

0.4

(100.0)

0.4

(97.9)

마직물

0.1

(100.0)

0.1

(100.0)

기타섬유사

3년

즉시철폐

면직물

3.2

(100.0)

3.2

(100.0)

편직물

11.6

(100.0)

11.6

(100.0)

화섬장섬유직물

3.9

(100.0)

3.6

(93.0)

화섬단섬유직물

1.4

(100.0)

1.4

(100.0)

기타 직물

수입액

5년
비중

수입액

비중

23.9

(15.6)

34.5

(22.5)

17.8

(60.3)

3.1

(10.4)

17.8

(62.1)

3.1

(10.7)

6.1

( 8.8)

13.4

(19.2)

4.5

(7.1)

10.8

(17.1)

1.7

(31.9)

34.3

(100.0)

16.5

(48.1)

기타 섬유제품 소계

46.2

(100.0)

39.5

(85.5)

6.7

(14.5)

의류 소계

1.1

( 3.0)

1.1

( 5.6)

31.7

(13.4)

36.6

(100.0)

35.5

(97.0)

코트, 재킷

1.0

(100.0)

1.0

(100.0)

정장

19.8

(100.0)

18.7

(94.4)

셔츠, 블라우스

5.1

(100.0)

5.1

(100.0)

스웨터

1.7

(100.0)

1.7

(100.0)

티셔츠, 언더셔츠

2.4

(100.0)

2.4

(100.0)

언더웨어

1.0

(100.0)

1.0

(100.0)

유아복

0.4

(100.0)

0.4

(100.0)

운동복

0.8

(100.0)

0.8

(100.0)

의류잡화

2.1

(100.0)

2.1

(100.0)

양말

1.5

(100.0)

1.5

(100.0)

0.7

(100.0)

0.7

(100.0)

236.2

(100.0)

169.9

(72.0)

기타 의류
합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추산.

2.6

(49.6)

18.1

(33.3)

0.0

( 2.1)

0.3

( 7.0)

17.8

(51.9)

34.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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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미국의 양허단계별 품목 분포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섬유소재 소계
원료
천연섬유원료
화섬원료

전체
수입액

5년

즉시철폐
비중

수입액

925.5

100.0

141.8

(100.0)

10년)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316.3

34.2

258.3

27.9

350.9

37.9

141.8

(100.0)

72.5

(61.6)

72.5

73.1

0.0

(100.0)

0.0

(100.0)

141.8

(100.0)

141.8

(100.0)

117.6

(100.0)

31.3

(26.6)

13.8

(11.7)

천연섬유사

12.1

(100.0)

0.4

( 2.9)

11.7

(97.1)

화섬장섬유사

99.1

(100.0)

26.6

(26.9)

화섬단섬유사

5.5

(100.0)

3.4

(61.9)

기타섬유사

1.0

(100.0)

1.0

(93.7)

666.1

(100.0)

143.1

(21.5)

모직물

8.2

(100.0)

8.2

(100.0)

견직물

30.4

(100.0)

30.4

(100.0)

마직물

2.3

(100.0)

2.3

(100.0)

면직물

96.9

(100.0)

2.9

편직물

265.3

(100.0)

화섬장섬유직물

112.6

(100.0)

화섬단섬유직물

18.8

(100.0)

기타 직물

섬유사

섬유직물

2.1

(38.1)

244.5

(36.7)

( 3.0)

94.0

(97.0)

20.4

( 7.7)

59.1

9.2

( 8.2)

61.4

18.8

(100.0)

0.1

( 6.3)

278.4

(41.8)

(22.3)

185.8

(70.0)

(54.5)

42.0

(37.3)

50.6

(29.3)

172.6

(100.0)

91.9

(53.2)

30.1

(17.4)

기타 섬유제품 소계

158.5

(100.0)

152.1

(96.0)

6.4

( 4.0)

의류 소계

238.9

(14.7)

197.0

(12.1)

1622.5

(100.0)

1186.6

(73.1)

코트, 재킷

129.0

(100.0)

129.0

(100.0)

정장

345.7

(100.0)

275.3

(79.7)

35.8

(10.4)

34.5

(10.0)

셔츠, 블라우스

313.0

(100.0)

150.5

(48.1)

125.7

(40.2)

36.7

(11.7)

스웨터

369.2

(100.0)

286.9

(77.7)

82.3

(22.3)

티셔츠, 언더셔츠

29.3

(100.0)

0.0

( 0.1)

29.2

(99.9)

언더웨어

16.7

(100.0)

12.2

(73.1)

2.4

(14.5)

유아복

27.4

(100.0)

27.4

(100.0)

2.1

(12.4)

0.1

( 0.3)

운동복

25.9

(100.0)

25.8

(99.7)

의류잡화

105.1

(100.0)

105.1

(100.0)

양말

208.9

(100.0)

143.6

(68.7)

65.3

(31.3)

기타 의류

52.5

(100.0)

30.8

(58.6)

9.9

(18.8)

11.9

(22.6)

2,706.5

(100.0)

1655.0

(61.1)

503.6

(18.6)

548.0

(20.2)

합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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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면셔츠 등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수입품에 대해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의 관세를 3년 내에 완전
히 철폐하고, 섬유소재는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그러나 의류는 수입액
기준으로 97%, 기타 섬유제품은 85.5%에 대해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반면, 대미
수입비중이 높은 섬유소재는 61.9%만이 시장개방이 바로 이루어진다. 품목별로는
강력사 타이어코드직물, 비스코스레이온 강력사, 유리섬유, 부직포, 화섬원료 등 관
세가 매년 10~20% 인하되는 반면, 천연섬유원료ㆍ사, 화섬단섬유사ㆍ직물, 면/모/
마직물, 편직물, 정장류를 제외한 모든 의류제품의 관세는 즉시철폐된다.

나) 원산지 기준
섬유ㆍ의류 제품의 원산지 판정방식으로는 원사 기준35)을 적용하되,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예외품목을 확보하였다. 원사기준 예외품목이 대
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05년간 대미 평균수출 기준으로 전체의
5.02%에 이른다. 한ㆍ미 양국이 생산하지 않는 비스코스레이온과 아크릴은 제직
기준을 따르게 되며, 린넨직물,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원사 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
목 중 일부는 실질변형 기준을 충족하면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사용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단일실질변형 기준을 적
용하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원료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 기준

35) 원사기준(Yarn Forward)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의 역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체결
국 역내에서 생산된 원사(Yarn)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완
제품을 재단하거나 봉제하여야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공정(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
-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제직(weaving) 혹은 편직공정(knitting)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
- 의류는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 혹은 편직공정을 수행한 후 재단(cutting), 봉제공
정(sewing) 및 이후의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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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직물과 의류 각각 1억 SME36)에 한해
역외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5년 이후 연장 가능)하는
TPLs(Tariff Preference Levels, 원산지 예외쿼터) 부여에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사 기준 원산지규정 합의에 대해 대미 수출품 중 국내산 원사 사
용비중이 30% 정도로 낮아 관세특혜 수혜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섬유업계는 관세가 철폐되면 국산원사사
용 비율이 75%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산지 예외품목 5%를 합산하
표 3-21. 원산지 기준 예외품목
(단위: 천 달러, %)

품목

수입액

수입비중

373.1

(0.01)

ᆞ비스코스레이온 단섬유(5504)

246.2

(0.01)

4.0

ᆞ아크릴/리오셀 단섬유(550330)

126.9

(0.00)

4.3

670.4

(0.02)

ᆞ비스코스레이온 강력사(540310)

0.3

(0.00)

9.7

ᆞ비스코그레이온 단사(540331/2)

352.7

(0.01)

10.0

ᆞ비스코스레이온 합사/케이블사(540341)

317.5

(0.01)

9.1

원료

섬유사

직물
린넨직물(5311)
의류
ᆞ여성용 재킷/블레이저(610433, 610439)
(합섬제, 기타 방직용 섬유제)
ᆞ남성용 셔츠(인조섬유제)(620530)
합계

평균관세

203.5

(0.01)

203.5

(0.01)

135,001.9

(4.99)

758.7

(0.03)

26.5

134,243.2

(4.96)

28.1

135,931.5

(5.02)

2.7

주: 미국의 대한 수입 기준, 평균관세는 가중평균.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추산.
36) SME(Square Meter Equivalent)란 섬유 의류 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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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총 80% 이상의 관세철폐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저가의 제3국산
원사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원사 기준을 충족시키고 관세철폐효과
를 수혜하기 위해 수입원사를 국산으로 대체할 유인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국내산 원사가격이 수입산보다 10% 높으며, 원사의 제품원가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면 국산원사 사용제품의 단가가 수입원사 사용제품보다 3% 높지
만, 13.1%의 가중평균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훨씬 큰 가격인하효과를 누리게 된
다. 같은 논리로 제품원가비중을 30%로 가정할 경우, 국산 원사가격이 수입원사보
다 43.7% 이상 높다면 13.1%의 관세가 철폐되어도 수혜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섬유제품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고, 미국 내수시
장이 가격대별ㆍ상품별로 세분화되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대비
품질수준을 고려할 경우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국내 수요 창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중국 등 후발국 제품보다 가격은 다소 높
은 수준이지만 품질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화섬 스웨터와
화섬 남자셔츠의 경우 각각 32%, 26%의 고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섬직물 제직 시 국산원사 사용비중은
2004년 81.9%, 2005년 상반기 78.3% 등 80% 전후로 국내산 원사 사용비중이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사 기준에 의한 국내업체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국내 원사업계가 지속적으로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해온 결과, 과연 국내
산 원사 수요증가를 단기간 내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섬유수출대국으로서 원사에서부터 의류 등 최종제
품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원사기준 적용에 따
른 원사의 추가적 수요증대에 대해 국산 공급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대미 주력수출품은 화학섬유를 소재로 하는 화섬직물 및 화섬의류 등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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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사업계의 평균가동률 제고로 국내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기준 주요 원사의 가동률은 면사ㆍ인조스테
이플섬유사 92.9%, PSF 86%, 나일론강력사 57.8%, 소모사 54% 수준으로 향후
가동률 조정을 통해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역내산 원사 사용 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 → 직물 →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기업 위주의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국산원사의 사
용비율을 높이면서 섬유업계가 업스트림 부문의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
들이 대기업에 종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산 원사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원사 공급자인 대기업의 시장우위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
할 가능성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물 및 의류업체의 원사 수요창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사업계의 원산지 기준에 의한 수혜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
다. 따라서 중소기업 위주의 다운스트림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원사업계의 경쟁력
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부문과의 협업관계 유지는 필수불가결하며 원사,
직물, 섬유 완제품 등 산업 스트림간에 종속이 아닌 협업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너
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고급소재, 패션의류사업의 성공은 산업의 강
한 수직계열화 및 체계화된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강화
한ㆍ미 양국은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사전
고지 없는 공동실사, 원산지 간접검증 등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도입하기로 하였
다.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도 대미 수출품 생산 관련 기업에 한해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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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제공해야 한다. 양국은 정보제공대상 가운데 대미
수출무관기업,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자 최저연령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소유ㆍ경영진 명단, 근로자 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 설명 및 생
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또한 미국
바이어와 직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설비가동시간, 납품기
업명단 등을 제출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정보제공수준을 당초 미
국이 요구한 것보다 대폭 완화하였다.

라)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미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 및 시장개방에 대한 상징적인 안
전장치로서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관세특혜 적용에 따른 수입증
가로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혜관세 인하 정지 및 MFN 세율 내에서 관세
인상이 가능하다. 이는 한시적 제도로서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하
며, 2년간 발동(2년 연장 가능)하되, 동일품목에 대한 재발동은 불가하다.
2) 파급 영향

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13.1%의 높은 섬유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이 한ㆍ미 FTA 체결로 대한
국 수입액의 61%를 즉시철폐함으로써 관세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산지 기준인 원사 기준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일부가 제외됨으로써 원사 기준 적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축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화학섬유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화학섬유는 고가품 일
부만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화섬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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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 제품은 대부분 FTA 체결로 무관세혜택을 받는다. 반면 천연섬유제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천연섬유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수입
면화의 40% 정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면제품의 대미 수출비중은 이의
절반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소재 남성셔츠, 여성재킷 등은 원산지 예외조
항을 적용받으므로 대미 수출에서 특별관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
업들이 FTA로 인한 관세폐지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산 면화를 사용하는 제품 중
심으로 수출구조를 전환할 경우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제품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수입관세 폐지
시 미국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대미 수출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과 경합관계가 높은 대만, 홍콩, 캐나다 제품 대비 가
격경쟁력 우위로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 미 FTA의 영향으로 국내업체들의 대미 수출확대로 인한
수혜가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업체들이 생산품목을 미국의 관세가 폐지되는 품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증대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내기업들이 한ㆍ미 FTA 시행 이후 관세 폐지에 따른 수출증대로 얻어진 수
익을 설비 개체,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산업 내 혁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한ㆍ미 FTA 체결로 미국과의 산업협력 및 분업관
계가 확대될 경우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및 산업용 섬유 생산체제 구축이 촉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의료, 항공우주 등의 하이테크 산업과 관련된 산
업용 섬유제품이 크게 발달해 있는데, 한ㆍ미 FTA로 인하여 미국업체와 생산기술
을 보유한 국내 생산업체와의 전략적 기술 제휴 등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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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용 섬유 생산체제가 구축
될 경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국은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자급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중저가 범용품에 대한 수입
을 줄이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
다. 우리나라의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한국산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산업용
섬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산업용 섬유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우리 섬유업계는 미국의 관세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만, 홍
콩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고가 제품 위주의 생산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시장에서 중저가제품은 중국, 인도 및 멕시코 등과 경쟁하고, 중고가제품은 대
만, 홍콩, 캐나다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중저가제품의 경우 중국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커서 관세폐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고가
제품의 경우 대만, 홍콩, 캐나다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국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폐지 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섬유소재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완제품 업
체들의 생산비용 인하 등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며,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핵심기술을 보유한 섬유업계의 경우 더 큰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이거나, 국내 생산이 어려운 고가제품이 대부분이다. 즉 대미 수입품목은 우리
나라 제품과 대체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미
수입관세 폐지로 수입단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업체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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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오히려 대미 섬유소재 수입단가 하락으로 미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와 국내 생산업체의 가격경
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3-22.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입확대효과
(단위: 천 달러)

수출
섬유
천연섬유원료
견사
면사
모사
기타 섬유사
견직물
면직물
모직물
기타 직물
산업용 섬유직물
화섬원료
화섬방적사
화섬장섬유사
화섬단섬유직물
화섬장섬유직물
편직물
의류
편물제의류
직물제의류
기타 섬유제품
총합계
주: 무역창출효과 기준.

수입

10년 평균

10년 누계

10년 평균

10년 누계

47,123
0
0
747
1
100
6
5,110
1,632
1,622
1,857
3,984
314
1,961
1,402
4,165
24,222
112,824
72,228
40,596
16,519
176,466

471,229
0
0
7,466
9
998
56
51,102
16,319
16,220
18,569
39,844
3,141
19,613
14,018
41,651
242,224
1,128,239
722,284
405,955
165,191
1,764,660

10,754
0
1
20
9
278
24
196
28
1,465
1,049
1,408
60
5,233
58
392
533
2,299
1,208
1,091
3,563
16,617

107,543
2
7
202
85
2,778
241
1,961
278
14,652
10,486
14,083
599
52,334
583
3,918
5,332
22,988
12,083
10,906
35,634
166,165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39

다) 정량분석 결과3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섬유산업의 경우 한ㆍ미 FTA 시행 이후 대미 교역
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억 9,400만 달러의 대미 수출확대 및 2,300만 달러의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7,100만
달러의 흑자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편물제의류와 직물제의류의 수출확대효과가 가장 크고,
편직물, 면직물, 화섬장섬유직물, 화섬원료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 수입은 화섬장섬유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류, 기타직물,
화섬원료 등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3) 평가
한ㆍ미 FTA는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모 16.5억 달러(61.2%), 한국의 대미 수입
규모 1.7억 달러(72.0%)에 대해 즉시관세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
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력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전통적으로 섬유는 대미 수출특화품목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에도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은 20억 달러에 달하지만 수입
은 2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하여 17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
아의 후발개도국과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가격경쟁력 열위로 대미 의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ㆍ미 FTA는 즉시관세철폐
또는 단계적 관세인하를 통해 국내 섬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개선시켜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7) 이 부분은 상품분야에서 제시한 정량분석의 방법으로 수출입효과를 추산한 결과를 섬유분야만 별
도로 추정한 것이다. 자세한 수출입효과 추정 방법론은 상품분야에서의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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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미 수입품에 적용되던 9.3%(가중평균)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견사, 원면
등 미국산 섬유소재의 수입가격이 인하되므로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완제품업체들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수입관세 철폐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산 섬유제품 수입은 국내
생산이 어려운 고기능성 섬유원사나 산업용 섬유 등 고가제품 위주로, 우리나라 섬
유산업과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ㆍ미 FTA에 의한 국내 섬유산
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산지 기준에 대한 합의결과를 평가해보면, 당초 우리는 200여 개 품목의
원산지 예외를 요청하였으나, 그 가운데 린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
츠 등 33개 품목(HS 코드 10단위)에 관하여 예외를 확보하였다. 최종 확정된 예외
품목의 대미 수출금액은 2000~05년 평균 기준 약 1.35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의 약 5%에 해당하며 2006년도 기준으로는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적
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투입재로서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에 대하여 예외를 확보
하였다. 투입재의 수출비중은 0.04%에 불과하나, 단순 수출물량보다는 중간재로서
스웨터ㆍ편물 등 대미 수출의 최대 11%에 이르는 품목들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
로 추정되므로 간접적인 수출증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기 원사 기준 예외품목 외에 공급이 부족한 원료에 한하여 역외조달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측이 향후 원사 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입국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이 부족하다
고 판정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없을 시, 당해 원료를 공급부족 원료 리
스트에 등재하고 이의 역외조달을 허용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명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직물, 의류에 대해 각 최대 1억 SME(우리 수출의 10% 수준)에 대
한 역외산 원료조달을 허용할 수 있는 절차 도입으로 원산지규정을 다소 완화하였
다. 과거 미국이 타 지역 및 국가와의 FTA에서 부여해온 TPL(공급 부족으로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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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TPL: TPL triggered by short supply)에 비해 한국에 부여한 TPL 물량은 직물ㆍ의
류 각 1억 SME로, 물량이 다른 나라들에 부여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성과가
크다 하겠다. 다만 관세특혜를 받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원료의 공급부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의 주요한 차이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한ㆍ미 FTA 협상 결과,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
예외 확보로 생산투입효과 및 수출증대효과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 발효시 원사의 국산원사 사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의 업
스트림 분야인 원사업체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에 따른 양질의 섬유소재 공급을 가
능하게 하며, 이는 다운스트림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국산원사의 수입대체효과뿐 아니라 국내 생산기반의 건실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효
과도 기대된다.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에 대해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자국 섬
유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에 대해 섬유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남미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쿼터 혜택 등 특혜38)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복합섬유협정(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의 규제를 피하고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미 수출특혜를 받고 있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지역과 북마리아나공화국(미국령)으로의 투자확대 등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
이 상존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산의 우회수출을 우려, 양국은 우회수
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당초 미국은 제3국산 섬유의
우회수출을 우려하여 우리 측에 강력한 우회방지장치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이 요구한 섬유(환적화물 포함) 원산지 확인제도 유지, 사전고지 없는 실사, 원산

38) 미국은 1986년 2월에 특별접근프로그램(SAP: Special Access Program)을 도입하여 과테말
라, 코스타리카 등 중미지역 국가들에 관세감면과 함께 미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중미ᆞ카리브해지
역에서 봉제된 의류에 대해 비쿼터 혜택을 부여하였다.

142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지 자료축적(5년) 및 대미 수출 무관기업,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자 최저연령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섬유특별세이프가드는 관세를 일정기간 내 완전철폐하는 FTA 협정의 특성상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전통적인 섬유수입국인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 품목에 대해 한 번만 세이프가드를 발동 가능하도
록 하여 재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한국 세이프가드 재발동을 금지
하는 효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자동차
1) 협상결과
한ㆍ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자동차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데 합의하
였으며, 주요 내용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세 양허
미국은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2003~05년 평균, 67억 달러)를 차지
표 3-23. 자동차 관세철폐 계획
(단위: 개, 백만 달러)

구 분(자동차)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18
16
0
6
품목수
미국
수입액
6,779
2,309
0
0.02
품목수
116
0
0
1
한국
수입액
99.7
0
0
0.014
주: 2003~05년 평균, 자동차 품목수는 양측 분류기준 차이로 인해 상이함.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계
40
9,088
117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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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 초과 대형 승용차는 3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매년 0.83%씩 인하)하기로 우리나라와 합의
하였다.
주요 차종별 관세철폐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1000~1500cc 가솔린승용차, 1500~
3000cc 가솔린승용차, 트럭(5~20톤 샤시), 부품의 관세는 즉시철폐하고, 내연기관
(가솔린엔진)이 주동력인 미국산 하이브리드 차량39)은 일반차량으로 분류해 관세
를 즉시철폐하며, 여타 하이브리드 차량의 관세는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3000cc 초과 가솔린승용차와 버스 등 기타 차량은 3년 내 관세를 점
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대미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타이어
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며, 픽업을 포함한 트럭은 10년 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
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즉시철폐
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나)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행 3단계인 특소세를 2단계로 개편하고,

표 3-24. 특소세율 개편

개편

구분

800cc 미만

현행

면제

800~1,000cc

1,000~2,000cc

2,000cc 초과

5%

발효 시

면제

3년 후

면제

10%
5%

8%
5%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39) 2001년 11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하이브리드 카인 Toyota
Prius에 대한 품목분류 판정에서, 보다 강력한(more powerful) 동력원인 가솔린 엔진이 hybrid
system의 본질적 특징(essential character)을 제공한다는 데 근거하여 Prius를 일반차량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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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하는 한편,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
시 8%로 특소세를 인하하고 3년 후 5%로 인하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특소세율을 협정발효 후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표 3-25]와 같이 현행 5단계의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개편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배기량별 요율 차이를 변경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표 3-25. 자동차세제 개편
구분

경차
(800cc이하)

현행
80원
80원
단계 축소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소형차
(800~1,000cc,
1,000~1,600cc)
100원 140원
140원

중형차
(1,600~2,000cc)

대형차
(2,000cc 초과)

200원

220원
200원

다) 안전 및 환경 기준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안전 기준을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에서 미국식
자기인증제도(self-certification)로 전환하였다. 이는 1998년 한ㆍ미 자동차협상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기인증이란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
게 하고 차량 판매를 허용하되, 정부는 사후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제리콜(recall)을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입차에
대해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산 차를 포함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할 경우 우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외국 완성차업체들이 한국에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 기준
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국 내 판매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45

물량이 6,500대 미만인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과 미국 기준을 선택
해서 사용토록 허용하였다.
한ㆍ미 양국은 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OBD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특히 배출가
스 기준으로는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제도(fleet average system)
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OBD는 2008년 말까지 장착의무를 면제하되 단계적
의무비율을 조정하였다.40)

라) 자동차 표준 작업반
한ㆍ미 양측은 우리 규제의 제ㆍ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에 방지하면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시 유사한 애로사항 해소
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을 설치
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통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안전과 환경 기준을 도입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하
였다. 자동차 작업반은 외교통상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
하고, 미 교통부, 환경보호청, 한국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그밖의 관련 규제기관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
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작업반은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ㆍ이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양 당사국과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증
대를 원활히 하며,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양 당사국 간
40) 현재는 1만 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사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별로 장착토록 의무화(2007년
50%, 2008년 7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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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자동차 규제와 관련된 우수 규제관행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ㆍ
이행과 집행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개발 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하여 규제영향 분석과 같은 가용한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작
업반은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 양 당사국에 견해를 제
공할 계획이다. 한편 양 당사국이 채택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사후 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제출할 계
획이다. 더불어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총회(WP29) 등에서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 기준의 조화를 위하여 협력할 것
을 합의하였다.

마)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 및 관세 스냅백
양국은 협정 내 자동차 내용 관련 분쟁해결 신청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분쟁
해결절차의 1/2 수준으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통상적으로 분쟁해결에 소
요되던 14개월을 7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은 ①
일반 양자간 협의를 생략하고, ②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협의를 60일 →
30일로 단축하고, ③ 패널설치 후 최초보고서 제출기간을 180일 → 120일로 단축
하는 한편, ④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45일→ 21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패널이 특정 조치에 대해 1)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ㆍ침해하고, 2)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할 경우, 승용차에 한해 특혜관세의
이전 관세(미국 측 2.5%, 우리 측 8%)로 복귀가 가능(snapback)하도록 규정하였
다. 양국은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인 공동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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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의절차를 밟기로 하고, 문제가 된 협정위반조치가 시정될 경우, 관세환원조
치도 다시 철회하는 데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번 규정이 10년간 활용되지 않을 경
우(패널에서 협정 위배 등의 판정이 없을 경우)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는 자동
종료되게 된다.

바) 원산지규정
양국은 미국 측이 주장해온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
치 계산)과 우리 측이 주장해온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을 자동차 원산
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하는 방식에는 크게 집적법과 공제법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제법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 (물품가격 역외산 재료
비)/물품가격 × 100’, 집적법은 ‘역내부가가치비율 = 역내산 재료비/물품가격 ×
100’의 계산식을 사용하게 되며, 물품가격은 공장도가격(exworks price) 또는 본
선인도가격(FOB) 등을 사용한다.
2) 파급 영향

가) 대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 확대
미국의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무역장
벽이 폐지되고 제도가 통일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의 대미 진출환경이 개선되면
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미국내 생산과 판매 증가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국시장에서의 우수한 평가는 여타
국가 시장으로의 수출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에 대한 미
국 소비자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의 평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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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국내 생산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향상되자 미국 완성차업체와 대형 부품업체
로부터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41)
미국 자동차업체가 구조조정 중에 있어 단기적으로 미국기업보다는 제3국 자동
차업체의 대미 우회수출 등을 위한 국내투자가 증가할 예상이다. 자동차부품산업
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성장 가능성도 높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자본들이
국내 우량 부품업체의 지분 인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미국
뿐 아니라 중동과 BRICs 민간 투자가의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투자관심도
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투자증가는 국내 부품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과 경쟁역량을 강화하고, 대미 부품공급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ㆍ미
FTA로 인해 각종 표준과 규격 등이 통일될 경우 전통적으로 전략적 기술제휴를
선호하고 있는 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기술제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의 기술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미국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의 제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2000년 기준으로 85.5%에 달해 수입의
존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자동차 교역에
서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완성차, 부품 모두 적자를 기록
하고 있다. 향후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 미래형 자동차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대일
수입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한ㆍ미 FTA를 통해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할 경우 대일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미 FTA를 통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과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기
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과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투자자
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1) 미국의 자동차산업 전문조사기관인 CSM Worldwide는 2005년 4사분기 뉴스레터에서 미국 자
동차업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한국, 인도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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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유연한 노사문화가 도입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직된 노사관계
를 개선하면서 고용안정과 생산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자동차업계가 협력을 통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운용하고 있는 Lean &
Agile 등 생산시스템 및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 수준을 제고하고, 수평분업
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출증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양국 제도의 조화는 상대
적으로 높은 국내 규제수준을 완화시켜 자동차업체의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양국 시장간의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비용을 절감하
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대미 수출용 차종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신흥시장을 포
함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완성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ㆍ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ㆍ일 주력 차종의 가격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국산차와 일본차와의 가격격차는 현재의 685~1,430달러에서 1,341~1,843
달러로 확대되어 국산차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GM의 GM대우로
부터의 소형차 생산 외주도 관세철폐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어서 대미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도 르노삼성을 통해 대미
표 3-26. 한ᆞ일 주력 차종의 가격 비교
도요타 캠리
현대 아제라
혼다 어코드
28,020
27,335
18,625
현재 가격
현재 격차
685
－
1,430
관세철폐 후 격차
1,341(656)
－
1,843(413)
주: 1) 캠리와 아제라는 최고급형, 어코드와 소나타는 기본형을 비교함.
2) 관세철폐로 2.4%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함.
3) ( ) 안은 하락폭(%)임.
자료: www.edmunds.com

(단위: 달러)
현대 소나타
17,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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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판매규모가 연 300만 대에 달하는 고수익 차종인 픽업트럭의 관세가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될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전략 수출 차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용절감을 모색하고 있는 빅3는 관세철폐를 계기로 한국산 부품의 조달을 확
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점증하고 있는 국산부품의 대미 수출이 탄력을 받
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2008년까지 한국산 부품조달을
기존의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며, 포드도 한국산 부품의 조달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체의 미국 내 생산증가는 단기적으로 대
미 완성차 수출을 대체할 수 있으나, 국내 부품업체의 현지 조립용 부품 수출증대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생산 국산차의 수입부품 의존도는 65%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미국시장에서의
완성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대미 A/S 부품 수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변속기 등과 같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미국업
체와 기술협력을 확대할 경우 수입대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GM파워트레인
은 자동변속기뿐만 아니라 연속가변변속기(CVT)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한ㆍ미 간
협력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을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GM대우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업체의 엔진과 변속기 등 국내생산이 증가
하면서 국내업체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정량적 분석결과42)
한ㆍ미 FTA가 발효될 경우 완성차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8억 3,600만 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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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수출입증가 예상품목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증가품목>
(단위: 천 달러)

HS
87032300
87032400
87032200
87089980
87082950
87087045
87083950

품목명
1500~3000cc의 가솔린 승용차
3000cc 초과의 가솔린 승용차
1000~1500cc의 가솔린 승용차
기타 자동차부품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연평균
303,251
102,974
21,785
7,694
4,512
4,105
3,236

10년 누계
3,032,513
1,029,742
217,850
76,942
45,118
41,049
32,361

<우리나라의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 수입증가품목>
(단위: 천 달러)

HS

품목명

연평균

10년 누계

8708299000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1,230

212,298

8708999000

기타 자동차부품

12,782

127,820

8708291000

기타 자동차부품

8,971

89,708

8708400000

기어박스

7,027

70,268

8703241000

3000cc 초과의 가솔린 승용차

5,028

50,285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7,2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무역수지는 7억
6,400만 달러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표 3-27]에서는 한ㆍ미 FTA 체결
에 따라 자동차산업에서 수출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품목들을 제시하였다.
3) 평가
최근 고유가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상용차와 대형 승용차의 판매가 부진하고 우
42) 이 부분은 상품 분야에서 제시한 정량분석의 방법으로 수출입효과를 추산한 결과를 자동차분야만
별도로 추정한 것이다. 자세한 수출입효과 추정방법론은 상품분야에서의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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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대미 수출주종차량이 3000cc 미만인 점에서 이 승용차들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만 3년간의 점진적 관세철폐를 얻어
낸 것은 매우 실효성 높은 협상결과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1960년대에 대유럽 무
역보복조치로 설정한 상용차의 고관세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상용차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정 발효 6년 후
소형 상용차는 우리의 새로운 대미 수출주력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
은 이유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자동
차는 도요타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판매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60만 대 수준
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시장에서의 2007년 1~5월 중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는 등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가격과 연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혼다가 인기차종이던 어코
드를 변형한 하이브리드차 판매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저변 확대는 관세철폐 시기보다는 2009년 이후 모터 주동력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과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미

표 3-28. 미국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동향
(단위: 대)

모델명

2007년

2006년

모델명

2007년

2006년

프리우스

76,747

38,460

이스케이프

9,252

8,948

캠리

20,540

3,118

렉서스 RX400h

7,095

10,003

인사이트

3

412

머큐리마리너

1,694

1,163

시빅

13,895

13,153

렉서스 GS450

863

435

어코드

1,702

2,849

하이렌더

11,909

15,404

승용 합계

113,750

58,427

트럭합계

29,950

35,518

자료: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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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빅3, 특히 GM은 엔진 주동력 방식보다는 전기모터 주동력 방식의 하이브리
드자동차를 개발 중이며, 2009년경 양산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타이어의 관세철폐시기를 상대적으로 늦게
설정하였다. 미국은 국내 타이어산업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품
질경쟁력도 자국산과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하여 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미국 타이어산업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5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타이어 생산은 2001년 이
후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운행대수도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2001~05년 중 연평균 2.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미국 타이어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의 타이
어업체인 굿이어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을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6. 미국의 타이어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수출입은 HS4011, 생산은 NASIC326210 기준.
자료: 미 상무부 홈페이지(www.commerce.gov).

미국의 타이어 수입은 외국브랜드 자동차의 판매와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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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국의 국별 타이어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5
2006

중국 캐나다 일본

한국 프랑스 대만

독일

태국 멕시코

자료: 미 상무부 홈페이지(www.commerce.gov).

어스톤 사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산 타이어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면서 2002
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타이어 수입은 2006년에
전년대비 12.2%가 증가한 83억 5,484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7년 1/4분기에 전
년 동기대비 4.8%가 증가한 21억 1,79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타이어 수
출 역시 2006년에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31억 4,596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20
07년 1/4분기에는 5.6% 증가한 7억 8,63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미
타이어 수출은 품질경쟁력 제고와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 판매 및 생산이 증가하
면서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대미 타이어 수출은 지난 5년
표 3-29. 미국의 대한 타이어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타이어

293,269

312,185

413,965

448,110

601,254

659,002

758,192

기타 타이어

5,616

5,049

3,504

2,810

3,540

4,240

4,052

튜브

13,359

18,270

18,915

18,861

24,058

25,640

22,259

자료: 미 상무부 홈페이지(www.commer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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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미국의 대한 타이어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타이어

11,582

5,830

6,288

11,170

8,681

8,987

9,988

기타 타이어

250

600

517

478

462

502

251

튜브

4,083

3,204

1,256

142

224

34

3

자료: 미 상무부 홈페이지(www.commerce.gov).

간 2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4위 타이어 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타이어 수출국 중에서는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최
대 타이어 수출대상국인데 2007년 1~4월 중 우리의 대미 수출은 4.7%가 증가한
2억 4,73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타이어 수입대상국이며,
같은 기간 중 대미 타이어 수입은 67.5%가 증가한 54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과 관련하여 평가해보면, 국내 자동차업계와 소비
자들은 그동안 특소세율 인하와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특소세 면제 폭을 확대하고 최고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
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자동차세도 2000cc 이하는 변동이 없지만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내수시장에서 소형차와 대형차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소세 및 자동차세의 전반적인 인하는
내수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세수 감소가 우려되나 신차 판매
가 증가하면서 세수를 일부 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연간 4,000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를 예상하는바, 특소세 인하로 인해 연 3000억 원, 자동차세 인
하로 인해 연 1,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세 인
하로 예상되는 지방세 부족분을 국세에서 보전키로 결정하고, 국세인 교통세를 낮
추고 주행세율을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현재
주행세는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156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이번 협상안에서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한 조문은
협상타결 이후 상대국에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
제관행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늘
리는 방향만 아니라면 세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양국간에 합의하였다. 즉 가격이나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세제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측
이 이의를 제기한 배기량 기준 세제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별개로 개발 및 생산해
야 하는 등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면서 협상 이전부터 국내업체들로부터도 개선요
구가 있었던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쏘나타의 경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2400cc가
적당해 수출용은 여기에 규격이 맞춰져 있으나, 배기량 기준 세제로 인해 내수용은
1998cc로 맞춰져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안전 및 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평가해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오염 총량을 관리
하면서도 업계의 규제대응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여 업계의 비용부담을 완
화시킬 전망이다. 배출가스 기준(KULEV)과 관련해서도 우리 환경부가 새로 평균
배출량제도를 도입해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
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표준과 관련된 협상결과를 평가해보면,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의 제ㆍ개정 절차가 불투명하며,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1990년
대부터 많은 통상분쟁이 발생해왔다. 이번 작업반의 구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사
전방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협상에서 양국이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국제표준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자동차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평가해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련 내용에
한해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보다 소요기간을 단축(일반적인 절
차의 1/2 수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복귀(snapback)규정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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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도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하게 우리 제도를 제정ㆍ운영한다면 큰 문
제가 없으며, 협정문상 관세복귀조치는 제한적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
였다. 이 규정은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자동차부품과 관세율이 높은 픽업트럭(25%)
은 제외된다. 이 조치는 협정위반 등으로 판매ㆍ유통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조치는 패널의 최종판정에만 적용되며, 패널 판정 전 양국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관세복귀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
의하였다. 또한 관세복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관세가 회복된다.
원산지규정의 협상결과를 보면, 원산지 판정 기준은 우리 측 우려사항을 포함하
고 양측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NAFTA, 미ㆍ호주 FTA에서 순원가법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미ㆍ태국 FTA
협상에서도 순원가법 사용 요구), 칠레, 싱가포르, 오만과는 순원가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동차분야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산 일본차의 경우 일본업체의 북미시장 판매목표, 물량 부족, 운송료
부담 등으로 단기간내 한국으로의 수입급증 우려는 크지 않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미국내에 377만 대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328만 대를 생산하였
다. 최근 미국 내에서 일본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일본
업체들이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단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증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전
년대비 36%가 증가한 226만 대를 기록하였다. 2007년 1~7월 중에도 일본차의 미
국시장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2%가 증가한 352만 대를 기록하여 36.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종(혼다 Accord, 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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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ry 등 중급)은 국내 인기모델(도요다 Lexus, 혼다 CRV 등 고급)과 차이가 있
으며, 미국산 유럽차의 경우도 대부분이 SUV 차량으로, SUV 자동차세가 점차 인
상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예상이므로 수입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43) 또한 유럽차의 경우 미국 현지 부품 조달률도 낮아(40% 내외)
미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분야
1) 협상 개요
한ㆍ미 FTA 서비스협상은 FTA 전체 협상과 함께 총 8차에 걸쳐 2006년 6
월~2007년 3월 12일까지의 실무 협상, 2007년 3월 중순의 고위급 협상, 3월 말의
최고위급인 장관급 협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ㆍ미 FTA 서비스 협상은 국경간
서비스무역(CBTS: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의 대상44)이 되는 서비스와
이에 관련되는 조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협상에서 구분하는
서비스교역의 형태는 네가지로 국경간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 상업적 주
재(모드 3),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이다.45) 이 중 한ㆍ미 FTA에서는 국경간서비스
협정문에서 모드 1, 2, 4를 규율하고 상업적 주재(모드 3)는46) 투자협상에서 규율
43) 2006년 미국산 유럽차의 국내 판매량은 688대(SUV 642대)이다.
44) 일반적으로 WTO나 FTA 서비스 협정이 추구하는 자유화 추진대상은 UN 상품분류(CPC)상 3
단위 대분류 108개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FTA의 경우 금융분야는 복잡성, 전문성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협상ᆞ규율하고 있다.
45) 모드 1은 cross border supply, 모드 2는 consumption abroad, 모드 3는 commercial presence, 모드 4는 movement of natural pers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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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유보안의 경우 서비스/투자 공통유보안을 작성하여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ㆍ미 FTA 서비스협상은 크게 서비스 협정문 협상과 유보안(non-conforming
measures in Annex I and Annex II) 협상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2차 협상에서 한ㆍ미 양측은 협정문을 집중논의하여 통합 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작성하였다. 1~2차 협상을 통해 한ㆍ미 양국이 이견이 있는 서비스 협정
문 주요 이슈는 모두 부각되었고, 협정문 의무조항 중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시장접근(MA: Market Acces),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의무조
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다. 협정문 의무사항 중 전문직 상호 자격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특급 배달 서비스(EDS: Express Delivery Service),
법률서비스 개방 등 주요 쟁점이슈는 2007년 3월의 고위급 협상 전까지 남아 있었
고, 일시입국(temporary entry)이슈는 2007년 6월 협정문 공식 서명 이후까지도
전문직 비자쿼터문제 때문에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서비스협정문과 관련된
협상은 일시입국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2007년 3월 초 8차 협상에
서 대부분 타결되었다.
서비스ㆍ투자 유보안 협상의 경우, 2006년 7월 2차 협상 시 한ㆍ미 양국이 1차
유보안을 최초 교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발한 미국의 연
계협상 보이콧 전략으로 유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ㆍ
미 양국은 2006년 8월 중순 상호 개방 관심분야(request list)를 교환하였고, 9월의
3차 협상 때부터 서비스분야별 유보안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0월에 열
린 4차 협상에서 한ㆍ미 양국은 유보안 명료화작업(clarification)을 완료하였고,
11월 상호 수정ㆍ보완하여 개선된 수정유보안을 교환하였다. 12월 5차 협상 이후
부터 한ㆍ미 양국은 개선된 수정유보안을 바탕으로 우리 측 잔여 유보내용과 미국

46) WTO 서비스 무역협정은 네 가지 형태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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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유보안과 함께 상호 개방 관심분야에 대해 집중협상하였다. 유보안의 경우 3월
8~12일 서울에서 진행된 8차 협상에서 방송ㆍ통신ㆍ민영화 이슈ㆍ신서비스ㆍ뉴
스 제공업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해 중대한 진전을 달성
하였다. 다만 이 잔존 유보안 이슈들은 3월 말에 열린 고위급 및 장관급 협상의 마
지막 순간까지 협상의 주요 이슈로 잔존했다. 유보안 내용의 복잡성과 양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4월 2일 실질적 협상내용의 타결 후 6월 말 협정문 서명시까지 구체
적 문안에 대한 기술적 협상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협상의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서비스 협정문 및 유보
안 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타결 결과를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서비스협상의
결과를 평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향후 정책과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
자 한다.
2) 주요 쟁점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협정문 본문 및 유보안과 관련된 기술적
(technical) 쟁점과 협정문 본문 및 유보안의 핵심 주요(core) 쟁점으로 구분되는
데, 본고에서는 기술적 쟁점은 생략하고, 협상기간 동안 경제ㆍ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핵심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표 3-31. 분야별 핵심 쟁점이슈
분야

핵심 주요 쟁점

협정문 본문 이슈

네거티브 방식 및 래칫 메커니즘 방식 적용 여부,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일시입국 및 전문직 비자 별도 쿼터, 모드 3에 대한 시장접근 조항 적용
여부, 최혜국대우 부여 범위, 주정부 비합치조치, EDS 및 FLC

유보안 이슈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민영화,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방, 시장
접근, 스크린쿼터, 해운 및 어업 서비스

비고

EDS 및 FLC, 최혜국대우, 주정부 비합치조치는 유보안 협상으로 연결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61

가) 협정문 범위
한ㆍ미 FTA 협상에서 국경간 공급서비스분야(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의 협상은 국경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조치(measures)를 대
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협정문의 적용 및 범주에서는 서비스협정
문 적용에서 배제되는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항공운송서비스ㆍ정부 제
공서비스ㆍ도박서비스ㆍ일부 금융서비스 등의 제외 여부가 한ㆍ미 간 협정문 관
련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나) 자유화후퇴방지장치 방식 적용
협정문의 비합치조치 규율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하의 자유화
후퇴방지장치(ratchet mechanism) 적용 여부가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는
기 체결한 한ㆍ칠레 및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추가적
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래칫 메커니즘 적용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
를 통한 투명성 향상과 서비스 자유화의 목표에는 적절한 방식이나, 서비스 협상
초기 단계에 향후 규제가 필요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 및 조치
가 유보안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었다.
다)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한ㆍ미 FTA 서비스 협정문에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과 이에 관한 절차를 논의
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었다.47) 미국
은 전문직 상호인정 및 절차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이 민간협회에 있지 연방정부에
는 추진권한이 없음을 들어 협정문에 서비스전문직 상호인정을 담기 어렵다는 입
47) 우리나라는 DDA 협상 시 미국, 캐나다, EU 등에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자
격 상호인정을 요청하였으나, 이 국가들은 FTA 또는 양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임을 들
어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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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48) 표명하였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초과공급이 이루어지는 특정 전문분야
에 대한 상호인정이 협상에서 타결되는 경우, 우리 전문직의 대미 진출 촉진ㆍ해
당 분야 전문직의 교육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및 선진화, 해당 전문서비스분야의 간
접적 개방효과, 고용 창출 및 서비스수지 개선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1차 협상 시부터 우리나라가 강력히 미국에 요구하였다.

