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책임자

연구위원 김규판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일본의 통상정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FTA 정책을 주제로 하고 
있고, 일본의 FTA 정책변화에 맞춰 우리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서 정책연구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일본의 FTA 정책은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 확대로 방향전환을 모색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13.3월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다자간 FTA인 TPP 협상에 참여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13.4월부터는 EU와 FTA 협상을 개시

□ 일본의 FTA 확대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에 변

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한 미, 한 EU FTA의 체결

발효에도 불구하고 TPP와 동아시아 FTA(한 일 FTA, 한 중 FTA, 한 중 일 

FTA, RCEP(ASEAN+6)) 추진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특히, 일본의 FTA 확대로 미국 EU 시장 등지에서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가 예

상되는 만큼, FTA를 비롯한 통상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FTA 확대는 우리나라의 한일 FTA 추진 전략과 한 일 경제 관계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FTA 정책전환을 계기로 그간 협상중단(‘04년)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는 한 일 FTA 협상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음.

-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직접투자, 우리기업의 대일(對日) 직접투자, 한 일간 무

역 분업 구조 역시 새로운 전환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通商政策の潮流と日本: 

FTA戦略とTPP

-연구자(연도):山澤逸平·馬田啓

一·国際貿易投資研究会(2012)

-연구목적: 일본 통상전략의 과

제를 경제통합, 지역주의, 신통

상질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

찰

- 정 치 경 제 학 적 

방법론에서 일본

의 FTA 전략을 

고찰

-FTA의 경제효과와 과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역내경제협력 심

화,  광역경제권구축 움직임과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과제

-WTO·FTA·TPP와 일본의 농업문제

2

-과제명: 日本のTPP戦略：課題

と展望

-연구자(연도): 馬田啓一·浦田秀

次郎․木村福成(2012)

-연구목적: 일본의 TPP 추진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섭전

략과 과제를 제시

-정치경제학적 방법
론에서 일본의 
TPP 전략을 고찰

-새로운 통상정책 구축을 목표로 하

는 TPP 교섭의 현황과 문제점  

-일본의 TPP 참가 의의와 과제

-미국의 TPP 전략과 일본의 대응전

략

-TPP에서 농업․식품안전 등 협상 논

점에  대한 교섭전략과 과제

3

-과제명: 日本通商政策論

-연구자(연도): 馬田啓一·木村福

成,·浦田秀次郎(2011)

-연구목적: 일본의 신통상정책

을 위한 통상과제 조명 및 글로

벌 전략 제시

-- 정치경제학적 

방방법론에서 일

본의 통상정책을 

접근

-TPP, FTA, WTO체제 등 가속화하는 협

상 전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정책과제 

제기

-동아시아시장·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영향력 

강화 기조 속에서 일본의 글로벌 전략 고

찰

4

-과제명: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

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

점

-연구자(연도): 김양희 외(2008)

-연구목적: 일본의 FTA 정책과 기

체결 FTA 협정문을 분석하고, 

한일 FTA 협상에서 중요 이슈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분석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분석 

-주요 이슈별 일본의 기체결 EPA 협

정문 분석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서비스 및 

투자, 인력이동, 지재권, 상호인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일본의 TPP 참여와 EU와의 FTA 추진을 ‘일본의 FTA 확대전략’으로 

규정하고, 향후 전개되는 이들 FTA 협상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전

략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의 대응전략은 TPP 참여 문제, 동아시아 경제

협력(한중일 FTA, RCEP 등) 방안, 한 일 경제협력 방안 등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인 농업,  투자, 인력이동, 지재

권,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특징

과 대응전략을 강구 

정부조달, 경쟁정책, 협력의제)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5

-과제명:『FTAが創る日本とアジアの

未来』

-연구자(연도): Kenzou Hujisue 외
(2005)

-연구목적: 일본의 FTA 전략을 기체
결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분석하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경제통합 현황과 
일본의 역할을 고찰하여, 향후 아시
아태평양경제연대를 위한 일본의 전
략을 제시

-일본의 동아시아 
FTA 전략을 정치
경제학적 방법론으
로 접근

-일본의 FTA 전략과 특징 분석
-FTA를 통한 아시아와 일본의 변화를 고찰
-일본의 대외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분석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위한 일본의 과제와 
전망

6

-과제명: Assessment of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연구자(연도): Eva R. 

