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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형의 성장정책을 통해 발전해 온 우리에게 대외개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개방에 대해
반대하는 광범위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개방이 우리의
농업을 피폐하게 만들며,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며,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주장한다. 경제개방을
주창하는 이들을 마치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우리 경제를 강대
국 경제에 예속시키려는 무리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
방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망라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
였다. 우선 개방정책에 대한 이론과 현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개방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정책의 전개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또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통상
문제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
엇인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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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내에서는 FTA나 WTO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수 있었지만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
는 노력은 별로 없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개방의 효
과부분을 계량적으로 추정한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다. 그
동안의 연구가 개방을 시장에 대한 일시의 충격으로 다룬 것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개방을 점진적인 현상으로 보아 개방을 통
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방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이 개방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인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
은 연구에서 밝혀진바, 우리 경제의 성장체제가 1990년대를 기점
으로 고성장에서 저성장의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효과라고 지칭하고 있는 성장률 저하의 원
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것이 과
연 개방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의 내부 문
제에 따른 것인지 밝혀낼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이 형식에만 치중한 개방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 솔직한 현실의 인식을 바탕
으로 한 대안의 모색, 과감한 대내경제개방의 추진, 강력한 내부
조직의 정비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대외개방정책의 추구 등을 주
문하고 있다. 개별 부문에서 제시된 각 사안에 대한 정책방안과
이들은 우리의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정책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방화 경쟁시대의 선두에 서서 지속적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부의 압력에 끌려가는 수동적
인 개방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부를 바꾸고자 하는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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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정책의 추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연구가 우리의 개방
및 통상정책의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
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에 참여해 소중한 원고를 작성해 준 싱가포르국립대
학의 허정 교수, 서강대학교의 안세영 교수, 고려대학교의 박노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원목 교수 등 네 분의 외부필진께 우
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구를 기획하면서
연구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을 집필하고 전체 보고서의 편집
을 마지막까지 지휘한 권영민 선임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
다. 또한 뒤늦게 연구에 합류하여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역
사를 정리한 송정석 부연구위원의 수고에도 칭찬을 드린다. 마지
막으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낸 RA 박경균
씨와 연구조원 권수정 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에서 거
론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방대
한 내용의 연구가 마무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번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필진들의 개인적
인 의견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여기서
밝혀두고자 한다.
2004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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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지난 2004년 10월말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실적이 2,000억 달러
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선 1964년 이후 40년만의 일이며 1,000억 달러를 넘
어선 1995년부터는 9년만의 일이다. 수출실적만 놓고 볼 때 이와
같이 경이적인 속도의 성장을 이룩한 국가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1) 이와 같은 수출의 증가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그 배경에는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한국 스스
로의 노력과 더불어 그와 같은 정책의 추진이 가능한 국제무역환
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이 GATT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1967년으로 지금부터
37년 전의 일이다. 국제자유무역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
었던 당시 수출실적이 3억 2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GATT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저개발국가의 하나였다. 그런데
1967년은 GATT의 케네디라운드가 종료된 해이며 그 당시 관세
율이 평균 35% 인하되면서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특
혜가 주어졌다. 또한 그 이듬해 UNCTAD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에 대한 원조보다는 무역을 통한 지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대표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개방의 진전에 따른 혜택을 수
출 측면 한 방향에서만 받아온 것은 결코 아니다. 2003년을 기준
1) 물론 최근 세계수출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서구시장경제체제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교역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한국의 경우
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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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의 수출실적은 1,976억 4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그와 동
시에 한국의 수입액도 1967년 10억 달러 미만에서 2003년 1,754
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즉 개방된 외부로의 진출만이 한
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스스로의 개
방도 함께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오늘과 같이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족한 부존자원과 기술력을 극복하여 세
계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원과 기술 그
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개척해 외부에 진출하는 것이 자유로운 국제교역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원천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자유무역의 한쪽 측면인 외부로
의 진출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또 다른 측면인 내부개방
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진 적이 별로 없다. 물론 수출
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하
다 보니 소비재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수입에 대해 부정적
인 인식이 일부 자리 잡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개방의 양면이 전적으로 부정되면서 외부에 대한 내부개방
의 부작용만이 강조되어 개방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형
성되었던 예는 찾기 힘들다. 2003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WTO의
각료회의장 밖에서 우리의 농민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소비자단체까지 합세하여 반대시위를 벌이는 모
습은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의
가 종료된 데 대해 기뻐하며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이
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2004년초 가까스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기는 했지만 칠레와의 FTA 협정 마지막 단계에서 보
여준 농민단체 등의 극렬한 행동과 이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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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선도 계층의 기회주의적인 우유부단한 모습에서는 향후 국제적
개방과 경쟁의 환경에서 고립된 한국 경제의 우울한 미래를 엿볼
수도 있었다.
경제개방 자체를 부정하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
속 확산된다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 더 이상 이
러한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며 차제에 우리는 그동안 자유
무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
하여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저렇게 크게 들리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통상 및 개방정책을 어떻게 이
끌어가야 할지, 이러한 의문들에 한 번쯤은 냉정하게 답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국내외의 통
상전문가들이 모여 우리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
시하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
획되고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의 제1부인 이 서론에서는 각 주제
별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비롯하여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다양한 논리들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론적인 접근과 현실 상황은 괴리를 보이는 경우
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론의 중반 부분에서는 이
상적인 이론의 세계와 차이를 보이는 국제통상질서의 현실을 살
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론
과 현실의 괴리 속에 이들을 조화시켜 나갈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지를 논의해 보고 그것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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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무역의 이익
1. 생산특화와 비교우위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자유무역을 다룬 역사는 아담 스미
스와 D. 리카르도까지 거슬러올라간다. 유명한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반드시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며… 따라서 모든 국가간의 자유무역과
교환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이
러한 주장의 근거는 바로 생산의 특화와 교환에 있다. 어떤 개인
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하는 일에 특화하여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하
여 생산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교역을 통해 교환하는 것이 이익
이 된다.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절대우위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D. 리카르도는 설령 한 국가가 모든 산업에서 다른 국가보다 생
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
하여 다른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교우
위론을 제시했다. 아담 스미스가 절대비용에 기초해 자유무역을
옹호했다면 D. 리카르도는 기회비용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구두를 닦게 하고 용돈을 주는 것은 아이가 부
모보다 구두를 잘 닦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부모는 다른 생산
성 높은 일을 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더욱 윤택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있어 시간이라는 자원이 유한한 것
처럼 국가의 자원도 유한하며, 따라서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생산
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놓고 산업간 또는 기업간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와 국외의 대립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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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상은 서로 생산성이 다른 국내집단이 한 국가 안의 유한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둘 필
요가 있다.
2. 생산성과 소비자 효용
이상에서 언급한 두 이론은 생산과 관련된 정태적 이익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간 교역에 따른 생산성과 소비자 효용의
증대는 자유무역에 따른 또 다른 이익의 원천이다. 자유무역 이
전과 비교하여 생산자들은 자유무역 이후 더욱 넓은 시장을 상대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은 상품의 단위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효과에 관해 회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자유무
역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요인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무역은 생산자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여 기회를 증대
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쟁의 심화라는 위험요인도 함께 제공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더 좋
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하며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은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
유무역에 따른 이익은 생산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간 교역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은 교역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훨씬 저렴하다. 낮은 가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잉여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며 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늘어나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커지게 마련이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의
심화 또한 독점 또는 과점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생산성 향상이나
소비자 잉여의 증대와는 달리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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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무역의 이익을 상품
의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유무역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을 넓혀주며 이는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서구체제에 편입된 이후 동구권
의 어느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벌레 먹지 않은 사
과를 시장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2) 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좋
은 예라고 할 수 있다.
3. 무형의 이익
자유무역에 따른 상품의 이동은 반드시 사람의 이동도 동반하
게 된다. 무역을 통해 국가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따라서 상호
간에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무역의 증
대는 평화의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은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
까지 거슬러올라가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무역의 증가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인지, 서로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무
역이 증가하는 것인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유무역이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주장이 새로운 지
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는 우리나라를 비
롯하여 칠레, 대만, 멕시코의 민주화가 자유무역에 따른 평화증진
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거
듭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천안문 사태와 파룬궁 문제 등 정
치적인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아직은 중국에서의 정치적 자유가
서구나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중국이 무역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
2) D. Irwi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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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민주주의의 욕구를 억누를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 학자들의 생각이다. 한편 환경주의자들은 종종 자유무역의 증
진이 환경의 파괴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곤 한다. 하지만 잘못된
무역정책이 환경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환경정책이
환경파괴를 촉진시킨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의 증대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었던 예는 의외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분야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왔으며 쌀
의 자급자족에 대한 집착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몇 분의
일의 비용으로 외국으로부터 쌀을 도입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
는 쌀의 자급을 위해 단위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택하였
다. 그 결과 한국은 단위당 생산량 세계 최고와 쌀의 자급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지만 그 결과 한국의 농토는 세계에서 가장 화학
비료 사용량이 높은 토지3)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Ⅲ. 통상정책의 현실
1. 힘의 논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은 각종의 직‧간접적인 경
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유무역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
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 마치
서구 제국주의의 하수인인 것처럼 매도되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
일까?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산업 및
3) OEC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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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대립에는 한 국가 내의 유한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
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자유무역 이후 위축되는 산업이나
기업은 국내의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기 때문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문
제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정부는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산업간, 기업간 대립이 국
가간 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의
해결은 대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여기서 힘의 논리란 강대국
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파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강
대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제교역가격, 즉 교역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제교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
국제협상에서 대개의 경우 약자의 논리보다는 강자의 주장에 힘
이 실리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자신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국제유가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조정하
고 있지만 누구도 그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국제질서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
을 마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논리만을 강요하여 세계를 지배하
려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약자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방안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WTO의 기능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강대
국들이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주장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
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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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멕시
코의 WTO 각료회의가 무산되었을 때 기뻐하던 일부의 모습이
아이러니라고 표현하였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이해집단의 갈등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 정부의 어려움은 강자들의 힘의 논리
에 대항하여 나름대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찾아 협상을 벌이는
데서도 발생하겠지만 더욱 힘든 것은 애써 모색한 대응방안에 대
한 국내의 지지를 얻는 데서도 발생한다. 특히, 통상정책의 시행
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정책의 시행으로 손
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은 그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수혜
집단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커
지게 마련이다. 역시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개방으로 인해 경쟁에
서 낙오하는 집단은 그만큼 경쟁력이 낙후된 집단이며,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낙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그 분야의 종사자들을 다른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나 인력의 재배치 모
두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집단을 설득하는 데 애로
를 겪게 된다. 특히, 해당집단이 경쟁력 제고나 재교육과 같은 장
기적인 지원보다는 현금지급 등을 통한 단기적인 피해보상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
금보상은 일회성 구제조치에 불구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조정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UR 협정 이후 농업 부문에 대해 50조원이 넘
는 지원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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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의 모색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개방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앞으로 통상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역 자유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으며 앞으
로도 그러한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점차 개방의 요구가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
은 닫아놓은 채 해외시장으로의 진출확대만을 꾀하는 것은 불가
능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개방하여 경제전반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모색
하여야만 할 것이다. 즉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보다 경쟁적으로
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개방
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
의 요구에 이끌려 마지못해 개방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국민들에
게 설득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되풀
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보고 그 방향을 결정하여 스스로의 운명
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부의 주장처럼 독립적인 형태의 대외통상조직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
외경제의 비중과 수시로 발생하는 통상현안의 빈도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통상조직과 인력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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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FTA, BIT 등의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문제의 본질이 어디
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여 핵심적인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거정책과의 단절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농업개방이나 스크린쿼터
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도 고려해 봄직하다.