라) 일시입국 및 전문직 비자 별도 쿼터 확보
우리나라는 일시입국 협정문을 포함할 것과 기존에 미국이 NAFTAㆍ싱가포르ㆍ
칠레ㆍ호주에 부여한 것과 같은 전문직 비자쿼터 부여, 비자면제를 포함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관련 이슈를 미국 측에 제기하였다. 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우리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이라는 별도의 장을 포함하였고, 미국은
NAFTA에서 캐나다에는 무제한 전문직쿼터, 멕시코는 5,500명, 싱가포르와의
FTA에는 5,400명, 칠레와의 FTA에서는 1,400명, 호주에는 1만 500명의 전문직
쿼터를 부여하였다. 미국업계49)도 일시입국 자유화의 이익과 중요성을 강조하였
고, 미국정부도 서비스 공급인력의 일시입국 원활화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원칙적
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 USTR은 미 의회가 일시입
국 관련 이슈를 이민이슈(immigration issue)로 인식하면서, 미ㆍ호주 FTA 이후
일시입국 관련 내용을 FTA 협정문에 담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 일시입국 및
비자쿼터에 관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상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견지하였다.

48) 미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ᆞ호주 FTA 등에서 이미 전문직 상호인정 추진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타결지은 바 있어, 이러한 미국의 전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서비스협상단
은 미국에 전문직 상호인정 조항을 수용할 것을 지속히 주장하였다.
49) 2006년 3월 14일 미국에서 열린 한ᆞ미 FTA 청문회에서 미국서비스연합회(Service Coalition)
는 일시입국 자유화의 중요성과 FTA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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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 시장접근(MA)의무 적용
여부
GATS에서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가 아닌 시장접근의무(포지티브 방식으
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됨)를 네거티브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ㆍ미 FTA 서비스/투자 협정문에 일반적 의무로서 적용되어야 하는
지, 특히 국경간 공급서비스 협정문상 의무인 시장접근(MA: Market Access)의
무50)가 투자분야에서 규율하는 서비스 공급 모드 3(상업적 주재)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CBTS상에서 FTA의 시장접근의무는 서비스 4대 의무 중 하나인 일반의무로
이를 서비스협정문에 적용하게 되면 FTA 체결효과의 극대화 및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한 유보를 하지 않는 경
우 사후에 MA 조항상 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최근에 체결한 FTA51)에서 일관되게 이를 도입
하였음을 주장하며 MA 의무를 상업적 주재(모드 3)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하였다.

50) 서비스공급자 수, 서비스 거래액이나 자산가액, 서비스 영업량이나 총산출량, 총고용인력, 서비스
공급기업의 형태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의무이다.
51) 미국은 미ᆞ모로코, 미ᆞ싱가포르, 미ᆞ호주, 미ᆞ오만 FTA에서 모드 3에 대한 시장접근의무를
모두 적용하였다. 다만 미국은 유보안에 MA 관련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를 하였다. 예로 미ᆞ칠
레 및 미ᆞ싱가포르 FTA에서 미국은 다음 내용으로 유보하였다.
Sector
Obligations
concerned
Description

All
Market Access
Investment and Cross-Border Services
The United States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United States' obligations under Article X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자료: 미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을 토대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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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혜국대우의 부여 및 그 범위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의무는 WTO/GATS상에서는 내국민
대우(NT)와 함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지만, 양자협정인 FTA상에서는 양 당사
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양허수준이 결정되는 특성으로 인해 MFN 의무조항이 협정
문 본문에 없는 경우가 많다. WTO도 FTA와 같은 경제통합협정에는 MFN 의무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무조건적 MFN 의무를 서비스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대신 MFN 면제
를 현재유보 또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52) 취하였고, 우
리나라는 FTA와 같은 양자협정에서 MFN 원칙을 서비스협정문에 규율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미국이 제시한 것처럼 양국이 미래에 체결할 협약에 대해
서만 MFN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미국이 과거에 체결한 FTA 및
다자협약이 우리보다 많아 MFN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체결할 FTA의 혜택은 미국에 자동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달랐다.

사) 미국 주정부 비합치조치의 협정상 의무 적용 배제 및 유보안 기재 여부
미국은 자국의 연방제 국가 정치구조상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주정
부를 지칭)의 조치를 연방정부가 체결하는 FTA에 list-up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논
리를 제시하며 협상대상에서 주정부 조치 자체를 가급적 배제하려는 입장을 취하
였다. 미국은 주정부 비합치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모든 비합치조치를
포괄적으로 현재 유보하려는 입장을 취하였고, 우리나라는 한ㆍ미 양국간 무역 및
52) 미국은 미ᆞ싱가포르, 미ᆞ호주, 미ᆞ모로코, 미ᆞ칠레, 미ᆞ바레인 등과의 FTA에서 MFN 면제를
현재유보 또는 미래유보로서 포괄적으로 유보하였다: (1) 기 체결한 FTA 및 다자조약은 포괄유보,
(2) 미래에 체결할 FTA 및 다자협정에서 항공(aviation), 어업(fisheries), 해운(maritime)에 관
한 서비스는 향후 체결협정에서도 모두 MFN 면제를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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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과 거래비용의 축소 논리를 들어 주정부 조치의 유보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아) 특급배달서비스 및 법률ㆍ회계 시장 개방
미국은 최초 협정문 초안부터 특급배달서비스(EDS: Express Delivery Service)
와 외국법자문서비스(FLC)를 중시하여 우리나라에 전달하였다. EDS의 경우 미국
업체의 이해가 높아, 미국은 미ㆍ싱가포르 FTA를 제외하고는 최근 체결한 대부분
의 FTA에서 별도 부속서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DDA
협상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지닌 자국 특송업체를 위해 우편/Courier와 별도로 특급
배달서비스를 분류하여 개방을 추진할 정도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우체국
의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및 교차 보조 금지 등을 협정문에서 규율하고자 하였다.
외국법자문사(FLC: Foreign Legal Consultant)의 경우 미국은 국내 변호사와의
합작, 고용허용 등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DDA 2차 양허안 및
자체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방입장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은 또한 우리나
라 회계사와의 동업 및 고용 허용을 요구하였다.

자) 방송서비스 규제 철폐
방송서비스산업 개방은 문화보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도
FTA에서 방송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는 권리를 유보하고53) 있고, 우리나라는 방송
의 공익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민감한 협상 쟁점이었다. 미국은 방송채
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소유지분에 대한 현행 49%
투자제한 철폐 이슈, 영화 및 만화 관련 방송쿼터 완화 또는 철폐, 외국방송 재송
53) 미ᆞ호주 FTA에서 방송을 포함한 무선통신사업에 대해 소유를 제한하는 권리를 현재 유보해 놓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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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관련 더빙 허용, IPTV 등 융합서비스, 디지털 비디오/오디오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여 협상의 막바지까지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차) 통신서비스
미국은 현재 49%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KT, SKT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기
간(基幹) 통신업이 이미 민영화되었으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추가개방은 불가하
고, 외국의 개방사례에54) 비춰보아도 실질적인 개방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
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철폐 불가 입장을 견지하였다.
카) 스크린쿼터
우리나라는 2006년 2월 한ㆍ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1998년 한ㆍ미
BIT 협상 시 기 합의하였던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하였고, 한ㆍ미 FTA 협상 중
인 2006년 7월 1일부로 기존 146일(연간)의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하였다. 우
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이슈는 방송이슈와 함께 문화적 정체성 이슈로 부각
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협상기간 동안 민감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우리나
라가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미래유보(Annex II)에 유보한 것을 미국은 현재유보
(Annex I)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미국은 협상기간 내내 이를 주
요 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
었다.
54) 국가별 기간통신사업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은 다음과 같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자료: 외교통상부(2006).

무선국 허가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 20%
유ᆞ무선 20%
NTT에 대해 33%
Telstra에 대해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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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해운 및 어업 서비스
미국은 국가안보 및 자국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서비스 개방에 매우 소극적
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미국은 WTO 협상에서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기존
FTA에서는 자국 선박 의무사용 규정을 미래유보에 포함시키는 등 해운산업 보호
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한ㆍ미 FTA에서도 국제해운 및 연안운송에 대해 포괄적인
미래유보를 취하고 미 영해 및 EEZ내 어로작업에 활용되는 선박에 관한 포괄유보
를 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해운서비스분야에서 일반적인 규제가 폐지
되어 개방수준이 높은데다, 해운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아 한ㆍ미 FTA 협상 시 미
국의 해운 및 어업 분야 개방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3) 협상결과: 협정문과 유보안
서비스협상의 결과는 크게 협정문 협상결과와 유보안 협상결과로 구분할 수 있
고, 한ㆍ미 FTA와 같이 서비스 개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협
정문 협상보다 오히려 유보안 협상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네
거티브 방식의 경우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은 자동개방되므로 유보
안 협상이 더욱 신중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서비스 협정문
협상결과와 유보안 협상결과를 설명하되, 유보안 협상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이슈별 협상결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 협정문 협상결과
서비스 협정문의 적용대상에서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행성 게
임을 포함한 도박서비스, 금융서비스(별도 장),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별도 장),
정부보조금, 정부제공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 서비스협상의 결
과 적용되는 의무는 네 가지의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로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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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현지주재(Local Presence)55)가 있다. 서비스협정문상 기타
의무로는 합리적인 국내 규제(DR: Domestic Regulation), 자격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투명성 제고(Transparency)를 규율하였다.
서비스 협정문의 주요 결과는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 지방정부조치에 관한 유
보안의 작성범위, 국제특송시장 개방 등이 있다. 애초에 본문에 부속서 형태로 포
함되었던 FLC에 관한 내용은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협정문에서는 삭제하
고 유보안 협상으로 타결되었다.
(1)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체계
서비스협정문의 주요 결과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성과는 우리나라가 협상 시종
일관 요구하였던 전문직서비스 공급업자의 양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이다. 협정문 본문에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체계 구축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전문
직서비스 작업그룹(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수립하기로 합의하
였다. 이 작업그룹은 협정문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만나(shall meet) 상호
인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 한ㆍ미

55) ① 내국민대우는 협정상대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ti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service suppliers), ② 최혜국대우: 협정상대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제3국
의 서비스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지칭한다(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service suppliers of a non-party), ③ 시장접근은 시
장접근제한조치 도입을 금지하는 의무로 협정 당사국이 서비스공급업자의 수 또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ᆞ미 FTA에서는 4개의 양적 제한과 1개의 질적 제한 도입
을 금지하도록 부과하고 있다, ④ 현지주재는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를 뜻하는 것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상대국 영토내에 대표사무소, 여타 기업의 형태 또는 거주요건을 부과해
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한다. 투자협정의 4대 의무는 NT, MFN, PR, SMBD로 국경간 서비
스공급의 4대 의무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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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합동위원회가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부속서 이행에 대한 검토를 매 3년마
다 최소 1회 이상 해야(shall review the implementation) 한다는 문구도 삽입되었
다. 전문직서비스 작업그룹이 반드시 논의해야(should consider and include) 하는
사항은 (i) 양국의 적절한 전문가단체(professional bodies) 간 상호인정 약정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ii) 전문직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절차
개발의 타당성, (iii) 상호인정을 저해하는 지역정부 비합치조치, (iv) 전문직서비스
의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사 등이다.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의 우선대상은 부록 12가-1에 명기되어 우선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서비스분야부터 논
의하기로 합의56)하였으나,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세 분야 이외에도 추가로
상호인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에는 상호
인정에 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합의된 FTA이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
된 FTA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보안의 작성범위
연방정부체제 정치구조하에서 미국의 주정부 조치를 모두 유보안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미국의 주정부 비합치조치를 현재유보(Annex I)
에 기재하되, 두 가지를 우리 측 요구사항대로 타결하였다.

56) 협상 초기 우리나라는 미국에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분야의 자격증 상호인정을 제시하였으나, 미국
이 관심분야인 침구사(acupuncturist)에 대한 상호인정을 제시하여 우리 한의(漢醫)분야와의 충
돌로 인해 우선협의대상분야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침구사와 우리나라의 한의
사 체계가 상호인정이 어려운 상이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초과공급을 보유하고 있는 간호사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요구도 철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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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현재유보로 기재하면서 자유화 후퇴방지(ratchet)를 적용하여 주정부 조
치가 자유화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둘째는 미국 측이
2005년 DDA 2차 양허안에서 제시한 주정부 비합치조치를 예시적으로 나열하여
리스트를 첨부하도록 하고, 미국을 설득하여 부속서(Annex 12-C)에 서비스 공급
을 구체적으로 저해(material impediment)하는 주정부의 조치가 있는 경우 이 조
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 현재유보에 주정부 조치를 예시적으로라도
첨부하고 양자간 협의메커니즘을 구축한 예는 한ㆍ미 FTA가 최초이다. 실제로 우
리나라 서비스 공급업자가 미국 진출시 연방정부에 못지 않게 주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로 서비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은 우리 서비스 공급업
자의 미국 진출에 유리한57) 정책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서비스협정문의 4대 의무사항58)에 예외가 되는 조치 및 정부의 범주는 크게 나
누어 첫째 현재유보에 기재되어 있는 중앙정부(central level of government)의 조
치(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 둘째, 현재유보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
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의 조치, 셋째, 지방정부(local level of government)의 조치, 넷째, 미래유보(Annex II)에 유보되어 있는 조치이다. 적용 범주
에서 우리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및 미
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county)의 현존 비합치 조치는 우선유보안에 기재할 의무
가 없도록 타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현존비합치조치는 유
보안에 기재 의무없이 현존조치를 그대로 허용받았고,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57) 주정부 조치에 관한 협의채널은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비(非)서비스분야에도 적용되는 주정부의 비
합치조치를 의미한다.
58) NT, MFN, MA, LP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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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허용하였다. 이 경우 래칫 메커니즘은 적용된다.
(3) 국제특송시장(EDS: Express Delivery Services) 개방
우리나라 현행 우편법 시행령상 국제특송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한정된 상
업서류로만 제한되어 있으나,59) 현실적으로 국제특송업체들이 유학서류, 서신 등
국제특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생기게 되고 법규위반사항이 빈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국제특송업체의 영업범위를
국제서류(international document)로 확대하여 특송업무를 현실화했다.
협정문 본문에서 부속서(Annex 12-B)의 형태로 우리나라가 최소한 현재 존재
하는 특송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독점
적인 우편서비스로부터 도출된 수익을 통한 교차지원 금지 의도 확인 등이 규정되
었다. 또한 국내특송은 현행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부속서
한에서 향후 우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시장 조건, 보편적 우편서비스 보
장의 필요성, 타국의 우편서비스 자유화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우편시장
개혁 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우편법 개정이 입법화된 후 민간 배달서비
스와 정부 독점서비스의 영역구분 기준을 중량ㆍ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
인 기준으로 분류할 것에 합의하였다.

나) 유보안 협상결과
2006년 7월 우리나라가 1차 제시한 유보안의 총수는 96개였고, 현재유보는 52개,
미래유보는 44개였다. 우리나라의 1차 유보안은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60) FTA의
59) 기술도입, 무역서류 등으로 제한된다.
60) 한ᆞ싱가포르 FTA 유보안 총수는 81건에 현재유보 50건, 미래유보 31건이며, 미국은 미ᆞ호주,
미ᆞ싱가포르 등 기존 FTA와 유사한 유보안을 제시하여 총 19개, 현재유보 12개(원자력산업,
주정부조치의 포괄유보 등), 미래유보 7개(공공서비스, 소수민족우대, 해운, 방송 등)이다. 한ᆞ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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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우리나라 유보안 분석표
ANNEX I
건설서비스
건설기계임대, 정비, 수리, 매매, 폐기
도로운송(자동차유지보수, 번호판)
담배, 주류 도소매업
농산물(벼, 보리, 육우사육업)
안경유통
도소매(의약, 한약, 기능)
약국
철도운송 및 부수서비스
육상운송(택시, 버스제외)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부수서비스
항공운송(정기/부정기, 항공기사용, 유지보수)
도로운송지원(주차장, 터미널)
쿠리어(일반)
통신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의료기기 임대
자동차 임대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
전문직서비스(법률, 노무,
변리, 회계, 세무, 관세)
산업안전보건
엔지니어링 및 건축사
옥외전광판
직업알선, 근로자공급, 파견
조사, 경비업
인쇄/출판업(간행물 배포)
교육서비스(고등, 성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의사
환경
공연서비스
뉴스제공서비스
혈액제재
정기간행물(신문제외)
유통서비스-농축산업
통신-방송
에너지-전력
에너지-가스
영화서비스-스크린쿼터
현재유보: 47개

ANNEX II
외국인투자
민영화 및 권한이양
외국인토지취득
총포도검
취약집단
정부 소유의 국가전자정보체계
사회서비스(복지, 보건, 보육, 공공훈련 등)
MA 포괄유보
MFN 포괄유보
통신-위성(DTH, DBS 등)
운송-철도운송
환경
원자력
에너지(전력, 가스)
농축산물 도소매(쌀, 인삼, 홍삼)
승객육상운송(버스, 택시)
육상운송(쿠리어 제외한 화물운송)
내륙주운, 우주항공
양곡저장관리
비독점우편서비스
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IPTV 등 유료비디오서비스
방송서비스-공동제작
방송서비스-국내제작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
파산 및 법정관리
온라인컨텐츠(디지털시청각서비스)
지적측량 및 지적도
농축산물 실험, 검사, 인증, 판정, 분류
농림축산(농협, 산림조합 포함)부수서비스
어업
정기간행물(신문 발행)
교육(유아, 초중등, 고등일부 등)
보건의료
영화서비스(진흥, 광고, 후반 제작)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농어촌휴양서비스
전문직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전략기술물자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운송서비스-해상여객운송 및 연안운송
미래유보: 44개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양국은 2차 협상에서 상호 제시한 1차 유보안에 대한 축소ᆞ개선ᆞ보완ᆞ수정 작업을 협상 막바
지까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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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안에 신규 유보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작성하였다. 2007년 5월
25일 협정문 공개시 정부가 발표한 유보안 협상결과는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2개로 총 89개였고, 6월 30일 최종 서명 후 발표한 최종 유보안은 미래유보 2개
가 늘어 총 91개의 유보안 수에 최종 합의하였다.61) 유보안은 현재 유보(Annex I)
와 미래유보(Annex II)로 구성되어 있다.62)
유보안 협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교역 확대 및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증진방향으로 서비스 개방영역 설정, 둘째, 경쟁이 필요한 부
분에는 경쟁을 도입, 셋째, 경쟁력이 미약한 분야로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 개방 유도, 넷째, 교육ㆍ의료 및 사회 서비스, 공공서비스
영역은 포괄유보, 다섯째, 전체적인 우리나라 서비스 개방수준은 DDA 수준을 상
회(DDA Plus), 미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DDA 양허수준, 여섯째, 서비스개방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 일곱째, 향후 우리가 추진할 여타 거대경제권과
의 FTA에 대비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개방, 여덟째, 향후 서비스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포괄적 규제권한 확보, 아홉째,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안정
성 확보, 열째, 미국의 개방된 서비스시장 확보 등이다.
(1)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ㆍ회계ㆍ세무) 단계적 개방
미국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61) 한ᆞ싱가포르 FTA는 80개 총유보 수로 현재유보 50개, 미래유보 30개였다. 한ᆞ미 FTA에서
미국은 총 18개의 유보안을 갖고 있고 그 중 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이다. 유보안 수에 따
라 개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래유보가 많다는 것은 향후 규제권한을 확보했
다는 의미이지 미개방분야가 많다는 것은 아니며, 미국도 협상과정에서 유보안 수보다는 법적 명
료화, 안정성 등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전개하였다.
62)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 후퇴방지장치(ratchet
mechanism)가 적용되고,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미래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분야를 나열한 것으로 유보안에는 서비스분야,
유보할 관련 의무, 유보하고자 하는 조치, 유보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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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3단계 개방방식을 도입,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최종
타결되었다. 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한ㆍ미 FTA
효력 발효시 1단계 개방이 허용되면서 외국법 자문사(FLC: Foreign Legal Consultant)
에 의한 미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이 허용되고,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는데, 이는 우리의 DDA 2차 양허안 수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표 3-33. 법률서비스 단계적 개방안(Annex II)
단계적 개방 추진

개방내용

발효일까지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 2년 이내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 허용

발효 + 5년 이내

국내 로펌과의 합작ᆞ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발효 후 5년 내에 미국 로펌과의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63) 다만
합작을 허용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ㆍ세무는 2단계 개방 추진안을 채택하였는데, 두 번째 개방단계에서는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국의 회계사 및 세무사가 우리나라 회계 및
세무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율되었다. 미국 회계사 및 세무사의 1인 지
분은 우리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3)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04년 현재 2조 3,812억 원(GDP의 0.31%), 2007년 3월 말 현재 개
업 변호사는 8,168명으로, 변호사 1인당 법률서비스 제공 인원 수가 6,900명으로 미국(260명)
과 독일(680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내변호사들의 국제변호사 자격취득도 증가하여, 국내 주요
로펌의 경우 소속 전체 변호사의 20~40%가 국내 및 국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순수 국
제변호사의 비중은 10~20%에 달한다.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75

표 3-34. 회계서비스 단계적 개방안(Annex II)
단계적 개방 추진

개방내용

발효일까지

외국 회계ᆞ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 5년 이내

외국 회계 법인의 국내 회계ᆞ세무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2) 국내 방송서비스부문 개방
방송서비스 개방은 크게 두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방송채널사용사
업자(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지분 허용이고, 둘째는 방송
쿼터 완화이다. 방송서비스 투자 개방안은 현재유보안(Annex I)에 기재되어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49%로 유지하고,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허용은 협정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허용된다.
개방안에 따르면 의제외국인(a deemed foreign person)은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 투자에서 지분보유를 현행 50%에서 1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종
합편성ㆍ보도ㆍ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간접
투자는 국내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간접투자 개방대상에서 계속 제외되었다. 기

표 3-35. 방송쿼터 현황 및 변화
장르별

영화
장르별
방송시간 제한
애니메이션
자료: 방송위원회(2007).

매체별

제한비율(연간)
A

변화된 쿼터
B

축소비율
(B/A)×100

지상파

25% 이상

-

-

지상파 이외

25%이상

20% 이상

20.0%

종교방송

4% 이상

-

-

지상파

45% 이상

-

-

지상파 이외

35% 이상

30% 이상

14.3%

종교방송

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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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사업자(SO: System Operator)에 대한 인ㆍ허가제도,
외국인지분 한도, 방송쿼터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타결되었
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유보에 기재되었다.
방송쿼터 완화는 우선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방송쿼터)
의 완화이다. 방송쿼터 중 영화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이 35%에서
30%로 각각 5%씩 감소되었다.
1개국 쿼터도 현행 60%에서 발효시 80%로 완화되었다. 1개국 쿼터 완화는 지
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에도 적용이 된다. PP에 대한 외국인 쿼터 지분제한과
방송쿼터 완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서비스 관련 사항은 모두 미래유보에 기재
되어 향후 변화하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권한을 충분히 확보하
였다.
(3)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완화
통신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허용은 현재유보에 기재되었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표 3-36. 방송서비스 미래유보 사항
한국은 이하의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리를 확보
매체간 교차 소유 제한
간접투자한도 문제: 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의제외국인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지분의 최소비율을 설정하는 조치
이사의 국적 또는 거주 요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또는 공익채널의 송출 의무 부과
Annex II
채널 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ᆞ주시청시간대 쿼터ᆞ제작비 쿼터 등 대안 쿼터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주문형 비디오 방송에 대한 콘텐츠 쿼터 부과
외국방송 재송신 제한 또는 금지. 현재와 같이 더빙 및 지역광고 불허
자료: 방송위원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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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국인지분 제한은 현행과 같이 49%로 유지되고, 외국정부ㆍ외국인ㆍ외국인
의제법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통신서비스 현재유보안에서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를 100% 허용하였다. 다만 국내 핵심
기간망을 보유한 KT, SKT는 제외하고,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4)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현재 규제체계에 대해 논의 중인 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
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예로 IPTV)를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현재
‘방송ㆍ통신 융합추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관련 입법활동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5) 교육ㆍ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한국의 교육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음에
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 개방이슈는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었다. 협상 최종결과 우
리나라는 유ㆍ초ㆍ중등 교육, 의료ㆍ보건 관련 고등 교육, 유ㆍ초ㆍ중등 교원 양
성 고등교육, 법학 전문대학원, 모든 수준의 원격교육,64) 기타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다.65)
또한 의료 및 국민연금ㆍ사회보험ㆍ보건ㆍ탁아ㆍ법 집행 및 교정 등 사회서비스,
전기ㆍ가스ㆍ수도ㆍ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모든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미래유보하여 개방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대학교육),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 법령의 수준에서
64) 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주지 않는 비학위 성인교육은 개방하였다.
65) 교육서비스에서는 NT, LP, PR, SMBD, MFN 모두를 포괄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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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포괄유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특례는
포괄유보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현재유보(Annex I)에 전기ㆍ가스에 대한 외국인지
분 제한은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재하였다.66)
(6) 해운서비스ㆍ어업시장 개방이슈
해운 및 어업시장 개방이슈는 협상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
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이슈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 국적선박 운영에 관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에 기재하였
다.67) 미국은 연안해운서비스, 해상구조물에 대한 투자ㆍ소유ㆍ지배 및 운영 등을
포괄유보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여객운송, 연안해운을 미래유보하였다.
다만 한ㆍ미 양국은 선박 건조 및 수리, 부두의 운영과 정비를 포함하는 내항 항만
활동 등의 경우 유보에서 제외하고, 특히 내항 항만활동 등의 경우 상호주의에 입
각하여 서로 상응하는 시장접근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어업분야의 경우 미국 영해ㆍEEZ 내에서 조업 등 상업적 활동에 관하여는 ‘공
동수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7) 시장접근수준 상향조정
국경간 공급서비스 협정문상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의무는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였다. 협정문상 합의를 본 MA 의무사항에서는 첫째, 서비스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 부과 금지, 둘째,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금지,

66) 한전 지분은 40%, 발전설비 용량에는 30%, 송전ᆞ배전 및 판매 사업은 50% 미만, 가스공사
지분 제한은 30%이다.
67) 미국은 이 서비스분야의 NT, MFN, LP, PR, SMBD 의무를 모두 미래유보하였다.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79

셋째, 서비스 영업의 총수나 서비스 총산출량을 제한하는 조치 금지, 넷째, 총고용
인력에 대한 제한 금지, 다섯째, 서비스 공급기업의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 부과
금지 등 총 다섯 가지를 열거적(exhaustive)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접근의무 관련 이슈는 시장접근의무 적용대상문제와 유보안상에서 시장접
근의 양허수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와 정책의 규제권한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협상의 쟁점이었다. 협정문상 적용은 투자
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68)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시장접근의무를 확대적
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협정문 본문에서 MA 의무를 적용하더라도,
유보안에서 MA 의무를 어떻게 유보하느냐에 따라 시장접근의 양허수준이 달라지
게 되고, 개방 정도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협상결과 한ㆍ미 양국은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정문 본문(제 12.1조 3항)에서 시장접근의무를 서비스투자
(모드 3)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협정문의 주석을 통해 모드 3에 대한
MA 의무의 적용범위를 서비스협정문상 범위 내로 한정하여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였다. 즉 투자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등은 적용하
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한ㆍ미 양국은 네거티브 방식하에서 MA 의무 적용 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하여 시장접근의무에 대한 양허방식을 GATS 방식인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으로69)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미국도 네거티브 방식에

68) 투자를 통한 서비스공급은 모드 3를 통한 서비스공급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은 미ᆞ모로코, 미
ᆞ싱가포르, 미ᆞ호주, 미ᆞ오만 FTA 등에서 시장접근의무(MA) 조항을 투자를 통한 서비스공
급에 모두 적용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투자를 통한 서비스공급
에 MA 의무를 확대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라는 측면에
서는 MA 의무 적용이 중요한 측면인 반면에 한ᆞ미 FTA와 같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유보안 작성의 경우 경제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
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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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투자분야 시장접근의무 적용에 부담을 가지고 실제로는 자국 시장접근 유보
안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약속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ㆍ미 양국은 부속서 II(미
표 3-37. [부록 II-가]의 양국간의 MA 양허 개선 서비스영역
[부록 II-가]의 우리나라의 양허 개선영역
연구개발서비스
-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 서로 다른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서비스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조사 서비스
광업 관련 부수서비스
포장서비스
컨벤션 대리서비스 이외의 컨벤션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여흥이 없는 음료 제공서비스
- 관광운영자서비스
- 관광객안내서비스

[부록 II-가]의 미국의 양허 개선 영역
외국법 자문서비스
회계ᆞ감사 및 부기 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적 시험ᆞ분석서비스, 공공자금이 일부
또는 전체 지원된 서비스 또는 정부 지정
서비스는 제외
기타 서비스, 컨벤션서비스는 제외(번역ᆞ통역
서비스는 삭제)

특급배달서비스(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정의된
대로)
기타 배달서비스
고등교육서비스(비행교육 제외)
영화ᆞ비디오테이프 홈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제작ᆞ유통
환경서비스
신체안녕서비스
도로화물운송
화물처리서비스, 보관 및 창고서비스, 화물 운송
대리서비스(해상 또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외)
주: 구체적 시장접근 개선사항은 한ㆍ미 FTA 협정문 부속서를 참고. 한ㆍ미 양국 공히 GATS+를 추
구하여 DDA 수준으로 개선함.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69) Annex II, p. 1286, p. 1339, 한ᆞ미 FTA 협정문 (영문), 2007년 6월 30일 서명본. 양국
모두 투명성 차원에서 Appendix II-A를 추가하여 양허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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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유보)에 시장접근의무를 포괄유보하고, 대신 MA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해 양허
범위를 UR 양허수준에서 DDA 협상 시 제시한 수준까지 각각 개선하기로 합의하
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투명성 차원에서 UR 양허표상의 특정 서비스 분야를
한ㆍ미 FTA 서비스 부록 II-가(appendix II-A)에 적시하여 양허 개선이 DDA 수
준까지 상향되도록 하여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고, 미국도 부록 II-A에
서 14개 서비스분야의 양허를 DDA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4) 서비스분야 파급 영향
서비스 개방의 혜택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간다.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국
내 진출에 따라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된다. 국내기업의 서비스상품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선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
게 되므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서비스공급자 간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면 서비스 품질은 보다 향상되는 반면 서비스가격은 인하되는 효과
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국내 서비스시장이 독과점시장인 경우 이 같은 효과는 보
다 클 수 있다. 또한 서비스가격 인하는 국내물가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상품 개발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연
스럽게 소비자들의 필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
는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분야의 특성상 시장개방은 이 분야의 투자확대로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
한 국내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투자하는 서비스 기업은 대
표 또는 주요 임직원 외에는 대부분 국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실업난 해소
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 개방안에 대한 전반적 효과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및 래칫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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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서비스분야는 자유화 약속방식으로써
네거티브 리스트 및 래칫 방식을 채택하였고, 전체적으로 WTO/DDA보다 높은 자
유화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발적으로 단행한 개방수준을 유보안
에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거치(binding)함으로써 서비스 자유화 관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유보안을 통해 개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비스는 제반 국내법이나 각종 조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유화약속의 방
식과 범위가 경제적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포
괄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내외국인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서비스 자유화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
고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우
리나라가 유보안에 기재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FTA 협정을 통해 구속시키게 되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
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번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은 2005년에 제
출한 DDA 수정양허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미국 측에 양허했다. 그러나 교
육이나 의료와 같이 개방이 기대되었던 분야가 포괄유보되었기 때문에 그 개방폭
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자유화후퇴방지장치(ratchet)는 자유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 한ㆍ미 FTA의 서비
스 유보안에서 현재유보(Annex I)상의 현존 비합치조치는 자유화후퇴방지장치가 적
용된다. 이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현재유보에 기재한 당해 서비스분야 비합치조치의 축소 또는 추가 자유화
를 실시하는 경우 유보안에 반영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자유화수준이 동결되는 효
과가 발생해 서비스자유화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제고시키며, 이는 해당 서비스 교
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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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한국과 미국의 대세계 서비스 무역수지(2005년)
(단위: 백만 달러)

미국

한국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서비스

376,788

314,575

62,213

45,375

58,467

-13,092

여객

20,930

26,070

-5,140

2,488

1,517

971

화물

17,340

44,160

-26,820

18,352

7,831

10,521

기타 운송

24,910

17,950

6,960

3,043

10,619

-7,576

여행 및 관광

102,010

73,560

28,450

5,660

15,314

-9,654

기타 서비스

211,600

152,840

58,760

15,831

23,187

-7,356

자료: IMP(2006); USITC(2007).

IMF의 2005년 한국과 미국의 대세계 서비스수지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
자가 약 13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이 낮은 한국의 서비스시장 경쟁력과 한ㆍ미
FTA의 서비스 개방으로 인해 개방 초기단계에는 한ㆍ미 간 서비스 교역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경
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여행 및 관광, 기타 서비스분야 등에서 대미 서비스 수지가
개선될 여지가 있고, 개선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세계 경쟁력도 향상되어
궁극적으로는 대미 수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 및 회계 서비스 등 이번 협상으로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경
우 초기에는 경쟁가중에 따른 구조조정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
내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은 선진 경영기법과 서비스 노하우 등에 대한 빠른 catch up이 발생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업무제휴와 국내변호사의 고용이 허용될 경우 원스톱서
비스가 가능해져 외국인투자 증대 및 금융허브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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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시장의 경우 외국의 개방사례 몇 가지를 접할 수 있다. 독일은 1998
년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영미계 로펌의 시장 잠식으로 상위 열 개의 로펌 중 두
개만이 토종 로펌으로 남았으나70) 합병당하지 않은 독일 로펌들이 해외진출의 가
속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독일 로펌 및
변호사들 해외 및 기타 유럽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1,000여 명 이상의 독일
변호사가 여타 유럽지역에서 활동 중이고, 살아남은 토종 로펌들은 증권 및 금융
분야에 주력하여 매출액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미계 로펌이
독일 토종 로펌을 합병한 후에도 경영권이 여전히 독일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71) 이는 영미계 로펌과 독일 로펌은 각각 특기인 기업자문과 소송자문에 집
중하여 독일 기업과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함으로
써 독일의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영미계 로펌들이 본격적인 내수시장을 잠식했으나, 토종
로펌들이 다양한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 예로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에바시 법률사무소는 국내법과 송무에 전문화하여 대형 영
미계 로펌들로부터의 수요가 증가했다. 중국 토종 로펌인 킹앤우드는 과거 영미계
로펌들이 독식했던 해외증시상장업무를 2004년 현재 50%를 점유했는데, 이는 영
미계 로펌에 진출했던 변호사들이 그 노하우를 배워 다시 토종 로펌으로 돌아와
전수함으로써 가능했다.72)
법률시장의 개방은 차후에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요청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ㆍ미 FTA를 통한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안은 협상전략상 EU와의 FTA
를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
70) 두 개의 독일 토종 로펌은 헨겔러 뮬러와 글라이스 루츠이다.
71) 현재 독일 최대 로펌 프레시 필즈는 합병한 독일 로펌과 공동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링클레이터
스는 독일 현지 로펌이 전적으로 경영권 행사하고 있다.
72) 한국경제신문 (2006. 2), 법률시장 개방 폭풍전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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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향후 국내 법률서비스공급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
다.73) 개방은 모드 3이나 4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존 모드 1
이나 2에서의 법무서비스 수입을 상업적 주재나 현지 고용의 형태로 대체함에 따
라서 무역수지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비록 서비스개선효과는 미국 로펌의 국내
매출증가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외국 로펌에 의한 국내 법률시장에서 국내 로펌들
을 대체해나갈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경쟁을 통한 토종 로펌들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합작형태로 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외국 로펌
들이 지닌 노하우에 대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
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처럼
법률비용(특히, 국제적인 소송문제) 하락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법률서비스 공
급 자체가 다양화되어 국내외의 다국적기업, 내국 송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은 세
계화시대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보다 경쟁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ㆍ통신 시장개방은 외국기업이 간접투자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
이 허용되었다. 간접투자의 경우 국내 방송ㆍ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영향력하에 있는 국내기업의 형태
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간접투자의 허용은 방송ㆍ통신 시장의 장악
보다는 시장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0%의 성장을 보
이며 2002년 43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여 차세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
김하였으나, 2003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후 2004년에는 3.4% 성장에 그치고 있
73) 영국계 로펌들은 미국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일본에서 법률서비스시장
구조의 급격한 재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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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송서비스는 지상파 방송 공급자, 유력 프로그램 공급자(PP: Program
Provider), 그리고 영세한 다수의 케이블방송 공급자로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74)
문제는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의 경우 크게 몇 개의 기업이 과점적으로 점유하
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점기업은 PP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MSO: Multiple
System Operator)로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수직적으로 과점화시켜나가고 있다.75)
전체 104개의 MSO는 8개의 주요 사업자와 22개의 개별 사업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 10개 이상의 지역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6개이며 총 71개의 SO가
그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수의 케이블 채널 공급자인 CJ와 같은 사업자는 15개
의 SO를 보유하여 현재 둘째로 많은 SO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시장경쟁을 촉발시켜 방송
소비자의 이익증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기업에 의한 간접투자
는 일부 영세한 PP의 시장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방송서비스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외국기업
지나친 시장 장악은 자칫 국민들에게 편향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모르
고, 현재 공공성을 띠고 있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외국기업들은 상업적 목
적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기능도 우려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국내규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국내규제를 공정하게 집행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4) PP는 케이블 TV에서 각 채널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YTN, MBN 등
이 있다.
75) MSO는 각 지역에서 케이블 TV를 가입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각 지역케이블 TV
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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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에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는 긍정적 효과와 부
정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효과로는 막대한 자금력,
축적된 경영노하우 및 제작기술 등을 보유한 미국 제작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
내 중소 제작사들이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현상은 국산프로그램의 제작 위축과 시청자들의 미국 제작 프로그램에 대
한 노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제작 프로그램의 주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10～30대 계층의 경우, 이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프로그램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출 확대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 효과로는 소비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기회가 확대
되고, 미국 제작사와의 경쟁 속에서 국내 제작사의 경영기법과 제작프로그램의 질
이 제고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수급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비스개방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관계 법령의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
한 사전예고기간 및 의견수렴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로 하여금 법령에 대한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리고 협
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
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무를 신설하도록 합의되었다. 아울
러 국내규제의 합리화도 빼놓을 수 없다.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
과 관련된 조치들이 불필요하게 서비스무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도
입되는 한편, 국가의 정책 목적상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해당 조치들이 객관적이
고 투명한 기준에 바탕을 두도록 하여 자의적인 국내 규제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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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공급업자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어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을 통해 개방된 분야는 미국 서비스기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타 서비스분야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ㆍ미 FTA
로 개방이 확대되는 통신ㆍ방송 등의 국내 주요 서비스시장은 과점형태이므로, 한ㆍ
미 FTA 발효 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의 개선을 통해 소비
자 잉여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건전한 경쟁 촉진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발전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기업의 건전한 경쟁과정에서 기업들은 소비
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개발에 노력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업ㆍ통신ㆍ금융서비스 등 최근 서비
스업은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 농업 등 여타 분야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서비스기업의 진출과 국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
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한ㆍ미 양국은 상호 자격인정을 통한 인력 진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인정조항의 부속서를 통해 양국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여, FTA 발효 직후 작업반을 설치하고 1년 내 논의 개시, 2년 내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직서비스분야의 상호 자격 인정 추진은 해당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전문직서비스의 시스
템 선진화에 기여하는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전문인력 이동형태의 서비
스 수출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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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한ㆍ미 FTA의 서비스 추가 개방폭이 당초 기대보다는 소폭이었으나, 개방수준
은 한국이 WTO/DDA 서비스협상에서 제출한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개방폭이 작은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교육ㆍ보건의료 서비스시장 개
방이 포괄적으로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개방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래칫조항이 포함되는 등 향후 적극적 개방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
다는 측면에서 서비스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에서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던 것이 높은 수준
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낙후된 국내 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 국내 서비스
소비자의 후생증가, 이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이었다. 개
방된 서비스시장에서 국내 서비스공급자들이 경쟁력이 높은 미국 서비스공급자들
과 경쟁하고, 해당 서비스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와 함께 기술과 생산성이 향
상되어 중장기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협상 개시부터 미국이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공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 일부의 지나친 우려로 말미암아 당초 기대하였던 개방폭
이 축소되어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또한 당초 기대수준보다
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서비스공급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생산확대, 국
내기업의 경쟁 및 대응에 따른 생산확대, 기술체화에 따른 서비스 생산성 확대 등
국내 서비스공급자의 경쟁력 및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장기
적으로 서비스부문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시장의 포괄적 유보에 대한 평가는 상반될 수 있다. 교육
이나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유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개방이 이루어졌다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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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내교육이나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교육개방76)에 따라서 외국대학이 국내에 진출하면, 서비스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출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만
족도를 제고시키고 의료서비스공급의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1단계 개방내용은 우리나라의 WTO/DDA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에 준하는 수준으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 금융 및 자
본시장의 성장과 무역 등 국제거래의 증가로 인해 FLC(Foreign Legal Consultant)
에 대한 국내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 분야를 개방하지 않아 수백 명이 법무
보조원 자격으로 취업하여 FLC 업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FLC 허용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FLC를 공식적ㆍ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접근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개방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최종 3단계에서 미국 로펌이 우리나라 로펌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이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77)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
부의 우려처럼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는 판단되
지 않는다. 즉 한ㆍ미 FTA 협정의 비준기간과 단계적 개방기간을 충분히 활용하
여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간다면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ㆍ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서비스도 법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단계 개방에서는 국내에 미치는 충격
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단계 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회계서비스시
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조정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단계적 개방을 충
76) 교육이나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이슈는 영리법인 허용이다. 의료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
자치도에서만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되고, 한ᆞ미 FTA에서는 교육ᆞ의료가 포괄유보되었다.
77) 우리 측 미래유보에 따르면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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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활용하여 국내 회계법인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공급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간접투자를 통한 미국기업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을 철폐한 것은 기업
간 인수합병의 여지를 넓혀줌으로써 포화상태에 직면한 국내시장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방송개방에서 국내기업의 점진적인 경쟁력 강화와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협정의 비준기간(2년 내외) 및 협정 발효 후 유예기간(3년))
을 확보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협상결과로 평가된다.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주문형비디오
(VOD: Video On Demand) 등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는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던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 개방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장대로
미래유보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개방으로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였으며,
향후 보다 가속화될 방송ㆍ통신 융합 현상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정부 비합치조치 목록화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수준으로 합의되었는데, 우리나
라의 요구사항을 실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향후 협의기구를 통한
문제해소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ㆍ미 FTA 협상에서 전문직 분야 상호 자격 인정 추진체계를 포함한 부속서
채택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미 진출기회의 확대
가능성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직 자격 인정 문제는 미국이
DDA 서비스협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그러한 미국을 대상으로 추
진체계를 부속서에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미
국의 국내 한의사시장 개방요구에 맞서 우리나라의 협상불가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점도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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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미국의 주요 FTA 교역상대국에 대한 전문직 쿼터 배정현황
순위

국가

교역량(수출입)

전문직 쿼터(연간)

1

캐나다

4993억 달러

무제한

2

멕시코

2902억 달러

5,500명

7

한국

714억 달러

0

16

싱가포르

358억 달러

5,400명

25

호주

231억 달러

10,500명

32

칠레

119억 달러

1,400명

자료: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홈페이지(www.uscis.gov)를 토대로 필자 정리.

