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본연구과제명 :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
▣ 연구책임자
채 욱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
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를 지난 2월 공식 선언함.
◦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미 양국간 통상환경 및 관련 이슈는 크
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의 상당부분 수
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
께 과거 미국의 통상협상 결과 및 이행과정들을 실험 및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고찰해보고 그를 토대로 한국의 대외통상환경, 양자 및 다
자간 통상관계 및 새로이 부상될 수 있는 통상 이슈들을 전망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인교(1998) 「미국 FTA정
책의 전개와 시사점」, 강문성․나수엽(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과 시사점」등이 있음.
□ 한․미 FTA에 대한 연구로는 이홍식, 이준규(2005)「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박순찬․강문성(2004)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Cheong

and

Wang(1999)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Choi and Schott(2001)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ITC(2001) “U.S.․Korea FTA”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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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구는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CGE모형 등을 이용
하여 한-미 양국간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
도하고 있음.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
요
선
행
연
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문헌조사
Korea-US FTA』
-CGE모형 분석
-연구자(년도):
이홍식
외(2005),
-탄력성분석
1
-연구목적: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대응방안을 제시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과제명: 한ㆍ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 -중력모형
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저자: 박순찬, 강문성 (2004)
2
- 연구목적: 한ㆍ미 FTA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 분석

- 한ㆍ미 FTA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분석
- 한ㆍ미FTA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 한ㆍ미 양국의 FTA정책 분석

-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필요로 -문헌연구
-본 연구는 한미 FTA 타결후 새롭게 예상
하는 연구주제로 구성
-정성분석 및 정량분 되는 통상현안들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석
을 강구하고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
-실험및 행태경제학
적 분석

▣ 연구방법
□ 미국의 서비스 관련 WTO 제안서 및 FTA협정문을 토대로 문헌분석
□ 실험 및 행태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미국의 대내외 협상과정및 결과물
고찰
□ 통계자료 분석
□ 현지 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 주요 연구내용
□ 한․미 FTA 이후 예상되는 대미통상현안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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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계 고찰
◦ 실험및 행태경제학적 해석 과거 미국의 대외및 대내적 통상관계 고찰
◦ 과거 미국과 FTA협상을 했던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
□ 한국의 미래 대미통상 전략및 대응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새로
운 통상현안들을 전망하고 미국의 협상 방식에 대한 분석․고찰을 통해
새로운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한․미 FTA 체결이후 변
화될 대미통상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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