Ⅴ. 보고서의 전체 구성
향후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과거를 회
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부분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먼저 본 보고서의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
방정책의 역사를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의 GATT 가입에서 시작하여 중상주의적 수출주도 경제성장정책
의 추진, 수입 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의 추진, 금융부분의 자유
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개방, UR과 1995년의 WTO 출범, 1997년
의 OECD가입, 그리고 그 이후 FTA의 추진 등 우리나라의 개방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망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후 본 보
고서의 제3부에서는 그러한 개방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을
일회적인 외부충격으로 보아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분석과 달리 개방을 경제체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개방이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
서에서는 최근에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Logistic Smooth
Transition Model의 기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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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와 제3부가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과거를 정리
하고 평가하는 부분이었다면 그 다음의 큰 부분은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안고 있는 통상
정책의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FTA 등 지역통상에 관한 문제일 것이며 또 하나는 역시 최
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DDA 협상 등 다자간 통상에 관한 것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제4부와 제5부에서는 이들
문제를 각각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즉 제4부에서는 지역주의 속
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을 알아보고 제5부에서는 WTO
다자간 통상협상과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흔히들 통상정책은 대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외적인 통상정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내부적인 정
책조율이나 의견수렴 등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곤 한다.
따라서 통상 및 개방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국내적인 요인을 결
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상문제와 관련된 대내적인 사항들은
제6부에서 다루어진다. 특히, 제6부에서는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
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
막 제7부에서는 본 보고서의 각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
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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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을 시대적인 순서로
나열하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논의하자면 아주 오래된 역사시대까지도 그 근원을 거슬
러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근대사까지만 제한한다
고 하여도 아마 일본과 서구열강에 대해 개항을 허용한 1876년의
강화도조약부터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독립국가로 다시 출범하여 본격적으
로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시작한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6․25를
거친 1950년대까지는 주로 해외원조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통상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통상 및 개방
정책의 전개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객관적인 서술을 시도하고자
한다. 1)2) 또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통상 및 개방정책의 내용은
대체로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정책, 환율 및
자본거래정책,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시대별로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을 각각에 대하여 차례대로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3)
1) 여기서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며 다만 자
료정리나 그 밖의 여러 편집상의 이유로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10년 단위로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특징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로는 해당 10년 동안의 대체적인 특징이 그러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2) 이 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은 2000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한국의 금융‧경제연
표(1945～2000년) 를 참조했음을 밝혀 둔다.
3)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위에서 나열된 순서를 반드시 지키지는 못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시대별, 구분별 정책의 시행과정을 뒤에
부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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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오늘
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Ⅱ. 1960년대 : 통상정책 기초의 확립
1960년대는 한국의 수출입정책과 통상외교 등을 비롯한 통상정
책 제반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는
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에 이은 전후 복구 등으로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1960
년 4.19 이후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내각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의 정책들이 입안되기 시작했으며 1961년 5.16군사혁명
을 거쳐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강화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당시에 수립되고 시행된
정책들이 훗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추구되
는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수출금융규정, 수출진흥법, 수출금융, 수출검사법 등의
제도와 법률들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1967년에는 무역거래법
이 제정되어 수출 관련법규에 대한 통합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
한 수출 관련법 이외에도 수출입 링크제나 수출보너스제도와 같
은 수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등장하였고
1964년 6월에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및 수출금융확대를 골자로 하
는 수출종합시책이 발표됨으로써 수출장려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이 마련되었다.
또한 수출에 유리한 대외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통상외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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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미국과의 투자보장협정과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 인접국
등과의 무역협정이 1960년부터 1962년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정
치 외교적인 특수상황으로 인해 늦추어지던 일본과의 무역협정도
1965년에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대국과의 양자간 통상외
교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1967년 한국은 GATT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드디어 다자간 무역체제의 국제교역질서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출장려를 고려하여 수출입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제정
하기 시작하고 통상외교의 기초를 마련하였지만 1960년대 한국
경제는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뿐만 아니라 기초 생필품까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수입정책에도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61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수입정책은 수출에 비중을
둔 다양한 경제정책을 지원하고자 원활한 원자재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소비재의 수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에 협조적인 기업들에 한해 수입대체산업 진
입을 허용함으로써 수입정책도 수출장려정책과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66년에는 외자도입법이 제정되어 외자유치의 기초가 마
련되었고 1967년과 1968년에는 외자도입 규모를 제한하는 외자
도입합리화 종합시책과 외자도입사업의 사후관리 및 경영합리화
를 위한 지원대책이 각각 수립되었다. 1960년대는 비록 자본축적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였지만 외자유치를
통해 외국자본을 직접투자로 연결하려는 정책들은 1950년대의 원
조형태 위주의 외국자본 유입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앞서의 수
출장려정책과 맥락을 같이하여 외자도입 및 관리의 효율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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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출입 관련 규정이나 외자유치 정책과 마찬가지로 환율제도에
있어서도 외환관리규정이 1964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1960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 시기의 외환관리
규정 역시 수출 진흥 목적의 외화사용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이러
한 취지에서 각종 해외지사활동을 위한 외환경비 한도, 외국환은
행의 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 등이 골자를 이룬다. 반면 개인들에
게는 외화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환율정책도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시기로 수출에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원자재구입과 상관없는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한편 한국이 GATT에 가입한 1967년은 다자간 교역체제의 여
섯 번째 라운드인 케네디라운드가 종결된 해이며 여기에서는 모
두 48개국이 참여하여 약 4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에 대한 평
균 35%의 관세인하가 합의되었다. 또한 1968년 2월에는 UNCTAD
총회가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고려한 일
반특혜관세제도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조 위주의 지
원보다는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원이 좀더 근본적인 개발
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4) 이와 같이 국제교역질
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이 GATT에 가입한 것은 한국이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
구하는 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최낙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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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70년대 : 본격적인 수출지원정책의 추진
1970년대에는 1960년대에 기초가 마련된 각종 수출장려 및 지
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
느 시기보다도 더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과 수출중점 산업육성정
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마침내 1977
년에 수출 100억 달러 목표달성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1970
년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케네디라운드 등 GATT 다자
간 체제에서 합의된 관세인하 등도 수출전선의 확대에 계속적으
로 유리하게 작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수출지원 금융 관련 규정과 함께 1972년에는 수출
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무역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
구권 국가와의 무역거래가 허용되는 등 새로운 수출입질서의 확
립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에 행해진 수출지원금융제도는 주로 수
차례에 거친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의 제정과 수출용 원자
재수입금융규정의 제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
출금융규정들은 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원
자재 조달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며 중소수출기업
에 대한 수출금융한도를 완화하는 것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
였다. 그 밖에도 1975년에는 종합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어서 1976년에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여건을 완화하여 좀더 많은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직접 생산한 제품만
을 수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형태의 수출활동을 장
려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수출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는 1974
년 12월 발표된 정부차원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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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제정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1972년 10월 유신헌법 개정
이후 수출 100억 달러와 일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라는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러한 수출 중심의 정책은 1970년 1월 제정된 농촌근대화법과
1972년에 발표된 새마을 사업계획 등의 국내 경제개발정책과 함
께 1970년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외자제도에 있어서도 수출중심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된 일련의 수출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을 위한 외자유치 원칙이 발표되기
도 하였다. 또한 그 이전인 1971년에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이 발표되었고 1974년에는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한편 외환관리제도는 국내 외환은행의 외환보유 및 거래를 자율
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간 외국환에 대한
스왑 및 선물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7년 7월에
는 국내 외국환은행간 선물환 거래를 허용하였고 1978년에는 선
물환 거래 대상통화를 모든 외국통화로 확대하였다. 또한 1970년
대 후반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외환의 집중
적 관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였
는데 1978년 12월에는 관세율 50% 이상 품목의 수입에 대해 수
입담보금 적립을 면제해 주고 일반인의 외화예치 허용 및 해외여
행경비 지급한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70년대의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GATT의 케네디라운드에 이은 도교라운드의 추가적인 관세인하5)
와 1970년부터 적용된 UNCTAD의 개도국에 대한 일반호혜관세동
맹 도입이라는 유리한 외부요소와 어우러져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5) 도쿄라운드에서 합의된 관세인하폭은 평균 34～5%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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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1977년의 수출 100억 달러 목표달성을 전후하여 수입정책의
방향이 수출의 양적인 증대에서 경상수지 규모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입 자유화 쪽으
로 선회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7년 연말부터 시작된 수입 자
유화 품목 확대 조치는 1978년 연말을 기준으로 수입 자유화 비
율을 68.6%까지 증가시켰으며 1979년에도 추가로 48개의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Ⅳ. 1980년대 :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개방의 확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이후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은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말부
터 무역수지 규모가 증대되면서 지나친 수입억제정책에 대한 견
제로서의 통상압력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
련이 필요해졌다. 이 같은 통상정책의 기조는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을 전후하여 조성된 세계화의 분위기와 함께 1980
년대 후반부터 수입시장 개방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다.
1985년 9월 미국은 한국의 보험시장을 대상으로 통상법 제301
조를 발동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은 1986년 7월 미국의 국내 생
명보험시장 신규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미국 통상법
제301조와 관련한 한미통상협정을 일괄 타결시켰다. 또한 1988년
에 상공부는 대미 수출 자율규제 확대를 실시하여 VTR, 피아노
등 10개 품목을 대미 수출 자율규제품목에 추가했고 1989년 5월
에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통상 실무회담이 타결되었다. 1988년
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하여 일반특혜
관세제도인 GSP로부터의 졸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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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상대국들이 자유무역주의
와 상충되는 개도국의 수출입정책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기 시
작하면서 통상정책 기조도 1970년대에 수출증진 위주에서 통상마
찰을 줄이기 위한 통상외교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987년과 1988년에는 잇따른 관세인하정책이 시
행되었고 1987년에는 수입규제품목의 자유화계획이 발표되었다.
나아가 1988년에는 수입감시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해
연말에는 마침내 수입감시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과 상공부의 수입 자유화 계획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1989년 연말에는 95개 품목의 추가 수입 자
유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환율제도는 1980년 2월에 복수바스켓 변동환율제도를 채
택하여 달러화뿐만 아니라 주요국 통화들과 원화의 가치를 연계
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몇 차례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물환과 스왑 거래의 허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외국환 매매 수수
료를 자율화시키는 등 종전의 외환의 집중적 관리를 완화하는 정
책들을 시행하였다.
외국인 투자관련정책도 1982년에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업종을
427개에서 52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1984년에는 외국인 투자인
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익배당금 송금제한을 철폐하였으며 1987
년에도 26개 제조업을 추가로 외국인 투자자유업종으로 지정하였
다. 또한 199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시도
가 이미 1980년대에도 실행되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영업영역
을 대폭 확대하고 1984년과 1987년에는 각각 Korea Fund와 Korea
Euro Fund를 뉴욕과 런던에 설립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88
년 올림픽 유치가 그러한 수입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화의 기조
가 조성되는 데 있어서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는 대외적으로는 무역마찰의 완화를 위해 개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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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
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1985년에는 엔화가치가 크게 절상되어 한
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1983년부터 유가가 하락하는
등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이라는 소위 3저현상이 한국 경제에 유
리하게 작용한 시기였다. 실제로 이러한 대외여건에 영향을 받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 경제는 12%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
을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1986년의 46
억 달러에서 1987년의 99억 달러로 확대되어 갔다.