한ㆍ미 FTA 협상기간 내내 한국은 미국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미국으로부터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한국의
협상력 약화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쿼터가 포함된 일
시입국(temporary entry)에 대한 협상권한을 미국 의회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
다.78) 미ㆍ칠레 및 미ㆍ싱가포르 FTA 이후 미국이 맺은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
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79) 호주의 경우는 FTA가 발효(2004년 7월)된 이후 미ㆍ
호주 FTA와는 별도로 미 의회와의 교섭을 통해 미 이민법상 E-3비자(2005년 5월)
라는 신규 비자유형을 1만 500명 획득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호주의 사례를 참고
삼아 FTA 발효 이후에도 한ㆍ미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78) 미ᆞ칠레 FTA, 미ᆞ싱가포르 FTA 이후 미국 의회는 전문직 비자쿼터 등 일시입국에 관한 이슈
는 미 의회의 고유권한인 이민이슈임을 미국 행정부에 강조하고, 미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미 행정부에 수차례 하였다. 이에 따라 한ᆞ미 FTA에서 미국 행정부는
상기 분야에 대한 협상권한이 없음을 설명하여 협상 초기부터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하였다. 실례로
2006년 4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협상에서 절대로
이민 관련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의회의 강경한 입장이 담긴 요청서한을 전달하였다.
79) 따라서 미국이 호주, CAFTA, 페루, 콜롬비아, 바레인, 모로코, 한국 등과 맺은 FTA에서는 전
문직 비자쿼터 내용이 협정문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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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미국 의회로부터 전문직서비스
쿼터를 확보하는 경우 한ㆍ미 FTA 서비스분야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
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0. 미국의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2004. 10. 1~2005. 9. 30)
한국

싱가포르

칠레

호주

H-1B

3,838

561

278

1,392

전문직 쿼터

0

5,400(H-1B1)

1,400(H-1B1)

10,500(E-3)

자료: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홈페이지(www.uscis.gov)를 토대로 필자 정리.

또한 한국정부는 한ㆍ미 FTA 협상과 별도로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 Program)에의 가입을 추진 중이며, 2006년 비자거부율 요건(3%)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미 행정부의 VWP 개편추진으로 이 프로그램 가입을 위
한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80)
나. 금융서비스
1) 협상 개요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은 WTO 체제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정
및 OECD 가입 등을 통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진전되어왔던 금융부문의 개방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제도ㆍ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적하에 추진된 것으
로 그 의의를 요약할 수 있다. 물론 금융서비스분야 협상도 한ㆍ미 FTA 협상의
한 부분으로서 별도의 예외적 조항을 두지 않는 한 일반적인 한ㆍ미 FTA의 원칙

80) 한국일보 (2007년 6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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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WTO의 회원국으로서 이미 서
비스무역 일반협정(GATS)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융서비스분야의
협상에 대해 개방원칙 차원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OECD 가입 및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
업의 개방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금융부문의 개방이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왔다는 점에서 한ㆍ미 FTA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은 상품부문협상은
물론 여타 서비스부문의 협상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경제의 자원배분 및 상
품ㆍ서비스 거래의 결제 등과 관련된 금융서비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
서비스분야의 협상은 서비스산업의 한 부문으로서 관련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 등
암묵적인 교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산업 차원의 득실보다는 경제 전반적
차원에서 협상의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잠재적 참여자ㆍ감시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
고, 나아가 전반적인 금융규제 문화 및 체계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은 기존의 금융개방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인 개방조치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의 장
기적 효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주
로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바탕으로 한 개방이 위주가 되었으나,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및 ‘신금융서
비스(new financial services)’ 등의 개념을 기존 개방정책에 어떻게 접목하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81) 또한 산업은행 및 우체국보험을 비롯하여 정부가 정
81) 한ᆞ미 FTA 협정문 이 NAFTA 방식을 주로 채택함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형태는 크게 ‘투자’
와 ‘국경간 거래’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로 인해 한ᆞ미 FTA 금융서비스협상에서는 GATS
방식에서 네 가지로 구분되는 서비스공급형태 중에서 투자를 수반하는 ‘상업적 주재’ 이외의 ‘국
경간 거래’를 중심으로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ᆞ미 FTA에서 금
융서비스부문의 협상에서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개방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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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단의 합목적성 및 유지 필요성, 나아가 그러한
수단들의 존재가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ㆍ미 FTA 협상은 금융규제의 투명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선진형 금융규제ㆍ감독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
라 금융산업의 장기ㆍ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82)
먼저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증가할 경우 양국 금융제도의 상이함으로 인
해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경간 거래 개방방식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금융 관련 법령에서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개방할 분야만 부속서에 명시하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을 주장하였으나,83) 미국 측은 NAFTA 등의 협정에서 채
택하고 있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을 주장한 바 있다.
나라의 금융서비스산업이 ‘상업적 주재’를 중심으로 이미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에도 상당 부
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82)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자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지점 및 자회
사 등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없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
는데, NAFTA 방식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협정에서 통용되는 서비스거래 형태의 하나이다. 여기
서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는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방식의 협상에서 구분
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형태 중에서 ‘국경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 ‘해외
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 ‘자연인의 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investment)’는 자본의 이동
을 의미하는데, GATS 방식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형태 중에서 자본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상
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와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3) 단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허브 달성
을 위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하는 포괄주의(negative) 방
식을 주장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현지화는 장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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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개방협상은 주로 보험중개서비스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제출된 WTO 양허안에서 국제교역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보험
중개서비스 등 부수서비스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국내 주재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생명ㆍ손해보험의 개인성 보험
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OECD 가입과 관련
된 대외개방 약속의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의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제1항은 “외국보험회사는 우
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비대면거래방식에 의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보험중개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내 관련 법규들도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경간 공급이 허용된 보험서비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보험서비스에 대한
중개에서 국경간 공급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감독규정 제
1-6조 제2항은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단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조의 제3항에서는 “외국보험회사는 그 임
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
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대면거래방식의 국경간 공급은 물론 ‘자연
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서비스의 공급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측은 보험중개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대면거래방식으로 할 수 있
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보험서비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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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거래는 국제교역 관련 보험에 대해서만 개방하되, 비대면거래방식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ㆍ미 FTA보다 앞서 2003년에 체결되었
던 미ㆍ싱가포르 FTA에서도 몇 가지 특수보험을 제외하면 외국의 보험중개사들
이 판촉행위를 통해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보험을 중개할 수 있도
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서도 국경간 거래의 개방범위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는데, 협상 초기에 ‘펀드의 설립 및 모집’에 대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
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협상의 강도가 당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진
행되었다. 남은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금융기관에 국경간 거래를
통해 위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측은 국내 관련 법규에
충분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자산운용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수 없으며,
허용하더라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외화표시 자산운용만을 외국 자산
운용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개방과 관련된 논의도 일부 쟁점으로 부각되었
다. 우리 측은 금융부수서비스에는 신용평가업무, 펀드평가업무 및 채권평가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는바,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위해서는 금융부수서비스의 개념이
보다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측은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모든 금융부수서비스부문이 국경간 거래의 개방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 영토 내에서 어떤 금융기관도 공급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국 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기존 상품 및 신상품, 또는 상품인도방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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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등을 지칭하는데,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본질적으로는 ‘국경간 거래’
의 개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특수한 금융서비스의 공
급에 해당하는 협상내용을 별도로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4) 신금융서비스
공급의 개방협상에서는 그 경로에 관한 제도적ㆍ법적 형태를 특정할 수 있으며 별
도의 인가절차(authorization)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접근원칙에 대한 예
외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ㆍ미 FTA 협상의 초기 미국 측이 신금융서비
스 공급을 포괄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감한 쟁점으로 부
각되기도 하였으나, 몇 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현행 법률을 제ㆍ개정할 필요가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법 범위 내에서 상업적 주재 형태로만 신금융서비스의 공급
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
려졌다.

다)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우체국보험에 대한 외국 보험회사들의 불만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이 쟁점
화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우체국보험은 국가의 지급보장에 따라 예
금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세ㆍ교육세 이외에 지방세ㆍ증권거래세 등
이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받고, 정부보증은 물론 보험증권 무료발송 등과 같
이 비용절감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와의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체국보험은 보험업법이 아닌 우체국예
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 감독을 받고 있으며 국회 및 감사
84)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함께 한ᆞ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등
장한 것이 ‘신금융서비스’이다. 여기서 특수한 금융서비스로서의 ‘신금융서비스’는 상대국에서 공급
되고 있으나 자국에는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금융서비스는 물론 양국에서 모두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상대국 금융기관이 자국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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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업무감사를 받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
보험회사들에 비해 영업규제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 활동에 관련해서는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와는 달리 자체 시험통과 및 교육이수로 모집이 가능하며, 불공정모집행위 시 위탁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품심사와 관련해서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나, 대부분 판매상
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 범위 안에 있는 보험종류이므로 실질적으로 상
품심사를 받지 않고 있고,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에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가 명시되어 있을 뿐, 금
융감독 차원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공정경쟁 저해에 대한 우려는 우
체국보험에 대한 외국 보험회사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ㆍ싱가포르 FTA 사례를 살펴보면, 협정문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 공급의 범
위를 규정한 Article 10.1은 ‘공적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및 ‘공적 주체 등이
보증 등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서는 FTA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넓게 해석하면 우리
나라의 우체국보험도 한ㆍ미 FTA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단 미ㆍ싱가포르
FTA에서도 일국 정부가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에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을 허
용하는 경우에는 FTA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서
가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 협상에서 채택될 경우, 공적 금융기관 또는 정책
금융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85)

85) 이같이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역사적ᆞ제도적 기원 및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근본목적에 대한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서비스 제공기
능의 유지 필요성과 한ᆞ미 FTA의 적용 배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우정금융 민영화를 위한 개혁과 같이 주요 선진국들이 우체국금융을 이미 민영화했거나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체국금융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불공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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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체국 자체는 공공영역에 속하지만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근본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우체국보험을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국
가기관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와 동등한 대우ㆍ감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우리 측은 미국도 주택금융ㆍ농업금융ㆍ학
자금융자기관 등 정부지원기업(GSE: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에 대해
서는 세제 및 자금조달 등 다양한 혜택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성
이 인정되는 특수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 나아가 우체국보험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등 특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라) 임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자본거래허가제 등 단기자금의 유출입과 관련된 일시적 거래정지조치를 포함한
단기 세이프가드를 정부의 독자적 판단하에 실시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하
는 것은 협상의 후반기에 부각된 쟁점이다. 우리 측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의 목적 및 절차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국 측
은 그러한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단기 세이프가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미ㆍ싱가포르 FTA의 경우를 보면, Chapter 10의 Article 10에 규정된 ‘예
외조치’를 통해 투자자ㆍ예금자ㆍ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integrity) 및 안정성 보장을 포함하는 건전성 감독상 필요한 조치들을 도입ㆍ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ㆍ금융기관
건전성ㆍ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또는 외환정책을 목적으로 공
쟁문제로 인해 외국 보험회사의 불만을 초래하고 대외압력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민영화를 추
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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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관에 의해 실시된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FTA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 조치들
이 여타 FTA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규정의 적용에 대한 약속(commitment)
또는 이행의무(obligation)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마)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 등의 해외 위탁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러한 유형의 정보가 해외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미국 측은 해외 소재 본점 및 계열
사 등과의 후선업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고객정보의 해외유출을 허용할 필요
가 있다는 원칙을 표명하였는데, 우리 측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외은지점 등이 고객
동의와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본점에 전산처리 등을 위탁할 수 있으나, 고객정보를
해외 본점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재유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업무위탁ㆍ후선
업무 공유수준을 넘어 정보처분권 이전으로서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정보유출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협상결과
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먼저 보험중개서비스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대면거래방식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고,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대면거래방식의 국경간 보험중개
거래는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비대면방식에 의한 국경간 거래는 ‘해상ㆍ항
공ㆍ운수(MAT)’ 및 ‘우주발사’에 대한 보험의 인수 및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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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데, 여기에서의 ‘운수보험’은 ‘국제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보험’으로 한정
되므로 한ㆍ미 FTA에서 합의된 보험서비스분야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개방은
이미 국내 현행법령에 의해서 국경간 거래가 개방된 보험서비스와 동일한 범위라
고 할 수 있다. 단 국내 법령상으로도 국경간 거래가 개방되어 있는 ‘재보험’의 경
우에는 현행과 같이 대면거래방식에 의한 국경간 거래가 계속 허용된다. 한편 보험
부수서비스인 ‘보험계리ㆍ손해사정ㆍ위험평가ㆍ보험컨설팅 등 시장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대면거래방식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였
다. 자산운용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 중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만
을 미국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유지하였으며, 원화표시자
산의 운용과 관련된 국경간 거래는 한ㆍ미 FTA 발효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
에 한해 개방하기로 합의되었는데, 이로 인해 수출입 적하보험 등 대외 실물무역거
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 관련 보험서비스와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및 보험 컨
설팅 등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개방
되나, 국경간 거래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희망하는 미국 금융기관이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타 금융부수서비
스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되,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을 설립해 진출할 때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는 등
허가조건을 완화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법상 근거가 없는
금융부수서비스 개방은 포괄적으로 ‘미래유보’하기로 하였는데,86) 금융기관의 본

86)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는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비합치조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
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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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업무를 지원하는 후선업무서비스들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87)
나)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즉 국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통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법 범위 내에서 개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통해 새로이 도
입되는 금융상품은 건별로 금융감독 당국의 심사 및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보험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보험상품의 인가 신청 시 금융감독 당국
이 45일 내에 수정 권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논의되었
으나, 최종적으로는 한ㆍ미 FTA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에 기초한 보험상품 신고정책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합의되
었다.

다)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에서는 우체국보험 및 유사 보험업을 영위하
는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민간금융기관과 동등하
게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ㆍ감독을 받도록 하여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함과
동시에 민간 보험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우체국보험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87) 향후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검토하게 될 후선업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중심이 된다. ①
거래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무역 및 거래처리 기능, ② 자료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③ 조달, 여행준비, 서신서비스,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
한 행정서비스, ④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적자원 활동, ⑤ 예산,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산 회계를 포함한 회계기능, ⑥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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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우체국금융위험관리
위원회 및 적립금운용심의회 등 우체국보험 관련 심의ㆍ의결 위원회 위원의 과반
수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ㆍ임명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우체국보험의 결산 및
상품의 기초서류 심사 권한을 인정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의견에 대한 우체국보험
의 준수ㆍ의무 등을 법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우체국보험 상품의 가입한도를 증액하거나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보험
상품을 변경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우
체국보험 재무제표 및 결산서류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의 공제부문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 발효시점
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지급여력(solvency) 기준을 적
용하도록 법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체국보험과 더불어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주택금융공사ㆍ농협ㆍ수협 등과
같이 서민ㆍ농민ㆍ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
관들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책 금융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ㆍ손실보전 등의 지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라) 임시 세이프가드(safeguard)
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
는 안전장치인 자본거래허가제 등을 일국의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금융소비자ㆍ금융기관ㆍ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
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마)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 등의 해외 위탁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고객정보를 외국의 본점 및 현지법인과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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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에 위탁ㆍ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한ㆍ미 FTA 발효시점부터 2년의 유
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2년의 유예기간 중에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
비자 보호를 위해 ① 개인정보 보호,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사용 금지, ③ 금
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접근, ④ 적정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과 관련
된 감독조치의 구체적 방식ㆍ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바) 금융 규제ㆍ감독의 투명성 관련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우리나
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선진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정부가 발표
한 한ㆍ미 FTA의 협상결과 중에서 “금융감독기구가 행정지도를 할 때 의견수렴절
차를 거쳐야 하는 등 우리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금융기관이 설립 인ㆍ허가를 신청할 경우 감
독당국은 120일 이내에 결정에 결정해야 한다. 단 신청한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일
경우에는 예비허가 90일, 본허가 60일 등 총 150일 이내에 허가해야 한다. ② 감
독규정 등의 제ㆍ개정시 의견수렴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해야 한다.88)
③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 시에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to the extent practicable) 의견수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규정시행세칙의 제ㆍ개정
에 서도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ㆍ싱가포르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에서도 Chapter 10의 Article 11을 통
해 금융 규제ㆍ감독의 투명성 제고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① 향후 도입 예정
인 모든 규제의 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확립해야 하고, ②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

88) 이는 투명성 분과 소관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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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충족되어야 하는 모든 요건을 문서화해야 하고, ③ 원칙적으로 규제당국은 상
대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로부터 완전한 청구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④
양국 정부는 규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해
야 하며, 국내의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도입ㆍ유지되는 규제들이 모든 이해당사자
에게 전달ㆍ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⑤ 규제 도입의 확정과 시행 간에 합리
적인 기간을 두어야 하며, 규제 도입 시에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정
리ㆍ공개해야 한다.
4) 파급 영향 및 평가
협상의 타결내용을 보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ㆍ미 FTA가 개별
금융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품 및 여타 서비스부문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FTA 등을 통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된 개방조항이다. 하지만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시장은 1996년 OECD 가입협상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기 시작하
였으며, 특히 국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입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법
적형태 제한과 같은 ‘상업적 주재(mode 3)’ 관련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는 등 개방
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황이다.89) 이와 더불어 상업적 주재 이외의 ‘국경간

89) 국내 금융시장 진입을 통한 외국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규제 진입에 대한 규제, 즉 ‘상업적 주
재’ 형태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국 금융
기관의 국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는 성격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가 더욱 절박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상업적 주재’ 관련 규제의 폐지가 외국자본의 유입을 더욱 확대시키는 촉매로서 작용할 것을 기
대했던 측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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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mode 1)’이나 ‘해외소비(mode 2)’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 공급 형태와 관련
된 규제도 부분적으로 자유화되면서,90) 현재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 정
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ㆍ미 FTA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개방과 관련하여 금융산
업별로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먼저 보험산업의 경우, 국경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현행법령
에 이미 허용되어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비대면거래방식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보험중개업의 개방도 국경간 거래가
허용된 보험상품의 중개에 대해 비대면거래방식만 허용된다. 보험컨설팅 등 보험
부수서비스의 경우도 ‘대면거래방식’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었으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된 보험상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91) 한편 생명보험 등 보험상품의 경우 한ㆍ미 FTA에서 논의되
지 않았으며 현행법상으로도 비대면방식에 의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장에 대한 한ㆍ미 FTA의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에도 국경간 거래의 개방범위가 국내 설립 펀드의 외화자산
위탁에 한정되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유인이 저하됨에 따라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우려가

90) 1999년 1월에는 ‘해외소비’가 증권업 및 해상보험업에 대해 허용되었는데, 특히 해상보험업의 경
우에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까지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업무 중 선물환 외환매매시
실수요원칙 및 실수요증명요건 적용과 같은 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제1단계 외환자
유화조치로 인해 폐지되었으며 외환거래의 ‘해외소비’도 허용되었고, 신용정보ᆞ평가업, 투자자문
업 등도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예대업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험중개
업 등의 경우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형태로는 공급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아직 남아 있다.
91) 현행 규정상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의 경우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험평가 및 보험컨설팅
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외국인이 제약 없이 국경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
서 위험평가ᆞ보험컨설팅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자격요건 등이 신설될 경우, 오히려 규제가 강
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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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 또한 원화표시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국
내 자산운용업계의 위축이 예상되지만, 그 효과는 2년 후의 재협상결과에 따라 달
리 나타날 것이다.
신금융서비스 개방의 경우에도 국내에 지점ㆍ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진입한 외국
계 금융기관이 국내 법제도 범위 내에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게 될 것이므로 한ㆍ미
FTA로 인한 추가적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다. 현재에도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
융기관이 외국의 신금융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국내 법제도에 따라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한ㆍ미 FTA 체결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다. 물론 금융상품의 인허가 제도와 관련된 실질적 규제의 완화 정도에 따라 그 영
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한ㆍ미 FTA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 금융규제문
화의 개선에 따른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한ㆍ미 FTA는 신금융
상품의 인ㆍ허가를 촉진하는 선언적이며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92)
한편 포괄주의(negative system)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신금융서비스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주의는 내국계 금융기
관은 물론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내의 외국계 금융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ㆍ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열거주의 법체계하에서 공
급될 수 없었던 신금융상품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
내 지점ㆍ현지법인을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의
효과는 한ㆍ미 FTA보다는 자본시장통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93)
92) 물론 일부 복합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상업적 주
재를 통해 국내에 진입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익성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93) 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법체계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공존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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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지 않
을 것인 만큼, 이의 긍정적인 영향이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개
방된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인 국제경쟁 압력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경쟁력이 없음을 우려하여 개방폭을 축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의 추가적인 개방효
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산업 진출에 큰 변
화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금융
기관이 진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한ㆍ미 FTA가 체
결된다고 갑자기 국내 금융기관들의 미국 진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과거 FTA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 규제를 변화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ㆍ미 FTA의 경우에도 협상결과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94)
그러나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문제점이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은행서비스와 자본시장서비스를 결합한 신금융상
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열거주의적인 은행법 체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도 결국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ᆞ미 FTA의 신금융서비스 협상결과의 취지를 살리기 위
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혼합형 신금융상품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되, 장기적으로는
은행ᆞ보험업 관련 법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4) 단 한ᆞ미 FTA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향후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이 영업활동과정
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간 정기적 협의채널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있
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ᆞ증권 부문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보험분야는 보험워킹
그룹에서 논의될 것인데, 은행업의 경우에는 2007년 초에 미국 뉴욕주 자산유지의무 비율(90%)
폐지 결정 등 미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이 제기한 건의사항이 해결된 바 있으며, 보험업의 경우에는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미국이 2007년 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증권업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법인 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을 양국 협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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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규제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서 그 의미를 보다 긍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금
융서비스산업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내 금융규제의 선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물론 금융서비스분야의 개방
으로 인해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금융기법의 습득ㆍ개발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구조조정기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다 낮은 비
용으로 제공하게 되므로 경제 전반의 후생이 증진되는 무역자유화의 일반적인 효
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외개방으로 인해 시장참여자
및 감시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95) 이러한 환경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규제제도는 물론 규제문화도 보다 합리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금융규제의 선진화는 금융기관의 혁신과
구조개혁을 유도하여 금융서비스산업의 체질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 투자
1) 협상결과
한ㆍ미 FTA 투자협상은 투자협정의 내용과 범위, 구체적인 의무사항, 투자협정

95) 2006년 3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재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미국의 서비스산업연합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이 한ᆞ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하여 해결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불투명성이다. 즉 금융 관련 규정의 변경시 이를
고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ᆞ미
FTA 협상 초기에도 미국 측 협상단은 금융감독규정의 제ᆞ개정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민원평가시스템이 외국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관련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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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의 예외를 담은 투자 유보안, 투자협정의 핵심적인 규정인 수용 및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하여 FTA 협상기간 내내 주요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 협상타결내용은 투자협정의 구성 및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
여 투자협정의 적용범위, 내국민대우ㆍ최혜국대우와 같은 협정상 의무사항, 협정상
예외인 투자와 환경,96) 혜택의 부인,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담
은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 대위변제 등이다. 이 외에도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임시 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s) 등이 협상 마지
막까지 진통을 겪은 사안이었다.
그 중 투자협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ISD)와 임시 세이프가드 허용 여부였고, 특히 ISD는 정책주권 침해에 대한 논란
과 함께 이와 관련된 수용 부속서 개정 여부가 핵심쟁점사항이었다. 수용에 관한
부속서 개정 여부는 미국업계가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으로, 2007년 3
월의 고위급 협상, 장관급 협상까지 타결에 진통을 겪은 쟁점사항이었다. 금융위기
시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인 임시 세이프가드조치는 투자분야
는 물론, 국경간 서비스공급분야, 금융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슈로 1998년
한ㆍ미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협상 때와는 달리97) 미국
은 임시 세이프가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허
용 여부도 한ㆍ미 FTA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쟁점사항

96) 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해 민감성을 고려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조치를 채택하고, 유지
하고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협정에 따라 협정위반이 아님
을 선언한 것이며 환경보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협정의 모든 의
무로부터 구체적인 협정 적용배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ᆞ미 FTA에서는 부속서를
통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환경규제행위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적이고 예시적으로 밝혀, 간접수용 인정범위를 더욱 제한하였다.
97) 한ᆞ미 BIT 협상 당시 미국 재무부는 USTR과 달리 임시 세이프가드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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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였다.
한ㆍ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별 협상결과에서, 투자협정의 구성은 3개의
섹션과 관련 부속서 및 부속서한을 포함하는 형태로 타결되었다. 섹션 A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투자 보호와 관련된 투자 유치국 정부의 협정상 의무와 예외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섹션 A에 담겨진 정부의 주요 의무는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수용과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송금보장(transfers),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금지, 고위 경영자 및 이사진 국적요건
(SMB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부과금지 등이다. 그밖에
협정상 예외사항으로 투자와 연관되어 환경 관련 조치를 채택ㆍ유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협정상 혜
택을 부인(denial of benefits)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섹션 B는 투자협정 위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
어 있다. 협정상 외국인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국 정부
를 상대로 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협상이 타결되었다.
섹션 C는 투자분야에서 사용된 용어와 관련된 정의(definition)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부속서와 부속서한이 투자분야에 담겨 있고, 이는 협정의 예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부속서의 내용은 수용 부속서, 조세 부속서, 임시 세이프가
드 부속서, 계약성 권리 부속서한 등이 있다. 서비스분야의 비합치조치와 함께 투
자분야 비합치조치를 공동으로 묶은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는
투자협정의무의 예외사항으로,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부속서로 작성되었다.
주요 협상결과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선 투자의 범위와 보호와 관련되어 투자
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한ㆍ미
FTA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의 극대화를 위해 다자간 투자협정(MAI)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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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방식인 ‘자산개념에 토대(asset-based approach)를 둔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고, 미국은 한ㆍ
미 FTA 타결로 한국에 진출할 미국투자자의 보호 제고를 위해 투자의 정의를 확
대함으로써 한ㆍ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협상결과였다. 따라서 투자의 정의
를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동산, 부동산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
적으로 소유 혹은 지배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익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나 위
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것은 모두 투자로 포함하였다.
투자 보호는 설립 후 투자 보호와 투자자유화의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투자자유
화는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NT) 및 최혜국대우(MFN)를 부여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도입되었다.
둘째 타결내용은 이행요건(PR: 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금지이다. 이행
요건 부과금지로 인해 미국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제한과 규제가 불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한ㆍ미 FTA 투자분야 협상결과 협정문상 열거된 사항98)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이행요건의 부과를 금지하고 여타 요건은 부과가 가능하도록
협상이 귀결되었다. 이행요건 부과금지는 예를 들어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
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는 WTO TRIMs(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에
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한ㆍ일 BIT, 한ㆍ칠레 FTA, 한ㆍ
싱가포르 FTA에도 모두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ㆍ미 FTA 투자분야의 이행요건 부과금지는 총 일곱 가지 분야를 열거하고
98)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의무사항이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이라는 점이다.
즉 열거된 것 이외에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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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열거된 사항에 한해서만 원칙적으로 이행요건 부과금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지요건은 ① 일정수준 수출, ② 일정수준 국산품 사용, ③ 국산품에 대한 특혜
부여, ④ 수출입 연계, ⑤ 수출과 판매간 연계, ⑥ 기술이전, ⑦ 특정 지역과 독점
공급의 연계 등이다. 따라서 투자협정문에 열거되지 않은 요건은 언제든 부과가 가
능하고, 협정문상 열거된 요건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의무 등 일부 요건은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이행요건 부과가 가능하
며, 내국인 고용의무,99) 장애인 고용의무, 연구개발 수행의무, 근로자의 훈련 등에
대한 이행요건 부과도 가능하고, 환경보호ㆍ보건ㆍ안전 등 공공 정책적 목적의 경
우나 유보에 기재하는 경우는 투자분야에 따라 이행요건 부과가 가능하다.
셋째 주요 타결내용은 최혜국대우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과거에
체결한 FTA는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국은 향후 체결할 FTA가 많을 것으로 예
상되어 서비스/투자 협상초기부터 MFN 이슈는 한ㆍ미 간의 주요 쟁점사항 중 하
나였다. MFN에 관한 협상은 협상 초부터 난항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양국은 한ㆍ
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효되었거나 체결된 협정에 대해서는 MFN 포괄유
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 대해서는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래에 체결하는
FTA 협정에 있어서도 Annex II에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 철도 운송에 대한
MFN 대우를 유보하였고, 미국은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에 대한 MFN 유보를
부속서에100) 기재하여 협상을 타결지었다.
넷째 주요 타결 내용은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나 BIT와 동일하게 투자자

99) 한ᆞ일 BIT에서도 내국인 고용의무 등 다섯 가지는 인센티브를 부과할 경우 이행요건 부과가 가
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교역적 이행요건이다. 다섯 가지 비교역적 이행요건은 ① 기술이전의무,
② 지역본부 또는 세계본부 설치의무, ③ R&D 의무, ④ 내국인 고용 의무, ⑤ 특정 세계시장에
대한 독점 공급의무 등이다.
100) 여타 분야에 대해서도 MFN 대우가 면제되는 특정 조치는 개별적으로 유보안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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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부간 분쟁해결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101)를 도입하되, 이와 관련
하여 논란이 되었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중재절차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향상시켰으며, 중재의 병합이 가
능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중재와 국내 제소절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
였다. 무엇보다 ‘수용’에 관한 부속서를 개정하고, ‘조세’ 관련 별도 부속서를 추
가하여 보건ㆍ안전ㆍ환경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및 조세 조치도, 원칙적으로는
간접수용에서 제외되는 보완책에 한ㆍ미 양국이 합의하였다.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하되, 양 당사국 정
부가 각 1인을 임명하고,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의장 중재인102)을 선임하도록 하였
고, 중재절차는 ICSID, UNCITRAL의 규정을 따르거나, 기타 합의할 수 있는 중
재절차에 양자가 합의하도록 타결되었다. 국제 중재판정의 효력은 단심제로서 확
정력(binding and final)을 가지며, 중재판정의 결과 투자에 관한 금전적 손해와
적용 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 복구만이 가능하며,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일방 당사
국이 취한 조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판정
할 수 없도록 하여 손해배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재심리 및 제출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하고, 분쟁당사자와 중재재판부가 협의하여 시민단체 등 제3자(amicus curiae)의 의견제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를 모든 중재절차에서 공식언어
로 사용하도록 하여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타결되었다. 국제중재
및 국내법원 제소 선택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이후에는 미국 국내 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미국 국내 법원에 제소한 이후
101)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
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 국내
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2) 제3국 요건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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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법원의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국투자자의 경우는 한국 국내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한 이후
다른 절차는 제소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용부속서 개정과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 명료화는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이슈
와 함께 협상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간접수용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반영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
축되지 않도록 수용에 관한 부속서(Annex)를 두어 중재판정부에 간접수용의 명백
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수용부속서에는 간접수용으로 인한 보상대상을 재산상 이
익(property interest)이 아닌 ‘재산권(property right)’으로 명료화하였다. 명료화된
간접수용의 구성요건을 제시하여 간접수용의 구성요건상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침
해 정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이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정부조치가 경제적 가
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간접수용의 구성요건이 아니
며, 경제적 영향ㆍ합리적 기대ㆍ개인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강요 여부 등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접수용의 판단법리에서 우리나라 법상의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삽입하여 정부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기대수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의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도록 포함
하였다.
간접수용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여 예시적으로 보건ㆍ환경ㆍ안전ㆍ부동산
가격 안정화(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등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the list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를 간접수
용의 구성요건에서 제외하였고, ‘조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이 아님을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
입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세정책의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경우, 투자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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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투명하게 발효된 과세조치 등은 수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 다른 주요 타결사항은 대위변제(subrogation)103)에 관한 것으로, 국가기관
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위반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손
실을 입어 해당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지급한 후, 보
상을 한 국가 지정기관(한국은 수출보험공사, 미국은 해외투자보험공사)이 투자자
의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2) 파급 영향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중대한 경제적 효과 중 하나는 양국간 투자
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에 앞서 미국
과 FTA를 맺은 나라들의 투자실적과 실증연구결과를 알아보고 한ㆍ미 FTA가
투자에 미칠 영향과 경로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미국과의 FTA에 의한 FDI 증대효과에 대한 사례와 선행 연구
미국과 FTA를 맺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멕시코와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FTA 이후 미국의 대멕시코 FDI는 NAFTA 이전 1984～93년 연평균 27억 달
러에서 1994～2002년 연평균 132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미ㆍ싱가포르
FTA 이후 미국의 대싱가포르 FDI 역시 2002년에 5.3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
66억 달러로 크게 증가되었다. 칠레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FDI 연평균증가율이 미ㆍ
칠레 FTA 발효 전 6.04%에서 발효 후 10.61%로 증가하였고 NAFTA 이후 캐
나다의 FDI 증가율 또한 1990～93년까지 0.2%에 그쳤던 것이 1994～2004년까
지 19.18%로 대폭 증가하였다(이준규 2006).

103) 2004년 미국의 BIT 모델에는 없는 사항으로 협상기간 중 미국은 대위변제 허용에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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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가 역내 FDI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대부분의 실증분석연구 또한
FTA가 FDI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사례들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Tekin-Koru and Waldkirch(2006)는 NAFTA가
미국의 대멕시코 FDI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였으며, NAFTA의 출범
으로 멕시코의 FDI는 NAFTA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42% 증대된 것으로 분석하
였다(Waldkrich 2003). Cuevas et al.(2005)는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내
FDI가 증대된 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멕시코 FDI의 증가요인 중 약 70%
는 FTA에 의한 것임을 보였다. Chen(2006)은 지역무역협정(RTA)이 미국의
RTA 회원국에 대한 직접투자회사의 매출액을 비회원국들에 투자했을 때에 비해
약 33% 증대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효과가 미국과 RTA를 체
결한 국가들의 시장 규모, 비교우위, 조세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강조
하였다.

나) 한ㆍ미 투자 현황
한ㆍ미 양국의 투자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의 대한 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억 달러 안팎인 데 비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10억 달러
안팎에서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41, 표 3-42, 표 3-43 참고).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60%를 상회하며, 이 중 금융과
보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역시 2006년까지 누계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40%, 서비스업이 51%로 양국간 서비스부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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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미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 기준)

2003년

연도
KSIC 산업분류

건수

금액

2004년
건수

금액

2005년
건수

금액

2006년
건수

금액

합계

453 1,242,234 552 4,717,126 496 2,689,764 498 1,701,014

제조업

147 216,798

172 1,140,935 160

891,369

170

526,056

식품

4

248

7

96,506

11

251,466

1

297

섬유ᆞ직물ᆞ의류

2

165

4

2,350

5

9,023

8

64,863

제지ᆞ목재

3

32,345

2

892

3

26,058

0

0

화공

13

7,729

13

382,253

18

53,275

16

168,351

의약

5

1,922

7

9,698

6

3,082

6

37,371

비금속광물

9

15,124

3

2,550

2

100,180

5

844

금속

8

91,493

4

11,512

7

1,500

7

1,675

기계ᆞ장비

17

16,594

26

188,118

21

21,760

28

15,233

전기ᆞ전자

56

28,020

75

387,891

62

183,795

60

165,298

운송용 기계

16

19,191

24

53,099

18

240,683

32

45,833

기타 제조

14

3,966

7

6,068

7

548

7

26,292

서비스업

296 861,040

364 3,265,867 327 1,752,271 318

887,031

도ᆞ소매(유통)

86

164,632

140

93,907

103

65,210

100

48,956

음식ᆞ숙박

11

201,508

15

10,546

6

1,888

14

171,962

운수ᆞ창고(물류)

5

1,540

10

1,046

7

1,282

6

1,743

통신

9

2,892

4

10,674

7

20,708

1

2,530

금융ᆞ보험

45

162,784

46 2,677,975 48

부동산ᆞ임대

29

136,543

36

89,914

27

126,065

38

149,509

비즈니스서비스업

84

187,143

82

72,301

100

296,993

81

169,417

문화ᆞ오락

8

1,328

16

305,866

14

55,794

17

175,253

공공ᆞ기타 서비스

19

2,671

15

3,639

15

2,569

17

3,647

164,396

16

310,324

8

46,064

10

287,927

전기ᆞ가스ᆞ수도ᆞ건설 10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1,181,762 44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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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0

1,461

448

568

526

1,051

828

1,338 1,070 1,242 1,257 1,75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표 3-43. 한국의 산업별 대미 해외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합계

7,540

20,667,075

7,068

16,729,437

농림어업

84

93,298

74

64,458

광업

25

725,056

24

357,188

제조업

1,533

8,066,891

1,402

6,836,698

건설업

116

372,080

104

292,445

도소매업

2,422

6,716,912

2,248

5,470,911

운수창고업

176

378,356

160

102,146

통신업

116

758,236

108

631,848

금융보험업

18

26,693

17

11,833

숙박음식점업

1,146

759,874

1,114

653,615

기타 서비스업

1,796

2,384,565

1,715

2,035,973

부동산업

105

384,734

99

271,967

기타

3

380

3

355

주: 2006년까지 누계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다) 한ㆍ미 FTA에 의한 FDI 확대효과 예측
박순찬ㆍ강문성(2004)은 한ㆍ미 FTA가 교역과 FDI에 미칠 영향을 비교적 자
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Knowledge-Capital model(Carr et al. 2001)과 ProximityConcentration model(Brainard 1997)을 이용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ㆍ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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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과 역외국가로부터의 대한 FDI를 42～70%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근 산업연구원(장윤종 2007)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FTA의 효과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FTA 부재 시 연평균 투자유입액이
50억 달러라는 가정하에 한ㆍ미 FTA에 의한 FDI 효과는 10년간 최소 784억 달
러에서 최대 89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라) 투자변화의 메커니즘
한ㆍ미 FTA에 따른 양국간 투자변화는 FTA에 포함된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제도적 변화, 서비스부문 개방과 시장확대효과, 거래비용 감소 등의 경로를 거쳐
일어날 수 있다.
한ㆍ미 FTA 투자협정내용은 투자자유화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의 핵심수단인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국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
가 제고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의 투자도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ㆍ미 FTA 투자분야 타결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동일한 수준의 투자 보호와 자유를 보장받
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185억 달러이며 향후 투자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보호는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촉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향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과 FTA 협상 및 투자협정 체결 등을 추진할 때 한ㆍ미 FTA와 동일
한 수준의 투자자유화와 투자 보호를 상대국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비스분야의 개방 역시 투자증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교역은 그 특성상 FDI의 비중이 크므로 서비스산업의 FTA는 서
비스 FDI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준동ㆍ강인수(2000)에 따르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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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액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도 전체 서비스교역의 약 38%가 해외관계회사(foreign
affiliates)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 중 서비스업의 FDI 비중은 52～69%로, 이미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건수와 규모면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국에 들어올 향후 FDI 역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서비스분야 신규개방수준이 높지 않아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미국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투자증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률 및 회계서
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서 미국 관련 업계의 한국 진출 증대가 예상되며 이
경우 국내 법률 및 회계 서비스가 미국기업의 기대수준으로 제고되어 국내 경영환
경이 개선되면서 간접적으로 미국기업의 투자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부문 FDI의 경우, 관세회피(tariff-jumping)를 위한 수평적 FDI는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투자를 수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인이 감소하여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FTA에 의한 경제통합은 시장확대와 수요증가를 의
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ㆍ미 FTA는 시장유인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와 미국에 대
한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수직적 FDI는 교역과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FTA에 의한 교역자유화는 수직적 FDI를 촉진시킬 수 있다.
즉 한ㆍ미 FTA 체결로 관세철폐에 의해 원자재ㆍ중간재 교역에 따르는 생산비용
이 절감되면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한국에서 생산ㆍ조립 후 미국으로 역수출
할 때 발생하는 투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제조업부문의 수직적 FDI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3) 평가
한ㆍ미 FTA 투자협상결과 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투자 보호의 정도는 우
리나라가 이미 기존에 체결한 FTA와 다르지 않다. 한ㆍ미 FTA는 미국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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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일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투자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원칙은 기업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ㆍ일 BIT, 한ㆍ칠레 FTA, 한ㆍ
싱가포르 FTA에도 규정되어 있고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한ㆍ미 FTA 투자
협상에서는 협정문에 열거되어 있는 7가지 사항 이외의 요건(내국인 고용의무, 연
구개발 수행의무 등)은 언제든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
으로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 부과가 가능하며, 환경 보호ㆍ보건 등 공공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 요건의 부과가 가능하다.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부과금지 협상결과는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시장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정부의 요건 부과조치가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타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간접수용에 관한 부속서 개정은 1차 협상 시 미국이 제시한 수용 관련 부속서
의 공중보건ㆍ안전ㆍ환경과 관련된 내용104)을 더욱 수정한 것으로, 국내여론의 우
려를 반영한 투자분야 협상의 결과이며,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나 FTA의
수용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투자협정에 비해 국내의 우려를 반영해 간접수용의 범위를 명확히 제
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사실상 간접수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
부의 정당한 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관된 결과인바, 간접수
용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주권의 확보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효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104) 2004년 미국의 BI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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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의 판단 법리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특별희생’ 법리를 삽입하여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요건으로서 고려되도록 한 것은
우리 법리를 반영한 협상결과이다. 실제로 NAFTA 투자분쟁사례 총 43건105) 중
간접수용 위반을 중재판정에서 받아들인 것은 단 1건106)에 불과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당한 정부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국제중재판정은 전무한 것으
로 판단된다. 중재판정에서 투자 유치국 정부의 패소는 환경 등 특정 정책 목표 추
진으로 위장된 외국인 차별 및 불투명하고 비적법한 조치로 인해 패소한 것에 기
인한다.
또한 수용 부속서에서 공공복리 목적의 정책적 조치가 간접수용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조치의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극도로 심하거나(extremely severe) 또는
불균형(disproportionate)인 경우라는 점을 예시적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논란이 있
는 ‘드문 상황(except in rare circumstances)’에 대한 해석을 제한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향후 분쟁 발생 시 ‘심하거나(severe)’ 또는 ‘불균형(disproportionate)’
에 대한 해석상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대위변제권의 투자분야 도입은 애초 협상 시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분야이
다. 한ㆍ미 FTA 투자 협상의 결과 대위변제권이 삽입된 것은 우리나라 투자기업
의 미국 투자 시 미국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보상하고,
보상한 지정기관이 투자 유치국인 미국에 대해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우리의 수출보험공사 (KEIC: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이고, 미국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이다.