Sunesen, Joseph F. Francois 

and Martin H. Thelle(2010)

-연구목적: EU-일본 FTA를 위

해   일본의 무역․투자 장벽을 

계량화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제

시

-EU와 일본간 

무역 및 투자장

벽을 수량화하는 

방법으로 접근

-EU의 입장에서 일본의 무역 및 투

자에  관련된 장벽에 대해 연구

-업종별 비관세조치 등을 파악

본 연구

-과제명: 일본의 FTA 추진전략
과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FTA 전략을 통시적 방법
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FTA

협상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FTA 전략을 분석(정치경제학적 
접근)

-일본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FTA 전략과 한일경제협력  관점
에서 접근

-기존 연구와 달리 일본의 새로운 
FTA 전략의 실체를 해명하고,

이의 실현가능성은 물론이고,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정부의 정책대응(통

상정책 중심)을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패턴, 산업구조, 무역구조 등 경제 환경



을 비교 분석하고,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현안 과제 도출

- 일본의 해외 생산네트워크 분석: 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분업구조와 일본기

업의 해외직접투자(FDI) 분포 특성을 분석 

□ 둘째, 일본 정부의 기존 FTA 정책을 분석

- 일본 정부가 기체결한 FTA(EPA)를 주요 국가·분야별로 분석하여 일본 FTA의 

특징을 도출

-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주요 국가·지역과의 FTA가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

□ 셋째, 아베 자민당 내각 출범(‘12.12월) 이후 일본이 추진 중인 새로운 FTA 전략

의 방향성을 분석

- 일본 정부가 TPP 참여와 EU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

을 분석. 단,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TPP 및 일 EU FTA의 추진동력을 고찰 

- 일본 정부의 TPP 및 일 EU FTA 협상전략과, 한중일 FTA와 RCEP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FTA 전략을 분석 

□ 넷째, 주요 분야별 일본의 TPP 협상 현황과 EU와의 FTA 협상 현황을 분석

- 우리나라와 일본의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예. 관세협상, 비관세장벽,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정부조달 등)를 중심으로, 일본이 추진 중인 TPP 협상과 

EU와의 FTA 협상 내용을 분석

- 단, TPP 협상 내용이 비공개인 점에 유념,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할 예

정이며, 한중일 FTA와 RCEP의 분야별 협상 전략에 대한 분석 여부는 아직 미

정

□ 마지막으로, 일본의 FTA 전략 전환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

라의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

- 일본의 TPP 참여와 EU와의 FTA 추진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에 미치

는 영향과, 그간 중단되었던 한일 FTA 협상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목차 (잠정)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 연구범위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 

가. 일본의 대내외 경제 환경 분석

나. 일본의 경제 정책과제   

다. 일본 정부의 통상정책  

3. 일본의 기체결 FTA의 추진전략과 특징

가. 일본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추진 현황

나. 일본의 기체결 FTA의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

다. 일본 FTA 정책의 효과와 한계

4. 일본의 TPP 추진 전략 

가. TPP 개요 및 협상 경과

나. 일본의 TPP 참여 배경 

다. 일본의 TPP 협상 전략 및 경과

5. 일본의 EU와의 FTA 추진 전략  

가. 일본과 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EU와의 FTA 추진 배경 

다. 일본의 EU와의 FTA 협상 전략 및 경과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결론

나.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일본내 전문가 인터뷰

- 제3장 “일본의 기체결 FTA의 추진전략과 특징”은 문헌조사와 아울러 일본내 

FTA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

- 제4장∼제5장(일본의 TPP 협상과 EU와의 FTA 협상에 대한 동향분석)은 학술 

문헌, 일본 미국의 주요 언론 및 정부 발표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분석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 통계·계량분석

- 일본의 FTA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통계·계

량 분석 예정. 단, 현재 구체적 방법은 미정

- 일본의 기존 FTA 정책 효과나 TPP 가입, EU와의 FT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

과 등에 관한 계량분석은 일본과 미국, EU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활용

할 예정 

□ 국내외 전문가 자문 

- KIEP 일본팀 전문가풀을 활용하여 일본의 FTA 전략에 관한 자문 활용

□ 통계분석

- 구체적 계량분석 방법론은 미정

□ 국내외 전문가 자문 

- KIEP 일본팀 전문가풀을 활용하여 일본의 FTA 전략에 관한 자문 수용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월 

- 연구중간심의회: 6월

※ 연중심 결과물은 KIEP 일본팀 자문회의 등에서 포럼 형태로 공개(7월)

- 연구결과심의회: 9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3월, 7월 2차례 간담회 추진 예정

․ 관련 해외 출장: 일본 동경(4인), 4월과 5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우리나라의 FTA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유용하고, 특히 일본과

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함.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한 사례연구는 국가 간 FTA 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그 파

급효과에 대한 분석 측면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봄.

▣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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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