Ⅴ. 1990년대 : 형식적 세계화와 외환위기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과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대외경제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한 면이 많았으며,
이 점이 한국 경제의 자신감을 지나치게 부풀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본격적인 개방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화 선언은 당시 국가정책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조성된 국제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경제체질의 구조
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진 개
방화는 1997년 동남아발 외환위기를 한국에까지 연결시켜 경제전
반의 위기로 이어지는 한국 경제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다.
이 시기의 통상정책으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수
입 자유화와 관세인하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는데 관세인하정책
부터 살펴보면 1990년 9월에는 석유류 관세가 인하되었고 그 해
연말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연도별 관세인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후 1992년 12월에도 양허관세율 인하방안이 발표되었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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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관세청이 관세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995년에는 관세
법을 개정하여 WTO 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상계
관세 규정이 정비되었다.
수입 자유화 역시 1980년대 후반에 이어 더욱 활발해졌는데
1991년에는 1992～1994년 수입 자유화 계획이 세워졌고 같은 해
연말에는 상공부가 43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 자유화를 실
시하였다. 또한 1993년 12월에 추가로 농축수산물 45개 및 공산
품 1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시켰다. 이러한 1980년대의 수입 자
유화 및 관세인하정책에 따라 경상수지는 1989년의 51억 달러
흑자에서 1990년에는 22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그 밖에도 통
상산업부는 1996년 6월에 수입 다변화품목을 162개에서 152개로
축소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 127개로, 또 1997년에는 113개
까지 축소하고 마침내 1999년 6월 30일에는 완전히 폐지시켰다.
이러한 수입시장개방과 수입규제완화정책 이외에도 재정경제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업종 개방을 확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건물임대업, 증권거래업, 신용조사업, 서적출판업 등
을 전면 개방하였다.
무역에 있어서의 수입 자유화 확대 및 관세인하와 함께 자본시
장에 있어서는 1994년부터 1997년 10월 IMF 위기 직전까지 매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1996년 12월과 1997년 12
월에는 채권시장개방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1995년 10월 자본시장
자유화 방안을 발표하여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1년과 1992년에 외자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 허용
방식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외국인 투자규제완화와 자본시장 개방
정책은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국내의 금융산업구조가 채 정착되기
이전 자본시장을 국제금융리스크에 노출시킨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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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에 가입하였고 1996
년 12월에는 OECD에 가입하였다. 그에 앞서 1990년 12월에는
북방국가와의 통상요령을 고시하는 등 통상외교 대상의 확대를
도모하였고 1993년 8월에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1994년
6월에는 구 동구권 공산국가에 대한 수출통제도 완화되었다. 이
처럼 1990년대의 통상외교는 교역상대국의 범위를 그동안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러시아,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제무역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졌다.
환율제도는 1990년 3월 시장평균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었고 이
후 1991년 일일 변동 폭을 0.6%까지 확대하였고 1994년에는 변
동 폭을 1.5%까지, 1995년에는 2.25%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1997
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는 10%까지 확대되었으나 외환위기 직
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이 완전히 폐지되어 마침내 자유변
동환율제가 시행되었다.

Ⅵ. 2000년대 초반 : 개방정책의 방향성 실종
1990년대에는 경제구조가 채 성숙되기 전에 개방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결국 외환위기라는 어려움을 겪었다면 2000년대는 이러
한 위기를 통해 한국 경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적어도 초기에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외환위기를 통해 드러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998년 취임과 더불어 산업계의 중복투
자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소위 빅딜을 주도하기도 한 김
대중 행정부에서는 금융권과 산업 부분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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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
인 투자를 우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쳐 일부 금융
기관과 많은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인자본에 넘겨지게 된다. 정
권초기의 이와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외국인자본 우대의 의지
는 그러나 정권후반에 들면서 퇴색되기 시작한다. 특히, IT 산업
을 중심으로 한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소비를 촉진시키
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요건 완화 등의 정책이 실시되면서 단기에
걸친 경기과열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했
다는 착각 속에 개혁과 개방정책은 마침내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
류하기 시작한다.
정권초기 외국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행해졌던 각종의
외국인 투자규제완화와 더불어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9년까지 3차에 걸친 실무협상
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한미투자협정은 마지막 단계 스크린쿼터
라는 복병을 만나 사실상 무산되었다.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무
산된 것은 김대중 행정부에서 개방정책이 후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외국인 투자유
치가 경제회복의 열쇠로 중요시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에는 외
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기도 했다.
또한 다음 해인 2001년에는 일본과의 투자협정도 체결되어 외형
적으로는 정권초기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듯 보였다.
특히, 집권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한․칠레 FTA 협
상도 퇴임을 앞둔 시점까지 지연되어 드디어 2003년 2월 서울에
서 양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FTA
논의도 양국의 공동연구, 비즈니스 포럼 개최, 산․관․학 공동연
구회 개최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한․싱가
포르 FTA를 위한 산․관․학 연구회도 진행되는 등 경제개방의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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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겠지만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개방의 확대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었다. 한․일 FTA에 대해서도 연구와 포럼 등으로 많은 시간을
끌었으며 일본 정부의 정식협상 요구에 대해 산․관․학 연구회
를 2년간 지속시킨 것도 사실은 경제개방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말기에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제도 등은 개방 확대에 대한
정부의 어정쩡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01
년 일본과의 양자간 투자협정체결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수많은
투지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격감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별도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조건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1월에는 부산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국제자
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 2월에는 인천공항을 관세자
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어서 7월 1일에는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저개발 폐
쇄경제에서나 시행할 법한 제도라는 비판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Ⅶ.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오늘과 내일
현재 참여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상 및 개방정책의 기조
는 김대중 행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김대중 행정부 말기의 방향성 혼재의 상황
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참여의 정부가 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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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
아경제중심전략은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경향이 있다. 참
여의 정부 이전에 추진되었던 경제자유구역법의 당초 취지가 확
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은 얼마 전 주무기관
의 명칭이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바뀌는 등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
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정권의 임기 마지막에 서둘러 공식 서명식까지 거행했던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이 1년 가까이 미루어지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4월 발효되기는 했지만 그 중간과정에서 나타났던
혼란과 정책적 혼선은 개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 FTA와 한․싱가포르 FTA가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또한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 WTO에서의 쌀 시장에 대한 추가개방협상이 결론 내려졌을
때 농민들을 비롯한 국내 반대집단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물밑 접
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WTO의 DDA 협상도 상황변화에 따라
서는 얼마든지 본격 궤도에 올라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해 보인다.
한편 2005년도에도 세계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각 국가간의
통상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특히,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를 맞아 미국이 기록적인 수준의 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해
결을 시도할 경우 우리에게 행해질 통상압력의 증가에 나름대로
의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 FTA나
한․미 투자협정의 체결이 돌파구로 모색될 수도 있겠으나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되다 포기하였고 참여의 정부 초기에도 추진되다
가 진전이 중단된 스크린쿼터의 축소문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인
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통상문제에 대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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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FTA를 비롯한 지역주의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방의 폭을 확
대하려는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만이
앞날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
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지속적
인 개방정책의 추구가 우리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구조혁신을 동반하지
않은 1990년대 이후의 형식적인 개방이 가지는 폐단 또한 숙지할
필요도 있다. 이제는 개방의 득과 실을 모두 경험해 보았으니 앞
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방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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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연도
1960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1.1
외자도입촉진법 도입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2.1
한미투자 보장협정 체결
4.12
대일 통상중단조치 전면
해제