105) 이성봉 외(2006).
106)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2000. 8),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case no. ARB(AF)/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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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권은 우리나라 수출보험공사가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유
치국 대신 신속하게 보상해 주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투자자
의 모국 정부가 보험의 형태로 투자위험을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투자의 위험
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헤징(hedging)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개별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과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어렵
다는 점과 이로 인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이 입을
손해가 막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출보험공사의 대위변제권을
확보한 것은 한ㆍ미 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국내 법제화하고, 내국민대
우를 전제로 모든 국내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기존에 우리가 맺은 80여 개 이상의
투자협정에 비추어볼 때 한ㆍ미 FTA의 투자장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부담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ㆍ미 FTA 투자협상결과 투자자유화,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 향상, 투자자 대
정부간 소송제도 등의 도입이 전반적인 서비스ㆍ투자 제도 개선과 어우러져 미국
또는 제3국의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에 관한 부속서 개정 예시 목록에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이 포함되고 조세
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가 삽입된 것은 국내의 일부 우려를 반영한 협상결과이
지만,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
기 개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투자자 대 국가 소송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
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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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분야
가. 무역구제
1) 협상결과
무역구제는 한ㆍ미 FTA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에서 17개 세부 의제 중 하
나로 채택되었다. 협상목표는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구제
피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수출증대에 따
른 미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제
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협정문 초안의 요지는 양국간 교역과정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
피해 발생 시 무역구제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규정과 미
국의 반덤핑조치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다수 포
함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초안의 관련 분야명을 ‘Trade Remedy’로 하
여 세이프가드뿐만 아니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협상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반면
미국은 세이프가드만을 협정문 초안에 제시하였으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야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6년 6월 한ㆍ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이 시작되었고, 전체 15개 분과 중 11
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이 작성되었으나 양국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ㆍSPSㆍ섬유ㆍ
무역구제 분과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
정문의 통합은 추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반덤핑조치 발동 남용 방지 및 발
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
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후 제3차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반덤핑조치
의 엄격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마침내 반덤핑문제가 통합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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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4차 협상을 앞두고 반덤핑과 관련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미국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추출하여 개선을 요구하
기도 했다.
2006년 말에 열린 제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과가 핵심으로 다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종료시한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회는 국제통상협정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결을 위하여 행
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하였는데, 만약 무역구제와 관련된 미 국내법의 변경이 필
요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부는 이를 협정 체결 18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TPA 종료시기인 2007년 7월 1일로 보고 있었으므로,
180일 이전인 12월 말까지는 미 의회에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에 따라 우리는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이슈들을 선별하여 미국에
제시하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으로 2006년 12월 27일 한ㆍ미 FTA 협상 보
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안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최종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고 명시했다. 그러나 보고서 마지막에 “한국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
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요구사항들이 최종
협정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제안이나 문안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2007년 초 열린 6차 협상에서 무
역구제 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어 열린 7차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우리
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 측의 관심분야인 자동차, 의약품을 상호 연계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리 협상단은 무역구제 관련 요구수위를 낮추고 미
국법 개정 없이도 우리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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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협상 전개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한ㆍ미 FTA 공식협상으로서는 마지막
인 8차 협상 이후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이루었다.
[표 3-44]에서는 한ㆍ미 FTA 무역구제분과 협상의 주요 쟁점별 양측의 입장과
협상결과를 정리하였다. 협상내용은 반덤핑 요건의 강화에 관한 것과 다자 세이프
가드와 양자 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44. 무역구제분과 협상의 주요 쟁점과 결과
구분

반덤핑 발동
요건의 강화

주요 쟁점
미국 측 요구
반덤핑은 양자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

한국 측 요구

협상결과

-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설치
-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
- 조사 개시 전 사전
요구
통지 및 협의
- Facts available 폐해 방지
- 수량제한 및
-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가격약속 요구
협의

의무 배제는 수용
다자 세이프가드 불가, 재량적 배제
수용 가능

상호 적용 의무 배제

상호 적용 재량적 배제

양자 세이프가드 존속기간 도입

기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이 반영될 경우
존속기간 도입 가능

- 존속기간 도입
- 재발동 금지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가) 반덤핑 요건의 강화
(1) 조사 개시 전 통지 및 사전협의
양국은 반덤핑(또는 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 개시 이전에 상
대국에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반덤핑에 관한 조사 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통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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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법은 조사를 개시할 경우 수출국에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에 따르면 통보조치가 조사 개시 직전에 이루어져 사전대응이
불가능했다. 한ㆍ미 FTA에서 협의절차를 의무화함에 따라 제소자의 무분별한 반
덤핑 제소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소장을 접수한 조사당국이
제소요건의 적합성 및 제출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가격 또는 물량 합의제도의 활성화
우리는 조사 개시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불공정무역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
업자가 무역으로 인한 수입국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물량을 제한하
거나 가격을 인상하기로 수입국 정부와 약속할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107)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DDA 규범협상에서 계속 논
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양자간 논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제안의도가 덤핑
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더욱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양국은 한ㆍ미 FTA 협정문 에 반덤핑(또는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우리 수출업자 또는 정부가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경우 미국
조사당국이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데 합
의하였다. 가격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격인상이 반덤핑관세 범위 내에서 결정되
므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과 동일한 효과가 발
생하며 가격인상분은 이윤으로 남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3)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양국의 조사당국간 반덤핑 제소 및 조사
107) 미국법은 수출업자가 조사 중지 이후 6개월 이내에 대미 수출을 중단하거나 정상가격 이상으로
가격조정을 합의할 경우에만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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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협력위원
회의 설치를 미국에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 FTA 협상에서 이를 다시
제안하였는데, 위원회 설치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 중 유일하게 미국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미국이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반덤핑 조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 단계까
지의 전 과정에 걸쳐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마
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와 무역
구제기관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양국이 취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정보교환기능
을 담당할 것이다.
협정문은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으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명
시하고 있는데, 논의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WTO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둘째, 누적평가,108) 이용
가능한 사실,109) 실사 절차110) 등과 같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당국
의 관행, 그리고 셋째, 산업보조금에 관한 당사국의 관행이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협의와 가격, 물량 합의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위원회의
감독기능이 명시되었다.
(4) FTA 분쟁해결절차 대상에서 반덤핑 조항 제외
양국은 협정문 제10.7조의 3항과 4항, 즉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ㆍ협의 조항과

108) 누적평가: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 합산평가대상이 되어 반덤
핑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동시에 반덤핑 제소된 수입물품들이 국내 동종 제품 및 다른 수입물
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 여부를 누적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09)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당국이 조사대상 수출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할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이다.
110) 실사절차(verification procedure): 조사당국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 답변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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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ㆍ물량 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 협정상의 양자분쟁해결 절차를 이
용하지 않는 데 합의하였다. 단 주석에 양 당사국은 이 항들이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임을 재확인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미국의 명분을 수용하는 대
신, 우리 측의 실리를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반덤핑조항을 FTA에 포함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이 점이 의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한
편 우리의 의도는 반덤핑 관련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반덤핑조치의 사전억제효과
를 기대하는 것이지, 조치가 부과된 이후 분쟁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더욱이 미국이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따르는 이상, FTA 협정상 위 두 가지
절차규정의 위반으로 양자분쟁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분쟁을 제기하여 승
소한다 하더라도 절차 위반만을 가지고 반덤핑조치가 취소되거나 조치에 대한 보
복을 가할 수는 없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면 된다.

나)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한ㆍ미 FTA 결과,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상의 다자간 세
이프가드조치 발동시 상대국 수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111)
발동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당초 미국은 우
리나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만큼 면제조항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나 최
종적으로는 면제조항을 수용하였다. 미국이 이 조치 발동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경
우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ㆍ미 FTA의 면제조항은 재량적 배제로 NAFTA의 의무적 배제규정과는 차
111)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의 협정문상 용어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
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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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즉 한ㆍ미 FTA의 재량적 배제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상품목의
최대 수출국이 아닌 경우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NAFTA 회원국들은 조치대상에서 의무적으로 배제되기 위하여 수입점유율이 크
지 않아야 하며 산업피해의 수준이 높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112) 미국은 1998년 양고기 세이프가드 조치 시 이스라엘을, 2001년 철강 세이
프가드 조치 시 요르단을 재량적 배제규정에 따라 제외한 바 있다.

다)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도
한ㆍ미 FTA 협상에서는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제도 이외에 FTA 체결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보호하는 별도 조치인 양자간 세이프가
드 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지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자간 세이프가
드 제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경우, FTA 체결 이후 미국 농수산품의 수입급증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 예비판정에 따라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도입함으로써 수입급증에 따른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판정이 내려지기 전 최소 20일간 이해당사자의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적정절차를 걸쳐 조사 개시 45일 이후부터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동일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재발동을 금지하고, 발동기간을 최장 2년

112) NAFTA에서는 NAFTA 체결국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주원인이 아닐 경우 의무적(shall) 배
제를 규정하고 이를 미 국내법으로 재규정하였다. 미국의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과의 FTA와
CAFTA-DR FTA에서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에(may) 따른 배제 또는 조치로부터의 예외를 인정(may except)한
다. 또한 오만, 칠레, 모로코, 바레인과의 FTA에서는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그대
로 유지(retain)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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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유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113) 존속기간114)을 충분히 보장받음으로써 수입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파급 영향
본 절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의 경제적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FTA 체결이 반덤핑조치 발동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의 무역제한효과이다. FTA가 반덤핑조치 발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80년에서 2004년 사이 미국이 개시한 반덤핑조사를
이용하며, 무역제한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가) FTA 체결이 반덤핑조사 빈도에 미치는 영향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서 뚜렷하게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은 FTA
확산과 반덤핑 사용의 증가이다. 반덤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 FTA와 반덤
핑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NAFTA 체결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미
국의 반덤핑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Blonigen(2005)이
FTA와 반덤핑에 대한 유일한 연구이며, 반덤핑과 FTA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반덤핑 철폐를 FTA 협정에 포함하였는지, 그리고 FTA 체결 이전에 각 회원국의
반덤핑규정이 FTA 체결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의 반덤핑규정의 문제를 살
펴보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FTA와 반덤핑 사용빈도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FTA
로 인해 반덤핑조사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

113)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114)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이며,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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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FTA를 체결하는 주목적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
함으로써 양자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FTA 회원
국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사용이 억제될 수 있다. 또한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덤핑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시장이 분할(fragmentation)되어 있어야 하는데, FTA의
체결은 시장통합이 진전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FTA로 인해 덤핑이 발생할 가능
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FT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생산자는 급증한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반덤핑 제소가 늘어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Feinberg and Olson(2005)은 다자주의 협상으로 관세가 크
게 감축되면서 반덤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Lindsay and
Ikenson(2001), 그리고 Miranda 외(1998)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과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모형115)을 이용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가 반덤핑조사 빈도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Knetter and Prusa(2003), Blonigen(2005)에 따라 반
덤핑의 조사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이익률, 실업률 및
각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
다.116)

115) 포아송 회귀분석은 평균과 분산이 같은 자료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Greene
2000),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음이항 회귀분석모형이다(Hausman et al. 1984; Cameron and
Trivedi 1998). 즉 평균이 분산보다 더 큰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포아송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면
과산포(overdispersion)의 문제가 발생한다(Cameron and Trivedi 1990).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은 평균과 분산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이러한 과산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이항 회귀분석모형은 횡단면의 관찰할 수 없는 개별 효과를 포아송 회귀분석모형에 도입
하여 일반화한 것이다.
116) 설명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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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1980년에서 2004년 사이 미국이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개시한 반
덤핑조사를 대상으로 하며,117) 미국이 체결한 FTA로 1985년 이스라엘과 캐나다,
1994년 NAFTA, 2004년 싱가포르 및 칠레를 선택하였다. 반덤핑 피소국은 세계
주요 45국으로 분류하였는데, 피소건수가 극히 적은 국가는 2개의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체제전환국이며, 두 번째 그룹
은 체제전환국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이다.
[부표 2-1]은 미국 반덤핑조사 빈도의 결정요인을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도더미를 포함하지 않은 포아송 회
귀분석 결과, 수입비중의 계수값은 양(+)이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반덤핑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더미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실업률의 계수값이 양(+)이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면 반덤핑조사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익률은 음(-)의 계수값을 보였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률이 낮
아지면 반덤핑조사 건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미국
FTA 변수의 계수값은 모든 모형에서 음(-)이고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
국이 FTA 회원국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반덤핑조사 건수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국가의 수입비
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반덤핑조사 집약도’118)라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다시 시도하였다.119) 결과는 반덤핑조사 건수를 종속변수

117) 데이터 출처는 Global Antidumping Database이며, 연간 미국의 실업률 및 미국 기업의 이
익률은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2005)로부터 구하였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의
수입비중 데이터 출처는 IMF의 Direction of Trade이다.
118) 반덤핑조사집약도 

반덤핑조사 건수 비중
수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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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부표 2-2 참고).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국
가는 수입비중대비 반덤핑 비중을 나타내는 반덤핑조사 집약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수입비중에 비해 반덤핑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Blonigen(2005)의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FTA 변수
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lonigen(2005)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반덤핑 결정에 불복하여 NAFTA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제소건수와
NA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결정한 반송(remand)건수를 NAFTA의 체결을 나타내
는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 변수는 NAFTA 체결이 반덤핑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데 직접 연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FTA 효과는 단지 분쟁해결절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FTA에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FTA가 반덤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계량분석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다른 국가와 구
별되는 양국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더미변수로 포착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과의 FTA 체결 이
후 반덤핑조사 건수와 집약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의 무역제한효과
반덤핑은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덤핑
은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119) 반덤핑조사 집약도 지표는 반덤핑제도가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
입비중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반덤핑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
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또한 반덤핑 조사건수가 매년 다른데, 이러한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
기 위해서 해당 연도 전체 반덤핑건수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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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은 관세 및 쿼터 등의 무역제한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특히 미국 반덤핑의 무역제한효과에 대한 연구는 Prusa(2001)가 유일하다.
Prusa(2001)는 미국이 1980~94년 사이에 행한 반덤핑조사를 대상으로 반덤핑이
미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1년 후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약 55% 감소하고, 그 이후 감소폭은 약간씩 줄어들지만 반덤핑이 수입에 여전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도 덤핑 제소 1년 후에 수입은
33% 감소하고, 또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입은 40% 이상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Prusa(2001)는 협의 조정된 경우에도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
를 정치적 압력에서 찾고 있다. 즉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산업체가 정부에 외국
정부와 자율수출제한(VER)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Bown(2004)
이 있는데, HS 10단위 수준에서 4사분기 통계를 이용하여 2002년 미국 철강 세
이프가드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이프가드는 실질수입의 증가율
을 19.9%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히 USTR의 조사대상이 되었
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수입은 10.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Bown(2004)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실질수입의 증가율이 30%포
인트(19.9+10.1) 감소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으
로부터의 실질수입은 61.4%포인트 증가하였고, 세이프가드 적용이 제외된 개도국
으로부터의 수입도 53.9%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Bown(2004)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한ㆍ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미국이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대상에
서 제외된다면 해당 제품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238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3) 평가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수출기업이 가장 큰 애
로사항으로 지적했던 사안으로 한ㆍ미 FTA 결과 기업의 수출환경이 어느 정도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과거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를 별도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조사 개시 전 사전협의와 가격 및 수량 약속 활
성화 등의 반덤핑 관련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것과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
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 분야에 걸친 한ㆍ미 FTA의 협상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총 16건인
반면, 이 기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조치건수는 1건에 불과하여 불균형이 심각
하다. 또한 엄청난 덤핑 제소 대응비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은 아예 수출을 포기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는바, 자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사안별로 살펴보면,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조항이 포함됨으로
써 우리 기업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하여 미국의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이 커졌다. 특히 협의과정을 통해 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간소화 또는 명확화하여
수출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반덤핑조사
개시와 함께 피제소기업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협
의 체제를 통해 제소장 접수가 곧바로 조사 개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은 정책적으로 가격ㆍ물량 합의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300여 건에 달하는 미국의 전체 반덤핑조치 중 가격ㆍ물량 합의를 한 건수는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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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 수출업자가 가격합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조사당국은 이를 고려조
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한ㆍ미 FTA에서 관련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우
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사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무역구제에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미 수출이
많은 대기업에만 그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러나 대기업의 경우 이전에도 법적 대응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조사에 적극적으
로 응한 결과 오히려 규제조치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의 조치가 부과되어 미국시장에서 이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미국의 수
입규제가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 품목에 집중된 것은 과거 대미 수출이 주로 대
기업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나, 현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증가추세로 볼 때 해
당 미국 내 동종산업이 취약할 경우 중소기업도 충분히 규제대상이 될 수 있
다.120)
나. 의약품
1) 협상결과

가) 건강보험제도 및 주요 정책
미국은 신약의 가격 결정 시 선진 7개국 수준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을 요구
하고, 매년 물가인상을 반영한 건강보험 약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선
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인 약물이 비용대비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
는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의 유보를 요구하였으며, 제너릭 의약품도 신약처럼

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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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협상을 통해 가격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폭(20%)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건강보험 약가의 결정 및 등재과
정에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검토절차를 운영
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보험약가는 기존에는 선진국 시장가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06년 12월 29일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가 폐지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물경제성 평가와 같은 객
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가격협상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제도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약의 최저
가 보장 및 약물경제성 평가제도 도입 유보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
았다. 특허의약품 가격은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으로 인정하거나 보장하지 않고, 단
지 그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합의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표 3-45. 한ᆞ미 FTA 중 보험제도 및 제도의 투명성 관련 타결내용
주요 요구사항

타결내용

파급효과

신약의 최저가(G7 수준) 보장(미국 측)

불수용

없음

물가변동에 따른 약가 인상(미국 측)

불수용

없음

약물경제성 평가 유예(미국 측)

불수용

없음

제너릭 의약품도 신약처럼 협상제 도입(미국 측)

불수용

없음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폭(20%) 축소(미국 측)

불수용

없음

반영

-

일부 수용/이의신청
기구의 결정번복요구는
불수용

-

윤리적 영업 관행(한ᆞ미 양측)

수용

영업의 선진화

의약품의 GMP, GLP, 제너릭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한국측)

반영

수출 증가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한국측)
독립적 검토절차(미국 측)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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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행정절차 개선 및 유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의 경
우 국내외 업계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 수용하였다. 또한 의견수렴
절차 및 과정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구제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를 마련
하였으며, 자국 내 및 해외에서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 관
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의 시판승인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위한 규제협력은 국내의약품의 해외수출증가를 위해 우리 측이 요
구한 사항으로, 최종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

나) 의약품 지식재산권
협상과정 중 미국은 품목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에서, 국내 또는 제3국
에서의 의약품 품목허가절차로 인해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
에 대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또한 품목 허가 시 제출된 자료의 보호
에서 원개발자가 허가당국에 제출했던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원개발자 허락없이
후발업자가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
계와 관련하여 특허기간 중에 제너릭 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
개발자가 특허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 제기 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진행이 자
동정지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가적 긴급사태 등 위급한 상황에
서 국가가 특허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발동을 매우 제한적으
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약품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야에 있어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국내 제약업계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최대한 현행 제도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즉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시 실제 특허기간이 3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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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은 인도적 목적의 제3국 수출기회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용불가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여 미국 측에서 철회토록
하였다.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 보호는 현행 국내수준
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의 연계
는 국내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 측 요구인 30개월 허가 자동정
지는 수용하지 않되, 우리 측이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3-46. 한ᆞ미 FTA 중 지식재산권 관련 타결내용
주요 쟁점

타결내용

파급효과

품목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 연장
포함. 미국 측)

자국의 품목
허가절차에 소요된 현 제도로 시행 중
기간만 포함(타국 (최장 5년 연장 가능)
절차 불수용)

품목 허가시 제출된 자료 보호(미국 측)

수용

현재 심사제도로 시행 중(미국은
5년 요구, 우리 제도는 6년 보호)

품목 허가와 특허소송 연계(미국 측)

일부 수용

6~12개월 허가지연 예상(미국은
최대 30개월 지연)

의약품의 강제 실시권 발동 제한(미국 측) 불수용

없음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다) 의약품 관세
미국은 공산품에 대해 예외없는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하였는데,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해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양허안은 기타 완제의약품, 비타민(원료), 항생물질(원료), 항생물질제제(원
료), 호르몬제(완제)를 3년 내 관세철폐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양허
안은 기타 원료의약품만 3년 내 관세철폐품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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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협정문의 내용
(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제5조 1항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는 일반규정 등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품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일부로서 2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양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FTA 체결 이후 양국이 동일한 보건의
료체계를 채택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국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또한 FTA 체결의 목적이 양질의 의약품 개
발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규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 등에의 적절한 접근성(adequate
access)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FTA 체결로 국민보건 증진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적절한 접근성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비용 효과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윤리적인 영업관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약회
사 등이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하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정
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등의 GMP,121) GLP122) 상호인정(MRA)의 추진, 그리고 미국과의

121)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 및 원료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제조공정 및 품질관
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122)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신약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력, 실험장비 및 방법 등 시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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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제도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제약기업의 경쟁력
및 기술력을 제고하고, 미국 등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꾀하였다.
(2) 혁신에의 접근: 제5조 2항
양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FTA 협정대상을 중앙정부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호제도,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 운영하
는 메디케이드제도가 본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군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
을 포함시키는가의 문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리스트에 등재 및 보험약가 산정에 필요한 절차ㆍ규칙ㆍ
기준 등에서 비차별적인 적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산 의약품
이 외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이 서로 다른 약가 결정방식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약품의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경쟁시장 메커니즘을 통할 것을 보장하되, 시장경쟁체계와 다른 절차
와 규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경쟁적 시장가격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문안이다. 우리의 보험약
가에는 기존에 선진국 시장가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06년 12월 29일
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가
폐지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물경제성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
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또한 비교약물보다 높은 약가 신청, 새로운 안전성ㆍ유효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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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약가인상 신청, 추가 적응증 급여 확대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신청 허용은 현행 규정상 이미 가능하다.

(3) 투명성: 제5조 3항
보험급여 결정, 보험가격 결정 및 식약청의 허가와 같은 규제를 할 경우 도입
예정인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포(입법 예고)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
고 있다. 즉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산정ㆍ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사안이 합리적
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법ㆍ규정 등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인
과 상대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4) 투명성(독립적 검토절차): 제5조 3항
등재 여부ㆍ급여액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약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가 및 급여 담당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검토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독립적 검
토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립적 검토기구 및 검토위원은 약가 결정 및 급
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검토자는 해당 검토결과로부터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한다. 약가 결정 및 급여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독립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독립적 검토기구의 검토자가 관련 신청건(신청회사, 신청
제품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적’의 의미는 검토결과의 원심결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의
미하며, 검토기구 제도 자체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게 된다. 독립적 검토결과가 원
심의 결정과 상치되는 경우에도 원심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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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구에 검토결과를 환송하는 것이다.
(5) 규제협력: 제5조 6항
국내 제너릭 의약품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 허가절차 원활화를 위한 방안에 대
한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관리기
준(GMP), 비임상 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의 시판승인 상호인정(MRA)
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수 있고, 의약품ㆍ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상대국 정부의 GMP, GLP 실태조사결과를 상호인정하게 되면 의약품 수출 시
수입국 허가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실태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미국 내 허
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해외경쟁력 강
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의약품ㆍ의료기기 위원회: 제5조 7항
분과별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협정의 이행상황 및 기타 양국간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는 의약품 관련 통상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미측 관심사항뿐 아니
라 우리 측 관심사항인 규제협력(GMP, GLP 및 제너릭 의약품 허가 상호인정)도
논의하여 나갈 예정이며, 특히 위원회 산하에 GMP 상호인정 등 관련 사항을 논의
하기 위한 기술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간
위원회로서 양국 정부관료만으로 구성되며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참
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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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약품 지식재산권 주요 조항
(가)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 제18조 9항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 원개발자의 자료를 기초로 후발 신청사가 허가
를 신청한 경우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품 또
는 허가받은 용도를 대상으로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 제품에 대하여 제너릭 업자가
원개발자의 자료를 기초로 허가를 신청하면, 원개발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
하고,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WTO/TRIPs 규정에는 특허와 허가를 연계시키도록 하는 의무화된 규정이 없
다. 캐나다의 경우 1993년 ‘Patent Act’를 통해 특허만료 전 허가를 신청하는 제너
릭사는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 또는
“해당 특허가 무효이다”라는 선언서를 제출하고 특허권자는 45일간의 검토기간 동
안 특허권자가 소송제기 시 24개월간 자동 허가금지되나 보건당국은 허가신청을
계속 검토하면서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만약 제너릭 생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되거나 소송 진행 후 24개월이 경과될 경우 허가가 가능하고 특허권자가 승소할
경우 제너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판매되지 못한다.
(나) 신약 등 품목 허가 시 제출된 자료 보호: 제18조 9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위해 안전성ㆍ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소한 5년
동안은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최초 허가자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동일 또는
유사 의약품이 허가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대상을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자료로 한정하여 누구나 아는 공
지의 사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심사규정을 통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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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공개ㆍ미공개 자료 모두)를 6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최초 개발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약품을 허가신청하는 후발신청자는
이 자료를 인용할 수 없다.
표 3-47. 국내 재심사 규정
구분

재심사기간

신약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허가 후 6년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ᆞ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기타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의약품

허가 후 4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토대로 필자 정리.

2) 파급 영향
한ㆍ미 FTA 협상이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은 관세철폐와 지식재산
권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가) 관세철폐 영향 분석을 위한 가정
FTA 추진 후의 수출입증가액은 연도별 수출입액에 수출(입)가격탄력성과 관세
율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ㆍ미 FTA 체결 시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입 의약품 가격인하로 수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도별
수출입예상액은 과거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출(입)가격탄력성
은 1996~2005년간의 분기별 수출입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
하였다. FTA 추진 후 관세율의 경우 각국 양허안의 관세율 인하계획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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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ᆞ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7).

표 3-48. 한국 양허안에 따른 관세율 변화표
한국
양허안
기타 완제의약품
3년
백신(동물의약용) 즉시
백신(인체의약용) 즉시
비타민(원료)
3년
알칼로이드류(완제) 즉시
기타 원료의약품 즉시
젤라틴캡슐
즉시
항생물질(원료)
3년
항생물질제제(완제) 3년
향정원료
즉시
혈/혈청
즉시
호르몬제(완제)
3년
호르몬제(원료)
즉시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현재 2007
0.08 0.05
0.00 0.00
0.00 0.00
0.07 0.04
0.08 0.00
0.05 0.00
0.08 0.00
0.07 0.04
0.08 0.05
0.04 0.00
0.00 0.00
0.08 0.05
0.03 0.00
토대로 필자

2008
0.03
0.00
0.00
0.02
0.00
0.00
0.00
0.02
0.03
0.00
0.00
0.03
0.00
추산.

20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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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미국 양허안에 따른 관세율 변화표
미국
양허안 현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타 완제의약품 즉시
0
0
0
0
0
0
0
0
0
백신(동물의약용) 즉시
0
0
0
0
0
0
0
0
0
백신(인체의약용) 즉시
0
0
0
0
0
0
0
0
0
비타민(원료)
즉시
0
0
0
0
0
0
0
0
0
알칼로이드류(완제) 즉시
0
0
0
0
0
0
0
0
0
기타 원료의약품
3년 0.03 0.02 0.01 0
0
0
0
0
0
젤라틴캡슐
즉시 0.03 0
0
0
0
0
0
0
0
항생물질(원료)
즉시 0.006 0
0
0
0
0
0
0
0
항생물질제제(완제) 즉시
0
0
0
0
0
0
0
0
0
향정원료
즉시 0.009 0
0
0
0
0
0
0
0
혈/혈청
즉시
0
0
0
0
0
0
0
0
0
호르몬제(완제)
즉시
0
0
0
0
0
0
0
0
0
호르몬제(원료)
즉시
0
0
0
0
0
0
0
0
0
주: 각국의 양허안은 실제로는 HS10단위(한국의 경우), HS8단위(미국의 경우)로 구성되어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품목군별로 재구성함.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추산.

2015 20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있으나 산업

한편 관세인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액을 추
계한 후 의약품산업의 고용 유발계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관세인하에 따른 소
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군별 대비 수입의약품 규모를 추계한 후 품목군별
대비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인하폭을 감안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에서 관세
가 인하되는 만큼 의약품 가격인하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되, 원료의약품의 가격은
수입한 원료의약품 중 수출 완제의약품제조에 사용된 부분(4%)123)을 제거하고 남
은 부분(96%)만 인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른 영향 분석을 위한 가정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기대매출 손실액 추계는 허가 지연이 없
123) 2005년 완제의약품의 수출비중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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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제너릭 예상 매출액에 허가 지연 시 제너릭 예상 매출액을 차감한 후 승소
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대상품목은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복제로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복제의약품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 시 특
허 소송률을 반영하였다.
오리지널 제품의 미래시장규모는 최근 연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오리지널 제품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복제의약품의 시장규모는 최근 5년간 출시된 복제
의약품의 매출규모를 반영한 연차별 시장침투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특허분쟁
에 따른 복제의약품 허가지연기간은 원개발자가 복제의약품 개발업자에게 특허침
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가처분소송기간(6~12개월)의 중간값인 9개월을 적
용하였다.
허가특허연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기대매출 손실액을
추계한 후 의약품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허가특허연계가 소
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제약사의 후발의약품 발매 지연에 따라 상대적으
로 고가인 오리지널 신약을 사용함에 따른 보험재정, 환자본인 부담액의 증가를 추
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후발의약품 발매 지연에 따른 오리지널과 퍼스트 제너
릭 약가 차액(15%)과 후발의약품 발매 지연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미인
하율(20%)을 반영하였다.
자료 보호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제약사의 후발의약품 발매 지연
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인 오리지널 신약을 사용함에 따른 보험재정, 환자 본인
부담액의 증가를 추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후발의약품 발매 지연에 따른 오리
지널과 퍼스트 제너릭 약가 차액(15%)을 반영하였다.
자료 보호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기대매출 손실액 추계는 공개자료 보호의 영
향을 받지 않을 경우의 개량신약 예상매출액에 공개자료 보호의 영향을 받을 경우
의 개량신약 예상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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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한ᆞ미 FTA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른 영향

제너릭
의약품
시장진입
장벽강화

제너릭
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제너릭
의약품
개발비용
증가
특허소송
증가

지식재산권
강화

연구개발
동기 강화

R&B투자
확대
특허출원
건수 증가

제너릭산업
기대수익
감소
제너릭
의약품
개발 감소
오리지널다국적 기업
시장점유율
증가
신약개발
증가
[장기효과]

건보재정
악화
약제비
증가
국내 제너릭
시장
성장잠재력
감소

신약개발
분야의
성장잠재력
증가

소비자후생
감소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7).

다) 한ㆍ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관세에 대한 양허안은 3년 내 즉시철폐이며 미국 측은 대부분 즉시
철폐이다. 양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의약품 가격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
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각국의 양허안으로 관세율
이 인하되면 5년간 총 718억 원(10년간 1,574억 원), 연평균 5년 144억 원(10년
평균 157억 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추가로 발생될 전망이다.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급격한 제도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현행 제
도수준에서 합의하였으나, 일부 사안은 국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분석된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로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 및 매출손
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품목 허가와 특허소송의 연계로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약
6~12개월 연장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사의 품목 허가 시 제출
된 자료를 보호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의약품 재심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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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허가 특허연계와 자료 보호 등 지식재산권이 강화되면 국내의 제너릭 의약품 출
시 지연에 따라 국내 제너릭시장의 성장잠재력이 감소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동기를 강화하여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정량분석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관세철폐와 지식재산권이 강화됨에 따라
연평균(10년) 904억~1,688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이러한 생산감소에 따라
표 3-50. 한ᆞ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원)

연평균
1~5년 평균
1~10년 평균
생산(매출) 감소
576~1,002
904~1,688
관세철폐
144
157
지식재산권 강화
432~858
746~1,531
허가-특허 연계
367~794
673~1,458
공개자료 보호
64
73
소득 감소
237~412
372~695
관세철폐
59
65
지식재산권 강화
178~353
307~631
허가-특허 연계
151~327
277~601
공개자료 보호
26
30
고용 감소(명)
235~409
369~689
관세철폐
59
64
지식재산권 강화
176~350
305~625
허가-특허 연계
150~324
275~595
공개자료 보호
26
30
소비자 후생
△330~6
△397~23
관세철폐
339
404
지식재산권 강화 △333~△669
△381~△801
허가-특허 연계 △322~△658
△368~△788
공개자료 보호
△11
△1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7).

5년 누적

10년 누적

2,875~5,006
9,035~16,881
718
1,574
2,157~4,288
7,461~15,307
1,836~3,968
6,735~14,580
321
726
1,185~2,063
3,723~6,955
296
649
889~1,767
3,074~6,306
757~1,635
2,775~6,007
132
299
1,173~2,043
3,687~6,890
293
642
880~1,750
3,045~6,247
750~1,619
2,749~5,951
131
296
△1,652~29
△3,968~226
1,696
4,036
△1,667~△3,348 △3,810~△8,004
△1,610~△3,291 △3,682~△7,876
△57
△128

254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고용감소는 연평균(10년) 369～689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 및 지식재산권 강
화로 인해 국내 복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연평균(10년) -397억~23억 원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위 제약사 중 연구개발력을 갖춘 제약사는 기술(특허)력를 강
화하여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강화로 국내
제약사는 혁신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제너릭 등 분야에 연구개발투자를 집중할 전
망이다. 또한 미국과의 GMP 상호인정 기반 조성 및 국산의약품 품질 향상으로 국
내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한ㆍ미 FTA 협상결과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R&D 투자확
대 등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로 국내 제도수준이 향상되
고, GMP, GLP, 제너릭 의약품 상호인정 추진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결과는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훼손을 방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
에 구입ㆍ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을 시행ㆍ유지하였다.
한ㆍ미 FTA를 계기로 의약품산업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특허의약품
의 적절한 가치 인정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강화 및 기술기반형 산업구조
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내수 지향적인 국내 제약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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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은 건강보험 및 의약제도와 관련된 절차적 투명성
보장 강화 등 국내 보건의료 제도의 수준을 상향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관세철폐, 지식재산권 강화 등으로 의
약품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제너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생산
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량신약 등 제너릭
의약품 개발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너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
어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20%),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증가 등으로 보
험재정 및 환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허가 연계 및 자료 보호에 따라 복제품목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되므로 허가심사과정이 현재보다 길어질 것이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
송(9개월 추계 고려) 등의 분쟁을 통해 일정기간 중단될 경우 제품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복제의약품의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시 허가가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특허권자는 일단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제너릭 발매를 지연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
소하더라도 허가 지연기간 동안 독점 판매가 가능하므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허-허가 연계에 따라 특허소송이 증가되면 이로 인한 분쟁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기업의 특허관련 인력 증가와 특허분석 비용 증가로 제품 개발비용이 증가
할 가능성도 있다.
다. 지식재산권
1) 협상결과
한ㆍ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강화가 미국 측의
핵심 요구였던 만큼, 협상단계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이슈들이 저작권에 집중
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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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등에 있어 양국간 입장이 첨
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밖에 특허 존속기간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사회ㆍ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한ㆍ미 양국간 입장
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모든 FTA에 저작권 보호기
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FTA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나라는 현행 저작권법상(제36조)에 저작권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저작권 보
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후 70년간 보호를 요구하였고, 미국 측 요구
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혹은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124) 다만 저작
권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를 받았다(제18.11조 2항).
나)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는 보통 컴퓨터의 RAM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를 의미하는
데, RAM에 저장되는 있는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신속하게 대체되거나 RAM에
공급되는 전원을 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RAM에 저장되는 것은 보통 일시적이
다. 우리나라는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미국은 법률과 판례로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NTE 보고서나 혹은 Special 301조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한ㆍ미 FTA 협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 저장
124) 한ᆞ미 FTA 협정문 (5월 25일 공개본) 제18.4조 4항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저작자 생존
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저작물ᆞ실연 또는 음반의 경우 발행한 연도 말로부터 70년
혹은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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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다) 접근통제(acess control)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는 암호화, 디지털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지를 확인
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이용통제(use control)와 접
근통제(access control)로 나뉘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슈화되었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문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
는 것을 불법화하는지의 여부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보호
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 쟁점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결국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자125)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과(제18.4조 7항)할 것을 합의하였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 책임 강화 및 제한
OSP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25) 한ᆞ미 FTA 협정문 제18.4조 7항 가)에 따르면,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알면서도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호되는 저작물ᆞ실연ᆞ음반 또
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우회하는 자
② 장치(devices), 물품, 혹은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제공(offer) 혹은 밀거래하는 자, 또는
해당 서비스를 공공에게 제공하는 자
-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혹은 그 인과 함께, 또는 그 인이 알고 있
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것
-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한적인 것
-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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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싱가포르 등 미국이 체결한 FTA에 공통적으로 OSP의 책임과 책임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에 OSP의 근
표 3-51. OSP의 책임제한 관련 한ᆞ미 FTA 협정문 내용
OSP 전형적인
역할 유형

유형별 책임제한

서비스제공자 정의

-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명령 구제는 특정 계정을 해지시키거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단순전송
혹은 특정한 국외 온라인상의 장소에
사이에서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이 조치를 위해 전송, 라우팅(routing),
접속시키는 제공자
취하는 것으로 제한함.
- 사용자접근(user access)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만 캐싱된 자료의 상당 부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표준
정보통신규약을 따라 온라인상 자료를
이용 가능하게 한 자에 의해 명시된
캐싱된 자료의 refreshing, reloading,
자동적인 처리를
updating에 관련된 규칙을 준수할 것
통하여 수행되는
- 자료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캐싱(caching)
원래의 사이트에 사용된 당사국 영역에서
인정된 산업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온라인서비스 혹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전송 시 수정하지 말 것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혹은
-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받을
운영자
경우 원래의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시킬 것
게시판 기능(자료의 - 침해행위를 통제하는 권리 및 능력이
이용자의 지시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는
따른 저장)
금전적 혜택을 받아서는 안됨.
- 침해가 명백한 사실 혹은 정황을
인지하는 경우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웹사이트 링크
접근을 무력화시킬 것
- 침해사실에 대한 통보를 접수하는
대표자를 공개적으로 지정할 것
주: 상기에 규정된 네 가지 유형 외의 역할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
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은 침해자료의 제거 혹은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구제로 제한함.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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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책임의 범위, 책임의 한계 및 예외가 분명하지 않음을 들어, OSP의 책임과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 측 요구가 수용되어, 양국은
OSP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저
작권자 요청 시 침해 혐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에 합의하
였다. OSP 책임제한에 대한 한ㆍ미 FTA 협정문 상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표
3-51]과 같다.
마) 특허등록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특허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같이 특허출원에 의한 심사 등록 이후의 등록에 의
하여 발생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다. 따라서 실제 특허권의 존
속기간은 심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ㆍ미 양국은 심
사지연 등으로 특허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의 도입에 합의하였다(제18.8조 6항). 우리나라 특허법상에는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축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미국이 칠레,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서
동일한 규정126)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만 불합리한 등록에 대한 기준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상단계에서 미국 측은 기준시점으로 미ㆍ싱가포르
FTA와 동일하게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2년 중 더 늦은날”을 요구한 것
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측 요구가 반영되어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더 늦은 날”로 결정되었다.

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저작권자와 상표권자가 실손해(actual damages)와 사전 설
126) 미ᆞ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16.7조 7항, 미ᆞ칠레 FTA 협정문 제17.9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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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손
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저작권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미국 저작권법상에서는 법
정손해배상액을 750~30,000달러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94조에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특례 규
정이 있으며, 상표법 제67조에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한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소송비용을 밑돌 정
도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문제시되었다. 협상단계에
서 미국은 애초에 특허침해 시 3배수 및 부가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으
나, 우리의 실손해배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전에 법으로 손해배상
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법정 손해배상 도입이 결정되었다.

사) 기타 주요 합의내용
저작권과 관련하여 방송보상청구권, 불법해독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수신ㆍ
사용금지 및 정부의 정품저작물 사용의무화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허와 관련해
서는 의약품특허, 공지예외적용기간의 연장 및 미실시요건 폐지를 통한 특허취소
기준 강화 등이, 상표와 관련해서는 상표권의 효력범위, 상표전용권의 등록의무폐
지, 냄새ㆍ소리 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끝으로 집행에 있어
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저작권비친고죄 및 관세법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2) 파급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협상의 결과로 저작권, 상표, 특허 및 집행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걸친 제도 변경이 요구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지
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ㆍ미 FTA로 인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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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경제 전반, 관련 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FDI, 무역,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비
록 지금까지의 선행연구127)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 관계들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
은 없으나,128)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무역과 FDI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이 촉진되고,129) 궁
127) Gould and Gruben(1993)은 개방경제일수록 지식재산권과 혁신(innovation) 간의 관계가 강
화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엔진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Mansfield (1994)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기술개발과 관련된
설비에서 FDI 혹은 연구합작기업(RJV)의 설립이 쉽지 않음을 보였고, Maskus(1997)는 지식
재산권 제도가 미국의 outward FDI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Smarzynska(2000)
는 실증분석을 통해 약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
적인 산업에 외국인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가 무역, FDI,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8) 이유인즉 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정도와 더불어 교역상대국의 특성 및 산업적 특색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서로 상반
되는 결론이 유도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29)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효과는 수
입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면, 지식재산권을 가진 수출기업은 시장지배력이 향상
되어 생산량(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를 ‘시장지배효과(market power effect)’라 한다.
둘째 효과는 수입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경
쟁우위를 가지므로 수출시장에서 생산량(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시장확대효과(market
expansion effect)’라 한다. 결국 이 효과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
호수준 강화는 그 국가로의 수출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도 있다.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수준과
무역과의 상관관계는 실증의 문제가 된다. Maskus and Penubarti(1995)는 ‘시장확대효과’가
‘시장지배효과’보다 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무역이 증가됨을 보였다. 한편 Smith(1999)는
미국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기업이 기술력을 모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기술력을 모방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장지배효과’가 커
져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무역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Carsten and
Braga(1999)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강화가 무역증가를 초래함을 보였다. 비록
지식재산권 보호수준과 무역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은 없으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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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한ㆍ미 FTA를 통한 지
식재산권 보호수준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교역량 증대와 FDI 증대130)를 초래하는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고, 이는 혁신과 창작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창작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
져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으로 보호수준의 강화 등 제도 변경은 관련 산업의 비용증가(기술사용료 지출증가,
저작권료 지급증가 등)를 초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이 일정 수준 상쇄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쟁점이 저작
권 보호기간 연장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ㆍ미 FTA로
인한 포괄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참고적인 의
미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를 제시한다.131) [표
3-52]와 [표 3-53]은 2007년 4월 발표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저
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132)를 정리한 것으로, 저작권 보호

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130)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이다. 선진화된 지
식재산권 제도를 갖춤으로써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싼 인건비와 유지비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확
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촉진시켜 제도가 미비한 주변 국가들로의 FDI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으로 특허실시료의 부담증가가 예상되는 바이나, 당사자 간 계약
에 의해 특허실시료가 지급되는 만큼 기초통계자료가 미비하여 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32) 분석방법은 한ᆞ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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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출판ᆞ음악ᆞ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해외지출비용(연평균)
(단위: 백만 원)

2008~12년
(5년간)

출판

음악

캐릭터

2008~17년
(10년간)

2008~22년
(15년간)

2008~27년
(20년간)

미국

124

246

433

424

기타 외국

1,030

2,015

2,495

2,871

계

1,154
(980)

2,261
(1,734)

2,928
(2,069)

3,296
(2,160)

미국

3

6

8

10

기타 외국

19

38

55

70

계

22
(19)

44
(34)

63
(44)

80
(51)

해외

2,140
(1,818)

3,789
(2,917)

5,678
(3,957)

7,798
(4,922)

주: ( ) 안은 실질가치화한 수치임(연간 할인율 3% 적용함).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를 재구성.

