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김태윤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ㆍ아세안 FTA 체결로 2012년까지 일반품목 90% 관세철폐, 민감 품목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등 양자간 교역량 증가 예상되고 있음. 반면 한국의 대

아세안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편인데, 이는 홍보부족과 정확한 정보획득

의 어려움 이외에도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중요한 이유임. 

     ◦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에 있어서도 수량제한(쿼터) 이외에도 수입허가제도 

관련, 기술 장벽(표준화 및 인증제도), 원산지표시, 통관절차, 위생검역 

등으로 다양함. 

   □ 아세안은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무역제한지수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선

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또한 한국은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2008년 기준 1

위인 중국과 EU보다는 작지만, 일본 및 미국보다 많은 3위를 차지하고 있

고, 특히 최근의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즉 아세안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는 지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유도하여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간(예: 인도네시아) 

FTA 협상에도 대비할 수 있음. 또한 교역량이 많은 중국 및 일본과의 향

후 FTA 협상에서도 도움을 줄 것임. 

   □ 반면 아세안 여러 국가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새로 도입

하거나 기존에 적용받던 품목을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관세철폐를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현황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분석(산자부 용역과제)

-연구자(년도): 홍순용 외 (2006)

-연구목적: 비관세장벽의 중요도 증가로 현

황자료 확보를 통한 FTA 협상 대비

-기존 유관기관의 보관 자료 조

사

-KOTRA 해외무역관을 기반으

로 현장정보 수집

-총 5개 산업분야(전기·전자, 기계, 섬

유, 화학공업, 철강금속분야) 중심으로 

15개국(EU는 1개국으로 고려) 비관세

장벽 현황의 구체적 정리

2

-과제명: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연구

-연구자(년도): 권율 외 (2006)

-연구목적: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

과 극대화를 위한 현황파악과 이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기존 자료 조사

-현지 업체를 통한 조사

-ASEAN 주요국별 비관세장벽 현황과 

기업의 애로사항 

-비관세장벽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적 시사점

3

-과제명: Estimating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연구자(년도): Kee et al (2009) 

-연구목적: 세분화된 비관세장벽의 부분균

형분석 및 이를 적용한 국별·상품별 무역

제한지수(Trade Restrictiveness Index)

의 개발

-상품별 수요탄성치와 도구변수

를 활용한 수입수요함수 추정

-무역제한지수의 계산

-비관세장벽의 수입수요에 미치는 영향

력 파악

-국별·상품별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무

역제한지수의 개발

4

-과제명: Quant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연구자(년도): Bora et al (2002) 

-연구목적: 비관세장벽 효과분석 방법들에 

대한 비교

-기존 문헌 조사 -기존 비관세장벽 효과분석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비관세장벽 분석틀의 한계와 향후 과

제 제시

5

-과제명: Measuring the Restrictivenes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연구자(년도): Anderson and Neary  

(2005) 

-연구목적: 국제무역의 제한정도를 측정하

는 무역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존 발표된 논문의 체계화 -무역정책의 제약성을 측정하는 이론적 

방법과 몇 가지 응용 사례 제시

본연구

-최근 아세안 비관세장벽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현지출장

-현지 업체 조사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

-자료확보가 가능한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상품단위별 비관세장벽의 관세상

   □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각국의 비관세장벽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각 사안별로 비

관세장벽으로 철폐의 대상인지 아니면 비관세조치 중 하나로 무역정책의 

대상인지 구분하고자 함. 나아가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가능한 

지역은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각 상품별로 국가의 무역제한정도를 계측할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당치 및 무역제한정도 계측

 ▣ 주요 연구내용

   □ 각 국가별ㆍ상품별 비관세장벽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마련

   □ 비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에 대한 구분 및 대응방안 마련

   □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비관세장벽 효과를 포함한 무역제한지수 추

정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장벽 경제적 효과분석의 이론

  1. 비관세장벽의 분류

  2. 비관세장벽 경제적 효과분석 이론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필리핀

  5. 말레이시아

제4장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관세상당치 추정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필리핀

  5. 말레이시아

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필리핀

  5. 말레이시아

제6장 결론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에 주는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통계자료 및 문헌을 통하여 기존 현황 및 분석방법 검토

   □ 현지 정부관계자, 기업인, 국내 수출업자와의 면담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변

화 추이 파악 및 자료 확보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 2010년 2월

     ◦ 연중심 : 2010년 7월

     ◦ 연결심 : 2010년 11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3월, 7월, 10월 3차례 간담회 추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활기찬 시장경제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2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

3 성숙한 세계국가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 아세안의 국가별ㆍ상품별 비관세장벽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한국의 관련수

출업계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정부의 양자간 FTA 협상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

   □ 향후 일본, 중국 등과의 FTA 협상시 참고자료로 활용

   □ 각 국가별ㆍ상품별 무역제한 정도를 수치로 쉽게 파악

 ▣ 연구기간

   □ 2010. 1. ～20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