4.13
신시장개척에 대한
독점수출권 부여

1961년

1.5
수입관련 외환매각규정
제정
2.1
한국은행의 수출금융규정
제정

2.1
단일고정환율제 시행
2.1
외국환 매각 집중제 제정
- 거주자는 모든 외환을
한국은행에 매각
2.1
외국환매도에 관한 규정
제정
- 수입업자, 해외유학생,
일반여행자에 대한
외환매각절차와
매각한도 규정

2.24
필리핀과의 무역협정
체결
3.3
대만과의 무역협정체결

9.15
태국과의 무역협정체결

3.17
수출진흥법 제정
7.25
상공부의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요령 제정

10.12
은행보유달러에 의한 수입
신용장 개설 담보금에 관한
규정 제정
12.31
정부의 외국환 수급계획을
중점으로 한 외국환 관리법
제정
12.31
외환관리법 제정, 외국환
집중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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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2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2.22
재무부가 5개 시중은행에
외국환은행업무 허용

4.22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제정

3.13
재무부. 외국환은행
업무취급요령 제정

비고
1.13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3.7
3.15
미국, 유럽 24개국과
수출용 또는 군납용 원자재 호혜관세인하 협정체결
수입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금융기관 보증서로 대체
허용
5.14
EEC, 역내 관세율 인하

7.31
8.17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9.7
상공부, 연불수출 허가 발표 관한 법률”과 “장기결제
말레이시아와 통상협정 체결
방식에 의한 자본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9.29
인도네시아와 통상협정 체결
10.4
수출검사법 제정
10.12
美, 통상확대법 제정
1963년

1.9
상공부, 수출입 링크제 실시 2.13
경제기획원, 민자도입 억제
6.12
원자재 수입배정을 공산품
수출실적과 연계시키는
수출보너스 제도 도입
8.31
정부, 보세가공수출
장려도모를 위한
수입권선대제 도입1)
8.31
은행보유외환에 의한
수입신용장 개설보증금에
관한 규정 개정

4.3
EEC, 2차 산품에 대한
대외공동관세 20% 인하

7.20
EEC 아프리카 18개국과
야운터협약

12.17
박정희 대통령 취임
12.31
EFTA 공업제품의 역내
관세 105 인하

1)

1) 63.11.27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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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4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4.29
인도와 무역협정체결

환율 및 자본거래
3.23
제1차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대개도국 원조에 관한
합의
5.3
정부가 환율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 채택

비고

5.4
제6차 GATT 다자간
무역협상

6.24
수출산업단지 조성,
수출특화산업선정, 수출금융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진흥종합시책 발표
7.3
한국은행 수출산업 육성자금
융자취급요강 제정

7.8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라
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개정

9.14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
조성법 따로 제정2)
11.8
수출진흥기금 융자취급 세칙
제정

11.27
외국환관리규정 제정
- 대외무역지급은 재무부
승인 필요

12.1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신용장 개설의 부분적
외화증서 적립허용

12.18
한일 양국,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

1965년

1.26
월남파병 동의안 의결

2.18
일본과 무역협정 체결

2.23
한미 투자공동 관리위원회
발족

2.6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수출진흥목적의
외화사용이 우선적으로
인정

1.28
GATT, 남북무역 확대를
위한 무역개발위원회구성
결정

2)

2) 77.12.3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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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5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3.22
상공부, 단일변동환율제에
따른 상반기 무역계획
수정․발표
4.9
서독과 무역협정 체결

환율 및 자본거래
2.27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해외지사의 현지
수입신용장 개설,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한 한국은행 보증신용장
개설

비고

4.1
보증신용장 개설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설대상과
개설한도 지정
4.23
민간 연지급신용거래 관련
수입신용장 개설 규정 제정
5.19
수출금융 지원의 폐해
방지를 위한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양적 규제 실시
9.8
국무회의에서 국산품
수출증대를 위한 공업표준화
사업 추진방안 의결

6.8
EEC, 관세동맹 완성시한
발표
9.10
선진 10개국, BIS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11.19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보증신용장개설 확대와
해외지사 경비지급
12.8
허가업무의 한국은행총재 EFTA, 공업제품에 대한
위임
역내 관세 10% 인하

12.18
한․일 무역협정과
금융협정에 가조인
1966년

1.1
EEC, 역내 관세 10% 인하
3.10
수출용 원자재 사전비축제
실시
3.15
수출입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법 제정
3.29
수출 부실시행업자에 대한
제제조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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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6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4.12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경상 무역외수지 지급
허가업무를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에 대폭 이양

비고

7.11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외국환은행의
대외거래계약 체결
인가권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이양
7.23
외환관리규정 개정
- 보증신용장 개설확대와
수출선수금에 관한 규제
강화
7.28
한국외환은행법 제정
10.20
선수출금융규정 제정
12.1
12개 주요품목에 적용하던
수입쿼터제를
수출입링크제로 대체
1967년

8.3
외자도입법 제정
-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
11.12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단기특정부채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
12.31
EFTA, 역내 공업 관세 전면
폐지

1.7
종전의 수출금융 선택차용제
폐지
1.16
무역거래법을 제정하여
무역법 및 수출진흥법,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통합정비

1.16
외환관리규정을 개정
- 대고객 매매환차 확대,
외환증서 유효기간 연장

1.19
수출산업 시설기재 수입에
따른 수입어음 결제를 위한
대출 규정을 제정하여
융자기한과 금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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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7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1.28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의
일부 단기외화부채에 대해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화

비고

1.30
한국외환은행 설립
2.2
수출 또는 군납용 원자재 및
수출산업 시설 기계수입
어음 결제를 위한 대출 규정

3.15
GATT에 가입

3.9
수출 또는 군납용 원자재 및
수출산업 시설 기계수입
어음 결제를 위한 대출 규정
개정

2.28
외환관리규정 개정
- 외국환은행간
취급수수료를 은행간
협정에 의해 결정
3.30
외환관리법 개정
- 외환평형기금 설치, 외환
매입초과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발 방지
4.17
외환관리법 시행령 개정
-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은행에 대해 제한
5.15
범위내의 외국환업무 취급 제6차 GATT 협상 타결
허용
6.30
GATT 48개국, 다자간
무역협상(케네디라운드)
4개 협정서 조인

6.29
수입금융규정을 제정

7.1
EC 발족

7.25
수입품목의 원칙적인 자유,
선별규제제도 도입
- 수입개방품목의 수를
3,760개에서
47,128개로 확대

7.18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해외지사의 홰외활동
경비한도 인상, 외화자금
보유 자유화, 무역외 거래
자유화 범위 확대
8.4
한국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의 스왑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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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7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10.6
수출용 원자재 매입을 위한
국내신용장 취급규정을 제정

외자 및 외국인 투자

11.22
정부는 품목별 성격에 따른
상계관세를 과세하는
탄력관세제도 도입
11.30
외자도입합리화 종합시책
12.5
- 외자도입규모 제한
수출입 링크에 의한 수출
피해보상대책 마련

환율 및 자본거래
최초 실시

비고

11.24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각 외국환은행의 자율적인
대고객매매율 고시
12.22
UN 및 GATT,
국제무역센터 설립 합의
1.1
미국, 달러화방어 대책 발표

1968년 1.8
한․노르웨이 면직물협정
체결
2.1
한국은행 외환대출 취급규정
개정

2.1
제2차 UNCTAD 총회
3.18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한국산업은행의
특정용도에 한해
외국환매각초과 포지션
허용

7.3
재무부, 수입담보금제도
도입
7.9
수입억제 방안으로 250개
품목을 불요불급품목으로
규정하여 수입을 규제,
수출용 원자재 및 기계류의
수입대체 촉진