기간 연장으로 20년간 연간 100억 원 수준의 추가 저작권료 지급이 예상되며, 이
중 70% 정도가 미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판저작물의 경우
2008~27년의 20년간 약 21.6억 원, 음악저작물의 경우 약 5,100만 원, 캐릭터 저
표 3-5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연평균 소득감소(실질가치)
(단위: 백만 원)

2008~12년
(5년간)
출판
980
음악
19
캐릭터
1,818
합계
2,817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2008~17년
(10년간)
1,734
34
2,918
4,986

2008~22년
(15년간)
2,069
44
3,957
6,070

2008~27년
(20년간)
2,160
51
4,922
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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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경우 약 42.9억 원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물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피해의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며, 게임, 영화, 애니메
이션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 그 피해액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은 정보생산과 이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보
및 지식의 확산과 그 사회적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편익 또는 소비자후생을 증
진시키는 데 있다.133) 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지식
의 활용과 확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 후생에 해가 될 수도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ㆍ미 FTA 협상결과가 소비자 후생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한ㆍ미 FTA에서 허용되는 예외 및
제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지식재산권 보호수
준 강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도 있다.
3) 평가
한ㆍ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불합리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둘째, 국
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선진화였다. 협상단계에서 미국은 자국법을 일체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선발명주의의 완전한 철폐를 통한 권리귀속쟁송제
도(interference) 개선, 생명공학특허 제한, 상표등록주의 강화, 의장등록의 무심사
제도 등에 있어 미국의 법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협상의 목표달
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33) 문화관광부(2006),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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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과 구체적 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반영하여 설정
해야 하는 이슈로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수적이
다. 한ㆍ미 FTA를 계기로 이러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ㆍ
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아 그 평가가 조심스
러운 것도 사실이다. 주요 합의내용에 대한 평가는 [표 3-54]와 같다.
표 3-54. 주요 합의내용에 대한 평가
주요 합의내용

긍정적 측면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 제공

특허권존속기간 연장

- 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
- 신속한 특허출원 처리
관행 정착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기술 보호 인정
OSP 책임 강화

- 관련 산업의 로열티 지급증가로 인한
피해 예상

- 이용자의 권리 제한
- 국제적인 추세 반영
-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 OSP의 역할 위축 초래, 관련 산업
보호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

소리ᆞ냄새 상표 인정

- 국제적인 추세 반영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 발명자 편익 증대

증명표장제도 도입

- 소비자후생 증대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정보 및 기준
제시, 소비 촉진에 기여)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예방
- 권리자의 효과적인 보호
자료: 한ㆍ미 FTA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작성.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부정적 측면

- 식별력 있는 표지 선별의
어려움(상표표현의 문제)
- 유사 여부 및 식별력 여부 판단이
어려움(심사상의 문제)
- 일반인이 인식하기 어려움(공시문제)
- 권리범위가 모호하여 권리분쟁의
가능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권리범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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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로
열티 지급 증가로 인한 단기적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산업의
피해만을 잣대삼아 이 결정들을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
고자 이 결정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지식재
산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
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등록지연에 대한 합리
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제도의 시행이 우리 특허심사 및 등록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신속한 특허출원 처리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는 점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과 접근통제 기술보호조치의 인정에 대한 결정은 국
제적인 동향에 부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매우 용이하므로 저작
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이러한 보호는 이용자의 권리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ㆍ미 FTA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이 쟁점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의 경우 ‘공정이용’134)을 통한 예외가 인정되었고, 접근통제를
인정함에 따른 부작용135)을 고려, 접근통제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규정136)을 두고

134) 한ᆞ미 FTA 협정문 (5월 25일 공개본) 제18.4조 1항의 각주 (11)번은 다음과 같다: “각 당
사국은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ᆞ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
우로 한정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공정이용을 위하여 이 항에서 기술된 권
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는 이전 문장
에서 규정된 대로 한정된다.”
135) 접근통제를 인정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보의 독점화, 저작권 제한규정의 무력화, 경쟁 및 혁신
의 억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문화관광부 2006, p. 42).
136) 한ᆞ미 FTA 협정문 제18.4조 7항 라)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
로 한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copy)에 대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을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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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추가예외를 설정(3년마다 도입 가능)할 수 있는 협의근거를
마련하여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맥락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된 협상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상표분야에서는 소리ㆍ냄새 상표가
인정되었는데, 사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과 달리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는 소리나 냄새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하게 됨에 따른 문제점이 미국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리나 냄새가 상표로서 그 기능을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보호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데 반해, 등
록주의에서는 식별력이 있는 소리나 냄새가 일단 상표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해
소비자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식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자체
로 식별력 있는 표지를 선별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0년 이
상의 기간 동안 소리나 냄새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인정해온 미국이나 영국 등에
서도 실제로 소리나 냄새에 상표등록이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소리, 냄새 상표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137)

② 정보의 스크램블링(scrambling) 혹은 디스크램블링(descrambling)을 위한 기술의 취약성
을 연구하는 행위
③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위
④ 컴퓨터 등의 안정성을 시험, 검사하는 행위
⑤ 개인정보 수집, 배포 방지를 위한 행위
⑥ 법 집행 목적,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공무원(government employee)이 수행하는 합법적인 행위
⑦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등에 의한 저작물 접근 행위
⑧ 특정 유형의 저작물 등에 대한 비침해적(non-infringing) 이용 행위
상기의 항목은 미ᆞ호주 FTA 협정문 (제17.4조 7항)과 동일하다.
137) 특허청(2006), pp. 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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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지예외규정 적용기간의 연장 결정은 발명자에게 특허출원시기를 선
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 발명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증명
표장제도 도입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마크
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과 상표법에 의거한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소송비용을 밑돌 정도로 낮게 책
정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법정손해배상 도입
으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실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운 경
우 권리자가 법정 손배해상을 선택할 수 있어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라. 환경
1) 협상결과138)
환경분과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8차 협상에서 일부 내용 확인을 전
제로 사실상 타결되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이후 미국은 자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or America) 합의에 따라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
왔다(2007년 6월). 미국은 추가제안에서 7개 국제 환경협약의 수용과 실행을 요구
하였으며, 이미 양국이 7개 협약에 모두 가입한 상태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
다. 또한 미국은 환경조항 위반 시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을 요구하였고 우리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에 합의된 사항(환경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분쟁해결절
차 도입)이 변경되었다.139)
138) 외교통상부(2007. 4. 4); 관계 부처 합동(2007. 5); 외교통상부(2007. 6. 29); 한ᆞ미 FTA
최종 협정문(국영문); 협상 각차별 외교부 보도자료(2006~2007); 미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
(NAFTA, 호주, 바레인, 모로코, 싱가포르, 칠레, 페루, 파나마)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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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환경분과 협상 경과
협상
1차 협상
2006. 6. 5~9
5차 협상
2006. 12. 4~6

6차 협상
2007. 1. 16~17

주요 내용
ᆞ합의사항 없음.
ᆞ미국 측 분쟁해결절차 및 벌과금제도 도입 주장, 우리 측은 반대
ᆞ환경피해구제의 절차적 문제, 제도적 장치, 환경협력 등 핵심쟁점이 아닌
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 완료
ᆞ두 개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1) 중요성을 인정하는 다자간환경협정
(MEA)의 범위, 2)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개시 시점 합의
ᆞ환경법의 동등성, 강제적 분쟁해결 도입문제 미타결
ᆞ미국 측이 대중참여 조항에 일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여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ᆞ환경협력사업분야 검토
ᆞ대중참여,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 법률 등 잔여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타결

7차 협상
2007. 2. 11~14
8차 협상
ᆞ일부 내용 확인을 전제로 사실상 협상 타결
2007. 3. 8~12
추가 협상
ᆞ7개 다자국제협약 의무 이행 합의
2007. 6. 21~22,
ᆞ환경 관련 분쟁사안의 일반분쟁해결절차 회부 합의
6. 25~27
주: 2~4차 협상은 특이사항 없음.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환경분야 협상에서 두드러진 쟁점은 없었으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보장의무,
민간조사요구제 도입, 분쟁해결절차 및 회부대상 법률의 범위 등이 중요한 논의사
항이었다. 아울러 투자협정상의 환경 관련 조항,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배출허용기
준 등 자동차 환경 관련 표준 협상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주요 합의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환경보호의 수준
이 조항은 미국이 기 체결한 FTA 환경협정문의 서두(한ㆍ미 FTA에서는 20.1
조 보호수준)에 포함되며, 협정의 기본적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국의
139) 외교통상부(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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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환경분야 쟁점 및 타결 내용
쟁점

미국 주장
한국 주장
타결 내용
보다 강도 높은
환경법의
보다 완화된
의무규정(분쟁해결의
미국 제안 수용.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효과적 집행
규정(효과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준수 규정
의무
집행을 위해 노력)
집행할 의무)
1) 민간조사요구권 인정, 2) 환경 협정
민간의 조사요구권과
이행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와 협의, 3)
대중참여제
보다 원칙적
일반 대중의
도입
수준의 합의 주장 환경협의회 설치 및 대중 참여 공개회의
환경공동위원회 참여
운영
환경조항 위반 시 일반분쟁해결절차 회부
분쟁해결절차
환경법의 연방법 수준으로
주단위 법으로
미국은 연방법,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으로 규정
범위
제한
확대 주장
환경법 이행 관련 정보교환, 민관
환경협력협정
파트너십, 협력사업분야 규정
체결
1) 정당한 환경정책이 이행의무부과
환경 관련
간접수용의
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
투자협정
주권침해 우려
2) 간접수용의 적용대상 제한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정리.

환경보호 수준을 자국이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자국법과 정책이 높은 환경보호 수
준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법과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양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환경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기 체결 FTA 환경협정의 일반적인 내
용을 따랐다.

나)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이 조항은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한ㆍ미 FTA 협정
문 20.3조(환경법의 적용 및 시행)에 포함되어 있다. 본 조항은 ① 무역협정의 당
사국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반복적 과정을
통해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② 당사국
은 환경정책 관련 조사, 처벌, 규제 등에 대해 자국의 재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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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③ 환경법에 저촉되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지 않을 의무 등을 규정한다.
(1)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당초 미국은 기 체결한 FTA 협정문과 마찬가지로 “국내 환경 관련 법규를 양
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무작위를 통
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명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법
의 효과적인 집행이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집행할 의무(shall not fail to
enforce) 대신 “환경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한다(shall endeavor that its
environmental laws are effectively enforced)”는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협상결과, 미국의 요구가 수용되어 당사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한ㆍ미 양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문구140)가 채택되었다. 미국은 기 체결 FTA 환경협정
문에서 대부분 이와 동일한 문구를 관철한 바 있다.
(2) 환경법 적용의 면제ㆍ이탈 불가
양국은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ㆍ저하하는 방법으
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ㆍ이탈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단 국내법
에서 면제ㆍ이탈을 허용하는 조치가 관련 다자환경협정상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를 허용한다는 제한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조건은 미국이

140) 20.1조 1항 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이 발효 이후,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
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
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ᆞ미 FTA 협정문 ). 영문 협정문은 다음과 같다. “Neither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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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체결한 페루, 파나마와의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다) 민간조사요구권
민간조사요구권(Citizen’s Submission)은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이 정부의 환경
법 및 집행과 수용 절차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환경법 위반 주장
에 대한 조사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에 따르면, 환경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의 국내 이행 시 대중과의 대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조사요구권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시행한 바 없는 제도이다.
기 체결 FTA(NAFTA, 호주, 싱가포르, 바레인, 페루, 파나마 FTA)와 마찬가지
로 미국은 한ㆍ미 FTA 협상에서 민간조사요구권 시행을 제안한바, 이는 이에 따
라 사인(persons)이 체약국 관계당국에 환경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국내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여 민간조사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환경협정 이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쌓은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환경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부 고위관리로 구
성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설립하고, 협의회 개최 시 대
중이 참여한 공청회(public session)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단 상대국 사인의 입장
제출을 적절히 통제하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은 상대국 사인의 입장 제출
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즉 상대국 소속 사인은 자신의 소속국을 통
해 입장을 제출토록 하고, 해당 사인의 당사국은 제출된 입장이 환경협정문의 특정
조항 이행과 관련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대국에 제출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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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쟁해결절차
양국은 당초 환경 관련 분쟁 발생 시 별도의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기
로 했으나, 6월 추가협의에서 환경 역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가 되어
야 하며, ② 회부대상은 정부의 환경 관련 법 제도로 한정하고, ③ 분쟁해결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환경위원회 등)를 선행하며, ④ 무역ㆍ투자 입증요건을 강화하
며, ⑤ 무역보복은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해당 다자간 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을 경우,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다자협약상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먼저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같이 환경 관련 분쟁이 일반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도록 함에 따라 환경협정
문상의 의무 불이행 시 여타 분쟁이슈와 같이 무역보복 또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즉 당초 노동ㆍ환경 분야의 별도 분쟁해결절차 규정에서는 보상액을 1,50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보상액은 패소국의 제도개선에 쓰도록 했으나, 추가 협의결과에
따라 노동ㆍ환경 분야의 분쟁도 일반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며, 보상액의 상한이
없어지고 보상액 역시 승소국의 피해보상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이는 추가협상
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환경법의 범위
미국은 기존의 FTA 협상문에서 자국의 환경법이 연방법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FTA 환경협상에서 고수하고 있는 원칙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상 주별 환경법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즉 우리 측은 미국의 환경법이 연방법에 한정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하거나 양국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만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미국의 연방체제에 따른 법적용의 복잡성을 감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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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당한 요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협상 결과, 미국의 기 체결 협정과
마찬가지로 협정대상이 되는 환경법의 범위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 우리나라는 중
앙정부차원의 법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환경법과 우리나라 중앙정
부 환경법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한ㆍ미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
부할 수 있다.

바) 의무이행의 대상이 되는 국제협약의 범위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에 따라 다음의 7개
국제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ㆍ유지 및 집행할 것
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였다. 단 의무 위반이 성립되
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ㆍ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협정문 위반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는 없도록 제한하였다. 양국은 미국이 제시
한 7개 국제환경협약 모두에 이미 가입한 상태이다.

글상자 3-1. 미국이 준수를 요구한 7개 국제환경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done at Montreal)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미주 열대참치 협약(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국제 포경금지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done at Canb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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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협력
미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당사국들은 무역,
투자 등의 경로를 통해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협상 결과,
양국은 환경협정문과는 별도로 환경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환경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아)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미국은 민간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연방정부 수준에서 전면 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협상에서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환경서비스시장 대부분을 이미
개방한 상태로서 산업폐수, 산업폐기물 처리, 배출가스 정화, 소음진동 저감, 환경
영향평가 서비스(외국기업 소속 환경컨설턴트의 1년 이내 체류 포함) 등의 환경서
비스를 개방하였다. 단 공공서비스에 속하는 생활하수, 생활폐기물 처리, 자연경관
보호와 유치산업으로 간주되는 환경컨설팅, 토양오염 복원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ㆍ미 FTA 협상에서 순수한 공공환경서비스는 관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으나, 민간에 위탁된 공공서비스부문의 경우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환경컨설팅과 토
양오염복원업 시장 개방을 합의하였으나, 상하수도분야 등 공공서비스분야는 포괄
적으로 개방을 유보하였다.

자) 투자협정 관련 사항
환경과 관련하여 한ㆍ미 FTA 투자협정은 환경보존을 위한 양국의 정책권한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였다. 단 이 조항은 환경정책이 투자협정의 모든 의무의 적용으
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협정의 간접수용 관
련 규정은 환경정책과 연관되어 중요한 사안인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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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국내에서는 간접수용 적용대상에 환경정책이 포함될 경우
환경주권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투자협정과 관련
된 환경정책의 제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 환경정책이 정당한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비차별적으로 행해질 경우 원
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다만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에만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제한
적인 조건을 두었다.

차) 자동차 관련 사항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
입하고, 1만 대 이하 제작사의 경우 현행 기준(ULEV)보다 다소 완화된 평균 배출
량 기준을 적용하며, 1만 대 이상 판매 제작사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
하기로 하였다. 또한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장치)의 경우 1만 대 이하
국내 판매차량의 장착의무를 2008년 말까지 면제하되, 2009년에는 100%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은 자동차 표준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고,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도입 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할 것
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연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약칭 NTE 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 및 환
경 기준의 제ㆍ개정 절차가 불투명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통상마찰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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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급 영향

가) 환경 관련 제도의 개선에 따른 영향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미국과의 FTA 체결은 전반적인 국내 환경보호
제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관련 제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제도
개선ㆍ강화, 환경 보호에 대한 국내법 집행 강화 등을 통해 환경 보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환경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환경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환경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관련
비용증가,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가 중소제조업 5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4.4%만이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고, 환
경관리 담당인력이 없는 업체는 40.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민간조사요구제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글상자 3-2. NAFTA의 민간조사요구제 운영 현황141)
- NAFTA의 경우 2005년까지 총 50건의 조사요구가 제출되었으며, 국가별 조사요구대상 국
가는 캐나다 17건, 멕시코 24건, 미국 9건 순이었다. 50건 중 28건은 공식적인 요구사항
(CEC 14조 1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기된바, 민간조사요구제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4건은 사실 기록(factual record)을 남기지 않도록
한바, 이는 제출요건(CEC 14조 1항 및 2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특기할 만한 점은 민간조사요구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사항 또는 사실 기록이 실질적인 구속
력이 없음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 개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Conzumel 사건,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BC Logging 사
건 등은 모두 해당 정부의 관련법 개선으로 이어졌다.
141) Hufbauer and Shott(2005), pp. 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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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려가 있으나, 민간조사요구제 활용의 요건을 철저히 갖추도록 운영할 경우 이
제도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한 NAFTA의 경우 민간조사요구제로 인해 특이한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으
며, 해당 국가의 법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기한 바와 같이 2009년에는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
스측정장치)의 100%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표준작업반을 설치하여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도입 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였다. 한ㆍ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및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시에 미국의 관여 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환경산업 및 서비스시장 확대
미국의 환경서비스 수익규모는 1,18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7.8조 원의 약 39배
에 달하고 있어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시장 진입에 대한 유인은 아직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영세한 매출규모, 지역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바, 미국기업의 국내기업과의 합작형태가 우세할
전망이다.142) 그러나 환경서비스시장의 부분적 개방과 양국간 환경협력 확대에 따
라 장기적으로는 국내시장 확대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서비스의 대미 수입 확대는 국내 관련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
나, 오히려 우리나라 환경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5,890억 달러(648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북미, 서유럽, 일
14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6),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환경서비스시장 접근에 관한 연구 . 환경
부(2007. 4.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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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 선진국이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등 아시아와 동유
럽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143)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역시 빠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표 3-57. 국내 환경산업의 규모와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1999년

2005년

2010년

환경서비스업

38,980

78,850

환경자원이용업

28,380

환경설비업
계

연평균 성장률(%)
1999~2005년

2005~10년

136,390

12.5

11.6

62,770

118,540

14.1

13.6

22,610

46,350

62,620

12.7

6.2

89,870

187,970

317,550

13.1

11.1

자료: 박종식ㆍ김태용(2001).

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환경보호수준 개선 및 환경산업 성장
한ㆍ미 FTA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어 소득수준이 향상될 경우 환경 보
호를 위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정책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인한 소득증가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환경규제에 대
한 더 많은 정책적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144) 이 같은 긍정적 효과는 교역증가
로 인한 산업규모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145)를 상쇄하는 한편 환경산

143) 아시아경제 (2006. 8. 13).
144) Ferrantino, Michael J. and Linkins, Linda A.(1999), “The effects of Global Trade
Liberalisation on Toxic Emissions in Industr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135, no. 1, 1999, pp. 128-55. 강상인(2001)에서 재인용.
145)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2007년 보고서 한ᆞ미 FTA 환경파급효과 분석연구 에 따르면, 한ᆞ미
FTA 체결로 오염유발계수가 큰 1차금속, 비철금속, 석유화학 분야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
입이 증가하여 국내생산을 대체함에 따라 오염배출량은 오히려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환경부
(2007. 4.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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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환경협정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전반적으로 ① 협상이행의 절차적 중요성 강
조, ② 관련 제도화 노력(민간조사요구제 도입)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제도 도입,
③ 환경 보호에 대한 국내법 집행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FTA 환경협상의
배경에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미국 내 움직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
는데, 이번 한ㆍ미 FTA 협상에서 추가협의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이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글상자 3-3. NAFTA의 환경 관련 투자자ᆞ정부 간 분쟁사례146)
메탈클레드사 사건
- 메탈클레드사 사건에서는 ① 멕시코 지방정부가 건설허가권만을 갖고 있음에도 환경영향을
이유로 공장 건설 허가를 거부한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원칙(NAFTA 1105조)을 위반
했다는 점, 그리고 ② 이미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를 거부하고 이 부지를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멕시코 정부가 메탈클레드사
에 패소하였다. 이 사건은 환경정책이 간접수용과 연계된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비
록 한ᆞ미 FTA에서 환경정책은 간접수용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소지는 매우 적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틸사 사건
- 에틸사 사건에서 캐나다 정부는 MMT(미국에 본사를 둔 에틸사의 캐나다 지사는 이 물질
을 수입하는 캐나다 내 유일한 회사임)의 배출성분인 망간에 기초한 특정물질의 주간
(inter-provincial) 이동 및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에틸사는 캐나다 정
부의 조치가 자국기업에 대해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캐나다 정부는 자
국내 생산 및 판매는 허용함), 캐나다 정부는 위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철회하고 에틸사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국민대
우원칙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환경 관련 조치가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46) 이성봉 외(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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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환경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환경 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협력협정 체결 등을 약속하였으며, 대부분 용이하
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요구권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된
바 없는 제도로서 절차적 측면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이 제도의 과다한 사용을 방지
하고 소기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투자협정과 관련된 일부 우려는 협상결과에 따라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
다. 최종 협정문은 환경정책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되
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주권의 제약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
다. 이러한 제한조건으로 인해 환경정책이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완
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나, 간접수용을 이유로 양국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
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추가제안 사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협정 위반 역
시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정책 시행에 대해 보다 강
화된 감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환경협정문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분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 집행에 대한 양국간 감시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한 7개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미 모두 가입
한 상태이므로, 그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노동
1) 협상결과
가) 협상 개요
한ㆍ미 FTA 노동분야는 2006년 6월 1차 협상개시 이후 8차례의 협상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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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31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양국은 한ㆍ미 FTA 협정문 에 국제적 노
동권 준수 노력, 노동권의 효과적 집행의무, 공중의견 제출 및 분쟁해결 심판제도
등의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노동분야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가 노동권 강화
와 환경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면서 미국 측이 노동ㆍ환경 분야
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6월 21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을 시작하였고 6
월 29일 타결되었다.
노동부문의 핵심내용은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과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
한 절차 도입이다. 구체적인 타결내용은 다음과 같다.147)
표 3-58. 한ᆞ미 FTA 노동분야 협상경과
협상

날짜

제1차

2006. 6. 5~9

제2차
제3차

2006. 7. 10~11
2006. 9. 6~9

제4차

2006.10. 23~26

제5차
제6차

2006.12. 6~7
2007. 1. 18~19

제7차

2007. 2. 11~14

2007. 3. 8~12
제8차
2007. 4. 2
최종협상
2007. 6. 21
추가협상
2007. 6. 29
추가협상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

협상내용
ᆞ합의사항 없음.
ᆞ분쟁해결절차 및 벌과금에 대해 미국이
제안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불가 입장
ᆞ합의사항 없음.
ᆞ합의사항 없음.
ᆞ공중의견제출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ᆞ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양국 이견
ᆞ합의사항 없음.
ᆞ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합의
ᆞ2~3개 잔여쟁점만 남기고 대부분 타결
ᆞ잔여 쟁점은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 법률
ᆞ협상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 달성
ᆞ협상타결
ᆞ추가협상 시작
ᆞ추가협상 타결
정리.

147) 추가협상에서 변경된 내용은 별도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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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결과의 내용
(1)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
양국은 노동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상호인정하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노동기준148)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수준 향상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ILO 핵심
노동기준 준수는 법적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strive to)이므로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ILO 협정을 비준하거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보호수준을 조정하는 등 협정내용을 탄력적으로 이행하도록 합의하였다.
(2)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관련되는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
였다. 협정문에서는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것, 양국이 노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할 것을 명
시하고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 노동법 적용 및 집행
에서 노동권 보호 약화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조
항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법률의 제ㆍ개정은 수반하지 않는다.

148) 1998 ILO 8개 핵심 협약 중 한국은 4개, 미국은 2개 가입하였다(동일보수협약(한), 고용과 직
업에 있어 차별금지협약(한), 최저연령협약(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협약(한/미), 강제노동협
약, 강제노동철폐협약(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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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및 운영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는 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
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연락처(CP: Contact Point)149)에 시
정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양국의 협정문 이행을 담보
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공중의견이 제출되면 협정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ㆍ
검토가 실시되며 이에 대한 모든 정보와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공중의
견제출제도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으며 상대국에 대한 법집행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글상자 3-4. 공중의견제출제도(PC) 절차
① A국의 노동협정문 위반행위 발생
② 양 당사국의 노동단체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B국 정부내 노동협정문 이행기관에
시정요구를 포함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③ B국 정부는 의견서 접수 후 A국의 협정문 위반 여부 조사
조사방법: 관련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해당 사
업장 방문, 위반국 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 등
④ 조사결과 협정문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국 정부 간 협의(실무급회의, 고위급회의) 실시
원칙적으로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함.

글상자 3-5. NAFTA의 공중의견제출제도 운영사례
NAFTA 발효 이후 2005년 말 현재 총 34건의 공중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위반국가는 미국정부
11건, 캐나다 정부 2건, 멕시코 정부 21건 등이다. 위반사항별로 살펴보면 결사의 자유 25건,
산업안전보건 15건, 최저근로기준 12건, 외국근로자 보호 6건, 차별금지 5건, 아동노동 2건,
강제근로 1건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중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접수 이후 처리결과는 총
16건의 공청회가 개최되고 14건의 장관급회의가 개최되었다.
149) 양 당사국의 접촉창구(CP)는 협정문 이행과 관련 양국의 공중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접수ᆞ검토해야 한다. 각국은 자국 노동부 내에 상대국 및 공중과의 CP 역할을 하는 팀
(office)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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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에 개입하게 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사소
하거나, ② 법적 근거가 약하거나(frivolous or meritless), ③ 반복적인 내용인 경
우, ④ 국내 사법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공중의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속서에 규정150)하였다.
(4) 분쟁해결절차 도입 및 운영
분쟁해결절차는 협정문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정부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
우 중립적인 판정기구를 두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래 노동분야에
서는 특별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으나, 재협상결과 환경ㆍ노동분야에서도 상품 및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라. 환경 참고).
(5)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법령상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노동법 집행 관련 행정ㆍ준사법기관ㆍ사법재
판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단 이 기관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 기관의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절차, 공개청문, 재심청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노동협의회 설치
양국은 노동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를 설치하여 노동협력메커니
즘(LCM: Labor Cooperation Mechanism) 활동을 포함한 노동협정문의 이행을 감
독하도록 합의하였다. 노동협의회는 양국 노동 관련 부서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
성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협정문 발효 후 1년 내에 회의를 개최
150) 미국은 PC 가이드라인에 각종 입증자료 제출의무, 충분한 검토기간(검토 여부 결정 전 60일,
정부 간 협의 요구 전 검토 180일)과 같은 운영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86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하여야 하며 노동 관련 공식 결정 및 보고서 작성ㆍ공개업무를 담당한다.
(7) 노동분야 협력사업
양국은 노동협정 부속서의 노동협력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양국의 노동분야에 관
한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환, 세미나ㆍ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
고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노동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를 통하여 양국 노동법 규정을 비교ㆍ검토하는 작업도 추
진할 계획이다.
(8) 노동법의 정의 및 범위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151)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를 위
하여 미국의 주 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하였다. 또한 우리 노동법에만 규정되고 미국 노동법에는
명백히 없는 사항(paid annual leave or holidays)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
으며, 노동법의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협의회에서 양국의 노동법 범위를 비교ㆍ검
토하도록 하였다.

다) 추가협상 변경내용
노동 장과 관련해 추가협상을 통하여 변경된 내용은 ① ILO 선언상의 노동권을
국내 법령 및 관행(practice)에서 채택ㆍ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② 무역ㆍ투자에
151)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ᆞ근로시간ᆞ산업안전보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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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면제(waive)하거나 이
탈(derogate)하는 것을 금지, ③ 노동장의 모든 의무 불이행을 분쟁해결절차와 연
계하여, 일반상품분쟁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첫째, ILO 선언상의 노동권을 국내법령 및 관행에 채택ㆍ유지하는 의무는 ILO
기본권 선언(1998년)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 기본권 선언은 ILO 회
원국으로서 당연히 준수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한ㆍ미 FTA로 인하여 국내법
령을 제ㆍ개정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의무의 위반이 되기 위해서
는 무역ㆍ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대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한ㆍ미 FTA상
분쟁대상이 될 여지는 많지 않다.
둘째, 무역ㆍ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에 관한 노동법의 적용
을 면제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역ㆍ투자 증진 등의 목적으로 기본
노동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기본노동권이 아닌 사항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노동권 관련 사항에 대
해서도 기본노동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경우까
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전에 합의되었던 특별분쟁해결절차는 의무 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하되 벌
과금을 의무위반국의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한 반면, 일반분쟁해결절차는 패
널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역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만큼 협정문상 의
무의 이행강제력이 커진다. 그러나 의무위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역ㆍ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무역ㆍ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 무역대표부 대
표(USTR) 명의의 서한을 첨부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따
라서 노동권 관련 사안이 무역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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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급 영향
노동분야의 협상타결로 양국은 국제적 노동권 수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간에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와 같은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기구를 도입하여 국내 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은 노동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노동법
보호수준은 향상되고 국내 노동법은 보다 충실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중의견제출제도는 양국이 노동협정문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협정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의 실패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
다. 따라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협정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당
해 문제가 자발적으로 시정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노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
분야의 의무이행, 양국간 노동협력과 같은 노동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는데 노동문제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필수적인 기
관이다. 정부간 협의요청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노동협
의회를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노
동법 집행수준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분쟁해결절차
는 공중의견제출제도와 마찬가지로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회
부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까지 미국이 기 체결한 FTA에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가 없고, 한국의 노동법 집행수준이 높아 분쟁해결대상에 회부되는 경
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289

3) 평가
노동분야의 협상은 심각한 마찰 없이 진행되었고 협상결과만을 보면 대부분 미국
측의 주장이 반영되었으나, 한국도 이번 노동분야 협정으로 노동정책을 선진화하고
국제적 노동기준의 실현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연한 노동시장기준
을 수용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즉 퇴직금
제도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을 수정하고 직무급ㆍ성과급 제도 도입 등을 통
한 노동시장의 제도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공중의견
제출제도의 운영은 노사의 의견제출권을 통해 노사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나아
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 구축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에 반하여 노동시장의 지나친 유연성 도입, 노동정책의 자율
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노동협상으로 국내법과 국내
노동정책에 대하여 미국이 간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의 독립성, 자율성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절차나 공중의견제출제도를 통하여 국내 노
사분쟁이 양국간 정치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식 노동시장정책
의 급속한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ㆍ미 FTA 전체를 보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분야 협상도 우리나라에 도전
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노동 관련 국내법, 노사관계
등에 대한 선진화 및 개방화를 위해 문을 열었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지나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국내 노동정책 간섭에 대한 우려는 불확실
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되게 표출된 결과이다.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이번 한ㆍ미 FTA 노동분야 협정은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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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쟁
1) 협상결과
경쟁정책152)은 경쟁법의 적용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실체 규정과 법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TA상의 경쟁 관련 논의는 경쟁
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한ㆍ미 FTA에서는 절차상의
규정 외에 경쟁법에서 제외된 공기업과 지정독점기업 관련 내용, 동의명령제도, 소
비자보호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경쟁분과의 주요 협상결과는 크게 경쟁법 관
련사항, 지정독점ㆍ공기업 관련 사항,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분쟁해결 등 4개 분야
로 나눌 수 있으며, 협상단계에서는 동의명령제153) 도입, 지정독점기업ㆍ공기업
관련 사항 중에서는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협정문
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벌 관련 각주 포함 여부 역시 양국간 입장이 대립되는
쟁점 중 하나였다. 주요 쟁점과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경쟁법 관련 사항
한ㆍ미 FTA는 각 회원국이 경쟁제한 사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법을 유
지하거나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FTA 협정문의 경쟁분야에서 일반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절차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
152)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은 경제 전체 효율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경쟁정책을 협의
로 한정하는 경우 경쟁정책의 통제대상에 속하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으로 가격 혹은 수요 담합,
인수ᆞ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이 해당되지만, 광의로 이해할 경우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도모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제 완화, 민영화 및 무역정책
등을 포괄한다.
153) 동의명령(consent order)이란 사건의 조사ᆞ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
하는 처리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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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문과
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우리 공정거래법상 보장하
고 있는 사항이다. 둘째, 경쟁법 정책 및 집행에 있어 상호 협력, 고지, 협의 및 정
보교환 등을 통해 당국간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투명성과 관련하여 경
쟁법 집행의 예외사유 공개, 관련 사실 및 법적 분석에 근거한 최종 결정문을 공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협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당사국 간
협의, 협의과정에서 상대국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관련 정보 제공을 규정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미국이 체결한 FTA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
인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하여 한ㆍ미 양국간 입장이 대립하였는데, 제8차
협상에서 경쟁분과의 모든 내용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루면서 이 제도의 도입이 결
정되었다. 협상단계에서 미국 측은 경쟁당국의 위법성 판단을 거치지 않고 경쟁당
국과 피심인 기업간에 합의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
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우리 측은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ㆍ미 FTA와 별도로 동의명령제 도입의 필요성
이 국내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만큼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부적합한 것
은 아니라고 판단된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지정독점 및 공기업 관련 사항
한ㆍ미 FTA에서는 정부가 독점기업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
지하지 않으나, 이 기업들의 행위가 외국인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게 작용하지 않
도록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 FTA에서 처
음으로 지정독점 및 공기업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고, 지정독점 및 공기업 정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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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합의내용은 [표 3-59]와 같으며, 이 기업들의 의무사항은 [표 3-60]과 같다.
표 3-59. 지정독점 및 공기업 정의
분류

정의

비고

ᆞ독점: 관련 시장에서의 특정한 상품 혹은 ᆞ정부독점과 민간독점이 모두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여기에는
지정독점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정부독점은 협정발효 이전에
정부기관과 공동사업체(consortium)154)가
지정독점
포함됨.
지정된 기관도 포함하나, 민간독점은
협정발효 이후에 지정되는 기관으로
ᆞ정부독점: 중앙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한정함.
소유지분을 통해 지배되는 독점을 일컬음.
공기업

ᆞ정부가 직ᆞ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소유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기업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표 3-60. 지정독점 및 공기업 의무내용
4가지 의무

세부내용

FTA 협정상 의무 준수

독점 상품ᆞ서비스 관련,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권한 행사 시 FTA 협상
제반 협정 준수 의무

비차별적 대우

상대국 투자ᆞ상품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 제공

상업적 고려에 따른
활동의무*

독점 상품ᆞ서비스 판매ᆞ구입 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에 따라 수행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 금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시장에서 상대국 투자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주: *는 지정독점기업에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154) 통상 ‘consortium’의 개념은 주로 특정 산업에서 참가자들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게 하거나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우위를 얻도록 하기 위해 기업, 대학, 산업체 또는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적 노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에 비춰볼 때 공동의 이익을 목
적으로 사업자 간 협력적 노력의 일환으로 결성되는 협회, 조합, 사업자단체, 진흥회, 연합회 등
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단체들, 그리고 정부에서 허가하는 합법적 카르텔 등이 ‘consortium’
의 개념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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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관련된 합의내용 중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놓고 한ㆍ미 양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는데, 미국 측이 제시한 공기업의 정의(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소유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기업)에 대해 우리 측은 직접적인 지분 소유로 제한하
는 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측 제안은 현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적 통제가 일
어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결국
미국이 제시한 안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또한 지정독점기업에 대해 [표 3-60]과 같은 네 가지 의무를 부과할 것
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공정책 수행을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왜곡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주장하였다. 이 중 ‘상업적 고려’ 의무조항이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는데, 양국은 독점
이 정부규제당국이 승인한 요금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독점 상품ㆍ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상업적 고려의무가 적용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지정조건을 향후 개정 가능하도록 하여 미래의 정책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ㆍ미 FTA에서는 상기에 합의한 지정독점의 의무사항이 정부조달에 적
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경우 정부조달을 예외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 소비자 보호 협력조항
한ㆍ미 FTA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집행에 협
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 둘째, 사기ㆍ기만적 상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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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넷째, 2003년
의 국경간 사기 및 기만적 사업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이행 지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소비자보호법이란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
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Section 5)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
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 및 규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3
장, 제4장 제3절, 제9장 및 제10장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규정을 일컫는다.155)

라) 분쟁 해결
한ㆍ미 FTA에서는 각국 경쟁당국 고유의 집행관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
쟁법, 소비자 보호 협력조항, 상대국 요청 시 협의의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파급 영향
한ㆍ미 FTA 체결로 양국간 무역장벽이 상당 부분 철폐됨에 따라 시장상황의
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한ㆍ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
격화될 것이며, 이는 곧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
한 무역자유화 효과가 경쟁제한적 기업행위로 인해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ㆍ미 FTA에서도 경쟁챕터를 두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미국과 이미 경쟁정책 협
력을 위한 양자협정156)을 협상 중에 있어 양국 경쟁당국의 상호 협력 증진보다는

155) 미ᆞ호주 FTA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고 있음을 규정
하고 있으나, 한ᆞ미 FTA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156) 한ᆞ미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 추진 진행 상황
- 2003년 11월 제7차 한ᆞ미 연례협의회에서 추진 합의
- 2004년 4월 미국 측에서 초안 제시(미-브라질 양자협정문이 기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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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련 사항과 동의명령제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쟁분과의 주요 협상결과 중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관계로, 협상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의명령제도는 한ㆍ미 FTA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주도하에 2005년부터
도입 검토 중이였으나, 관련 부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도입이 유보되었
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이 제도의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국내 이해단체
나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규제개혁이 한ㆍ미 FTA를 통
- 2004년 9월 미국 측 초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
- 2004년 10월~2007년 2월 협상 중
- 2007년 3월~2007년 5월 최종 협정문안에 대한 의견 조율 중
주요 내용
- 전문(Preamble): 협정의 목적, 취지, 기본원칙 등 서술
- 제1조 목적 및 정의: 양국간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증진 목적
경쟁당국, 경쟁법, 반경쟁적 관행 등에 대한 정의
- 제2조 통보: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활동은 통보해야 함.
- 제3조 집행협력: 양국은 국내법에 부합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호 경쟁법 집
행에 있어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
- 제4조 적극적 예양: 상대국 영역에서 발생한 경쟁제한행위가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상대국에서 적절한 집행활동을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5조 연관된 사안에 대한 조정: 양국 모두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경우 집행활동의 조정을 고려함.
- 제6조 갈등의 회피: 자국법 집행과정에서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을 고려해야 함.
협정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음.
- 제7조 회의: 양국 경쟁당국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함.
- 제8조 정보의 비밀유지: 양국간 정보 제공에서 당사국의 국내법 혹은 중요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제9조 현행법: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현행 국내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하지 않음.
- 제10조 의사전달: 본 협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은 양국 경쟁당국 간에 직접적으로 행함. 다만
적극적 예양(4조)와 양국간 협의(6조)와 관련된 의사전달은 외교적 채널에 의하여 서면으로도
이루어져야 함.
- 제11조 발효 및 종료: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여 서면통지 60일 경과 후 종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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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157)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여타 사건에
비해 당사자 간 견해 대립과 그에 따른 소송지연이 빈번하기 때문에 경쟁당국과
피심인 기업 모두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
적인 사항이며, 동의명령제도는 집행기관의 위법성 입증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사
건처리의 간소화를 통한 경쟁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적으로 의미
가 큰 사건이나 사업자측의 반발이 심한 사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역량
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
질 것이다.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시간적ㆍ비용적 측면
의 이점이 상당하며, 자칫 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상 기밀이 정부와 공공에 누
출될 가능성을 동의명령방식을 통해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158)
3) 평가
FTA의 경쟁분야에 대한 조율은 실체 규정의 조화보다는 절차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경제개발단계가 각기 다른 국가간 실체 규정이 수
렴되기 어렵기 때문이고, 특정 경쟁제한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체가 필요한 만큼 FTA를 통해 경쟁법이 경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FTA에서는 대체로 경쟁적 기
업행위 금지조항, 투명성 조항, 절차적 공정성 및 협력 관련 조항 등 원칙적인 사

157) 강인수(2007).
158) 현재의 시정명령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
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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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규정하는 추세이다.159) 이러한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한ㆍ미 FTA에서는 지정독점ㆍ공기업 의무조항, 소비자 보호 협력조항
및 동의명령제 도입에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들이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여 수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추가적
인 조항들이 경제 사회 전반에 경쟁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기
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
단하는 것으로 이번 협상결과의 평가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지정독점 및 공기업 조항이 포함된 데에는 경쟁법에서 면제되고 있는 공
기업 및 지정독점기업들이 외국인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려는 양국 협상단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분야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쟁정책의 본래 목적인 소비자후생 증대 및 경제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독점의 경우 양국 중앙정부 이하의 독점 및 산하
기관이 해당 의무에서 면제가 인정되었는데, 미국 주정부 단위의 독점 및 산하기관
의 반독점 예외가 방만한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 기업들의 행위가 국내기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이는 추후 문제의 소지
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자 보호 협력조항의 포함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국경적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양국간 협력증진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전반적인 세계화와 함께 소비자정책분야에서도 소비환경
의 변화와 소비자 의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소비자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159) FTA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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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의명령제 도입은 경쟁당국의 위법성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사건처리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는 경쟁당국 및 피심인 기업 모두에 시간적ㆍ비용적 측면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상태를 조기에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동의명령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사실의 위법성을 시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유인
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업에 대해 아직 위법 여부가 확
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동의명령의
후속조치로 피심인 기업의 사업활동이 경쟁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야 한
다는 점 등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동의명령을 통한 자발적 시
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체적인 이익부여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 정부조달
1) 협상결과
한ㆍ미 FTA 정부조달분과 협상은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160) 개정협상161)과 동시에 이루어
졌다. 정부는 정부조달분과의 협상 목표를 우리 업계가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효과

160)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복수국간 협정으로 성립되었다. 현행 정부조달협정은
198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여 1993년 우루과이협상 타결과 함께 확정되었다(1994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가입국은 2006년 12월 현재 38개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61) 개정협상은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문 제24조 제7항 나호 및 전자조달제도 도입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라 1997년부터 진행되었다.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양허협상은 2004년 7월부터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06년 5월과 10월에 미국과 EC가 주요 쟁점에 대한 공동제안서를 제
출함에 따라 협정문안에 대한 개정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 개정협상을 종결하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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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협정문 초안에 미
국 정부조달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입찰참가조건의 합리화와 정부조달 정보의
상호 교환 및 양국의 조달기관 간 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조달분과 양허안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에서 양국의 양허안을 고
려하여 작성되었다. 우리 측은 양허범위를 2006년 1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
상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앙정부기관의 양허 하한선을 인하하고, 현행
표 3-61. 정부조달분과 협상의 주요 쟁점과 협상결과
구분

주요 쟁점
미국 측 입장

한국측 입장

-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
인하
- 지방정부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
- 공기업 추가 개방
양허수준

협상결과
-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
인하(2억 원 → 1억 원)

- 미국 주정부 개방

- 소규모 기업 또는
사회적 약자 소유 기업 - 중소기업 할당분 제외
할당분 제외
- 학교급식 제외

- 지방정부(주정부)와
공기업 개방대상에서
제외
- 양측의 양허표에 예외
조항 명시
- 양측의 양허표에 급식에
대한 적용 배제 조항
명시

-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규격의 채택

-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정
준용

- 민자사업을
정부조달대상에 포함

- 민자사업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되,
중소기업보호조항을
신설

통합 협정문
-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 조달기관 간의 협력
- 보증보험 상호인정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 입찰 및 낙찰 시 자국
내 과거 실적 요구 금지
조항 명시
- 정부조달작업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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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상의 예외조항인 중소기업 보호제도와 미국의 양허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측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급식 예외를 인정하는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명시한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측은 민자건설사업을 정부조달대상
에 포함시키는 것과 우리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 공
기업 서비스 양허,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을 요구하는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조달협상은 2007년 3월에 개최된 한ㆍ미 FTA 제8차 공식협상에서 최종
타결되었는데,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양보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협상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중앙정
부의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2억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낮춰 조
달시장 개방폭을 확대하였으며, 미국이 주정부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
리나라도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 시 미국 내 과거 입찰 및 낙찰 실적 요구를 금지하였으며 학교급식 예외조항
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민자사업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였다. [표 3-61]은 한ㆍ미 FTA 정부조달분
과 협상의 주요 쟁점별 양측의 입장과 협상결과를 정리하였다. 협상의 내용은 통합
협정문 조항에 관한 것과 시장개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허수준에 관한 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주요 쟁점과 협상결과를 자세히 서술한다.

