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분야별 복수국간 무역협정 확산과정에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서정민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확산에 대한 
원인분석과 전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WTO 제9차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지연의 장기화 불가피성이 회원국간 상호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 타협가능한 국가들끼리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이하 PTA)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확

산되고 있음.

- 2010년 ACTA(위조방지무역협정)가 체결된 이후 ITA확대 협상 및 복수국간 서

비스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 25일에는 美 오바마 대통령이 WTO

회원국에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상을 제안한 바 있음.

□ PTA의 형성 및 확산의 역사적 배경 및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PTA 협상 자체

는 물론 다자통상정책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에 재등장한 모든 PTA (ACTA, ITA 확대 협상, 복수국간  서

비스 협상)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음.

- PTA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자체제를 강화 혹은 약화시킬 변수들을 내포하고 있

다는 점에서, TPP/RCEP 등 RTA와 함께 Post-MC 9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

심요소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대상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분야별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재등장 배경을 기존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이론 분석을 통하여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근 협상의 특징분석과 

다자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The GATT and

Multilateral Treaty Making: The
Tokyo Round

-연구자(년도): D. M. McRae, J.

C. Thomas (1983)

-연구목적: 도쿄라운드이 논의되

게 된 배경과 협상 과정의 특징

에 대한 연구

-문헌연구 및 분석 -도쿄라운드의 배경과 협상 과정

-도쿄라운드 협상의 특징

-다자협정으로서의 도쿄라운드에 

대한 고찰

2

-과제명: GATT,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연구자(년도): 김기홍 (1991)

-연구목적: GATT와 우루과이라
운드 협상 의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이후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

-국내외 문헌연구 및 분석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

-GATT의 주요 원칙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의제에 대

한 이해

3

-과제명: Exploring Future

Application of Plurilateral
Trade Rules: Lessons from the
ITA and the ACTA

-연구자(년도): Nakatomi

Michitaka (2012)

-연구목적: 다양한 각도에서 복

수국간무역협정(ITA, ACTA)을 

분석하고 복수국간협정 활용방

안을 제안

-문헌연구 및 분석 -ITA, ACTA 내용 분석

-복수국간무역협정 미래 전망 

-비참가국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

한 방안 

본 연구

-과제명: 분야별 복수국간 무역
협정 확산과정에서 다자통상정
책의 방향

-국내외 문헌연구 분석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

-현지조사

-관계자들과의 면담, 인터뷰 실시

-우루과이라운드 전·후 협상의 배
경 및 부문별 협상 현황
- 복수국간 무역협정 재등장 배경 
및 사례 분석
-향후 복수국간 무역협정 협상시 
한국의 대응 방향 및 정책적 시사
점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도쿄라운드 이후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왜 재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하여 향후 복수국간 무역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장·단점 분석 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수국간 무역협정

과 이전에 논의된 복수국간 무역협정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이 필요함.

- PTA는 WTO의 의사결정방식인 일괄타결방식의 경직성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는 측면과 함께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른 대안으로 인식

되고 있음

□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사례분석 

□ 복수국간 무역협정 재등장의 역사적 배경

□ 복수국간 무역협정 재등장의 이론적 이해

□ 복수국간 무역협정 재등장에 따른 다자체제와의 관계 분석

□ Post MC-9 체제에서 아국의 다자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목차 (잠정)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한계

II. PTA의 이론적 이해 

1. PTA 유형화

가. PTA의 종류 

나. PTA 유형기준

2. PTA와 관련한 이론적 개념

가. MFN과 무임승차 유인

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과 이슈연계(issue linkage)

다. 총의(consensus)와 임계질량(critical mass)

III. PTA의 역사적 이해 

1. 도쿄 라운드와 포럼쇼핑 



가. 배경 

나. 경과와 주요내용 

다. 협상방식

2. 우루과이 라운드와 PTA의 다자화

VI. PTA의 재등장 배경과 특징

1. DDA 지연과 대안적 접근

가. DDA 지연요인 (일괄타결방식, 개도국 성장 등)

나. RTA와 PTA의 확산  

2. 최근 PTA의 특징 

가. ITA와 ITA 확대협정 (환경상품 PTA 포함)

나. 그밖의 PTA

가) GPA 개정, 나) TISA, 다) ACTA

V.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변화과정

2. 새로운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 연구추진방법

□ 전문가 면담, 문헌조사, 사례분석

□ PTA 형성·유지 관련 경제학 이론을 통한 PTA 이해

□ 관련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및 간담회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월 

- 연구중간심의회: 6월 

- 연구결과심의회: 10월

․관련 해외 출장: 스위스(제네바), 미국(워싱턴DC), 일본(동경)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2 21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ㅇ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기존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대한 심층적,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복수국간 무역협

정 대한 이해 제고

- 복수국간 무역협정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복수국간 무역협정 협상 시 한

국 정부의 협상 대응을 위한 방향제시

- 중장기 다자통상 관련정책 모색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최근 PTA 논의와 과거 논의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