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구과제명: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연구책임자

       임혜준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FTA, WTO/DD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경제주체(winners)가 있

는 반면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losers)가 있음

  □ 문제는 이렇게 세계화ㆍ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를 어떻게 신속하

게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임

 

  □ 우리나라는 FTA 이행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

정지원법」을 마련함  

    ◦ 「무역조정지원법」은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보제공,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ㆍ기술컨설팅 또는 취

업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 전직지원 서비스, 훈련연장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

도임

  □ 그 동안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개방에 따른 피해 지원제도로서 좁은 의미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세계화 진전에 대응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

로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과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향후 세계화의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사

회안전망(사회보장제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

    ◦ 무역조정지원 대상의 형평성(수입에 의한 피해 vs. 국내 구조조정에 의한 피

해), 피해판정의 기술적인 어려움, 개방이익 분배의 형평성 등 무역조정지원

제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을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고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세계화와 개방정책 중 “시장개

방과 피해산업 지원”

-연구자: 유재원ㆍ임혜준 편(2005)

-연구목적: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한 비

판론을 주요 쟁점별로 평가하고 세계화

에 따른 과제를 제시

-사례연구 및 문헌분석 -미국과 EU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한국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개관 및 평가

2

-과제명: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연구자: 김승택 외(2007)

-연구목적: FTA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

한 피해에 대해 지원방안 연구

-사례연구 및 문헌분석 -미국과 EU의 FTA 피해 근로자 지원 사례연구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한 FTA 피해 근로자 지

원 방안

3

-과제명: Easing the Adjustment Burden 

on U.S. Workers

-연구자: Kletzer and Rosen(2005)

-연구목적: 미국 근로자 TAA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제시

-문헌분석 -미국 근로자 TAA 역사 및 운영 성과 개관

-근로자 TAA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시

4

-과제명: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

기 통상전략 연구:통상거버넌스

-연구자: 최병일 외(2006)

-문헌분석 -우리나라 통상거버넌스 구조 

-정부ㆍ민간 이해조정, 부처간 이해조정, 행정부

ㆍ국회 이해조종에서의 문제점

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근로 부문 중심으로 세계화 진전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 무역조정지원의 근거, 지원 방식 등 무역조정지원의 전반을 고찰함

    ◦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지원 내용, 문제점 등을 살펴보며, 통

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함

    ◦ 외국에서는 무역피해 또는 세계화에 대응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구

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교육(훈련)과 근로 부문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개관하며, 사회안전

망으로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그것의 발전방안을 

연구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연구목적: 우리나라 통상거버넌스 구조

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과제 연구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통상정

책 결정 및 운영체제 관련 과제

본 연구

-세계화(개방화) 진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의 발전방안을 연구

-사례연구 및 문헌분석

-통계분석

-기존 연구에서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개방에 따

른 피해 지원제도로서 좁은 의미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계화 진전에 대

응하여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넓은 의미에

서 고찰

-통계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분석

-외국의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사례연구

 ▣ 주요 연구내용(안)

  □ 무역조정지원제도란?

    ◦ 무역조정지원의 근거

    ◦ 무역피해 지원의 방식과 장ㆍ단점

    ◦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 특징 분석

  □ 외국의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사례연구

    

    ◦ 사회보장지원: EU, 독일ㆍ프랑스 임금보험

    ◦ 무역조정지원: 미국 TAA

    ◦ 특정산업지원: 호주, 오스트리아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관: 교육(훈련) 및 근로 부문 중심으로

 

  □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무역조정지원의 역할과 한계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분석 및 해외 사례연구

  □ 통계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 특징 분석

 ▣ 기대효과

  

  □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임

  □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FTA 및 WTO/DDA 추진 관련 

대내 협상력 증대에 기여함

 ▣ 연구기간

       2008. 1.～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