12.16
정부의 수출진흥특별회계
설치

4.25
7.1
정부의 외자도입사업의
EEC, 관세동맹 완성
사후관리 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원대책 7.3
수립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외국환은행의 매도초과
포지션 보유를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이내에서 허용
7.12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입거래에 한해 외국통화간
선물거래제도 도입
10.1
무역외거래 사후관리업무
취급세칙 제정

12.31
수출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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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9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2.28
임시특별관세법을 개정,
경제개발계획상 필요한
산업용 기계류와 원목 원맥
등 원자재에 대한 특별관세
면제

외자 및 외국인 투자

4.23
한일무역 불균형 시정 및 4.25
경제협력방안의 토의를 위해 수출용 국산 원자재
한일무역협동 위원회 설치 생산자금 융자취급규정 제정
운영
5.20
재무부, 농산물 수출촉진
도모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외국환은행업무 인가

환율 및 자본거래

5.17
한국외환은행법을 개정,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자

7.3
수입금융규정 개정

비고

5.26
중남미 5개국, 중남미
공동시장 설립을 위한
안데스 조약 조인

9.4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취급규정 제정
9.15
재무부는 한국은행에 대한
외환관리업무 위임범위를
확대
12.31
외화국채의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외채 발행자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편입운용,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화국채감채기금
설치
1970년

1.1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정
1.28
수입담보금 적립률의
지역차등 폐지

1.28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10.11
UNCTAD, 개도국에 대한
일반호혜관세동맹(GSP)
도입 결정
11.27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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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년

대외정책

1971년

수출입정책
12.24
농축산물 수출진흥법 제정

외자 및 외국인 투자

1.9
2.18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제2차 내국신용장제도 도입 정책 발표

환율 및 자본거래
- 해외여행경비
심사승인업무를
재무부에서 한국은행으로
이관, 수출입업자의
해외지사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비고

2.9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4
수출용 원자재
준비생산자금제 신설
6.30
수입의 조절을 위해
수입마진 적립제 실시

6.23
영국, EEC 가입
7.1
EC 6개국, 개도국
에 대한 GSP 도입

10.16
한․미 섬유류 수출
자율규제협정 체결

1972년

10.18
상공부는 23개 품목의
수입담보금 적립률을
10%만큼 인상
11.26
국산원자재 금융규정 제정
2.25
수출지원금융제도 개편
4.6
수출금융규정 및
외화표시공급 금융규정 개정
6.1
재무부의 융자비율 인상을
통해 장기연불수출 지원
강화하는 방안 발표

4.24
EC, 역내국 통화의
대미달러환율 변동폭과
역내국간의 환율변동폭의
차별화 결정
7.4
남북공동성명
7.22
EC 및 EFTA,
자유무역협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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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2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12.8
수출업자 신용보증법 제정
12.23
무역거래법 개정
-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촉진 도모

비고
10.25
새마을 사업 본격 추진 발표

12.30
수출보험법 제정
1.1
EC, 9개국으로 확대

1973년

1.12
중화학공업정책 추진
- 중화학공업 육성 ( 수출
백억원,GNP 천달러 목표)

1.18
시한부 수출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제정
2.1
외화대출 취급규정 개정

2.9
수출산업 설비금융규정 제정

3.19
EC 6개국, 공동변동환율제
채택
7.3
포항종합제철 준공

5.11
중화학공업을 위한 외
자유치 원칙 발표

9.14
GATT 각료회의,
도쿄라운드 채택
9.19
상공부, 장기 기계
공업육성방안 발표
10.29
상공부, 주요원자재
확보방안 발표

12.6
주요 내수용 수입원자재
금융지원 취급지침 제정
12.8
재무부가 외환관리규정 개정 12.20
GATT, 다자간
- 무역거래법에 의한
무역협정(MFA) 타결
수출업자에 대해 외화
정기예금을 허용, 환전상
감독, 검사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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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3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12.23
OPEC 아랍 6개국,
유가인상 (오일 쇼크)
- 1974년 이후 원유가격
약 2배 인상

6.3
정부의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 설치, 1백만
달러 이하의 외국인 투자 및 7.15
기술도입 인가 허용
재무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한국은행과의
스왑거래한도를 폐지

1974년

12.7
정부차원에서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제정

1975년

외자 및 외국인 투자

10.16
한국은행과 국내
외국환은행간에 스왑거래
허용

12.7
정부, 국제수지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12.12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법 제정
1.13
외화취득용 원자재 수입금융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
4.17
수출지원금융에 관한
임시조치를 실시,
금융기관의 수출지원금융
금리 한시적 인하
4.17
기한적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제정
4.29
상공부는 종합무역상사제도
도입

4.18
재무부가 외환관리
인허가권을 한국은행에 위임

7.25
무역거래법 개정
- 수출입질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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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5년

1976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10.16
기한부 수출환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폐지,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규정 제정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12.31
해외건설촉진법 제정

1.15
수출금융 한도거래제 제정
1.28
상공부, 지원대책 발표
3.4
수출용 완제품 비축금융제도
도입

6.18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정
9.21
상공부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을 개정, 해외
지사의 증대 방안 발표
12.29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한도거래제 대상요건 완화
1977년

1.21
재무부, 한국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의
스왑제도 변경
5.11
재무부, 현물환
매입초과포지션 하한 신설
7.21
외화취득용 원자재 수입금융
지원방식을 외화금융에서 8.1
원화금융으로 변경
정부의 외자도입요건 강화
10.31
주요 원자재 수입금융규정
제정
11.1
재무부의 해외부문 통화증발
억제조치 발표

66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7.18
국내 외국환은행간 선물환
거래 허용
10.22
수출 백억 달러 달성

연도
1977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11.18
상공부, 수입 자유화 확대
- 생고무, 고철 등 60개
품목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12.26
해외건설용역과 수출
선수금에 대한 외화예치제
폐지
1978년
4.6
중장기 연불수출지원
외화대출 취급규정 제정

2.14
재무부가 선물환 거래
대상통화를 모든 외국
통화로 확대

4.15
상공부, 수입 자유화 확대
- 냉장고, 흑백TV, 선풍기
등 133개 품목
5.11
상공부는 제1차 수입
자유화조치 실시를 통해
76개 품목의 수입 자유화
7.6
내국수입유산스 취득규정3)
제정
9.18
제2차 수입 자유화조치
실시
- 46개 품목의 수입
자유화에 따라 수입
자유화율은 60.7%에서
64.9%로 증가
12.18
제3차 수입 자유화조치 실시

12.8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관세율 50%이상 품목의
수입에 대한 일람

3)

3) 내국수입유산스:국내은행이 개설한 기한부수입신용장에 따라 외국의 Seller가 기한
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수와 동
시에 대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국내 Buyer에게 어음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무
역대금결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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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8년

1979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 41개 품목 자유화, 수입
자유화율
64.9%→68.6%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출급방식 수입담보금
적립면제, 일반인의
외화예치 허용 및
해외여행경비 지급한도
확대

2.5
양고기, 버터, 합성고무 등
21개 품목의 수입 자유화
2.5
중장기 연불수출지원제도
외화대출 융자대상을
종합무역상사에서 모든
연불수출업체로 확대

2.24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

4.19
수출금융의 사후관리 완화를
위해 수출지원금융제도 개편
6.12
경제기획원, 기계공업의
수출전략산업화 추진

7.31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 연지급 수입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해외여행경비를 3천
달러에서 1천달러로 축소

12.1
수입 자유화는 고철 등
27개 품목으로 확대
1980년

1.24
경제기획원의 외자도입 규제
완화
2.27
단일변동환율제에서
복수통화 바스켓
변동환율제로 전환
4.28
재무부는 원화와 미달러화간
선물환거래제도 도입
7.25
대한금융단은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을 개정, 모든
종류의 내국신용장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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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도
1980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8.7
주요원자재 수입금융규정
폐지, 원자재 수입금융제도
단순화
9.18
수출금융 융자절차 간소화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9.1
전두환 대통령 취임

10.3
선물환거래제도 확대
- 미 달러화 외에 일본
엔화, 서독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 추가
12.1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한국은행 스왑대상통화 확대
2.21
외환관리제도 개선
- 수출입은행에 대한
협조융자기관의 확대

1981년

2.24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
개편, 종합포지션 관리로
전환
7.21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무역외 지급인증절차
간소화, 해외투자요건
완화 및 투자대상 업종
확대, 해외건설업체의
현지 외화보유한도 확대,
해외지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7.24
대한금융단은 외국환대고객
매매율차 축소, 수수료율의
인하 및 단계적 자율화방안 8.21
제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9.1
재무부, 관세감면 대상 품목
조정
10.28
재무부는 수익증권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
허용

10.30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환매계약에 의한 외화자금
매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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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1년

대외정책

1982년

수출입정책
11.24
관세청은 관세환급절차 개선
1.11
재무부는 연지급수입
대상품목 선정방식 개선,
대상품목 확대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3.8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환매계약에 의한 외화자금
매각규정 개정
3.8
외환대출의 융자대상,
융자기관, 융자비율
결정권을 한국은행에 이관
4.23
외국환 수수료 추가 인하

6.3
공업진흥청, 수입상품
품질검사 강화

6.28
재무부 차관의 조기상환
억제방안 발표

7.1
연지급수입 대상을 수입기간
180일 이내인 모든
품목으로 확대
7.19
외국환집중제도를
매각집중에서 매도 또는
예치집중으로 완화

7.22
수출금융제도를 개편하여
수출지원금융 융자절차를
추가로 간소화
10.8
재무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업종을 427개업종에서
521개 업종으로 확대
1983년 1.2
한․일 경제협력 협상
타결