가)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 인하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조달시장
을 개방하고 있다. 즉 양허 하한선인 13만 SDR(약 19만 달러 또는 2억 원) 이상
은 이미 개방되어 있다(표 3-62 참고).
미국은 중앙정부의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19만 달러(약 2억 원)에서 1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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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약 1억 원)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양국은 이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약 10
만 달러에서 19만 달러 사이의 중앙정부 조달시장이 추가개방되었다.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
정에 의해 15개 광역자치단체를 개방하고 있는 반면,162) 미국은 전체 50개 주 중
37개 주만을 양허하였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우리 측 개방범위에 상
응하는 수준인 나머지 13개 주정부163)의 개방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
은 최근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이유로 1차 양허안에서
표 3-62. 한국과 미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 하한선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중앙
(연방)
정부

한국

SDR 130,000
(약 19만 달러)

SDR 130,000
(약 19만 달러)

SDR 5,000,000
(약 740만 달러)

미국

SDR 130,000
(약 19만 달러)

SDR 130,000
(약 19만 달러)

SDR 5,000,000
(약 740만 달러)

지방
(주)
정부

한국

SDR 200,000
(약 29만 달러)

SDR 200,000
(약 29만 달러)

SDR 15,000,000
(약 2,220만 달러)

미국

SDR 335,000
(약 49만 달러)

SDR 335,000
(약 49만 달러)

SDR 5,000,000
(약 740만 달러)

한국

SDR 450,000
(약 66만 달러)

미개방

SDR 15,000,000
(약 2,220만 달러)

SDR 250,000
SDR 250,000
(약 37만 달러)
(약 37만 달러)
SDR 5,000,000
미국*
또는
또는
(약 740만 달러)
SDR 400,000
SDR 400,000
(약 57만 달러)
(약 57만 달러)
주: 2006년 12월 재경부 고시 기준 1SDR = 1.48달러.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소속 공기업의 하한선은 25만 SDR인 반면, 주정부 소속 공기업의 하한선은
40만 SDR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공기업

162)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2 참고.
163) 앨라배마, 알래스카, 조지아, 인디애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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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전체를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
허수준을 고수함에 따라164) 우리나라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개방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500만
SDR(약 2,220만 달러)에서 500만 SDR(약 740만 달러)로 인하할 것과, 부산항만
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추가 양허를
요구하기도 하였다.165) 그러나 한ㆍ미 FTA 협정이 중앙정부조달에만 적용됨에
따라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나)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조항 포함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정책적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의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66) 미국 역시 소규모기업법(Small Business Act) 에서 소
규모기업과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들이 소유하는 기업에 정부조달금액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에 이러한
중소기업 예외인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ㆍ미 FTA 협정문 에도 이
를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2005년 대법원이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 시 국내산 농산물의 우선구매는 GATT

164) 미국은 2005년 4월 메릴랜드 주 의회가 CAFTA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양허를 약속한 주지사
의 결정을 번복한 이래,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정부조달 관련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양허한 주정부 수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다(미ᆞ싱가포르 및 미ᆞ
칠레 FTA 37개 → 미ᆞ호주 FTA 27개 → CAFTA 23개 → 미ᆞ페루 FTA 9개).
165) 공기업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이 공기업들이 향후 민영화 계획인 기업들로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방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1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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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라고 판결한 이후, 이를 WTO 정부조달협정이 허용하는 예외로 해야 한다
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농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농산물의 조달은 적용예외대상으로
이미 명시하고 있어, 예외조항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는 데 어렵지 않았다. 학교급
식 예외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의 국내산 식자
재 구매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167)

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미국은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 보호를 진작시키기 위한 기술규격을 작성,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한ㆍ미 FTA 협정문 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
였다. 기술규격과 관련하여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 제6조는 천연자원 보전 또는
환경보호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개정 협정(제10조)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
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정을 준용하여 조달기관이 천연자원 보전과 환
경 보호 진작을 위하여 기술규격을 작성,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라) 민자사업을 정부조달대상에 포함
미국은 정부조달대상에 전통적인 정부재정사업 외에 BOT168) 및 ‘컨세션
(concessions)’169)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컨세션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167) 학부모 부담에 의한 급식은 정부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168) BOT(Build-Operate-Transfer):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하여 개인투
자자는 시설물을 건설하고(build), 계약기간 동안 사업자는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며
(operate), 제공한 시설물과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시설물 사용비와 같은 재정
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시설물을 정부에 넘겨주는(transfer) 방식이다.
169) 일반적으로 컨세션은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일정 기간 위임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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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70)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BOT 및 컨세션의 정부조달대상 포함 여부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
정협상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으로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포함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BOT 계약 및 컨세션 시장은 개
방되어 있다. 다만 BOT 계약 및 컨세션이 정부조달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련 입찰
을 모두 국제입찰에 붙여야 하는데, 우리 측은 그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시
장 잠식에 대한 우려로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 양국은 민자사업(BOT 및 컨세션)을 한ㆍ미 FTA 정부조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민자사업이 정부조달대상에 포함됨에 따
라 관련 지역 중소건설업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현행 지역 중소건설
업자 보호제도171)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양허안에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포
함시켰다.

마)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 금지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 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조항은 공급자의 능력은 조달
기관이 속한 영토 내에서의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자격 심사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자국

170) 민간투자법에서는 다양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예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시장은 BTO
(Build-Transfer-Operate) 또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BOT
방식은 거의 드문데, 이는 시설물을 건설한 이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건설산업연구원
2006).
17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1조 7항: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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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거 조달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조
달시장에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미국 내 과거 조달실적 요구 관행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는데,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
출기회 보장을 위하여 자국 내 과거 조달실적 요구 금지를 협정문에 명시화할 것
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입찰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
하는 것을 한ㆍ미 FTA 협정문 에 명시하는 데 합의하였다.172) 또한 공급자의
국내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기초로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
적 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정부조달작업반 설치
우리 측은 양국 조달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부조달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며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작업반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제
의를 수용하여 양국은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작업반을 설치하는 데 합
의하였다. 작업반은 양국의 상호 합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기
술(information technology) 이슈를 포함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며
양국의 정부조달시장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 기타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은 일정 규모 이상의

172) 한ᆞ미 FTA 협정문 제17.5조: “공급자가 계약의 낙찰을 포함하여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작업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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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 참여자에게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보증발급기관을 미국 재무부가 인정한 미국 민간금융기관(보증회사)으로 한
정하고 있다. 민간 보증회사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고유의 평가기준
을 토대로 업체의 사전자격심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사업 수행실적
이 부진한 우리 기업이 민간 보증회사로부터 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나 미국의 정부
조달 관련 법령에서 입찰자의 미국 내 과거실적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
나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운 것은 각각의 민간 보증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
은 증권의 발급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기
업이 국내의 신용 있는 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 이를 인정해줄 것
을 요구하였다.173)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상대국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의 효력 인정시 건설업자가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보증보험회사의
자산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
기되었고, 보증보험증권 사안은 차후에 정부조달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ㆍ미 FTA 협정문 제17.3조는 WTO 정부조달협정 규정과의 통합과 관련
하여 해당 조항 및 주석, 부록 등의 준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WTO 정부조달위원
회가 2006년 12월 정부조달협정의 개정문안을 잠정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하는 시점에 현 조항을 적절한 개정 규정으로 대체하여 신속
하게 통합하기로 하였다.
잠정 합의된 개정협정에 따라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
급자가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
173) 보증기관의 상호인정은 금융서비스협상 의제였으며 한ᆞ미 양국이 의도하는 금융서비스 개방수위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안이었다. 그러나 보증기관 상호인정 요
구는 우리 측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작업반 설치 등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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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조달공고를 공표하는 경우와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 및 서
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을 사용
하여 조달을 집행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조달기관은 각 협정 적용대상의 조달에 대하여 적절한 전자적 매체로
조달공고를 공표하여야 한다.
2) 파급 영향
한ㆍ미 FTA 체결로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이 인하됨에 따라 10만 달러에서 19
만 달러 사이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10만 달러에서
19만 달러 사이의 연방정부 조달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연방정부 조달 관련 통계를 연방조달처(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연방조달데이터시스템(FPDS: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을 통해 공개한다. FPDS는 연방정부의 조달건수와 조달금액을 정부
부처별 및 내역별로 자세하게 발표하고 있으며, 조달규모별 건수와 금액도 발표한
다. [표 3-63]은 FPDS에서 추출한 2005년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규모별 금액과 건
수를 나타냈다.
표 3-63.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규모별 금액과 건수(2005년)
조달규모

금액(A)

건수(B)

건당 평균금액(A/B)

25,000달러 이하

9,924,061,142달러

2,124,379

4,672달러

25,000~10만 달러

16,763,891,230달러

364,007

46,054달러

10만~100만 달러

60,351,112,606달러

215,131

280,532달러

100만 달러 이상

289,424,888,892달러

47,690

6,068,880달러

자료: FPDS-NG(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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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DS는 조달규모별 건수와 금액에 관한 통계를 네 구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는데,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조달은 건수로는 약 263만
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3,498억 달러에 달했다. 이 금액은 국방조달을 포함한 것
으로 한ㆍ미 FTA로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부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방조달을 제
외한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방조달의 경우 상당 부분이 협정문상에
서 개방예외품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품목들이 전체 연방정부 조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다.
FPDS는 10만 달러 이상 19만 달러 미만의 조달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는 발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로 인한 추가개방부문인 이 구간의 조달금액
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정방법을 이용하며,174) 계산 편의상 19
만 달러의 근사치를 20만 달러라고 가정한다. 첫째,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
이의 조달건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추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0
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조달금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셋째,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조달금액이 0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조달금액과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것이다.
가) 10만~100만 달러 구간 조달건수의 균등 분포 가정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 구간을 10만 달러 단위로 구분하면, 10만 달러에
서 20만 달러 구간은 1/9에 해당된다.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조달 금
액은 약 604억 달러이며, 이 중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조달금액은 604
억×(1/9)=67억 달러이다. 이 금액은 국방조달 중 개방예외대상품목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67×(1-0.25)=50억 달러가 추가개방되는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4)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의 조언에 의거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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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100만 달러의 조달금액을 10으로 나눈 금액 사용
0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조달금액은 약 870억 달러이며 이를 10으로 나눈 금
액은 87억 달러이다. 이 금액에서 국방조달의 개방예외대상품목을 차감하면 65억
달러가 한ㆍ미 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10만~20만 달러의 조달금액을 0~10만 달러의 조달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
[표 3-63]에서 0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조달금액은 약 267억 달러로 나타나 있
다. 267억 달러 중 국방조달의 개방예외대상품목을 제외한 금액은 약 200억 달러
로 이 금액이 한ㆍ미 FTA 이후 추가로 개방되는 부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추가로 개방되는
미국 연방정부조달 시장규모는 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ㆍ미 FTA 결과 추가로 개방되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달시장의 규
모를 추산해보자. 재정경제부는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달금액 중 1
억~2억 원 구간의 조달규모를 7,5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국방조달을 제외한
부문이 약 70%이므로 미국업체가 진출 가능한 부분은 5,250억 원 정도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규모는 연평균 1,000억 원 미만에 불과하며
(표 3-64 참고), 또한 조달품목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제품으로서 미국 업체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표 3-64.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미국 원산지 기준 공급액

1,167억 원

660억 원

947억 원

자료: 한국이 WTO 사무국에 통보한 자료.

310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3) 평가
정부조달은 자동차나 농산물, 섬유,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묻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가 열릴 것이라는
측면과 엄청난 규모의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분야이기도 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규모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 3,467억 달러175)로 우
리나라(약 17조 3,000억 원)의 18배에 달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우리 업체의 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2004년 미국 연방정부가
우리나라부터 조달한 금액은 약 8억 9,300만 달러로, 이는 불과 연방정부 조달 총
금액의 0.2%에 불과한 금액이다.176)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조달참여 자격조건에서 과거 미국 내
입찰 또는 낙찰 실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그러한 관행을 금지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을 차별하는 요
소를 분명히 제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ㆍ미 FTA는 조달시장의 양적인 규모의 확대를 가져왔다. 즉 조달시장에 참
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1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아짐에 따라 주로 사무용
품 등의 저가 소비재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조달시장규모가 훨씬 크므로 미국업체가 우리나라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 우리 업체가 미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가지 아쉬운 결과는 지방정부 및 공기업이 한ㆍ미 FTA 적용 대상에서 배제
175) 2005년 기준으로는 약 3,822억 달러이다.
176) 2004년 미국 연방정부가 국외로부터 조달한 금액은 약 8.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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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점이다. 미국이 주정부를 전면 개방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여
지방정부 및 공기업을 제외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주정부 조달규모는 연방정부 조
달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77) 그러나 미국의 37개 주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주들에 대한 진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178)
미국의 요구로 BOT 사업 등 민자유치 건설사업이 정부조달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업체가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미국 건설업체 중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는 2006년 5월 기
준 단 1개뿐이다. 또한 민자사업이 이미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
국 자본이 우리 민자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대교 건설사업에
영국 AMEC사가 51%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BOT 시장규모
로 보면 미국의 시장규모가 우리나라의 7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오히
려 기회 확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ㆍ미 FTA가 체결됐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자국 제품 우선구
매법(BAA: Buy American Act) 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
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 Act) 은 미국이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들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
는 BAA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

177)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OECD와 IMF 통계로 추정한 미
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각각 약 7,830억 달러와 1만 3,976억 달러로 나타난다. 이 수치에서
연방정부조달규모인 3,400억 달러를 차감하면 주정부 조달시장의 크기는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약 1.3배에서 3배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Census를 이용한 주정부 조달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5,967억 달러로 나타난다.
178) 미국 Census 자료에 의하면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개방된 37개 주의 조달규모는 전체 주정
부 조달금액의 약 7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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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다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양허한 부분에 대해
서는 BAA 적용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양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예
외일 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시 원칙적으로 BAA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이미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
진한 원인은 개방범위보다는 양국간의 제도와 관행 또는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다고 볼 수 있으며, 예컨대 자국 내 과거실적 요구 같은 진출 애로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정부조달작업반의 설치는 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 공식적인 대화채
널을 통해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179)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 원산지규정
1) 협상결과
원산지규정이란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 상품
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칙이다.180) FTA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세장
벽이 낮아지면서 원산지규정은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FTA
의 실질적 수혜 여부가 원산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산지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에서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 보증보험 상호인정 문제가 한 예이다.
180)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구성내용은 [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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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성공단 관련 합의내용
한ㆍ미 FTA 협상 개시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특례 인정
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한ㆍEFTA FTA 협정과 같이 개성공단이라는 특정 지
역을 언급하지 않고 역외가공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실무
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동
쟁점은 최종 장관급 회담에서 최종 협정문의 부속서에 양국간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Committ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에서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양측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OPZ
지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
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ㆍ노동 기준 및 관
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함) 등을 명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181) 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 이후 1년 뒤에 개최되며, 위원회 합의를 통한 결
정은 협정 당사국에 권고되고 당사국들은 협정 개정을 위한 입법승인절차(legislative
approval) 추진의무를 가진다.

181) 이상의 기준에서 합의하게 된 배경은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미
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개성공
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궁극적으로 북한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으
며, 둘째,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집회, 결사, 단체교섭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없고 임
금이 북한 정권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성공단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국제적 노동기
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셋째, 북한은 위폐 제작, 핵개발, 미사일 발사, 마약밀매, 인권 등의 문제
로 현재 미국과 정치적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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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한ㆍ미 FTA에서도 여타 FTA에서와 같이 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
로 완전생산기준182)과 실질변경기준이 도입되었고, 실질변형기준에 대한 합의는
양국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
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문 부속서에 개별 품목별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83)
실질변경기준을 보충하기 위해 미소기준(de minimis),184) 누적기준(accumulation),185)

182)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을 받는 주요 대상으로는 광산물, 재배ᆞ수확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해 획득한 물품 등으로, 완전생산기준에 대해 한국이 기 체결한 3개의 FTA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한ᆞ미 FTA에서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 자국 선박의 요건을 정
의함에 있어 FTA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ᆞ칠레 FTA와 한ᆞ싱가포르 FTA에서와 같
이 한ᆞ미 FTA에서도 선박의 국적을 결정짓는 요건에 대하여 기국조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이 동시에 만족
될 경우에만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반면 한ᆞEFTA FTA에서는
기국요건만을 명시하고 있다.
183) 주요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ᆞ미 FTA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농산물 원산
지기준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였는데,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당사국
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가공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였는데, 제3국에서 수입한 쌀
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 찐쌀은 원산지로 불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제
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로 불인정하였다. 또한 제3국에서 수입한 과실, 견
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ᆞ처리한 경우 원산지로 불인정하기로 합
의하였다. 육류의 경우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
우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화학제품은 양국 입장을 공히 반영하여 미국의 주요 공정기준과
우리의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 양국 모두의 수출입 주력품목인 기계, 전기ᆞ전
자, 철강은 양국간 교역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 세번변경기준
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양국 산업의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기
로 하였다. 그리고 신발의 경우 우리 주력 수출품에는 역외산 갑피(upper) 사용이 인정되나, 일
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만 역내산 갑피요건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제품의 경우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부가가치수준은 직접법 35%,
공제법 55%, 순원가법 35%으로 결정하였다. 한ᆞ미 FTA 협상결과 평가 보고서 (2007) 및
이제홍(2007, pp. 360~361) 참고.
184) 미소기준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상품조정가격의 10% 미만, 섬유제품은 사용된 원사의
중량비율을 기준으로 7%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고,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HS 코드 3류(어류), 4류(낙농제품), 7류(채소류), 1006ᆞ11류(쌀제품), 0805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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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등의 특례 및 직접운송원칙186) 등의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규정에 합의
하였다.187)
이 가운데 협상단계에서 부각된 이슈는 원산지협상에서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산정공식과 기준가격으로, 양국간 입장이 다음과 같
이 대립되었다. 산정방식에 있어 우리나라는 공제법을,188) 미국은 공제법 및 직접
법의 선택적 사용189)과 자동차에 한해 순원가법190) 적용을 주장하였으며, 기준가

185)

186)

187)

188)

189)

11~39(감귤류, 쥬스류), 8류ᆞ20류(복숭아, 배, 살구류), 15류(동식물성 유지), 17류(설탕) 등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누적기준에 있어 여타 FTA와 같이 한ᆞ미 FTA에서도 양자간 FTA 당사국들 사이에 적용되는
양자누적(bilateral accumulation)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부속품ᆞ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은
통상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단순공구인 부속품 등은 그 상품이 원산지라면 그 원산지 물
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부속품ᆞ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에 있어 여타 FTA와 같이 한ᆞ미 FTA에서도 통상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단순공구인 부속품 등은 그 상품이 원산지라면 그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역원칙과 관련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직접운송의 원
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가격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
산지 상품으로 인정( 한ᆞ미 FTA 협정문 제6.9조)하고, 제품의 검사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장비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연료, 장구, 부품 등 간접재료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기
로 합의하였다. 또한 대체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한ᆞ미 FTA
협정문 6.12조)함으로써, 석유, 고철 등과 같이 대체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
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도입( 한ᆞ미 FTA 협정문 제6.9조)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인 우리 측의 입장은 공제법으로, 사실상 업계에서는 공제법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직
접법을 채택할 경우 역내산 재료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재료 중 역내
산인 모든 재료의 원가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영업기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거래가격에서 수입산재료를 공제하여 역내산 원산지재료의 비
중을 계산하는 방법(공제법, build-down method)과 완제품 가격에서 역내산 재료의 가격비중
을 바로 구하는 방법(직접법, build-up method)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품목별
로 약간씩 다르다.
가격 비원산지재료가치
×
가격
원산지재료가치
- 직접법 공식: 역내 가치비율   ×
가격

- 공제법 공식: 역내 가치비율 

190) 순원가법은 미국에서 쓰이는 방식 중 하나로, 순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 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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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제품가격에는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을, 원재료가
격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제품가격, 원재료가격
모두 FOB 사용을 주장하였다.191) 결국 산정방식에서는 양측 의견을 절충하는 방
식으로 공제법과 직접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동차에 한해 순
원가법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기준가격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양보하여 FOB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만 협정문상에서는 조정가치
(AV: Adjusted Value)192)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FOB를 지칭
한다.
2) 파급 영향
지금까지 한ㆍ미 FTA 원산지협상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았다. 원산지규정이 협
정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한ㆍ미 FTA에서 결정된 원
산지기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미국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인정을 위한 협의

촉진을 위한 비용(마케팅 및 사후 판매서비스 포함), 로열티, 선적 및 포장비, 허용범위를 넘는
이자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공제법에서 사용하는 비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 순원가법 공식: 역내 가치비율 

순원가  비원산지재료가치
×
순원가

191) FOB와 공장도가격의 차이점은 내륙 운송비용의 포함 여부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상품의 부가가
치 창출과정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공장도가격은 제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제조원
가와 마진을 순수한 생산과정으로 인정하고, FOB는 제조원가와 마진 이후 발생한 국내 수송부
문까지 생산과정으로 인정하는데, 상품가격 계상 기준으로 FOB를 사용할 경우 유통마진과 운송
비가 포함되므로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공장도가격에 비해 높은 수치가 도출된다. 따라서 공장도
가격을 상품가격 기준으로 사용할 때 FOB를 적용할 때보다 완화된 부가가치 비율을 정해야 기
업들이 원산지로 인정받아 특혜받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192) 한ᆞ미 FTA 협정문 제6.22조에 명시된 조정가치는 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그에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부과
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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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성공단 진출기업들뿐만 아니라 진출 예정 기업들의 관심
과 기대가 고조되었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개성공단으로
의 U턴 가능성이 엿보인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가 무역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무
역조치와 결합하여 효력이 발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FTA를 통한 관세상의 차별
이 역내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산지규정은 역외국 상품
에 대해서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지만 역내 교역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역내부품 조달
비용을 충족하고자 부품공급지역을 역외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중간재의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킨다. 상기 효과는 역내국 간 부품 교역을 촉진하
여, 장기적으로 역외 생산자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수혜받기 위해 자연히 역내로 생
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어, 궁극적으로 역내 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ㆍ미 양국간 마련된 교역물품의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특혜원산지판정의 기본원칙과 약 5,000여 개에 달하
는 품목별 원산지판정기준은 양국간 교역 활성화와 투자 확대 등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따라 기업의 생산지 혹은 투자지가 결
정되므로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생산ㆍ투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산업ㆍ투자
구조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규정의
부정적인 효과로 들 수 있는 것은 행정비용 부담이다. 원산지규정은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 즉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교역 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
자 확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기 마련이다. 또한
체결국 간 산업구조, 관세율구조 및 교역특성이 반영됨에 따라 FTA마다 서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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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원산기기준이 도입된다. 따라서 한ㆍ미 FTA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은 궁극적으로 세관과 국내 수출입업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
한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193)
이상에서 살펴본 한ㆍ미 FTA 원산지규정 협상의 파급효과는 기존의 이론ㆍ실
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상한 것으로, 보다 의미 있는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이 협
정문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과연 실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상기의 질문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FTA 체결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의 긍정적
인 효과(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무역전환효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이는 다시 관세철폐와 원산지결정기준이
한ㆍ미 양국간 교역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요한다.
그러나 FTA를 통한 교역량 변화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영향을 따로 분리하여 분
석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원산지기준 자체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일관
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는
한ㆍ미 FTA 이행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이다. 이러
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원산지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적

193) Koshinen(1983), Holmes and Sheppard(1983), Cadot et al.(2002), Carrere and de
Melo(2004), Kunimoto and Sawchuk(2005) 등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과정과 관련하여 행
정비용의 부담이 증대됨을 보였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제와 자율증명제로 구분되
는데, 전자는 관련 공공기관이 수출업자 혹은 생산업자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
성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수출업자 혹은 생산업자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율증명제의 경우 발급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기관발급제를 통한 원산지 증명과
정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adot et
al.(2002)는 NAFTA의 사례를 예로 들어 자율증명제하에서도 원산지 증명과정에 따른 행정비
용의 부담이 작지 않음을 보였다. 특히 원산지규정에 관련된 행정비용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가치
의 약 2%에 달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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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결과만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3) 평가
한ㆍ미 FTA 원산지협상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양국간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마련으로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둘째, 글로벌 아웃소싱 확
대 및 저비용ㆍ고효율의 무역환경 마련, 셋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특례인
정 재협의 근거 확보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ㆍ미 양국간 교역
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투명성과 예측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FTA의 확산과 함께 원산지제도가 단순한 통관절차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그리고 교역 양상 등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부상한 만큼, 원산지기준 자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정
적 영향 역시 가중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194) 비록 원산지규정이 체약국
과의 교역특성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이한 기준의 규정이 불가피하
더라도, 상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기술적인 사항, 예컨대
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 기준가격, 재료가격의 평가, 미소기준의 수준, 자국산 선박
의 인정범위 등 극히 기술적인 사항은 가능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을 채택하
거나 기존의 결정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ㆍ미
FTA에서 합의된 내용이 기존의 결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194) 원산지기준은 지역통합의 이익 증대, 역내 산업 보호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등을 목적으로 역내
부품사용의무를 일정수준 요구함으로써 역외상품의 역내진출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듯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은 복잡하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까다로운 절차 등이 규정되기 마련이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연구들을 보면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오히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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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달라195) 원산지규정의 중립적 통일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의 경우 미국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인정을 위한 협의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 안정과 연계하여 개성공단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북
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여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15개 기업
중 13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개 공장은 설비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이미 5개 기업이 현재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며, 주요 생산
품은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시계 및 의류에 한정되어 있다. [표 3-65]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품들이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고관세율(Column 2)196)이 적용되어
미국시장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 계획대로 1

195) 참고: FTA별 원산지기준의 기술적인 사항 비교.
한ᆞ칠레 FTA

한ᆞ싱 FTA

제품기준가격

FOB

FOB

부가가치공식

공제법/직접법

공제법

MC방식

일반물품
(가격기준)
섬유제품
(중량기준)
기초농산물
농수산물
가공농산물

8% 미만
(FOB)

10% 미만
(FOB)

10% 미만
(ex-factory)

공제법/직접법
순원가법(자동차)
10% 미만
(AV)

8% 미만

8% 미만

10% 미만

7% 미만2)

적용제외

10%+CTSH

기술적인 사항
부가가치
기준
관련

미소
기준

8%+CTSH

1)

8%+CTSH

10%+CTSH

한ᆞEFTA FTA
ex-factory
가격

한ᆞ미 FTA
FOB

일부
농수산가공품에
10%+CTSH
대해 적용제외
기국요건
기국요건
등록요건
6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미

완전생산
기국요건
기국요건
자국선박요건
기준
등록요건
등록요건
주: 1) 농산물의 가공에 투입된 원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최소한
소기준을 적용함.
2)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7% 중량기준은 원산지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NAFTA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미국의 섬유분과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
자료: 정인교 외(2005)와 한ᆞ미 FTA 협정문 을 토대로 필자 작성.

196) 미국의 Column 2 관세 적용국가는 북한, 쿠바, 라오스 3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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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0만 평 개발이 완료되고 2007년 말까지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입주회사는
현재 15개에서 300개로 확대될 것이므로,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가 이른 시일 내
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업체가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
단사업의 장기 추진과 입주(예정)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표 3-65. 미국의 주요 품목별 Column 1/Column 2 관세율 비교
HS코드
품목
87099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차체부품
870829
841510
에어컨
냉장, 냉장고
841810
세탁기
845011
변압기
850490
진공청소기
85091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51650
전기ᆞ
전자 제품 852190
영상기록, 재생용기기
마그네틱 테이프
852313
라디오수신기
852731
컬러TV
852812
854011
TV용 음극선관
트랜지스터
854121
420310
혁제의류
인조섬유제 여자용 블라우스셔츠
610620
면제T셔츠
610910
610990
방직용섬유제 T셔츠, 싱글니트 등
인조섬유제 저지, 풀오버, 가디건 등
611030
의류 및
섬유류
면제 스타킹, 양말
611592
620193
인조섬유제 남자용 아노락, 스키재킷
기타 모자
621510
인조섬유제 남자용 셔츠
620530
기타 모자
650590
자료: KIEP 세계경제 (2006년 7/8월호, pp. 113~114)를 재구성.
업종

Column 1
0~2.5
2.5
0~2.2
0
1.4
0~3
0
2
0
0
0~4.9
0~5
7.5/15
0
4.7/6
14.9/32
16.5
2.6~32
6~32
0~13.5
4.4~27.7
7.2
12.2~25.9
1.1~7.1

Column 2
0~25
25
35
35
35
35
35
35
35
80
35
25/35
60
35
35
54.5/72
90
55.5/90
35~90
40/51/90
58.5~90
65
45~76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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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통관
1) 협상결과
한ㆍ미 FTA 통관분야 타결내용은 협정문 제6장 2절 원산지 절차와 제7장 관세
행정 및 무역원활화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협정문 제6장 2절에는 원산지증명제
도와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타결내용이,197) 제7장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ㆍ자동
화, 통관협력, 사전심사 등에 대한 타결내용이198) 정리되어 있다.
협정문 제6장 2절에 의하면 첫째, 원산지증명제도는 자율증명제도199)가 채택되
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등에 의해 작성ㆍ발급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200) 유효기간은 4년이다. 또한 12개월 동안 동일 상품에 대한 복수 선
적의 경우에는 동일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 1,000달러 이하의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의 소액상품에 대해서는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원산지증명에 필
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둘째, 원산지검증제도에는 직접검증제도가 채택되었다.201) 따라서 수입국 세관

197) 이 외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련의무 등의 타결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8) 이 외 위험관리, 비밀유지, 불복청구, 벌칙 등의 타결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9) 원산지 증명방식에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를 작성ᆞ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과 수출국의 세관 및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이 있다.
200)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입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
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
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명칭, ⑥ 상품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12개월
동안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의 경우 증명유효기간.
201) 원산지검증방식에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
류를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직접검증방식과 수입국 관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을 대신 조사해주는 간접검증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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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정보 요청과 질의, 또는 방문조사 등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02) 그리고 원산지검증 조사에서 원산
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검증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허
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 특혜관세대우가 배
제될 수 있다. 또한 조사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조
사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이
외 조사결과를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에게 모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협정문 제7장에 따르면 첫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를 통해 상품반출의
신속화를 꾀하였다. 우선 신속한 상품반출을 위해 간소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반출, 도착 전 정보의 사전 전자
제출 및 처리, 도착지점에서 직통관, 세액 결정 전 상품반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도착
전 필요한 정보의 전자 제출 및 처리, 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해 단일 적하
목록의 제출 허용, 통관서류의 최소화, 화물이 도착한 경우 통관서류 제출 후 4시
간 이내 통관, 수입제한상품을 제외한 200달러 이하의 화물에 대해 관세 또는 세
금, 반입서류의 면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품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
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함으로써 세관사용자에게 전자시스템 접근권 부여,
국제표준 사용노력, 양국 세관당국 간에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 개발노력, 세계관
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따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 개
발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양국은 통관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
다. 이에 자국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 상대국에 사전통보하기로 하였
202) 특히 섬유 및 의류의 경우 협정문 제4.3조에 의해 증거 인멸ᆞ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통보 없는 방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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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당사국의 법 및 규정 준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정무역 단속
과 관련된 정보를 서신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 및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 외 세관당국 간 연락처 설치를 포함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도록 합의하였다.
셋째,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수입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203) 그리고 사전심사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 후 90
일 이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허위정보에 의해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심사당국은 이를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신청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 외 심사당국은 사전심사결과를 인터넷상에 공표하여
야 한다.
2) 파급 영향
한ㆍ미 FTA 통관분야 타결내용을 보면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와 크게 다
르지 않으며 국내법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어 손익이 없는 분야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산지자율증명제도의 도입과 통관절차의 간소화ㆍ자동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통관분야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로 평가된다.
우선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에
의해 작성ㆍ발급된다. 이로 인해 무역업자들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일 다국적기업의 기업내 교

203) 사전심사결정서에는 ① 품목 분류, ②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③ 관세 환급ᆞ납기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④ 원산지상품 인지의 여부, ⑤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의
무관세 적용 여부, ⑥ 원산지국가 표시, ⑦ 쿼터나 관세율 할당의 적용 여부 등이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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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많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
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수출입에 따른 관세행정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국외지사가 국내 본사로부터 부품 등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국외지사가 직접 발급함으로써 통관에 따른 행정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류보관비
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관해야 할 서류가 인쇄사본을 포함하여 디지털ㆍ전자ㆍ광학ㆍ
자기 방식으로도 보관이 가능하여 서류보관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국내법에 의해 전자방식 보관에 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된 상태이므로
무역업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소지 역시 적다.204) 즉 협정문 제6장 2절 원산지 절
차에서는 수입자를 포함한 원산지자율증명제 도입으로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상품반출의 신속화로 수입화물은 48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은 4시간 이
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해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
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한국 공ㆍ항만의 화물처리시간은 2003년 9.6일,
2004년 5.5일, 2005년 4.5일로 단축되었다.205) 그러나 이상의 화물처리시간은 검
역대상품목 등을 포함한 모든 화물의206) 평균처리시간이며 일반화물의 통관시간
은 48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송화물 통관시간은 2003년 4시간에
서 2004년 2시간으로 단축되었다.207) 따라서 한국은 한ㆍ미 FTA로 인해 통관시
간 단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투자가 불필요한 상황이다.208)
204)
205)
206)
20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세청(2005).
또한 화주가 필요에 따라 늦게 반출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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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수출기업의 큰 애로사항이던 통관문제가 한ㆍ미 FTA를 통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기업의 수출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209) 미국 세관은
9ㆍ11 테러 이후 안보검색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대상국과 컨테이너안전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체결하여 대미 수출품에 대해 수출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시간이 최
대 5일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컨테이너안전협정에 따른 수출선적
지연, 검사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출 전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에 대
해 미국 현지 세관의 통관검사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제도운영상 특정 국가
에만 차등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관철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컨테
이너안전협정 완화는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통관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여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 역시
48시간 이내에 한국의 수입화물을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통관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협정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에서는 신속한
통관절차로 인해 한국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으며 수출입기업은 통관에 따른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ㆍ미 FTA 통관분야 협상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
비용을 감소시켜 수입기업과 소비자에게 이득을 줄 것이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
국상품의 수출비용을 감소시켜 수출기업에 역시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8) 한국은 이전부터 Global Top 관세행정 구현으로 선진통상국가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관세청(2005)에 따르면 화물처리시간이 1일 단축됨에 따라 화물보관료 절감과
항만 화물처리능력 증가로 인하여 5,693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9) 한국무역협회(2006)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 28.4%가 통관분야에서 가
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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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한ㆍ미 FTA 통관분야는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산지검증절차가 마련
되어 자유무역을 악용하는 불공정 무역행태를 방지할 것으로, 그리고 양국간 통관
절차가 표준화ㆍ간소화되어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실제 전경련이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ㆍ미
FTA에 만족하는 기업(83.7%) 중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비용 절감을 만
족이유로 선택한 기업은 11.1%로, 세 번째로 많다.210)
통관분야에 대한 평가를 주요 협상결과별로 보면 첫째,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
급, 양식의 자율화, 유효기간 4년 등으로 인해 통관절차상의 편의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기존에 체결한 한ㆍ칠레 및 한ㆍEFTA FTA에서 수출자와
생산자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211) 협상 당시
에도 역시 수출자와 생산자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에 체결한 칠레, 호주, 중남미, 싱가포르 등과의
FTA에서 수입자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역업계의 편의 향상 차원에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에 의한 작성ㆍ발급이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정해지지 않고 중요 사항을 필수로 기록하도록 한
것은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와 다른 점이다. 유효기간 역시 한ㆍ칠레 2년, 한ㆍ
싱가포르 1년, 한ㆍEFTA 1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ㆍ미의 경우가 가장 길다. 협상
당시 한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정형화된 서식과 유효기간 1년을 제안하였으나,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
210) 전경련(2007).
211) 한ᆞ싱가포르 FTA에서는 수출국의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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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1,000달러 이하의 소액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은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에서와 동일한 내용이며 국내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212)
둘째,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은 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 그리고 무역업자의 권익
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검증방식은 미국의 경우 이미 다른 FTA
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역시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 FTA에
서 적용되고 있다.213) 그리고 조사결과 원산지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특
혜관세를 배제하도록 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
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정보 중 수출자 및 생산자의 영업비밀
서류는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조사당국에 직접 제공할 수 있어 무역업자의 권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 조사결과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수출
자와 생산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
하였다.
셋째, 신속한 상품반출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은 큰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상품반출의 신속화를 위해
독립된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에서 처음으로 상품과 특송화
물의 신속한 반출과 정보기술 활용에 대해 독립된 조항을 마련하였다. 실제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통관시간이 장기화된 점을 감안하면 상품반출의 신속화를 위해
이와 같이 독립된 조항을 마련한 것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의 입장에
서 볼 때 좋은 협상결과이다. 그리고 상품반출의 신속화에 포함된 규정 대부분은
이미 관세법에 반영되어 있어 한국은 이를 실행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214)
2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13) 한ᆞEFTA FTA에서는 직접검증방식과 간접검증방식을 혼합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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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ㆍ미 FTA 통관분야는 양국 세관당국 간 협력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함
으로써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협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밖에 사전심사제도는 심사결과의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하여 협정이행의 실
효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심사는 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적용되고 있으며215) 국내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운용상 무리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216) 그러나 심사결과의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한 것은 한ㆍ미
FTA가 한국이 기 체결한 FTA와 다른 점이다.

214) 전자신고 및 처리는 관세법 제327조 1항,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 전 신고는 같은 법 제244조
1항, 세액 결정 전 상품반출은 같은 법 제252조,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은 같은 법 제
25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215) 한ᆞEFTA FTA에는 사전심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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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평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한ㆍ미 FTA의 추진배경 및 경과를 살펴본 후, 일반균
형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 전체의 GDP, 후생수준, 그리고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기타 국내 제도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한ㆍ미 FTA의 쟁점이슈 및 협
상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득실과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제 본 절에서는 거시적 영향분석과 분야별 미시적 영
향분석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한ㆍ미 FTA의 의미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제시한 일반균형모형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모형에 따라 최소 0.32%, 최대 약 6%의 GDP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추정하는 모형과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치의 절대적 크기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수치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음미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수입시장 규모가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고 일본, 중국, ASEAN을 모
두 합한 시장보다 더 큰 세계 최대시장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생산하는 상품의 경
쟁력이 판가름 나는, 이른바 ‘Testing Market’도 미국이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시
장을 선점하여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
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 소위 BRICs 국
가들의 부상으로, 1995년 3.3%였던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2006년 현재 2.5%
까지 떨어져 있다. 한ㆍ미 FTA는 이 같은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ㆍ미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영향으로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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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즉
한ㆍ미 FTA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음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한ㆍ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
내 제도를 선진화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것은 곧바로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도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0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12단계가 급상승한 세계
11위의 국가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기본요인
(24→14위), 효율성 증진(21→1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7위) 등 3대 부문에
서 모두 상승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제구조 발전단계에서도 한국경제가 선
진국 모델인 3단계 혁신주도경제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 및 인식이 이처럼 크게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ㆍ미 FTA가 체결되어 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
시에 지식기반 및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ㆍ미 FTA를 통하여 증대된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
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동북아 비즈니스 허
브(business hub)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통상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ㆍ미 FTA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상
호이익의 균형을 이룬,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국가 간 FTA를 체결한 점에서 우리
의 통상외교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거대경제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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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로 개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반개방적 국민감정을
상당 부분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ㆍ미 FTA는 현재 분열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FTA 움직임에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미국과의 FTA는 향후
추진하게 될 일본 및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즉 한ㆍ미 FTA를 활용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촉진하고 이
국가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FTA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스탠더드의 구비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협상 타결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파급효
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U 및 중국이 한국과의 FTA를 원하고 있고, 농축산물시
장의 잠식을 우려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등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 선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대경
제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한 지식축적은 앞으로 이어질 EU, 일본, 중국 등
과의 FTA 협상에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가. 농업