2.25
상공부, 단계적 수입 자유화
추진방안 발표
4.11
상공부, 수출기준가격제
폐지
5.20
재무부, 연지급수입 대상
축소 및 수입기간
단축( 180일→150일)

6.6
상공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전자업체의 국내판매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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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국내외국환은행과의
스왑거래제도 개편

11.4
현대 미포조선소 완공

연도
1983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7.11
정부, 농축산물 수입관세율
조정계획 발표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8.5
단기무역신용 도입 허
가대상 축소 및 융자기간
단축
12.1
재무부, 연지금수입기간
단축( 150일→120일)

1984년

12.29
관세법 개정, 누진관세율
)
체계4 에서
균일관세율
12.31
체계로 전환되었고
외자도입법 제정
관세예시제(1984～88)
3.29
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설립
- 덤핑방지 관세 운용

4.27
상공부, 잡화공업의
수출산업화 육성방안 발표

11.7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스왑계약기간을 폐지,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스왑대상 12.16
통화에 일본 엔화를 포함 미국, 섬유류 수입 규제조치
발표

4.20
재무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환경 개선안
4.20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환경
개선책
- 국내은행과 동등한
영업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을 중심
5.15
Korea Fund 설립

7.30
재무부는 연지급 수입기간을
원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
11.12
수출산업 설비금융 취급규정
제정

7.1
외국인 투자가능 업종
7.9
고시방식을 포지티브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 연예 흥행 오락 관련
시스템으로 변경, 외국인
무역외지급 허가권을
투자 인가절차의 간소화 및 외국환은행장에서
이익배당금 송금제한 철폐
한국은행 총재로 변경

10.30
미국, 통상관세법 제정

4)

4) 수출 및 구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재에는 저율, 완제품에는 고율의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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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5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2.21
한국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수출금융 재할인
허용

비고

2.2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중소기업대출의 의무화
- 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25%이상으로 명시
2.2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수출금융 재할인 허용

3.12
상공부, 중견수출기업 발굴
지원

2.22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스왑제도 변경
- 수출금융재할인과
스왑한도를 연계,
스왑수익율 인하

4.1
상공부, 수출동향 감시 및
사전예고제 실시방안 발표
5.30
수입규제품목의 수입
자유화계획 발표
9.5
당시 불황을 겪던
해운업체에 대한 외화대출
확대 및 외화대출 원리금
상환 융자 허용

10.17 무역금융규정
- 수출금융관련 규정
통합정비, 자사제품의
직접수출 중소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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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개국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에 대한 국내
신탁업무 인가

11.12
재무부는 국내기업의
주식관련 해외증권 발행
허용

9.16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
- 한국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금지를
불공정무역으로 간주
10.16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
- 한국의 미국 지적소유권
침해 등

연도
1986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4.4
원유수입관세율 인상 5%
→ 12%
7.10
연지급 수입기간을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90일에서
60일로, 원유의 경우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7.10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스왑제도 변경
- 무역어음 담보대출과
스왑한도를 연계, 스왑
수익율 인하
7.10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상업어음 재할인 취급 인가
허용 및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인상

7.21
정부는 미국의 국내
생명보험시장 신규진출 및
화재보험 참여 허용,
저작권, 소프트웨어 및
물질특허권 보호
7.21
미 통상법 제301조 관련
한미통상협상 일괄 타결
8.5
상공부는 한미섬유협상 타결
발표
8.21
연지금수입 대상품목을
실행관세율 30% 이하
품목에서 20% 이하
품목으로 축소

8.2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스왑한도 축소, 신규진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일반스왑한도 축소

8.1
GATT, 다자간
무역협정(MFA) 5년 연장
합의

8.2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양도성
예금증서 업무 허용
11.10
상공부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계획(1987～91) 수립

9.1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
부품산업 시설자금
대출취급규정 제정
12.31
대외무역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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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7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1.5
상공부, 기계류 소재부품
국산화 5개년 계획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2.13
추가로 실행관세율 20%
이하 품목에서 10% 이하
품목으로 추가로 축소,
수입기간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
2.24
재무부는 화장품, 통신기 등
319개 품목에 대해
5～10%포인트
관세인하(양허관세), 117개
품목에 대해 2～20% 포인트
관세인하(할당관세)
3.9
상공부, 주요원자재 공급
원활화 대책 발표

3.21
Korea Euro Fund

4.1
4.6
재무부는 외국인
재무부의 83개 품목에 대한 투자자유업종 확대증진을
관세인하계획 발표
위해 26개 제조업 추가
개방
4.20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
부품산업 시설자금
대출취급규정 개정
5.21
상공부는 대미 수출자율규제
확대
- VTR, 피아노 등 10개
품목을 대미 수출
자율규제 품목에 추가

6.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
부품산업 시설자금대출
취급규정 개정

8.5
상공부는 수입선 다변화
가능품목을 추가로 지정,
대일본 수입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을
225개에서 33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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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재무부는 무역외지급 제한
완화, 해외가족 생계비
송금제한 폐지,
국내기업의 용역비
송금한도 확대
8.27
해외투자 지원시책
- 해외투자 허가 절차
간소화, 해외부동산 개발
사업시 현지금융 차입 허용

비고

연도
1987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10.14
재무부,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관세인하
11.18
수출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11.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왑한도를 10% 추가 감축

비고
12.31
경상수지 확대
- 46억불( 86) →
99억불( 87)

12.4
관세법 개정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라
상품분류체계를
CCCN체계에서
HS체계로 전환
12.9
원목, 양모 등 157개 품목의
관세율을 2～18% 포인트
인하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관세율 인하
1988년

12.28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국제수지흑자 확대에 따라
외환관리 완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 도모
1.2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조인

2.4
재무부, 대기업에 대한 관세
징수유예제도 폐지

1.29
미국,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GSP제 졸업발표

2.6
무역금융제도 개편
- 수출실적 3천만달러 초과
대기업은 제외
2.7
정부, 국제수지
흑자관리정책
- 수입개방확대, 수출지원
제도 축소, 관세율 인하,
외환자유화 확대
2.24
재무부, 관세율 인하
- 양허관세 대상 319개
품목과 할당관세 대상
117개 품목

2.25
노태우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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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8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3.15
상공부는 수입개방을
확대하여 수입감시품목을
48개에서 25개로 축소

환율 및 자본거래
6.30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국제수지의 효율적
활용도모, 금 수입
자유화,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해외증권투자
허용

비고

6.30
외환매매율차 축소
8.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 8.23
B25) 자금 차입을 허용하여 미국, 통상무역법 제정
국내은행과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
9.17
서울 올림픽 개최

6.20
총 691개 품목 세율을 평균
8.46%포인트 인하,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관세
인하

10.25
외국환관리규정
- 개인 송금한도를
5천달러까지 허용,
원화표시 수출입계약 허용

11.12
재무부는 판유리, 천연고무
등 1,071개 품목 관세 평균
6.4%포인트 인하

5)

5) 지급준비금 및 교환결제자금 부족 발생시 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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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8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12.26
관세법 개정은 원료 및
공산품 중심세율의
20%에서 1993년까지
8%로의 단계적 인하 목표
12.31
수입감시제도 폐지 결정

1989년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12.1
외화 여수신금리 자유화
방안 발표

비고

12.31
경상수지 확대
- 99억불( 87) →
142억불(88)

2.25
재무부, 할당관세 운용안
발표
3.14
무역금융 특별승인업무를
외국환은행에 위임

5.11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고위 통상실무회담 타결

4.8
농림수산부, 1989-1991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 발표
6.6
상공부의 1989～91년 수입
자유화 계획 발표

5.25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3개국을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국으로 지정

6.16
재무부, 89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발표
- 28개 품목 관세율을 평균
7.3%포인트 인하
7.20
금융기관의 무역어음 인수,
할인 및 매출업무 취급 허용
8.3
중소수출업체에 포괄금융의
융자대상 및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무역금융지원을
강화방안
8.3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
부품산업 시설투자금 대출
취급세칙 개정

부 록 77

연도
1989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9.21
무역어음 일반매출금리
자유화대상을 확대

환율 및 자본거래
9.1
재무부는 단계적 환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비고

9.20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환율 자유화 및
외환시장 활성화 조치
10.25
외화콜시장개설방안 발표 및
금융결제관리원
자금중개실에 외화콜시장
개설
11.7
APEC 창설
11.23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왑한도를 일반한도와
특별한도를 통합, 스왑
한도를 10% 감축

12.8
상공부는 수입 자유화를
확대하여 위스키 등 95개
품목 추가

11.23
재무부,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 활성화조치 실시

12.14
재무부, 90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발표
- 50개 품목에 대해 평균
5.5%포인트 인하
12.21
대외무역법 개정되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맞추어 조정
1990년

1.30
재무부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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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채권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26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12.31
경상수흑자 축소
- 142억불(88) →
51억불( 89)

연도
1990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이상의 기업에 연간
1천만달러 이내의
외환매입 허용,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5백만달러의 해외
보유외환 허용

비고

3.2
재무부의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4.27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해외여행자 및 개인
송금급증에 따른 외환
관리강화