농업부문의 양허협상결과를 분석해보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의 피
해가 우려된다. 다행히 쌀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쇠고기는 장기간의 관세철폐를, 오
렌지 등은 계절관세 등을 확보하여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느 FTA보다 농산물시장 개방폭이 큰 FTA
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개방 예외품목이 쌀 및 쌀 관련 제품 등 16개 품목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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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한적이며, 관세의 단기철폐 비중도 높다. 또한 협상대상국인 미국은 우리가 체
결한 FTA 상대국인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등에 비해 농업 강대
국임을 고려하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FTA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양허방식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양허 유
형은 즉시, 2년, 3년, 5년, 6년, 7년, 9년, 10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
년, 특정일, 예외 등 기본적으로 16가지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세번 분리나 품종
분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실질적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
울러 계절관세 도입 및 품목별 적용기간의 조정, 쌀을 제외한 관세철폐 예외품목에
대한 쿼터 제공, TRQ 수준 등에서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미국이 협상 초기부터 최장 10년 이내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를 일관되
게 주장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에 10년 이상 최장 20년까지의 장기의
관세철폐를 주장하여 이를 최종 타결안에 반영한 것도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노력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 초기부터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여, 이를 예외항목으로 지켜내는 성과를 이
루었다. 쌀은 UR 협상에 따라 10년 유예를 받은 이후 2004년에 재협상을 벌인 바
있는데, 한ㆍ미 FTA 협상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양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쌀
에 대한 관세율 양허를 설정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협상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 농업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의 도입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농업부문의 피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였
다. 미국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협상 초기부터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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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품목의 범위를 한정하고 발동기준도 물량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미국과의 합
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에 의하면 한ㆍ미 FTA
에 따라 1만 명 이상의 고용이 감소되며, 농업생산액의 감소도 대부분의 품목에 대
한 이행이 완료되는 이행 15년차를 기준으로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을 평가함에 있어, 이처럼 농업의 피해만을 강
조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와 농업인 모두 먼저 농산물 시장개방이
시대적인 큰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은 비단 한ㆍ미 FTA가 아니더
라도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과 향후 있을 다양한 형태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예: 한ㆍEU FTA, 한ㆍ중 FTA 등)에 따라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같은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이 유지ㆍ발전될 수 있는가를 근
본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한다.
나. 제조업
한ㆍ미 FTA는 문자 그대로 양국간 관세를 비롯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자유
로운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장벽의 제거는 당연히 무역의 증가를 가져
오고 이는 경제성장, 즉 GDP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제3장의 분야별 분석은 이
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양국 제조업분야의 상품 양허가 매우 적
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대미 수출 증대효과가 대미 수입 증대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무역수지 증대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보면, 한ㆍ미 FTA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약 14억 달
러,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5.5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세계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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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증가 규모는 연평균 2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미
및 대세계 무역의 확대는 GDP의 증가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한ㆍ미 FTA를 통해 기대되는 최대 약 6%의 GDP 효과와 33만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단순히 이러한 무역 확대에만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ㆍ
미 FTA에서 합의된 양허안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맺은 FTA와 비교하여 가장 개
선된 수준이다. 일례로 제조업의 경우 양국이 모든 제품에 대하여 100% 양허하였
고,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율도 한국과 미국 각각 90.6%,
87.9%에 이르러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개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발효 후 3
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조기철폐품목의 비율이 수입액 기준으로 양국 모
두 94% 이상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시장개방은 단순한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 이외에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 실현, 제도선진화 효
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우선 한ㆍ미 FTA를 통해 관
세 등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그동안 관세장벽 보호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
물러 있었던 국내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됨
에 따라 동일한 양의 자원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하게 됨은 자명하다. 또한
생산자들이 한ㆍ미 FTA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넓은 시장을 상대하게 되면 생산자
들은 상품의 단위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ㆍ미 FTA는 국내기업에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여 기회를 증대
시킴과 동시에 경쟁 심화라는 위협요인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력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한ㆍ미 FTA를 통해 각 산업별로 나타나는 수출입 영향 및 그에 따른 생
산 및 고용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즉 모든 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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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산업의 특성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있는 산업도 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한ㆍ미 FTA로 미국시장의 개방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면서 우리 시장의 개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산업들로서,
우리의 대선진국 주력 수출산업, 즉 자동차, 섬유, 생활용품 등의 산업들이 이에 해
당한다. 둘째, 한ㆍ미 FTA로 미국시장의 개방효과도 크지만 우리 시장의 개방효
과도 상당히 큰, 다시 말해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로서, 전기ㆍ전자, 일반기계, 화학 등의 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ㆍ미 FTA로 국내시장 개방의 부담을
크게 안는 산업들로, 일반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감소, 고용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상품분야에 대한 한ㆍ미 FTA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공산품의 경우
단순히 관세율 차이로만 비교할 경우 한국이 7.5%인 데 반해, 미국은 2.5%이므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세율 인하폭이 작다고 하
더라도 미국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도 그만큼 크
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문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 현재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폭의 관세인하로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도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로 인해 미국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 증가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디지털 TV, 프리미엄급 고급가전제품의 수출증가가 기대되며, 중소기업
이 주로 수출하는 섬유, 의류, 가죽, 고무, 신발 등은 경쟁국에 비해 상당한 가격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자동차, 섬유 등을 포함한 공산품분야에서는 시장개방수준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에 유리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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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에 따라, 제조업분야에서 단기적으로는 약 5,000명의
고용 창출이,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자본이 다시 생산요소로 투입됨과 동시에 생산
성의 증가까지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약 7만 9,0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다. 서비스 및 투자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개방을 확대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
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감한 개혁ㆍ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은 협상 자체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과정의 서비
스화 확대로 서비스의 중간재로서의 투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의 전후방 파급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창출효과 등이 더욱 확대되
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경제
의 서비스화가 불가피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
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금융, 회계, 법률, 연구개발, 교육, 의료,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미흡한 발전과 생산성 낙후는 제조업의 생산
성 향상을 제약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 경제개발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채택, 제
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
다. 실제로 일본, 미국 및 EU 등 주요국과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대부분
의 서비스분야에서 미국, 일본 및 EU 주요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및 여타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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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ㆍ미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ㆍ미 FTA에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비즈니
스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비스 관계 법령의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예고기간 및 의견수렴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
를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
으로 연장함으로써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규제의
합리화도 빼놓을 수 없다. 즉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불필요하게 서비스무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업자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교역 및 투자를 촉
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뿐만 아
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
상을 통해 개방된 분야는 미국 서비스기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여타 서비스분야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ㆍ미 FTA로
개방이 확대되는 통신ㆍ방송 등 국내 주요 서비스시장은 과점형태이므로, 한ㆍ미
FTA 발효 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 개선을 통해 소비자 잉
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ㆍ통신ㆍ금융 서비스 등은 서비스업
자체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농업 등 여타 분야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서비스기업의 진출과 국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계
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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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단순히 국내 서비스
분야에 국한되어 경쟁을 증가시키고 구조조정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을 촉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① 서비스가 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어 ② 제조업 및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게 되고, 나아가 ③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
성이 증대되는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이 서비스업, 제조업 등
산업 간에 서로 연관되어 반영됨으로써, 제2장의 거시경제적 분석과 같이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최소 6만 8,000명에서 최대 26만 6,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생산성 및 효율성의 증대를 반영할
경우 GDP는 최대 약 6%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협상에서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지적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ISD가 포함될 경우, 미국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책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SD를 통해
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분쟁사안이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ISD가 한ㆍ미
FTA에 포함된 이상, 분명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NAFTA 투자분쟁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것이 내국민
대우, 공정ㆍ공평대우, 간접수용이다. 내국민대우의 핵심은 정부조치에 외국인투자
에 대한 차별적인 의도가 있는지 여부이다. 공정ㆍ공평 대우의 핵심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의적이며, 예측하지 못한 부당한 처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국민대우 및 공정ㆍ
공평 대우는 우리의 경제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면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편 간접수용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자자의 재산권을 잠식하
는 규제조치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투자유치국의 사유재산권 보호수준과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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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책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적 수용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이미 체결한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한 적은 없었다. 간접수용 때문에 정책추진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재산권 보호가 지나치게 고려되고, 이는 공공정책의 추진을 위축시
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합리적
인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를 사전에 충분히 검
토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가 명쾌하게 수긍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규제조치 도
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한ㆍ미 FTA 투자분야의 ISD는 작게만 보면 정부조치에 대한 미국투자자의 소
송가능성 부담으로 보이지만, 크게 보면 국가신인도 제고, 외국인투자의 확대, 우
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 강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이 혜택은 미국투자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한ㆍ미 FTA의 투자분야에 대한 평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라. 기타 분야
한ㆍ미 FTA를 평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무역구제분야이다. 왜냐하
면 그동안 우리 대미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미국의 반덤핑이
나 상계관세조치였으므로 한ㆍ미 FTA 협상 초기부터 미국의 반덤핑관세나 상계
관세 부과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협상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초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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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발동하였는데, 이때 당시 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조치대상에는 제외되었던 사례가 있다.
반덤핑 발동요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요구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미국이 수용
하였으며, 양자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서도 잠정조치와 재발동 금지에 대한 우리
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한ㆍ미 FTA 협상결과 우리의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분과의 성과는 대
기업보다는 오히려 덤핑제소비용 부담으로 수출을 아예 포기했던 중소기업에 유리
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한ㆍ미 FTA로 인한 수혜가 중소 수출기업에 크
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 한ㆍ미 FTA의 굴욕 협상으로 일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분명 복제약 생산 위주의 국내 제약회사업계에
단기적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며, 어느 정도 미국신약의 약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
여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시켜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인 신약개발부문으로 이행하도록 유도
하게 된다. 아울러 수입신약과 경쟁할 수 있는 국산신약이 양산되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ㆍ미 FTA를 통해 제기해온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 요구를 방어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의 요구사항 중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 → 70년)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익을 볼 것이
고 출판업계나 사용자측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측이 저작권 수출국이고
한국이 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ㆍ미 FTA 협상결과로 인해 다소나마 국내
출판업계의 이익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출판업
계 및 캐릭터산업의 부담 증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로열티수지 악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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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으로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접근통제기술
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금지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작권 기간 연장으로 국내의 저작활동에
대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최근 한류열풍과 관련하여 국
내의 창작물들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수출되어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ㆍ미 FTA를 계기로 저작
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기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식재산권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미 FTA의 협상을 평가하는 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미국 정부조달시
장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
벽인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 관행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 인하로 양적인 규모 확대를 가져왔는데,
미국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훨씬 크므로 우리 업체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확대
된 것이다. 특히 기업의 진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공식적인 협의채널
인 작업반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ㆍ미 FTA 협상에서 한ㆍ미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대
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해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성공단 관련 합의
내용이 개성공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
나,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보여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협상은 비록 우리가 당
초 원했던 것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 부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한ㆍ미 양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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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은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한 윈윈(win-win) 전략의 일환
인 반면에, 미국에 있어 북한은 아직 핵개발국가, 인권탄압국가 등 부정적인 인식
으로 크게 자리잡고 있어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 역시 부정적이다. 따라서 한ㆍ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렬’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논의 어
젠다로 유지시킨 것은 앞으로 양국의 시각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한ㆍ미 FTA의 소비자후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최
근 한ㆍ미 FTA를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이 생산자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반면, 한ㆍ미 FTA가 소비자들에게 가져올 혜택은 지나치게 경시하는 듯하다.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한ㆍ미 FTA는 식료품 등 서민가계 복지에 직결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ㆍ미 FTA로 인해 한ㆍ미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제품
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짐
에 따라 소비자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품가격 인하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한ㆍ미 양국의
주요 품목 가격 비교조사에 따르면, 쌀과 쇠고기의 경우 미국의 제품가격이 각각
우리나라의 53.4%, 7.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바지(리바이스501)와
운동화(나이키에어맥스)의 경우 미국의 제품가격이 우리나라의 36.4%, 56.1% 수
준이다.217) 이 연구는 특정 품목에 대한 한ㆍ미 양국간 가격차가 상이하게 나타나
는 원인으로 각 제품의 대외개방도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즉 농산물, 의류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보호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217) LCD TV(46인치)와 MP3(Apple 30G)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미국가격이 우리나라의
80.3%, 89.5% 수준으로,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광식 외(2007),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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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반면, 가전 등 개방을 통하여 외국의 주요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 국내
외 가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표 4-1. 분야별 종합평가
분야

농
업

제
조
업

자
동
차

주요 쟁점
우리의 입장 반영
- 시장개방 폭과 범위에서 - 최대 민감품목인 쌀을
우리나라는 개방을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고
최소화하고자 한 반면,
기타 민감품목은
미국은 쇠고기를 비롯한 관세철폐 기간의
농산물시장을 최대한
장기화, 계절관세,
용도별 관세철폐방식
개방하여 수출을
분리 등으로 처리하여
증대시키고자 함.
- 쿼터관리방식에 있어
피해 최소화
- 쿼터관리방식은
우리는 기존 방식을
시장지향적인 방식으로
선호한 반면, 미국은
국영무역 불허 등
타결
선착순 방식 요구

평가
- 농업분야는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 피해 예상
- ASG 도입,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계절관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도입된
것으로 평가
- 농업부문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전망
- 축산물, 과일 등
수입증가로 인한 소비자
이익증대 가능

- 초기 미국의 양허안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이
쟁점으로 부각

- 한국에 유리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 (무역수지
흑자 증대)
- 경쟁취약분야는 비교적
장기적 관세철폐 확보
- 국내 자동차업체의
실익이 미국업계에 비해
큰 것으로 평가
- 완성차의 미국 내 판매
증대효과 기대
- 국내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능

- 자동차세제 개편
- 안전 및 환경 기준
-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절차 및 Snap-back
- 원산지규정
-

섬
유

- 미국의 섬유분야 양허안 수준
- 원산지규정
-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영향
- 관세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행이
진행될수록 생산액 감소
규모 증가
- 농업생산액은 이행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
감소 추정
- 축산업 생산액 감소는
5년차에 3,124억 원,
10년차에 6,415억 원,
15년차에 6,797억 원
등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생산액 감소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
양국이 상당히 높은
- 우리의 대미
수준의 시장개방 달성
수출 증대효과가 대미
수입 증대효과보다 매우
커서, 무역수지 증대
효과 기대
국내업계도 특소세와
- 세수 감소 우려(특소세
자동차세의 인하 주장
연 3,000억 원,
이미 우리의 관련
자동차세 연 1,000억 원)
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도
단기적으로는 현지
근접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판매의 급증으로 인해
대한 조기 대처를
어려울 전망
구하기 위한 조치
우리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인정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 생산제품의 80%
이상에서 원산지 충족이
달성
원산지 예외품목 및
가능하고, 수출
TPSs 수출물량 확보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예상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여 남북경협지역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근거 마련

- 우리의 주력수출품
(폴리에스테르섬유,
스웨터, 양말 등)의
즉시관세철폐로
수출증대 기대
- 특수 산업용 섬유직물
및 고기능 섬유사 등
우리의 일부
경쟁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세철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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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분야

서
비
스

투
자

주요 쟁점

우리의 입장 반영

영향

평가

- 네거티브 방식 및 래칫
메커니즘 적용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체제
- 일시입국 및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
- 모드3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 적용
- 최혜국대우 적용
- 특급배달서비스 및
외국법자문사 개방
- 미국 주정부 비합치조치
기재
- 방송ᆞ통신, 교육 및
의료시장 등 공공서비스
개방, 시장 접근, 스크린
쿼터, 미국의 해운 및
어업 서비스 개방 등
다양한 부분

- 한국은 DDA 수준
- 유보안의 네거티브 방식 - 추가 개방폭이 작아
이상, 미국은 DDA
및 래칫 메커니즘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준으로 서비스
적용으로 서비스
급격한 구조조정 압력은
개방수준 달성
자유화의 예측 가능성
낮을 것임.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법적 안정성이 향상 - 장기적으로 국내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기술사, -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향상,
건축사, 수의사
서비스산업 생산성
업계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 협정 발효 후
향상, 제조업의 생산성
서비스의 질 개선,
1년 이내에 논의 개시
잠재적으로 경제적 효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국제특송시장은
증대 전망
-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국제서류까지 확대하여 - 상호 자격 인정
추진으로 해당 전문직
및 비자 면제
개방하되 국내특송은
분야별 교육 훈련 및
협정가입을 위한 별도
현행 제도 유지
평가 제도 개선,
추진체계 필요성
- 법률ᆞ회계ᆞ세무는
중장기적인 서비스 전문 - 전문직서비스의 일부
단계적 개방안에 합의
인력이동 형태의 서비스 개방을 서비스산업
- 미국 주정부 조치를
수출 증가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현재 유보에 예시적
확대
목록으로 기재 합의
- 공공서비스시장 포괄
-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유보
개방 추진 필요
- 방송ᆞ통신은 간접 투자
- 국내 서비스 수요자의
허용하여 부분 개방,
소비자 잉여 증대
스크린쿼터는 현행
73일 현재 유보
- 시장접근의무 양허
방식을 GATS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으로 합의

- 투자 범위와 보호
- 이행요건부과 금지
-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간접수용
- 대위변제권 확보

- 우리나라 기 체결
FTA와 유사한 정도의
투자보호 부여
- 열거적으로 제시된
7가지 이외에 이행요건
부과 가능,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등.
- 국내 여론과 우리나라
법리를 반영하여 간접
수용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
-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우리 입장
반영

- 투자자의 투자 결정이 - 기 체결 BIT에 비추어
시장조건에 따라
볼 때 한ᆞ미 FTA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투자협정 결과로 한국이
- 우리 정부의 정당한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는
정책권한 확보
없음.
- 투자자유화,
- 전반적인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
서비스/투자제도 개선이
기대됨.
향상, ISD 도입 등은
- 대미 투자기업이 입을
투자제도 개선을 가져와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한국에 대한 FDI를
증대시킬 수 있을
신속한 보상 가능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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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분야

주요 쟁점

우리의 입장 반영

영향

평가

무
역
구
제

- 반덤핑 발동요건의 강화 - 반덤핑 발동요건의
- 실증분석 결과, 한ᆞ미 - 수출환경이 개선될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FTA 이후 반덤핑
것으로 예상됨.
상호 적용 재량적 배제
- 무역구제분과의 성과는
우리 요구 다섯 가지 중 조사감소 예상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 양자 세이프가드 관련
세 가지를 미국이 수용 - 또한 미국과 FTA를
덤핑제소비용 부담으로
존속기간(원칙 10년)
체결한 국가는
- 다자 세이프가드와
도입
관련하여 우리는 의무적 수입비중에 비해 반덤핑 수출을 아예 포기했던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조사건수가 상대적으로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작용할 것임.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재량적 배제에 합의
- 양자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와 재발동
금지에 대한 우리 입장
수용

의
약
품

- 지적재산권의
특허허가연계와 특허
존속기간 연장
- 관세 즉시철폐
- 신약의 최저가격 보장,
건강보험약가 매년 인상
-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
- GMP,GLP, 복제의약품
의 시판 승인 상호인정

지
식
재
산
권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주요 쟁점에 있어
- 저작권, 상표, 특허 및 - 지식재산권 제도의
대부분 미국 측 요구가
집행 등 지식재산권 전
선진화 노력 가속화
- 일시적 저장에 대한
수용됨.
분야에 걸친 제도 변경
예상
복제권 인정
- 접근통제 기술적
- 저작권의 보호기간
-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보호조치 인정
연장의 경우 협정 발효
강화는 혁신과 창작에
연장으로 인한 출판업계
후 2년간 유예 인정
대한 유인으로 작용
및 캐릭터산업의 부담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일시적 저장에 대한
-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증가와 로열티수지 악화
책임 강화 및 제한
-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복제권 인정과 접근통제 비용가(기술사용료 지출 - 일시적 저장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과 증가, 저작권료 지급
복제권 인정으로
관련된 예외, 법정
증가)로 인한 피해 우려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접근통제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일부사항에 우리나라의
우회금지로 이용자의
요구 반영
정보접근권 저해 가능성

환
경

- 일반인이 정부의
- 미국의 기 체결 FTA의 - 환경법 집행수준의
- 미국의 기 체결 FTA를
환경정책 시행에 관여할 환경협정내용을 대부분
향상이 기대되나, 정부
대부분 수용하였고,
수 있는
수용
미국 입장이 주로 반영
및 민간의 관련 비용
민간조사요구권제도
- 환경의 투자자ᆞ정부 간
증가 가능성
합의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 적절한 민간조사요구제
차단한 것은 아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 양국은 간접수용의
경우 과다한 비용 발생 - 장기적으로 환경 관련
적용대상을 “목적이나
가능성
효과에 비해 조치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극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높아지고 국내가격 하락
- 환경보호수준 개선,
경우”로 제한
기대
환경산업 성장 예상

-

수용
3년 이내 유예기간
불수용
불수용
협의 추진

- 기대매출 손실,
- 지적재산권은 피해
최소화
연구개발활동 강화
- 수입증가/해외진출 확대
- 없음
- 특별한 영향은 없음.
-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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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분야

주요 쟁점

노
동

- 무역, 투자촉진 목적의
노동기준 저하 금지
범위
- 공중의견제출제도 운영
여부
- 분쟁해결절차의 설치,
운영 여부

경
쟁

정
부
조
달

원
산
지

우리의 입장 반영

영향

평가

- 대부분 미국 측 주장이 - 노동정책의 투명성과
- 협상과정에 대한 평가는
반영
민주성 확보
부정적이지만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 국제 노동기준에 접근
- 노동정책에 노사의 참여 긍정적 평가
확대
- 분쟁해결절차의 민주성
향상

- 동의명령제 도입
- 동의명령제 관련 쟁점은 - 한ᆞ미 FTA 체결로
- 경쟁정책 본연의 목적인
우리나라 법체계에
양국간 무역장벽이 상당 소비자 후생 증대와
- 지정독점ᆞ공기업 정의
경제효율성 제고에
- 네 가지 의무 부과(FTA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 철폐됨에 따라
판단하에 미국 측
시장상황의 질적인
기여할 것으로 보임.
협정상 의무 준수,
요구를 수용
변화가 예상됨.
비차별적 대우, 상업적
- 소비자보호 협력조항의
고려에 따른 활동의무, - 지정독점ᆞ공기업 관련 - 경쟁분과에 대한
포함으로 국내
소비자정책의 선진화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내용은 모두 미국 측
합의내용은 국내시장에
위한 계기가 마련
반경쟁적 행위 금지)
요구를 수용
단기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나라
- 재벌 관련 각주 포함
- 재벌 관련 각주는 우리
- 동의명령제도는
경쟁 및 소비자보호
측 요구가 수용되어
사건처리의 간소화를
시장에 규범적인 영향이 통해 경쟁당국과 기업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미칠
합의
모두에 시간적ᆞ비용적
측면에서 큰 이점으로
것으로 예상
작용 예상

-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을 - 주정부 개방을
-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 -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인하에 따른 추가로
관행이 금지됨에 따라
인하
반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개방되는 시장규모는 약 우리 기업의 진출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환경이 개선
- 지방정부와 공기업
50억 달러에서 200억
개방대상에서 제외
개방대상에서 제외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 중앙정부 양허 하한선
- 민자사업을 대상에
- 민자사업을 정부조달
인하로 우리 업체의
예상됨.
포함하되,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참여기회가 확대
지역 중소건설업자에게
- 민자사업이 대상에
보호조항 신설
포함되었으나 부정적
- 자국 내 과거 실적 요구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중소기업
효과는 크지 않을
금지
보호조항 신설
것으로 예상됨.
-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특례인정 여부
-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 한반도
- 개성공단의 경우 미국과 - 개성공단사업의 원활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추진을 위한 기반은
일정 기준하에
특례인정을 위한
확보했으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협의근거를 마련
-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 있도록 합의
- 통일적인 특혜원산지
촉진되며, 제3국산
환경 조성, 글로벌
판정기준 도입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아웃소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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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분야

통
관

주요 쟁점

우리의 입장 반영

영향

- 한국으로 수입되는
- 원산지 자율증명제 도입 - 우리나라가 요구한
- 원산지 직접검증제 도입 수출자와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수입비용을
- 통관절차의
원산지 자율증명제
감소시켜 수입기업과
간소화ᆞ자동화
도입은 반영 안 됨.
소비자 이익 발생 가능
- 통관협력
- 미국으로 수출되는
- 우리나라가 요구한
원산지증명서의
상품의 수출비용 역시
- 사전심사제 도입
정형화된 서식과
감소시켜 관세철폐 이외
유효기간 1년 주장은
추가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함.
반영 안 됨.

평가
- 원산지자율증명제도는
통관절차상의 편의 제공
- 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 무역업자의
권익 확보
- 통관절차의 비용과 시간
감축
-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통관협력 추진
- 실효성 있는
사전심사제도 시행

2. 향후 정책과제
앞 절에서 다룬 한ㆍ미 FTA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한ㆍ미 FTA의 가장
큰 의미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추
세로, 일각에서는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40년에는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산업 전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ㆍ미 FTA는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창
출하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한ㆍ미 FTA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먼저 정부는 혁신을 통해 원칙과 투명
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 확충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장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을 동시에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제도적 기
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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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을 위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성과지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공개
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
회 간 동반자관계 및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문제임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각 분야의 시장정보 및 필요,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여 개방화의 기회요소를 보
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선
진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
록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FTA와 이에 따른 개방을 도전과 기회의 양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개방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FTA
를 통해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 농업 구조조정
1) 중장기 농업발전 비전 제시
세계 농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환경과 조화로운 농업생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저가의 수입농산물과 가격경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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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유통은 산지에서부터 조직화를 통해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를 통해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한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
한 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농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젊은 후계영농인력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경
영마인드를 지닌 비농업계 인력의 농업부문 유입도 매우 필요하다. 최근 성공하는
농업인 중 대부분이 비농업계에서 농업계로 들어간, 경영마인드를 가진 인력이라
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2) 소득보전 등 피해대책 마련
한ㆍ미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전, 경영안정,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전정책
은 FTA 이행으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농
가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중
심이 되어야 한다. 중복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하되, 보상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향에 부합되
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보전정책은 FTA 추진의 당위성 확보는 물론 부문간 및 계층간 갈등 조정
을 통한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서도 적극적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의 일부는 손실을 보는 산업 또는
계층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한ㆍ칠레
FTA 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 수입증가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폐원보상이 이루어진 복숭아의 경우나, 가격하락 등 체감피해가 미미함에
도 불구하고 폐원보상이 이루어진 시설포도 등의 예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품목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사후적인 보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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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은 비효율적 분야의 축소와 효율적 분야의 유지 또는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ㆍ칠레 FTA 대책에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폐업 또는 폐원 지원사업과
전업/전직 지원 등을 통한 효율성 추구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전반
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을 높
여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격경쟁력이 있
거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계화ㆍ자동화ㆍ규모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고, 가격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품목은
고품질(식품안전, 친환경, 신선도, 규격 등의 우수성) 생산체제로 유도해야 한다.
생산단계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시장 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1) 개관
한ㆍ미 FTA를 통해 산업별로 나타나는 수출입 영향 및 그에 따른 생산 및 고
용효과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218)
첫째 산업군은 한ㆍ미 FTA로 미국시장의 개방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면서 우리

218) 제조업분야 수출입 영향 분석에서 7대 산업별로 그 효과를 별도로 제시한 바 있으나 7대 산업을
이 세 가지 산업군으로 일률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대폭적인 대
미 흑자를 보이는 산업은 대부분 수출증대 기대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기계, 화학
등 대미 적자를 보이는 산업들의 경우 일률적으로 시장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이 산업들에 포함되는 일부 품목은 최근 들어 급속히 경쟁력을 갖추
면서 오히려 흑자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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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산업들로서, FTA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받
는 업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ㆍ미 FTA의 경우 우리의 대(對)선진국 주력 수출
산업, 즉 자동차, 섬유, 생활용품 등의 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산업군은 한ㆍ미 FTA로 미국시장의 개방효과도 크지만 우리 시장의 개방
효과도 상당히 큰 산업, 즉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시장에서의 경
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로서, 전기ㆍ전자, 일반기계, 화학 등의 산업
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산업군은 한ㆍ미 FTA로 국내시장 개방의 부담이 커지는 산업들로서, 일
반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 중에서 적자증대가 예상되는 일부 분야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감소, 고용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산업군으로 분류할 때 한ㆍ미 FTA 발효를 앞두고
제조업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수출증대 기대 산업에 대한 대책
한ㆍ미 FTA 체결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무엇보다도 미국시장이 더 넓게 개방
되어 우리의 수출이 증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시장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특화도를 높이
고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미국시장의 확대를 이용하여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ㆍ미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업 및 제품에 대한 미국기업 나아가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산업 및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략, 특히 각 산업별로 상대국의 특수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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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IR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시장을 세분화하여 신규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시
장의 소프트화, 융합화에 맞춰 제품을 기획ㆍ마케팅하는 미국기업과 국내 공급업
체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양허, 투자보호수준 강화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
되어 미국은 물론 여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한ㆍ미 FTA 체결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가 마
련됨으로써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이 높고 인적
자원 등 산업기반이 우수한 부문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다음으로 일
본 및 EU를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산업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수출도 늘어나지만 수입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국내외 시장의 경쟁
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에서는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시장
접근도가 높아지고 산업내 교역이 확대되면서 양국간 기술협력에 대한 수요도 크
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미국기업들이 가진 원천기술과 우리
나라 기업이 보유한 생산 및 응용기술 사이의 기술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미국기업들과의 공동 기술개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간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 기술력 열위로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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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장동력산업 또는 첨단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다. 기술력 부족으로 장기간 양허가 결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 기
술개발전략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품ㆍ소재 산업은 심한 대일 기술의존적 구조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
는 일본이 기술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
니라 주로 범용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장도 국내시장에 공급하
는 위주의 산업구조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ㆍ미 FTA는 이러한 취약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우리 부품ㆍ소재 산업이 새
로운 도약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품ㆍ소재산업 분야에서 미국, EU가 보유한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품개발능력이
잘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품ㆍ소재 산업으로 거듭나면서
동북아지역의 ‘글로벌 공급기지’ 역할을 제대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우리 산업의 여러 분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는 반면에 일부 산업의
경우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
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 바 있다. 즉 수입
급증으로 인해 생산 및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경
영개선을 지원하며,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전직ㆍ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
업에 대해 정보제공ㆍ경영개선 등의 지원을 행하고, 무역조정기업 등의 소속 근로
자가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이행할 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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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들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여 이
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제도적 틀을 빨리 갖추는 한편,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
업과 관련된 서비스업들도 포함하는 지원제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2) 섬유

가) 수출확대전략
OEM에 의한 수출량 증대보다 경쟁력 있는 자사 브랜드에 의한 수출 증대가 중
요하므로, 자기상표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브랜드의 해외 홍보, 해외 전시회 및 박
람회 참가, 해외 마케팅망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시장 모니터링
을 통해 미국의 수입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여 웹사이트 등을 통
해 미국시장 진입을 원하는 업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ㆍ미 FTA 체결
이후 국내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제소 등이 우려되므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수입규제 예측경보시스
템 구축으로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대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패션의류의 경우 전시회 참가를 통한 최신 유행 디자인에
대한 정보수집, 해외마케팅이 중요하므로 수출기업에 대한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
의 개별 참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외 컬렉션 참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업체들의 국내 전시회는 물론 미국 주요 전시회ㆍ박람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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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및 기술협력 증대
미국업체에 대한 투자장벽 제거를 기회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
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근로환경 개선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이 필
요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소재 및 섬유제품, 재생섬유(아세테이트)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이 절실하다.

다)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전략
앞으로 국내 섬유제품의 차별화ㆍ고부가가치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R&D 투
자를 확대해야 한다. 나노(nano) 기술을 응용한 유ㆍ무기 신섬유 개발, 의료용, 공
업용 등 산업용 섬유 소재의 나노 응용기술 개발, 멜트블로운 부직포 개발 등 기초
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산업용도별로는 자동차분야의 고효율 필터재, 소음절감용 방음차음재, 의료용의
피부재생을 위한 섬유소재, 스포츠ㆍ레저용의 고투습/초발수기능 및 고인성 경량
섬유소재, 공업용의 제약용, 생물공학산업용 등 환경정화용 복합필터 섬유소재 등
각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새로운 산업용도 개발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노
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의체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기능성 염색가공 분야의 경우 다기능/건강/감성 부여 염색가공 기술,
고신축 복합소재 염색기술 개발, 청정염색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산업으로
의 구조개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섬유산업은 사, 직물, 염색가공,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공정을 아우르는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스트림 간 상호교류 및 연계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성장과 변화에 대
한 대응능력이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제품개발력, 가격, 납기, 다품종 소
량생산, 시장대응력 등 총체적인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림 간 협업체제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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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
원사메이커와 직물 및 염색가공업체 간 협업, 직물업체와 염색가공업체 및 봉제
의류업체 간 협업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화섬원사업체는 직물업체 및 염색가공업체 등 중간공정업체들과 신제품 및 가공기
술, 중간공정의 제품차별화 및 소재수요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업계 공동으로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봉제의류업체는 다운스트림분야는 소비자 요
구를 반영한 소품종 대량생산, QR 생산, 제품고급화 등을 위해 상위 공정의 직물
업체 및 가공업체 등과 상호 협력해야 효율적인 시장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
한 형태의 스트림 간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융합화가 급진전하면서 다른 업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
요하다. 최근 섬유산업은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기술개발이 급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섬유융합기술 관련 분야의 정보 및 인력교류, 다
른 업종간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 자동차

가) 생산 및 기술협력 환경의 조성
FTA의 체결로 각종 제조 및 기술 표준이 조화를 이룰 경우 기업간 합작투자,
생산제휴 및 기술제휴와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이 증가할 전망이다. FTA 협상 타
결로 그동안 검토되어온 미국 민간자본과 자동차업체의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에 대
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민간자본이 크라이슬러사를 매입하여 미국
완성차업계는 빅3 체제를 재구축하였으며, 크라이슬러사는 과거 자본제휴를 체결
했던 국내 완성차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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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범위가 엔진과 모듈에서 다양화될 예상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
체들은 미국 동남부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투자를 추진하
고 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체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입지로는 동남부가 양호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자동차업체가 우리나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자본투자를 하는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부품업체의 규모 및 역량
이 부족하고 투자를 중재할 수 있는 기능도 상대적으로 약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미국 내 공급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 완성차 및 대형 부품업체들이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정도가 관세철폐를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국간 협력은 양국 정부가 조성한 협력기금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립
한 후 관련 정부연구소 및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과 기업간 전략적 기술제
휴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초 조성된 바 있는 한ㆍ미 기
술협력기금을 확대하여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CRADA: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등에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정부 대형 과제
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ㆍ미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
하여 세부 기술협력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더불어 한ㆍ미 간
기술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발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와 전문성 제고에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경쟁력 강화 지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방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
술개발 재원의 확충을 통한 시스템부품의 개발과 공정 혁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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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에 따른 대미 진출 확대와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업체가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전장부품분야의 지원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에서 지능형 자동차 개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능형 자동차의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미국 시장규모도 팽창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지원함
으로써 대미 수출을 조기에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체결은 미국 상용차시장의 본격 개방과 국내 상용차시장의 개방이
라는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
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상용차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주요 상용차업체는 직접투자를 통해 미
국 상용차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우리 업계는 관세철폐로 인해 직접 수출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국내 상용차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술경쟁력 우위
에 있는 미국 상용차 부품업체와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제품의 조기 상
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상용차 부품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를 위한 연구개발비용 지원과 미국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용차 부품업체
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듈 및 시스템 부품개발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내 완성차업체와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미국 내 완성
차업체들의 모듈 및 시스템 부품 발주가 점증하고 있으나, 국내 부품업체 중 모듈
과 시스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입지한 미국 남동부지역이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조지아 주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어서 미국 내 한국 자동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이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주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남동부지역의 성
공적인 클러스터 조성 경험을 국내 지역자치단체에 전파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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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여야 한다. 미국 남동부지역을 대표하는 리서치 트라이앵글(Research
Triangle)은 실리콘밸리와 견줄 수 있는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부상 중이며, 조지아
테크는 미국 제조업 지원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있는 국내 지역자치단체와 미국 동남부주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양국간 기술,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1980년대 이
후 우리나라와 미국 동남부 7개 주는 협력을 모색해왔으나 실적은 부진한 편이며,
한ㆍ미 FTA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동남
부 지역에는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업체들도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반기술 공동개발과 선진
기술의 이전이 가능하다.

다) 수출증대 지원
한ㆍ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중소부품업체의 대미 수출과 직접투자가 증가
할 예상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 완성차 및 대형 부품업체들이 대량 주문과 지속적인 납품가격 인하 및 품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소 부품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
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정부가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를 중소기업 스스로가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 부품업체
들이 미국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민ㆍ관조직이 제공
하고 있는 단발적인 정보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구매정보와 소비자 취향의 변화 등을 신속히 파
악할 수 있는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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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부품의 대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오프쇼어링(offshoring)219)을 목표로 한
미국 부품업체의 국내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를 유치하거나, 미국 자동차부품업
체와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간의 전략적 조달제휴 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양국
부품업체 간에 정보부재로 인해 자체적인 조달제휴 체결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
부가 한시적으로 제휴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부
는 자국 중소기업과 미국기업간의 포괄적인 제휴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성
과를 거둔 바 있다.
중소 부품업체가 대미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업체의 글로벌 소
싱 정보를 실시간 탐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자동차업체의 개방
형조달(open sourcing) 확대로 인해 대미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범용 단품
은 인터넷 등 다양한 조달경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중소부품업체
가 이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칭 ‘글로벌
소싱 모니터링’ 지원 하부구조를 구축하여 중소 부품업체의 수출을 지원하여야 한
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업체나 바이어들이 국내 부품업체의 홈페이지나 브로슈어
를 용이하게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브로슈어를 벤치마킹하여 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촉진
1) 개관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

219) 미국 자동차업체나 투자가가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여 부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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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경쟁력
수준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220)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
라 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영세성과 구조조정 미흡, 복잡한 규제, 협소
한 내수시장, 우수한 전문 서비스인력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와 같
이 대외개방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해소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서비스업의 특성상 개방
된 환경에서 외국의 우수기업들과의 경쟁과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혁
신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서비스산
업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ㆍ미 FTA에 따른 서비스ㆍ투자 분
야의 개방으로 우리나라 사업환경과 제도 전반이 개선되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으며, 개방되는 분야 중 상당수가 여타 산업
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 전반의 생
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한ㆍ미 FTA 타결의 효과를 충분히 활
용하는 동시에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ㆍ
시행할 필요가 있다.

220) IMF의 IFS(2006)에 따르면, 2004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미국 등 선진국들이 70%
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5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전체(전력ᆞ가스ᆞ수도, 건설 제외)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1.3%
(2003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고 그 외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행(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서비스 무역수지 적
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도 비
교열위상태(RCA 지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2004년 기준 한
국은 0.45(비교열위)인 반면 미국은 1.60(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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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 완화 및 철폐
서비스업은 다양한 규제에 의해 규율되는 분야로서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가
에 따라 시장구조와 경쟁, 서비스의 가격 등 업종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서비스산업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수출
중심의 제조업 육성전략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
고, 이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선진국에 비해 비효율적인 규제가 다수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지난 유통서비스시장 개방과정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에 대
형할인점이 설립ㆍ발전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 매장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어 대형할인점 업태의 도입과 재래시장 및 중ㆍ소 유통업체의 구조
조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시장을 바르
게 규율하여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변화와 서비스산업의 발전단계, 국내여건, 그
리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
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ㆍ미 FTA 협상결과와 여타국과의 FTA 타결내용, 그리고 DDA 서비
스협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개방되거나 개방이 확대되는 분야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동시에 개방이 되지 않은 분야라 하더라도 국내 서
비스기업의 사업환경 개선과 경쟁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 서비스분야의 규제환경을 전반적으로 고
려해볼 때, 이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작업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
하는 동시에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서비스분야 규제에 대한 벤치마
크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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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분야의 중장기 규제 개혁 목표를 수립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모두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또는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대책 수립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서비스분야의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무역 또는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의 경우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제도,
멕시코의 PROCAMPO(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 제도
등이 있으나, 상기 제도는 농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농
업 및 제조업과 달리 무역 또는 시장개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는가를 증명하
는 것이 힘들고, 피해규모, 대상분야 등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를 두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가장 높은 경제통합수준을 나타
내고 있는 EU에서도 여타 분야는 구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서비스분야의
경우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개방에 따른 서비스분야의 정책방향은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아닌
포괄적인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대책 수립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 촉진, 경쟁력 제고, 수
출 촉진 등과 연계된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영세성, 협소한 시장규모, 높은 규제 장벽,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및 경쟁력 낙후 등을 감안할 때 진입 및 퇴출 촉진제도 수립, 중소ㆍ
벤처 서비스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포함한 서비스기업의 규모화, 전문화 지
원, 정보화,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R&D 지원, 인력 양성, 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 지원, 지식기반서
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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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피해분야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
정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당시 대상분야는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제조
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7년 8월에 시장개방으로 영향
을 받는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명칭도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
었다. 이는 서비스분야에서도 개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엄격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은 실패할 우려가 있다.
서비스분야는 농업이나 제조업과는 달리 무역 또는 시장개방으로 직접적인 피
해를 받았는가에 대한 증명, 피해의 규모 산정, 피해대상분야의 선정 등이 어려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
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상을 지양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지원
해야 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돕고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
며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다) 경쟁촉진제도 확립
한ㆍ미 FTA를 통해 새로 개방되거나 개방이 확대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제
도를 확립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즉 서비스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개방의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ㆍ
미 FTA 타결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을 보더라도
서비스시장 개방분야가 많다거나 개방수준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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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반면, 개방 이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대규모 자본, 기술,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후 독점력을 행사하여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비
대칭적 경쟁구도 속에서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이 겪게 될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한ㆍ미 FTA를 통해 개방되는 법률서비스분야를 보면, 단계적 개방과정을 통해
국내 로펌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
국 대형 로펌이 제휴형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고, 이들의 시장지
배력이 확대되게 되면 법무업무 수행, 변호사 고용, 수임료 결정 등에서 부정적 효
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방되는 분야에 대해 경쟁촉진제도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어
야 하며, 위배 시 엄격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촉진제도의
운영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포괄하여 경쟁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 같은 제도의 운영에서 공정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라)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논의에 대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의 경우, 한ㆍ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운영계획221)과 논의 추진예시분야를 부속서에 기재
하였다. 그러나 예시된 것 이외 분야에 대한 논의 확대는 다소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즉 미국은 다자 및 양자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의 MRA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전문직서비스 분야를 양자간 합의에 의해 논의
대상으로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논의대상으로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221) 한ᆞ미 FTA 협정문 에서는 협정의 발효 후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며, 1년 내에
논의를 개시하며, 2년 내에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며, 공동위원회는 전문직 서비스의
부속서 이행을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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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주체의 전문성, 정보력,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양국간 전문직 교육과
정 및 자격시험, 사후관리제도 등의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의 발효에 앞서 전문직 자격의 MRA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및 협회는 각 분야별로 상호 이익 증진 측면에서 MRA의 필요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의 시장 및 인력 현황과 자격 인정 관련 제도, 국내 전문직서비스
공급자의 미국시장 진출 관련 제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의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미국시장으
로의 진출 가능성과 효과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국
내제도의 개선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문직 자격 MRA 논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전문직 MRA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 향후
미국 정부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전문직 MRA
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FTA 체결국에 대해 전문직 비자쿼터를 배
정222)해왔으나, 최근 들어 FTA 체결국이라 하더라도 전문직 비자쿼터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ㆍ호주 FTA 사례를 보면 미국은 FTA를 통해 전문직 비자쿼
터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협정 발효 이후 호주정부는 약 10개월간 미국 의회와 직
접 교섭을 하여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223)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미
국 의회와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미국 의회의 오피니언 리더에
게 상호 협력의 촉진 및 강화 측면에서 이 안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나갈 필
요가 있다.
222) NAFTA 체결국인 캐나다는 전문직 쿼터가 무제한이며, 멕시코는 5,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이다(이상 H1B1 비자).
223) 호주는 1만 500명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였으며,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과 달
리 E-3 비자쿼터를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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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국시장 진출 유망분야 발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미국시장 진출 유망분야의 발
굴과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ㆍ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에 대해 개방을 요구했던 해운서비스분야와 주정부 차원의 규제 철폐의 경우, 객관
적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미국의 우려요인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타 서비스분야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미 진출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수출 촉진이 기대되는 분야를 발굴하여 현지 진출 및 수출에 저해되는 제한의 완
화 또는 철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바) 서비스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분야에 대한 FDI 유치는 직접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
상을 유발시키게 된다. 특히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고, 제조업 및 서
비스업 생산에서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서비스분야에 대한 FDI 유치는 여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같이 서비스분야의 FDI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FDI 유
치 정책은 상당 부분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산업지원서비스
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인 조세감면대상 업종만을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현금지원제가 도입되어 있
으나 투자자금에 대한 제한요건으로 중ㆍ소 서비스기업은 수혜대상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분야의 특성에 부합되는 인센티브의 형태, 제공방법 등을
마련하여 서비스분야의 FDI 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FDI 유치와 더불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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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환경 전반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되
어야 한다.
아울러 FDI 유치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요구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
업의 임직원 다수가 한국 내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 한
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 같은 문제로 투자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처럼 외국인의 생활환경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 개방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ㆍ의료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수지 개선224) 차원에서도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
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사) 서비스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
규 진출, 투자확대, 규모화ㆍ전문화, R&D 확대 등에 대한 유인이 낮고, 국내 경기
변화가 기업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험의 분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이 발전해 있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The National Export Strategy
Services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수출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
고 있다.225)

224) 미국은 한국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와서 이 서비스들을 소비하며, 한국으로
진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ᆞ미 FTA 협상에서
이 분야들의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면 그 만
큼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대체하게 되어 서비스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소비 확대에 따른 생
산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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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서비스기업의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수출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
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시장, 중동시장, 동유럽 및 일부 서유럽시장
등이 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분야가 다양하고 다양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진출 유망지역에 대한 시장개
방 현황, 시장규모, 분야별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 서비스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의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영업자금에 대한 대출, R&D 자금, 수출자금 등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금융서비스
가)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향후의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이번 협상에서 금융규제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ㆍ미 FTA 금융
서비스부문의 협상결과는 △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시한(120일, 단 보험회사의 경
우 150일)의 명시적 도입 △ 금융감독규정 등 제ㆍ개정시 의견수렴기간 연장 및
준수 의무 명시 △ 감독규정시행세칙의 제ㆍ개정을 포함한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 시 의견수렴절차 준수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합의
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인정하는 수준까지 금융규제 관행ㆍ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226) 특히 의견수렴절차

225) 미국 무역진흥위원회(TPCC: Trade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는 서비스수출기
업에 대해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는 SBC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낮게 적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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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립을 통해 금융규제ㆍ감독당국의 규제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의 합의사항으로서 앞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의견수렴제도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의견수렴절차의 구체적인 단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금융규제ㆍ감독당국의 정
책의도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보조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의견수렴절차가 ‘입법 예고’ 또는 금융규제의 ‘개념 공표(concept release)’
로 시작되도록 하고, 피규제자인 금융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개진된 다
음에는 입법화 또는 규제 확정 이전에 반드시 규제자인 금융당국의 응답 및 개선
방안을 공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규
정의 제ㆍ개정 시에도 규제의 개념 공표를 통해 규제당국의 정책의도를 명시적으
로 표현할 것을 의무화하여 피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적으로도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정확하고 객
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관계ㆍ법률관계에 대한 심층검토를 전담하는 조
직으로서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규제와 관련
된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옴부즈맨 조직을 금융감독당국의 내부 조직으
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26) 박창균ᆞ김현욱(2006)은 외환위기 이후 법제도 측면의 금융규제개혁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불만이 제도적 규제개혁이 미
흡한 데에서 기인한다기보다 규제당국의 태도 및 규제관행 등에 의해 주로 야기되고 있으며, 특
히 대화와 설득보다는 지시와 명령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규제행태와 함께 피규제자의 의견개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권위주의적 규제문화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ᆞ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투명성이 낮다는
미국 측 협상단의 평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예시된 금융규제 관행ᆞ문화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은 박창균ᆞ김현욱(2006)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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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금융규제 문서주의’ 및 ‘금융규제 일몰제’ 등의 원칙을 재정립하
여 피규제자인 금융기관들은 물론 금융규제ㆍ감독당국이 금융규제 현황에 대해 정
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규제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
인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별 금융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점검함으로써 불합
리한 금융규제를 적시에 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담
당자가 문서화되지 않은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원칙
을 설정해야 하며, 현재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규제 일몰제’의 경우 문서화된
규제는 물론 사실상 규제를 포함한 모든 금융규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규제의 일몰시점 연장 여부를 심사함에서 필수적인 ‘규
제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금융당국 간의 정보공유ㆍ
대화가 확대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금융규제ㆍ감독당국의 전문성, 나아가 금융 관
련 규제문화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
현존하는 정책 금융기관들의 역할ㆍ기능 재정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
는 요소들을 미연에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체국보험을 비롯한 정책 금융기
관들의 경우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기능으로 인정됨에 따라 한ㆍ
미 FTA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우체국보험의 경우 민간금융기관과 동
등하게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ㆍ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보험회사와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체국보험은 물론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
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 및 기능 개편은 한ㆍ미 FTA 협상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금
융산업 선진화 차원의 과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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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의 설립목적 달성 평가 이후, 민영화를 포함한 개혁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당초 계획에 비해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체국보험으로 불리는 공제부문을 포함한 우체국금융의 경
우,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민영화를 포함한 개편논의
가 이미 진행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최
근 금융부문에서 시장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장기 발전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이 국책 금융기관들에 대한 한ㆍ미 FTA의 적용이 배제
되었다는 데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책
금융기관 개편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한ㆍ미 FTA 금
융서비스분야 협상에서는 이러한 국책 금융기관 개편 문제에 대해 논의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개편방향 설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으
나, 협상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ㆍ미 FTA 적용배제 결정
은 이미 추진되고 있던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
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목적을 달성한
정책수단의 유지는 시장왜곡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고 신속하게 추진되
어야 한다.