6.1
미국, 소련 무역협정체결

8.27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환
콜시장개입 개시
9.15
재무부,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석유류 관세 인하
9.25
정부,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반출입 승인절차 고시
12.4
북방국가와의 통상요령 고시 12.31
관세법 개정되어 연도별
세율 인하계획을 1년씩
순연( 順延)
1991년
3.29
1992～94년 기간의 수입
자유화계획
- 농축수산물 131개 품목,
공산품 2개 품목 등 총
133개 품목 수입 자유화
시행
5.15
상공부의 수입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12.31
경상수지 적자전환
- 51억불( 89) →
22억불( 90)
1.14
외자도입법 개정
- 외국인 투자 절차간소화
(인가제→신고제)
4.10
남북 첫 직교역 승인
5.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갑기금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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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1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250개 지정

외자 및 외국인 투자

6.14
재무부의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관세 인상 시행
-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대두유 관세 12%포인트
인상
9.14
재무부, 덤핑방지관세
최초부과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8.30
재무부의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 시장평균환율 : 0.4% →
0.6%
10.28
영국 자딘플레밍 증권사 및
베어링증권사 국내지점
11.12
- 최초의 외국증권회사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내지점 개설

12.28
상공부의 수입 자유화 확대,
43개 농수축산 품목 자유화

1992년

11.30
주식시장 개방조치 발표
- 종목별 외국인 투자한도와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
확대

12.31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법
제정
2.13
농림수산부,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

10.1
상공부, 국내진출 일본
10.13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업 허용 상공부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실시
12.8
대외무역법 개정
- 무역대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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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중남미 13개국, 카르타나
선언채택
- 2003년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

5.2
EC, EFTA, EEA 조약체결
7.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

12.1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공동특혜관세 실시 합의

연도
1992년

대외정책

1993년

수출입정책
12.16
재무부는 양허관세율 인하
방안
- 221개 품목의 관세율
1.3～1.4%포인트 인하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12.27
미국,멕시코, 캐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2.28
외자도입법 개정
- 외국인 투자 허용방식을
원칙적 인가제에서 원칙적
신고제로 전환

1.7
외화대출 융자대상 확대

1.1
EC, 단일유럽시장
출범
2.25
김영상 대통령 취임

3.30
외국환은행의 중장기
외화대출 융자재원
조달의무비율 인하
3.31
재무부는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5.4
외국인 토지취득 요건 완화
7.1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
발표
- 4대 부문 개혁,
국제시장기반 확충

8.24
한․중수교
12.21
상공자원부는 수입 자유화를
확대, 농축수산물 45개 및
공산품 1개 품목 추가로
자유화
1994년

1.26
한국은행은 국내외국환
은행과의 스왑거래를 중단

3.28
정부, 중국과 문화협정 및
이중관세방지 협정 체결
5.20
관세청의 관세행정규제 완화
5.27
상공자원부는 바젤협약에
따른 국가간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 제정

5.26
재무부는 연지급 수입기간을
수출용은 120일에서
150일로, 내수용은
60일에서 90일로 연장

4.15
5.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95년 1월 1일자 출범을
외국인직접투자의 허용,
확정
외국인의 발행시장
인수업무 허용, 투자원금
및 과실 송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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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외정책
1994년 6.1
상공자원부는 구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7.8
북한 김일성주석 사망
10.6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 외국 일반법인: 종목별
한도의 10% → 12%

1995년

1.3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4.8
통상산업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9.5
관세법 개정
- 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 입항전 수입신고제
및 관세 사후 납부제 도입

10.13
재무부의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 기준환율: 1% → 1.5% 11.17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 선언
12.6
외환제도 개혁방안
- 외환제도의 전면적 자유화
및 선진화추진, 외환관리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
1.1
WTO 출범

5.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 외국 일반법인: 종목별
한도의 12% → 15%,
공공법인 : 8% →
10%로 확대
10.2
한국은행은 외국환
평형기금에 의한 외화콜론
운용방식 개선
10.11
자본시장 자유화방안 발표
-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
및 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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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재경원, 통상산업부, 한국
경제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발표

연도
1995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11.31
재정경제원은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150일에서
180일로, 일반재의 경우
60일에서 90일로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1996년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11.22
재정경제원의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 기준환율: 1.5% →
2.25%

비고
10.28
수출 1천억 달러 돌파

12.29
외환관리법개정
- 경상 및 자본거래 신고제,
외국환중개회사 인가 근거
신설, 외국환평형기금
적용대상을 제
2금융권으로 확대
2.26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 외국 일반법인: 종목별
한도의 15% → 18%,
공공법인: 10% → 12%
3.23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방안
- 외국거래소 및 공인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허용
3.29
해외증권투자용 스왑제도
도입

6.20
통상산업부는 다변화품목을
162개에서 152개로 축소

5.21
재정경제원이 외국인의
발행주체를 외국정부 등으로
확대
6.11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발표

6.27
재정경제원은 금 수출입제도
개정, 재수출 목적의 금
수입 규제 강화, 지정거래
중심의 외국환은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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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6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비고

9.4
외국인의 주식한도 확대
- 외국 일반법인:
종목별한도의 18% →
20%, 공공법인: 12% →
15%

10.21
재정경제원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로, 대기업의 경우
90일에서 120일로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11.28
재정경제원은 외국
투자신탁회사 국내진출
규제완화, 외국투자사당
투자비율제한 폐지

12.30
통상산업부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152개에서 127개로
축소

12.12
OECD 가입

12.16
채권시장 개방 확대
- 외국인 투자 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 허용

12.30
대외무역법 개정은 무역업에
대한 등록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1997년

환율 및 자본거래
7.18
한국은행이 일반은행
외국지점 신설규제 완화

12.31
재정경제원은 OECD 가입
및 수출입제도를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1.13
외자도입법 개정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수 합병 허용

3.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금융협력 합의서 조인
3.19
삼미특수강 부도
3.31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 외국 일반법인: 종목별
한도의 20% → 23%,
5.14
공공법인 : 15% →
싱가포르, 홍콩, 태국,
18%
말레이시아, 평가절하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6.23
통상산업부는 수입 자유화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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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한신공영 부도

연도
1997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 돼지고기 등 77개 품목
수입 자유화, 총
11,012개(HS 10단위
기준) 품목 중 쇠고기
(8개 품목, 2001.1.1
자유화 예정) 를 제외한 전
수입품목 자유화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6.26
통상산업부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127개에서
113개로 축소

비고

7.2
태국, IMF에 긴급 지원요청
7.15
기아그룹 부도유예 협약

10.13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 외국 일반법인: 종목별
한도의 23% → 26%,
공공법인: 18% → 21%
11.19
재정경제원의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 기준환율: 2.25% →
10%

12.4
한국은행은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활성화
- 담보대출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로 지원
12.12
재정경제원, 대기업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용도․지역에 따라
60～80일에서 180일로
단일화
12.22
통상산업부, 수입선 다변화
품목 축소
- 113개 → 88개

10.8
인도네시아, IMF, IBRD,
ADB에 지원요청

11.21
정부, IMF에 긴급 금융지원
요청

12.1
한국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스왑계약
-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23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총 10억 달러의
스왑계약 체결, 총
스왑한도 증대.
12.16
1일 환율변동폭 폐지,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12.22
채권시장 개방확대 상장
국공채, 특수채 및
단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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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8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2.3
재경원,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 180일 → 360일

외자 및 외국인 투자

3.27
재정경제부, IBRD 제1차
구조조정 차관도입 합의

환율 및 자본거래
비고
2.8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 2단계에 걸쳐 1998년
2.25
말까지 개방
김대중 대통령 취임
3.31
재정경제부는 외국은행 국내
현지법인 설립기준 제정

4.1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확대추진
- 건물임대업, 증권거래업
등은 전면개방,
선물거래업은 부분개방
4.6
재정경제부는 10억 달러
4.8
규모의 IBRD 자금을
WTO가 금지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 수출용 원자재 수입 지원
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4.28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발행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지원

4.8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4.8
재정경제부, 달러표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해외발행 허용

5.6
주유소, 토지개발공급업,
신용조사업을 포함한 20개
투자업종 개방
5.25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의 국내기업주식
1/3 이상 취득시 적대적
M&A 허용
5.25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
→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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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주식,
코스닥 등록주식, 선물-옵션
등에 대한 투자 한도 폐지
5.25
은행법 개정
- 비 외국인합작
금융기관에도 외국인 임원
선임 허용
5.25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의 국내기업 적대적
M&A 전면 허용

연도
1998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6.30
산업자원부, 수입선 다변화
품목 축소
- 40개 품목 제외시킴

7.23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융자대상 확대하였고
융자비율 100%로 인상

10.1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확대, 융자대상 대폭 확대

환율 및 자본거래
6.13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증권
발행규제 폐지
6.29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
투자대상 유가증권 제
한 폐지

7.1
7.1
신용조사업은 전면개방하고 재정경제부는 1년 초과
담배제조업은 부분개방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자유화
9.16
기존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
10.3
재정경제부, IBRD 제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 합의

9.16
외국환거래법 개정
- 외국환은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결제
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 자본거래
규제방식을 원칙 자유,
예외 규제로 전환.