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향후 국경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의 보완ㆍ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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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금융규제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227) 먼저 모든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국경간 거래의 개방에서 영업행위(doing business)와 권유행위(solicitation)
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국경간 공급(mode 1)’과 ‘해외
소비(mode 2)’의 구분이 권유행위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권유행위가 없는
한 자국민이 상대국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일부러 찾아서 이용하고
자 하는 것을 일일이 금지할 수 없으나, 판촉 등 권유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영업’으로서 ‘국경간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열거주의 방식으로 허용
되지 않은 한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의 구분은 금융서비스
의 국경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현행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외화표시 해외자산에 대한 국경간 거래를 규정한 것 이외에는 외
국 금융기관의 등록ㆍ관리ㆍ감독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
다. 특히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업무범위가 확대될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
도 외국계 회사의 인가ㆍ등록 등과 관련된 적격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경간 거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228) 특히 외국 금융기관으로
부터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
도, 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더욱 충실하게 마련되어 이의 편익이 비용의 차
227) 물론 한ᆞ미 FTA 협상타결문 등 정부의 공식문서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
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개방요구에 대한 방어논리의
중심이 되었던 명제는 ‘소비자 보호’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금융서비스 개방 관련 협상
에서 현행 법체제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신금융서비스를 상업적 주재의 형태로만 개방한다는 입장
을 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넓은 범위의 신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미비
하다는 것이었으며,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의 해외위탁과 관련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
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조치의 구체적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염두
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다른 법
률에 의해 규율될 가능성이 큰 ‘국경간 거래’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전성인 2006).
228)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송홍선(2006)을 참고할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도 이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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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쇄할 경우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국경간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 무과실책임주의(strict liability rule)를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모든 규제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 강화 등
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혁과 선진화 추진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은 한ㆍ미 FTA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자유화
협상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무역협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국
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과 개방의 실익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의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사용에 대한 수요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고
외형상으로는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개방정책의 효
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혁과 선진화를 위한 계획과 방향이
구체적인 수준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도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의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에서도 금융
산업 구조개혁과 선진화를 위한 계획과 방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
와 내부갈등을 예방함은 물론 협상대상국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개방은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금융규제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금융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도 금융서비스 개방이 한ㆍ미 FTA로 완료되는 것이 아
니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 더불어 보다 넓은 범위의 경쟁에 노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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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
다. 이번 협상에서 국경간 거래 개방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되었던 일부 보험업ㆍ
자산운용업, 그리고 신용정보업을 비롯한 금융부수서비스업의 경우 미국과의 경쟁
에 대비한 강도 높은 영업력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ㆍ미 FTA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우에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취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의 심화된 국제경쟁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투자
가) 한ㆍ미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수립
한ㆍ미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라는 점
에서 정부는 한ㆍ미 FTA를 외국인투자 유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
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ㆍ미 FTA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증대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의 수립은 기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부문과 미진출 외국기업의 새로
운 투자유치부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윤종(2007)은 한ㆍ미 FTA
이후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증대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투자자의 경우 자동차와 화학, 일본투자자
의 경우 전자와 화학, 유럽투자자의 경우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 분야에서 투자진
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ㆍ지역별 투자자 차이를 고
려하여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과 관련하여 미국투자자의 경우 우선 대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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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관련된 투자유치를 우선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기업의 글로벌
소싱 전략과 적극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기업의 조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 정보를 국내 중견ㆍ중소기업과 교류하
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산업협력차원의 합작투자, M&A, 지분참여, 증액투
자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미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활용하여 기 진출 미국 투자기업의 국내 R&D 투자유도 및 신규 R&D 센터의 유
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대미 수출 확
대, 대미 수입을 통한 수입전환 위협 등을 십분 활용하여 일본과 접근성이 높은 지
역에 일본기업이 선호하는 형태의 투자지역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
다. 유럽기업의 경우 한국이 미국과 동북아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
키면서 고기술 수입 부품소재와 장비 생산업체 및 R&D 센터의 투자유치에 중점
을 둘 필요가 있다. 장윤종(2007)은 한ㆍ미 FTA에 최대의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
이 유럽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투자유치 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 국내 투자환경 개선 계기로 활용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의 증
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40년 이상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62~2006년의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총누계액은 1,154억 달러였는데, 이 중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유치금액이 908억 달러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였다. 이
러한 성과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투자자유화의 확대에 기인한다. 그러
나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크게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은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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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새로운 도약이 없으
면 선진국이나 선진개도국과의 투자유치경쟁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
다. 한ㆍ미 FTA는 이러한 외국인투자유치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증대는 투자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인투자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제도의 선진화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추진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면, 한ㆍ미 FTA를 통한 외국인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국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의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에게만 국한되는 투자환경상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
만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국내기업의 투자를 저
해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ㆍ
미 FTA 자체가 곧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ㆍ미
FTA로 조성된 우호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
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한ㆍ미 FTA를 계기로 외국인투자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투자애로요소를 개선하는 노력이 경주되
어야 한다.

다) 투자분쟁의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한ㆍ미 FTA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
결절차(ISD)’가 지적되고 있다. ISD를 통해 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
제중재를 제기하는 분쟁사안이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
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ISD가 한ㆍ미 FTA에 포함된 이상, 분명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투
자자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제소당하는 상황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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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고, 설사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중재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NAFTA 투자분쟁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것이 내국민대우, 공정ㆍ공평
대우, 간접수용이다. 내국민대우의 핵심은 정부조치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이다. 공정ㆍ공평대우의 핵심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의적이며, 예측하지 못한 부당한 처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
를 유발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국민대우 및 공정ㆍ공평대우는 우
리의 경제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 간접수용은 소유권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자자의 재산권을 잠식하는 규제조치로 투자유치국의
사유재산권 보호수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를 사
전에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라면 간접수용이 문제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가에 따라서 투자
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도입된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의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는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적인
애로 해소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사전적으로 투자애로사항들을 점검하고 범부처 차
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기타 분야의 국내제도 개편
1) 무역구제
한ㆍ미 FTA에 무역구제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은 협정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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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협정 준수 이상으로, 무역구제조항이 실질적인 수출환경 개선효과가 있을지에 대
해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ㆍ미 FTA로부터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무역구제사안은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수
용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협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뿐, 협의체제 또
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무
역구제 관련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에
대응할 만한 무역구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의 무역위원회
(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독립 정부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6명의 상임위원과 약 365명의 국제무역 전문가, 국
제경제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
부 산하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임위원은 1인뿐이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은 50여 명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 체결 결과 설치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협력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하여 겪는 각종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협회나 유관기관을 통해 정부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수출기업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되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전략을 가격경쟁력 추구에서 양질의 고부가가치 제
품 생산을 통한 선진화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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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협력적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의약품

가) 입법대책
(1)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특허법 및 약사법에 ‘선발 제품의 특허기간 중 후발제품의 특허신청을 금지’하
는 항목이 추가되는 한편 특허침해 소송 시 제너릭의약품의 허가 지연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특허정보목록(일명, 오렌지북) 제도 도입을 통해 등재항목, 등재자
료의 신뢰성 부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선발제품의 특허
기간 만료 전에 후발의약품(제너릭 및 개량신약 포함)의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허
가신청 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가신청이 ‘선발 제품의
특허침해를 하지 않음’ 또는 ‘선발 제품의 특허가 무효임’을 통보해야 한다.
복제의약품 허가 지연조치의 판단근거가 될 특허침해 판단기준을 일반적인 법
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할 것인가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요기간은 허가의 소요기간229) 내지 특허
소송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229) 미국의 경우 허가에 소요된 기간 약 25개월 및 소송에 소요된 기간 25개월 등을 고려해
30개월의 허가 자동정지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24개월의 자동정지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자동정지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허가절차는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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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ᆞ미 FTA 협정에 따른 입법대책
법령명

개정 내용

개정 사유

약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허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 및 벌칙 등의 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기구)
설치

독립된 이의신청절차 및 운영
규정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2) 독립적 이의신청절차(기구) 설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
지ㆍ운영하는 보건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신청자에게 독립적
이의신청절차를 신청할 권리와 이를 위한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 이의
신청이 합리적이고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 이
의신청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약사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지ㆍ운영하는 보건당국
의 피고용원이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
- 재심 결과에 금전적ㆍ직업적ㆍ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따라
서 제약회사 관련자는 독립적 재심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일정 임기로 임명되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
지ㆍ운영하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파면되지 않는다.

나)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FTA 체결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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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R&D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여 제약
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GMP 상호 인증이 조기 도입
될 수 있도록 국내 GMP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인허가과정에서 심사과정의 표준화 및 심사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약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 지원사업(글로벌 신약개발 지원과 수입
대체형 국내신약개발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제형, 제제 기술에 강점이 있는 수퍼
제너릭 제품 개발(구조변경. 제형변경, 복합제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 또
한 강점이 있는 바이오 산업화 기술 개발사업(유전자, 세포 치료제 개발)을 연차별
로 확대하여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구조조정방안으로는 GMP 수준 향상과 비윤리적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과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 과다한 리베이트라는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문
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3) 지식재산권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작권, 상표, 특허, 집행 등 지식재산권 모든 분야에 걸쳐
한ㆍ미 FTA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ㆍ미 양국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시행조치를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 반출정지, 권리자 통보가 가능하게끔 신
고제도 도입 및 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부속서한을 통해
대학가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 배포에 대한 집행수준을 강화230) 등에 합의함에
230)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협정문 발효 6개월 이내 ① 복사업소 등 대학 구내에서 적법한 저작
물을 사용토록 장려, ② 서적 불법 복제를 감독하는 집행요원의 훈련활동 강화, ③ 비밀리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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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ㆍ미 FTA와는 별도로 미국 등 선진국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권리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
다.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소송의 경우 국제적인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속지주의 원
칙에 입각하여 해결토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
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하게 되나, 민사소송 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국내 판매에 따른 각국의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금지조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외국인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 재판외분
쟁해결절차에 의한 구제조치 등이 시급한 만큼231)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4-1. 한국의 기술무역 추이(1995~2005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6).
영되는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수준 강화, ④ 서적의 무단 인쇄와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등에 대한 공공캠페인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1) 한국산업기술재단(2005),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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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문제(그림 4-1 참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지식재산의 창출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식재
산 창출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다. 현행 우리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식재산권 유형
별로 분산된 행정체계232)로 말미암은 중복보호로 인해 유사한 절차, 체제 양산 등
행정관리상 비효율성, 둘째, 부처간 지식재산 행정 관련 업무ㆍ의견을 협의ㆍ조정
하는 기능 부재에 따른 효율적인 단속의 어려움, 셋째, 대외적 지식재산 정책의 결
정ㆍ조정체제 부재로 국가차원의 일괄된 입장 유지가 곤란한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에 있어 분산형 체제를
벗어나 통합하거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행정체제를 정
비하여야 한다.
4) 환경
한ㆍ미 FTA 환경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과제를 제도적 측면, 산업적 측면,
기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적 측면
첫째, 산업에 대한 환경적 고려는 이제 수출 및 기타 경제 전반에 필수적인 요

232) 한국의 지식재산 유형별 관리기구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산권: 특허청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신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정통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특허청
영업비밀: 특허청
생명공학: 특허청, 농림부종자산업법
지리적표시: 특허청, 농림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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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로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 역시 확대됨에 따라 환경 관련 국제 논의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관련 양자간
마찰을 최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관련법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개선 여지
가 있는 법집행제도의 재검토,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
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미국은 교
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등 국제환경협약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이에 대한 국
내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2007년 1월 23일 연두교서에서 환경
문제(지구기후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 내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 요구가 자칫 일방적이고 보호무역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에 대한 감시체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FTA 환경파급효과의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 및 민감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나) 산업적 측면
첫째,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및 상품 개발이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의 환경무역장벽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조속한 상용
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33)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임에도

233)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ᆞ미 FTA 협상에서 10년에 걸쳐 양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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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분야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서 향후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2006년 하이브리
드 자동차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약 32만 대이며, 2010년에는 100만~15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34) 일본자동차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은 일본업계(도요타와 혼다)가 선점
하고 있는 상황이다(2006년 도요타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의 판매대수는 18
만 5,590대).235)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 관련 대응력이 취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관련 기금 신설 등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각종 환경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
원책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증가하는 환경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환경서비스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발
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환경서비스업의 국내 진
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환경서비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
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기타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 및 국민 대상 홍보ㆍ교육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로 인해 환경규정 준수에 대한 감시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이는 국민과 기업의 직접적인 피
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환경 및 노동 문제가 통상문제의 일부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34) 한국경제신문 (2006. 12. 18).
235) 매일경제신문 (2007.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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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한ㆍ미 FTA 노동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노동기준의 수준을 높이고 선진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ㆍ미 FTA 노동
협상은 ‘노동권 보장협정’이 아니며 협상에서의 노동 관련 사항은 부차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우려가 있다. 즉 노동시장에 미치는 실
업급증,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현상 등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국내반발을 무마하
기 위하여 마련된 협정이라는 것이다. 노동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의사항은
FTA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현재 국제노동법에서도 보장
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노동협상결과를 의미 있게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마련 및 이행
이 필요하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중의견제출제도와 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분야 협상결과 및 영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
해관계자들에게 홍보하여 잘못된 정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우려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정내용이 강제성 조항이 아닌 노력사항이므로 무리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마련하여 아직 비준하고 있
지 않는 국제노동기준의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후생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국제무역 논의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고, 2003년 이후 체결된 미국의
FTA는 모두 노동에 관한 장을 독립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 외 다른 국가
와의 FTA 협상을 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상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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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발생하거나 국가간 해석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협정문이 향후의 제
도 조정 가능성을 제약하거나 정부정책 재량영역을 축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6) 경쟁

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
경쟁분과에서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사항은 동의
명령제 도입으로, 이에 대한 이행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개인간의 합의를
통한 집행방식인 동의명령제는 국가가 엄정한 집행방식을 자제 내지 포기하는 것
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집행시스템과는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
고 있다.236)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용범위와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
정거래법은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제재수단별
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이 제재들을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피심인의 일정한 시정조치 강구를 대가로
경쟁당국이 위법성 판단 및 과징금, 형사벌의 면책을 부여한다면 엄정한 법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237) 따라서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엄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
한ㆍ미 FTA 체결의 궁극적 목적이 소비자 후생 증대임을 감안하면, 경쟁원리
236) 정수봉(2007).
237) 강인수(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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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다. 한ㆍ미 FTA가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으나, 소비자
에게 정보제공, 안전, 피해구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따라
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방
안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시
스템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정책 재설계
한ㆍ미 FTA 타결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경쟁력 확
보’가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호주의적 조
치는 지양하고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정책을 재설계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정부정책을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평가ㆍ개선하여 경제ㆍ사회 전번
에 ‘경쟁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기업활동을 촉
진시키고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
경쟁적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경제이론에 근거한 한ㆍ미 양국 공동의 판
단기준을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7) 정부조달
한ㆍ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엄청난 규모를 언급
하면서 우리 기업의 판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 특히 중소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조
달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한ㆍ미 FTA 결과 추가 개방된 시장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한ㆍ미 FTA로 인하여 양국간의 통상관계가 개선되고 파트너로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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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이 확대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
은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몫이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준비단계가 복잡하고 시일
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한 번 진입하면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에서 수년간 거
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시장
이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조달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건설서비스를 예로 들면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는 우리 업체가 우위
에 있어 진출이 수월하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물품 및 서
비스 조달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중국, 대만 등의 공급자에게 밀려 경쟁력을 상실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및 투자에 힘써야 하
며,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기관의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내용 면에서 기관간 유
사성이 나타나며 실질적이기보다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ㆍ미 FTA의 효과를 지나치게 선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정
부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청, 조달청,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파악하여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
히 삭제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조달청에서는 최신 조달정보 및 조달방법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청
에서는 해외조달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며, KOTRA는 현지에 있는
무역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무역협회는 진출 유망종목을 파악하여 진
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미국 정
부조달시장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장으로 소개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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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규정
가) 한ㆍ미 FTA를 활용한 FTA 비즈니스모델 활성화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글로벌 아웃소싱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원료
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된 반면, FTA 확대로
점점 원산지규정이 강화되면서 원산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출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원산지요건에 맞
는 생산방식과 부품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이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ㆍ미 FTA를 통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번 협상에서 결정된 원산지기준을 이용한 FTA 비즈니스모델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FTA를 위한 FTA 관세혜택 활용모델’, ‘원산지
결정 활용모델’, ‘FTA 허브모델’, ‘유관기관 협력모델’ 등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으
며,238) 이 모델들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나) 관계당국과 무역업체 간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미국과의 FTA 타결로 기존에 발효 운용 중인 3개의 FTA와 함께 FTA 체결국
가가 많아지면서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도 나라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적용되는 원산지기준과 세율이 달라지는 복잡한 양
상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꾸준한 무역업체 지원과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한ㆍ미 FTA의 발효와 함께 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배포,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노력이 요구된다.
238) 관세청 홈페이지 ‘FTA 비즈니스 모델’ 참고.

396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다) 향후 추진될 FTA를 위한 원산지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FTA 원산지제도 운용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
후 추진될 FTA를 위한 원산지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국내산업의 구조, 생산, 방
식, 원재료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역내 투자와 교역을 최대화할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ㆍ미 FTA 원산지협상
의 결과를 포함하여 기존에 발효되어 운용 중인 3개 FTA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
고 있는 미소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은 역외경제권으로의 개방화와 원산
지관련 행정비용, 생산비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장치이므로 추후 다
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FTA 간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WTO 통일원산지규정239) 협상 타결 이후 우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혜관세 인정문제는 FTA 협정 체결 때
239) 원산지규정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수입장벽의 효과를 수반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UR의
의제로 채택하여 통일원산지규정 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미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통일원산지규정은 WTO 체제 출범
후 교역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만드는 작업의 방대함과 기술성을 고려, 3년간(1995년 7월부
터 1998년 7월)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관
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해마다 1년 단위의 협상 시한이 계속 연장됨으로써 총 8차
례에 걸쳐 협상 시한이 연장되었다. 1994년 UR 협상의 결과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발효
됨에 따라 1995년 7월 세계관세기구(WCO) 주관으로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협상이 시
작되었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에서는 총 1,231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총 486개의 정리된 쟁점들을 1999년 6월 WTO에 송부, WTO 산
하 원산지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 6월까지 총 348개 이슈를 해결하였다. 2002년 7월 총
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 94개 핵심쟁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 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여 현재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3년
간에 걸쳐 94개 핵심쟁점 중 식품혼합물 2개, 석유제품의 혼합 1개 등 3개 쟁점이 타결되었고
나머지는 의장권고안으로 의견수렴이 진행 중에 있다. 광범위한 협상범위, 복잡한 기술 등 작업
내용의 성격과 협상타결의 유용성을 둘러싼 협상당사자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통일원
산지규정 협상 타결이 조만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신규(2006), pp.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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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는 만큼 북한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하는 것은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관
세 인정문제는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협상상대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9) 통관
한ㆍ미 FTA에서 논의된 통관분야의 제도 대부분은 이미 국내 관세법령에 반영
되어 있어 향후 개정할 부분은 많지 않다. 그리고 관세행정 역시 동북아 물류허브
를 위한 노력으로 한국은 이미 매우 우수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은 한ㆍ미 FTA 통관분야로 인해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은 해운물류업계의 요구사안인 수출 전 보안검색을 받은 물품에 대
한 미국 현지 통관검사 완화를 한ㆍ미 FTA 협상에서 받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통관분과위원회에서 컨테
이너안전협정 완화를 확실히 관철시킴으로써 국내업계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한ㆍ미 FTA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업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
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전심사로 인해 국내기업은 특혜관세
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역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기업에 이러한 한ㆍ미 FTA 활용방안을 홍보함으로써 국내기업이 한ㆍ
미 FTA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전경련(2007)에
의하면 기업들은 한ㆍ미 FTA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포괄적 정
보 제공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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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부표 1-1.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측

미국 측

즉시

승용차(8),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자동차부품(1.3~10.2),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 TV(5), 기타
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3,000cc 초과 승용차(2.5), 컬러
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등

5년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조제세제(6.5), 헤어린스(8), 바다가재(20) 스피커(4.9) 등
등

10년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아귀(10), 가오리(10), 볼낙(10),
10년
오징어(24), 꽁치(36), 꽃게(14),
비선형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이상

특수신발(20~55.3)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주: ( ) 안은 관세율(%)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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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단계

품목수

주요 품목(관세율)

즉시

6,175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 모니터(5), 캠코더(2.1), TV 카메라(2.1),
자동차 부품류(1.3~10.2), 전기앰프(4.9),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스위치(2.7), 헤드폰(4.9), 기타신발(8.5), 전구(2.6), 계전기(2.7),
아세탈수지(6.5), 에폭시수지(6.1), 낚시릴(3.9), 그랜드피아노(4.7), 볼펜(8.4),
천연색음극선관(15), 가죽핸드백(9), 헤어드라이어(3.9), 머리핀(5.1).
백미러(3.9), 금속포크(9.3), 라이터(9), 마이크로폰(4.9), 매트리스(6),
유리거울(7.8) 등

3년

361

3,000cc 이상 승용차(2.5), DTV(5), 골프용품(4.9), 고밀도에틸렌(6.5),
샹들리에(3.9), 은(3), 실리콘수지(3), 콘택트렌즈(2), 금속절삭가공기계(4.4),
기타 승용차(2.5), 골프채(4.4), 드릴공구(8.4) 등

5년

197

타이어(4), 알루미늄호일(5.8), 접착제(2.1), 가죽의류(6), 실리콘망간철(3.9),
폴리에테르(6.5), 폴리스티렌(6.5), 안전유리(4.9), 스피커(4.9), 자전거(11) 등

10년

332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베어링(9),
ABS수지(6.5), 비닐타일커버(5.3), 에어컨(2.2), 기타
안료(6.6),섬유건조기(3.4), 접시세척기(2.4), 전기믹서기(4.2), 모조장신구(11),
금속식기(14), 유리제품(5.0~38),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12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2년
(비선형)

17

특수신발(20~55.3)

주: ( ) 안은 관세율(%)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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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단계

품목수

즉시

7,219

3년

5년

10년

10년
(비선형)
12년
(비선형)
12년
(TRQ)
15년
(TRQ)

719

168

300

24

주요 품목(관세율)
공산품
임산물
승용차(8), 자동차 부품(3~8), 크실렌(5), 원목(2), 기타
백금(3), 통신용광케이블(8),
비금속광물(3~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자동제어반(8), 벼루(8) 등
기어박스(8), 전자계측기(8),
레이저기기(8), 카스테레오(8), 백미러(8),
헬륨(5.5), 디지털프로젝션TV(8),
할로겐전구(8), 가스경보기(8),
카본블랙(5.5), 칫솔(8), 광섬유(8) 등
톨루엔(5), 폴리카보네이트(6.5), 운분(3), 제재목류(5),
요소(6.5), 캐디터(8), 실리콘오일(6.5),
단판(5~8)
폴리우레탄(6.5), 정수기필터(8),
골프공(8), 콘텍트렌즈(8), 냉각기(8),
치약(8), 샴푸(8), 향수(8),
알칼리망간건전지(13), 온도계(8),
제초제(6.5) 등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창문/틀(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로진(6.5),
면도기(8), 조제세제(6.5), 3톤 이하
코르크(8),
지게차(8), 헤어린스(8), 치석제거기(8)
목재장식품상자(8),
등
바구니(8),
이쑤시개(8) 등
아크릴니트릴(6.5), 기초화장품(8),
건축용 목재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목재식탁용품(8),
자기공명 촬영기기(8), 볼베어링(13),
목재틀(8),
폴리에틸렌(6.5), 복합형 확성기(8),
마루판(12) 등
아세톤(5.5), 안전밸브(8), 내시경(8),
라텍스(8) 등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1
2
1

주: ( ) 안은 관세율(%)임.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

수산물
브라인슈림프알(8),
통조림굴(20), 냉동굴(20),
연어(10), 검정대구(10)
등

명태연육(10), 연어(20),
해삼(20), 먹장어(10),
왕게(20) 등

명란(10), 대구(10),
바다가재(20), 새우살(20),
은대구(10) 등

먹장어(10), 홍어(27),
임연수어(10), 기타
새우(20), 문어(20),
민대구(10) 등

아귀(10), 가오리(10),
볼낙(10), 개아지살(20),
명태피레트(10),
오징어(24), 꽁치(36),
꽃게(14) 등
고등어(10)
민어(63), 기타 넙치(10)
명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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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구제
가. 실증분석에 사용전 설명변수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시장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미국
국내기업의 이익률은 낮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국내기업의 반덤핑 제소 건
수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기업의 이익률을 설명변수로 고려한다. 또한 미
국 반덤핑조사당국이 반덤핑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각종 경제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경기가 나쁠 때 그 원인을 흔히 외부에서 찾는
데,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가 실업률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으면 반덤핑조사
빈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수입이 급증하면 반덤핑조사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반덤핑 피소 국가가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
려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체결한 FTA에 대한 변수는 더미변수로 설정한다. 해당
연도에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영(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는 NAFTA의 체결이 반덤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Blonigen(2005)과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Blonigen(2005)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반
덤핑 결정에 불복하여 NAFTA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건수와 NAFTA 분쟁해결
절차에서 결정한 반송(remand) 건수를 NAFTA의 체결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
하고 있다. 이 변수는 NAFTA의 체결이 반덤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직
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FTA의 효과는 단지 분쟁해결절차에서만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FTA에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둘째, Blonigen(2005)은 수입침투도, 환율, 실
업률, 기업이익률 및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수입침투도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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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입증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서로 중복되고, 기업이익률과 경제성장률도 상
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제외
하여 잠재적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하였다.
나. 실증분석 결과
부표 2-1. 미국 FTA와 반덤핑조사 건수
Poisson (1)

Poisson (2)

Negative
binominal (3)

Negative
binominal (4)

상수항

0.233
(0.183)

-0.312
(0.276)

0.076
(0.292)

-0.586
(0.428)

수입비중

11.394
***
(0.465)

11.302
***
(0.472)

15.126
***
(1.330)

15.650
***
(1.239)

실업률

0.012
(0.022)

0.173
(0.052)***

0.027
(0.034)

0.203
(0.076)***

기업이익률

-0.062
***
(0.007)

-0.139
***
(0.028)

-0.066
***
(0.011)

-0.147
***
(0.037)

FTA

-0.852
***
(0.171)

-0.867
***
(0.175)

-0.918
***
(0.286)

-0.959
***
(0.278)

관측 수

1101

1101

1101

1101

Pseudo R2

0.147

0.194

0.069

0.106

연도 더미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주: *, ** 및 ***은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며, ( ) 안의 숫자는 표준
편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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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미국 FTA와 반덤핑조사 개시 집약도
(5)

(6)

상수항

5.106
**
(2.165)

4.539
***
(1.276)

실업률

-0.173
(0.224)

-0.179
(0.120)

기업이익률

-0.095
***
(0.041)

-0.128
(0.083)

FTA

-2.300
***
(0.761)

-2.400
***
(0.884)

관측 수

1101

1101

R2

0.003

0.020

연도 더미

미포함

포함

주: *, ** 및 ***은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며, ( ) 안은 robust 표준
편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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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규정의 이해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
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눌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
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하는데, 개도국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
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와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에 의한 원산지규정이 이에 속
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 원산지규정 이외의 모든 것으로, 반덤핑관세ㆍ상계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원산지규정, 검역제도상의 원산지
별 수입제한제도에서의 원산지규정 및 현재 협상이 집행 중인 WTO 통일 원산지
규정 등이 이에 속한다.
나. 원산지규정의 구성내용
원산지규정의 핵심내용은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통상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
정 기준 유형에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and produced criterion)과 실질
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이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제품을 생
산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고, 실질변경기준은 해당 제품에 그 본질적인 특
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현재 널리 통용되는 실질변경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changes in tariff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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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부가가치기준(percentage criteria method), 주요 공정기준(technical test
method) 등이 있다. 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판정
하지만, 실질변경기준을 보충하여 미소기준, 누적기준, 최소가공기준, 직접운송원
칙, 역외가공인정 등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표 3-1. 실질변경기준과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세번변경
기준
실질변경
부가가치
기준
기준
주요공정
기준
미소기준
누적기준

보충적
원산지
기준

최소가공
기준

개요
통합물품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보통
4단위(Heading) 혹은 6단위(Subheading)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단위(Chapter)에서의 세번변경을 요구하기도 함.
부가가치기준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ᆞ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수입산
함량, 국내산 함량, 부품가액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제품에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ᆞ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미소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함.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함.
세번 변경되더라도 최소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최소가공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가리킴.
ᆞ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ᆞ포장 개선 또는 물품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작업 또는 하역, 분류, 포장,
재포장 등 선적 준비작업
ᆞ단순조리작업
ᆞ최초의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

직접운송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함.
원칙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역외가공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인정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임.
자료: 송송이(2005), pp. 4~12를 토대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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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비즈니스 모델
부표 4-1. FTA 비즈니스모델 현황
분류

구분
특징
FTA 관세인하를
-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활용한 수출모델
FTA 관세혜택을
-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세율 인하 및 철폐를 활용하기
FTA
활용한 완제품
위해 FTA 미체결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수입선 전환
관세혜택
활용모델 수입선전환모델
상대국의 FTA를
-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활용한 무관세수출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 활용
모델
- 한국산 원재료를 수출하여 역외국(중국 등)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으로 재반입
일반적
역외가공규정을 - 한국에서 최종 가공후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 혜택
가능성이 증대됨
이용한 모델
- 한ᆞEFTA FTA 적용 가능
- 한ᆞASEAN FTA은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제한적
일정조건하(국산재료비 60% 이상)에서 한국산 인정
역외가공규정(개성
- 한국산 원재료를 이용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반제품 등을
공단)을 이용한
무관세로 반입한 후 남한에서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하여
모델
ASEAN 국가 등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
- 각 FTA에서 인정한 개성공단 조항과 누적조항을 이용하여
개성공단과
세금 없이 무역하는 모델
누적조항을 이용한 - ASEAN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 이를 개성공단에서 반제품
모델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반입한 후 한국에서 최종 완제품을
원산지결정
ASEAN 국가로 수출 시 FTA 관세혜택 향유 가능
활용모델
- 한국산 원재료를 이용하여 ASEAN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누적조항을 이용한
거점수출지역에서 생산, 이를 다시 ASEAN 국가에 수출하는
수출거점형 모델
경우 FTA 관세혜택 향후 가능
-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중간재조항을
특히 자동차 수출시 중간재의 전략적 사용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이용한 모델
충족 가능성이 제고됨
- 한ᆞ칠레, 한ᆞ싱가포르, 한ᆞ미 FTA에 적용 가능
- FTA 체결국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모두
자국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 계산 시 누적되며, 회원국 중
누적조항을 이용한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 수입 가능,
국내 거점형 모델 여러나라 재료비를 합산함으로써 원산지 기준 충족 용이,
회원국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
- 한ᆞ싱가포르, 한ᆞEFTA, 한ᆞ미 FTA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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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계속
분류

구분

특징

- 우리나라 수출구조(원재료 반입 → 반제품 생산 → 완제품
생산 후 수출)상 roll-up 기준 사용 필요
roll-up 원칙1)을
이용한 모델
- 한ᆞ칠레, 한ᆞ싱, 한ᆞEFTA, 한ᆞASEAN, 한ᆞ미 FTA에
적용 가능

원산지결정
활용모델

미소기준을 이용한 - 미소 기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원재료 수입 후 가공무역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FTA 체결 효과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아짐
모델

세트(SET)재
조항을 이용한
모델

- 소매를 위한 세트상품(예: 제도용 키트)의 경우 세트내의 모든
상품이 원산지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나 FTA에
따라 예외적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예) 한ᆞ미 FTA: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전체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인정
- 세트물품으로 수출하는 업체(문구산업, 식품산업 등)의 경우 이
모델 이용시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존
- 한ᆞ미 FTA의 주요 원산지결정 기준은 CTH(4단위
FTA(한ᆞASEAN
변경기준)으로 기존 ASEAN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FTA 허브
FTA 등)와
모델
국내에서 최종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
한ᆞ미 FTA를
원재료 수입부터 최종 제품 수출까지 무관세 무역이 가능함
이용한 모델

유관기관
협력모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보제공모델
One-Stop
서비스모델

- 관할 세관, 담당 관세사, 무역협회 등이 수출입업체에 전화,
방문, 팩스 등 직접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 업무분담 등 협약 체결, 관세청(관세) +
무역협회(상거래) + KOTRA(투자)
- FTA 비즈니스모델이 실질적 수출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주: 1) roll-up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한 반제품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여 역내산
이 될 경우 최종 생산품의 원산지 결정 시 반제품 전체 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http://fta.customs.go.kr)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Executive Summary
A Sectoral Assessment of a Korea US FT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Nakgyoon Choi, Hongshik Lee et al.

The Korea US FTA (KORUS FTA)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n Korean society because it is expected to have a tremendous impact
on each of the economic agents. To investig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US FTA, two related general equilibrium approaches are used in this
study. The 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focuses on efficiency gains
from resource allocation. The productivity gains general equilibrium model,
however, takes account of dynamic efficiency impacts from competitive effects
and investment in the economies over time. The latter can be as important as
or more important than the direct trade liberalization effects.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 could gain an estimated 0.32 5.97% increase
in GDP from an FTA. Many of the gains that would accrue to Korea from an
FTA with the US would be productivity gains from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the US producers and domestic Korean production. Another important
area of gain for Korea will be from increased efficiency from reduced
non-tariff barriers. This provides a strong argument that an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should be comprehensive and would facilitate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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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and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However, the macroeconomic analysis does not reveal detailed, sectorspecific impacts.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issues in each
negotiation chapter to analyze how the final FTA agreements reflect Korean
interests. This study also reveals how the KORUS FTA will affect Korean
economic agents such as the consumer, producer, and government sectors, and
evaluates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KORUS FTA on the Korean
economy. Finally, it will propose policy responses in view of the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agreement.
The KORUS FTA deals with the agricultural, industrial, and service sectors,
and its scope covers almost all domestic institutions and policy areas such as
competition policy,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and so forth. Specifically, the KORUS FTA negotiators
discussed various issues in the seventeen chapters dealing with agriculture,
market access, services, and investment, etc. and two working groups covered
the automobile and pharmaceutical issues. This study classifies all the
negotiation agendas into four major sectors: agriculture, manufacturing,
services and investment, and other issues.
We will start with the agricultural sector. The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used an econometric dynamic simulation model―KREI-ASMO
2006―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FTA for the Korean agriculture
sector. The model represents the entire Korean agriculture sector including rice
and grains, vegetables, fruits, livestock products, and other commodities for the
analysis. In particular, import demand functions were reformulated for the
imports from the US and other countries separately so that the impacts from a
FTA with the US can be analyzed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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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upon an assumption that the FTA becomes effective in 2009, the
analysis shows that the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would decrease
by KRW 447 billion over five years, by KRW 896 billion over ten years, and
by KRW 1,036 billion over fifteen years. A fifteen-year production value
reduction, on average, would be approximately KRW 670 billion.
What Korean agriculture needs to do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the FTA would include structural reform,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d creation of a safety net for agricultural income. In terms
of structural reform, inefficient operations should be reduced, and efficient
operations should be maintained and improved. Similar to what was adopted
for the FTA between Chile and Korea, the closing-down of farms, as well as the
replacing of commodity farms, needs to be subsidized considering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with imports from the US.
Policies for the income safety net should be carried out to prevent the
negative impacts of the FTA, since domestic agricultural prices would decrease
and, as a result, the entire agriculture sector’s income would be reduced.
Therefore, the policies for the income safety net should be based on objective
analyses to provid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a certain time period until the
farmers would be able to adjust their production structure and plans to the new
agricultural situation caused by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Second, Korea and the US agreed to open their markets widely and
eliminate tariffs quite rapid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ey decided to
eliminate the tariffs on more than 94% of manufactured products in less than
three years. The level of 94% is all the more significant because it was chosen
not on the basis of product numbers, but on the basis of import value, which
guarantees effective market openness for each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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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partial equilibrium model we employed to measure the trade
effects of the KORUS FTA, Korea’s manufacturing exports to the US are
estimated to increase annually by $1,387 million, whereas the imports from the
US will increase annually by $591 million. For the automobile and textile
sectors, annual trade surpluses with the US will increase by $764 million and
$171 million, respectively.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 from the KORUS FTA and to minimize its
market-opening burde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should increase its
efforts at advertising,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tensifying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inves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while preparing an effective system for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hird, we will move on to the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 Korea would
commit more than what was discussed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o the KORUS FTA in the services chapter. The KORUS FTA services
agreement provides Korean services firms with levels of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and regulatory transparency that are equivalent to those
currently proposed by the US’ DDA offers. The issues in the services negotiations
include the application of the ratchet mechanism,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a temporary entry with professional services visa quota,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market access, an accessible list of state measures, express delivery
services, and foreign legal consultants. Also included are audio-visual services,
broadcasting services, telecommunication,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and a
screen quota. On the other hand, the investment chapter include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s (ISDs), temporary safeguard measures, and obligations for
host country governments such as national treatment,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ubrog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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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rvices provisions would likely lead to greater transparency, legal
stability, and increased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in the Korean
services sectors. The negative list system and ratchet mechanism would contribute
to the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market in
Korea. A mutual recognition consultation mechanism is committed in the Annex,
in particular for some professional services suppliers such as engineering,
architectural, and veterinary services;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provisions in the services chapter. The Korean non-conforming
measures, which include stepwise liberalization of legal and accounting services,
are likely to have a potentially positive effect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professional services. The services provisions in the FTA would generate new
opportunities for Korean service firms in the long term and will provide
favorable market access for cross-border trade.
On the other hand, investment provisions can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the overall level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investment protection, which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FDI in both Korea and the US because these
provisions require each party to eliminate restrictions or discrimination on
foreign investment. These provisions would also protect existing investments
from direct or indirect expropriation. The role of FDI policy,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affairs and to take care of difficulties of foreign investor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potential costs, such as ISD,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investment protection stipulated in the KORUS FTA.
Fourth, we will turn to other issues. The trade remedies chapter would
provide for certain consultations in the course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undertakings on price or
quantity instead of imposing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ies. The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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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rade remedies chapter in the agreement is one of the successful results
of the negotiation. It woul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exporting business
environment, since the US trade remedies measure has been known as a major
non-tariff barrier. Specifically, the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an official channel of dialogue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To fully utilize such a committee, an internal communication
system, in which firms transfer their needs to the government, should be
constructed by professionals who are equipped with practical knowledge on
trade remedies issues.
Regarding the pharmaceutical issues, the final agreements adopted the following
provisions: (1) both parties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2) both parties make available an independent
review process to do justice for the applicant who goes through the due remedy
process. The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patent processes was agreed on to
prevent the marketing and approval of generic drugs while the patent on the
original drug is still in effect. Also, it was agreed that tariff lines for
pharmaceuticals phase out over a period of, at most, three years. Such an
agreement would likely have a negative effect in the short term on domestic
firms' market shares and profitability by eliminating duties and by decreasing
the import price. The agreement is likely, however, to encourage R&D in the
industry and eventually lead to research-intensive industry structu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R&D activity of pharmaceutical firms
and promote the pharmaceutical business environmen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and extend its business abroad.
The IPR chapter of the KORUS FTA contains provisions govern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the major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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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s, trademarks, and patents. This chapter requires Korea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PR protection. Consequently, it will upgrade Korea's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would likely to have non-negligible effects on Korea's economy and likely to
harm Korean industries that rely on copyrights, trademarks,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is report attempts to assess carefully the effects of the
strengthened IPR protection in Korea as a result of the KORUS FTA.
Environmental provisions include the following commitments: to strive to
ensure that Ko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provide for high levels of
protection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citizen’s
submission). Related to investment provisions, environmental regulations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whe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its/their purpose or effect. Such an agreement is expected to improve
th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and, in the long run, to help
develop the Korean environmental service market through increased market
access and bilateral cooperation. As the gener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applied to bilateral environmental issues, Korea might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bilateral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and production procedures would be crucial as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ntroduced.
The labor chapter specifies responsibilities of both countries to maintai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institutional agreements. As a result of
successful agreements in the labor sector,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public
communic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can guarantee sincer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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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bor-related laws. In addition, cooperation in the labor sector between
Korea and the US will be strengthen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independence of labor policy and the introduction of
excessive flexibility on the Korean labor market. These concerns, however, are
based on anxiety about future uncertainty and are not well grounded. To
improve Korea's labor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for its people and implement new institutional systems effectively
and transparently.
The competition policy chapter deals with designated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Moreover, it includes provisions covering transparency, crossborder consumer protection,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This report
aims to provide a systematic review of the competition chapter by answer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chapter enables us to achieve our primary goal,
that is to say, promotion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provisions ensure that suppliers may
qualify for and participate in a procurement tender without previously awarded
procurement contracts or having previously undertaken work in the US. The
chapter also establishes a working group to address any related issues on
government procurement and to exchange information. The FTA would likely
increase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bid o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in the US. A
government role in encouraging more firms to participate and supporting their
activities is expected.
Rules of origin (ROO) spec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good becomes
eligible for zero tariffs in an FTA. Both Korea and the US are supportive of
restrictive ROO, and it is not surprising that both parties agreed on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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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ROO. This report identifies the differences in ROO between Korea’s
existing FTAs and the KORUS FTA, and analyzes the effects of ROO in the
KORUS FTA.
The agreement on the customs procedure includes the adoption of voluntary
certification of origin, and self-certification of origin. It also deals with the
simplification and facilitation of the customs procedure, which will contribute
to minimizing both import and export costs. In order to maximize such expected
benefits, it will be essential to facilitate the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by the
Subcommittee on Customs Matter, which will be placed under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In conclusion, the KORUS FTA would result in the elimination or
substantial reduction of the US’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and it would
improve Korean access to the US market, one of the world’s biggest markets,
along with the EU, which would be one of the most beneficial effects of the
KORUS FTA on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the KORUS FTA will be
conducive to advancing Korean domestic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of legal framework,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d
efficiency of the whole economic system. If the KORUS FTA could possibly
bring about momentum crucial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sector
and level-up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Korean economy
will be transformed to a knowledge-based and innovation-led economy at an
accelerated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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