10.8
재정경제부,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도입 합의

8.27
재정경제부, 기업
구조개선과 빅딜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발표

10.16
은행권, 117개 기업을
workout 대상으로 선정

12.14
한국은행의 유휴설비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방안
12.31
산업자원부는 32개의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해제,
잔여 16개 품목은
1999.6.30일까지 해제하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 축소안
제정
1999년
1.1
산업자원부는 자본재 육성을
1.18
위해 1975년 이후
WTO는 한국의 소주, 위스키 시행해오던 중고품
등 주류에 대한 세율체계에 수입제한제도 폐지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하여
수입주류에 대한 차별
과세를 시정 권고

비고

12.7
정부와 재계 5대 그룹,
구조조정 합의문 발표

1.1
서적출판업, 담배제조업
등의 전면개방과
보통작물생산업의 부분 개방

1.1
재정경제부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 변경
-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종전
15%에서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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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9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2.5
무역거래법 개정지정물품의 수출입 승인제
폐지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2.26
재정경제부는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의 전면개방과
유선방송업의 외국인
4.1
투자비율을 15%이하에서 금융감독원이 환율위험
30%이하로 확대
관리를 위한 외국환업무
감찰규정 제정
4.1
재정경제부는
국제금융시장동향 보고를
위해 국제금융센터 설립
4.1
기업ㆍ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한 제1단계
외환자유화 방안 제정
4.2
재정경제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콜론
중단

4.19
한국은행과 관세청의
관세환급절차 개선
- 관세환급금을 신청당일
지급

6.1
산업자원부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1998.8.17) 이후
전면 중단되었던 대러시아
단기수출보험 인수 재개

5.1
무역금융제도 개편
- 내국신용장 표시통화
자유화, 융자대상 확대

5.1
재정경제부는 도박장
운영업의 전면개방

6.30
산업자원부는 VCR, 승용차
등 잔존 16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해제하여
수입선 다변화제도 완전폐지

9.8
한국과 인도네시아
구상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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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업공사가 외환시장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외환수급조절대책 발표
7.7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8500억에서
5조8500억원으로 확대

10.29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 국내주식의 외국증시 상장
근거 마련

비고

2.27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발표

7.7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8.26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workout 실시

연도
1999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11.26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제도
개선방안
- 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금전대여의 허용, 외국인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외거래허용

비고

12.30
산업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를 폐지, 대북한
선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2.29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2000년

1.1
재정경제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방안 제정

2001년

3.15
한국은행은「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및
동「절차」개정
- 스왑한도 축소,
스왑레이트 산정방식 개선
6.22
한국은행의 외화여수신규정
개정 발표
- 외화대출 융자대상 완화,
대내 외화차입금 상환을
위한 외화대출 허용,
수입결제자금에 대한
결제방식에 따른 융자제한
폐지

6.22
한국은행은 외화여수신 규정
개정안
- 외화대출 융자대상 완화,
대내 외화차입금 상환을
위한 외화대출 허용,
수입결제자금에 대한
결제방식에 따른 융자제한
폐지
7.2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규
정」 개정
-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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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년

대외정책

수출입정책

외자 및 외국인 투자

환율 및 자본거래
7. 4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Chiang Mai Initiatives
(CMI)에 따른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9.3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외화대출재원 조달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변경
10.19
한국은행은 외화여수신규정
폐지,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제정
-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외화대출
융자제한 폐지
11.6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개정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관련 미비점 보완
11.15
금융감독원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2001. 4월부터
시행중인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2.4
재정경제부는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 운용규제
완화
-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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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경제는 GATT/WTO 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과 경제개방
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의 관세장벽은 이미 상당한 수준
으로 낮아지고 있고, 비관세장벽 자유화도 현재 WTO하에서 활발
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론 국가마다 자유화 정도의 차이는 있
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현재 평균관세율이 5% 정도로 자유
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
리카 지역 등의, 아직 저개발상태에 놓여있는 나라들은 보호무역
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WTO 회원국
인 이상 향후 관세 및 비관세 자유화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 자유화 추세는, 최근 지역간의 혹은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현상과 더불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국
내의 많은 이해집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위에서 언급한 세계의 자유무역과 경제개방
이라는 흐름 속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국가 경제적 위기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싱
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 또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과 거
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
는 주로 정부 관련 경제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연
구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쳐왔다. 예를 들면, 김학기
(2004), 정인교(2002가, 2002나), 최세균(2003), 왕윤종-양두용-신관
호-이종화(2003), 좌승희(1995), 김준동-강인수(2000) 외 다수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통계자료의 단순비교에 의하여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거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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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들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단순통계비교에 의한 분석은 포괄적인 실증자료가 부족
한 경우에 신속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분석 결론과 해석은 개연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실증계량분석에 의한 연구가 제일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
지 않다. 본 연구는 이 두 번째 방법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본 연구 2장에서 논의하겠다.
셋째, CGE 시뮬레이션은 현재까지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아온 방법론이며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온 경제정책분석방법론이다. 예를 들면, 한국
이 칠레와 또는 일본과 양자간 자유무역을 협정할 때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또는 국민 후생에 대한 영향이 수치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가시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예측성 시뮬레이션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CGE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Panagariya(1999)에 의한 아래의
지적을 눈여겨보자.
Panagariya(1999)에 의하면 CGE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정을 동시에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 모델들은 소위
“알밍턴Armington 가정”, 즉 각 나라들이 서로 다른 재화에 특화하
여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옷 생산
에 특화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은 차 생산에 특화하여 한국
에 수출한다는 식의 가정이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는 어느 한
제품에 대한 생산국의 생산이나 소비가 세계 가격체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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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CGE 모델들
은 이 가정과 동시에 각 나라들의 크기가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세계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다고 하는 모
순된 가정을 하고 있다. 서로 상충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분석방
법론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더구나 그 분석결과 및 해석은
자칫 무리한 결론이나 주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가정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그가 지적하고 있는 분석
방법에 관한 비판으로는 CGE 모델들이 어떤 특정한 경제함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개별적 통계연구에서 나온 특
정한 추정치를 대입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경제
함수 설정에 있어서 이들 모델들은 수요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로
Stone-Geary 효용함수나 선형지출체계를 사용하는데 이는 재화간
의 상호 대체관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모수에 대한 추정치 사용의 경우, 이 추정치는 연구자의 통
계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
의 의도에 맞도록 추정치를 바꾸어 CGE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게
되면 결론을 달리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이 국내에 널리 퍼지
게 된 이유는 CGE가 한때 국외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
문이다. 그 한 예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들을 들어볼 수 있다. 이 협정이 있기 전에 많은 연구들의 관심
은 과연 캐나다가 이 협정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
었다. Scale 효과와 Selection 효과 중에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하는 것이 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이 두 효과는 Krugman
(1979)이 이론적으로 밝혀낸 서로 상반된 경제적 효과이다. 우선
Scale 효과란 자유무역 이후 기존의 기업들이 그들의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Selection 효과란 몇몇의 기업들은
그 산업으로부터 퇴출될 것이라고 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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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Selection 효과보다 커야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를 토대로 Harris(1984)와 Cox & Harris(1985, 1986)가
CGE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cale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결
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힘입어 캐나다 정부는 미국
의 자유무역을 1989년 1월 1일자로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후에 CGE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경
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 연구논문들이 등장하
면서 당시 CGE가 내린 결론과는 다른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Head & Ries(1999)는 Scale 효과
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생각보다 아주 미소하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또한 Trefler(2001)를 보면 Selection 효과가 더 크게 나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Harris(1984)와 Cox & Harris(1985,
1986)의 CGE 모델은 “규모의 경제”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외의 학문적
연구논쟁을 살펴보노라면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CGE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통계에 의한 회귀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
위성을 얻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실증통
계자료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정책의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지표 중에 주로 GDP 성장률을 사용할 것이나 그 외에도 총수출,
총국내가계소비지출 등 중요 경상지출도 사용할 것이다. 국내 생
산분야를 크게 농림어업 생산, 제조업 생산, 그리고 서비스업 생
산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효과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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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의 관련문헌 연구 및 차이점
이미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자유무역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주
요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는 CGE 모델을 주로 사용하였고, 연구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정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제 경제지표상의 효과를 회귀분석함으로써, 그와 같
은 의사결정이 국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본 연구의 방향
은 기존 연구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국내 연구에는 이러한 실증분석방
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흔치 않다. 다만, 개방을 공공재로 정의하
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로짓 모델로 추정한 좌승희(1995),
그리고 환율과 자유무역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왕윤종․양두
용․신관호․이종화(2003) 정도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학계가 중심이 되어 경제통계자료를 이용
하여 실증적 분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0
년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들 연구는 주로 무역이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
째 부류의 연구논문들로는 Dollar(1992), Sachs & Warner(1995),
Harrison(1996) 그리고 Edwards(199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개방무역정책을 시행해 온 나라들이 그러하지 못했던 나라들보다
경제성장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연구들이 취한 계량 방법론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로는 첫
째, 사용된 거시 경제지표들간에 내생성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회귀방정식에 누락된 중요 경제지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를 보완하며 등장한 두 번째 부류의 연구논문들로는 Fran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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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mer(1999), Rodriguez & Rodrik(2001), Easterly & Levine(2003),
Hall & Jones(1999), Acemoglu, Johnson & Robinson(2001), Rodrik
& Subramanian & Trebbi(2002), 그리고 Dollar & Kraay (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논문의 특징이라면 그 이전에 사용한 회
귀방정식에서 누락된 다른 중요 여타 경제지표를 고려하고 있다
는 점이다. 주로 사용된 지표로는 경제지리학적 지표(국가의 위
치, 적도로부터의 거리, 토지비율 등)나 경제제도 지표(초기 정착
민의 사망률, 지적재산권보호 등)였다. 결국 이러한 지표들을 고
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역과 경제성
장과의 정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는 새로운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
는 상태이다. 이 둘 사이의 논쟁을 극복하고자 제시되는 또 다른
연구방법으로는 Hallak & Levinsohn(2004)이 제시하고 있는, 소위
미시적 접근법이 있다. 이는 자유무역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산업별, 혹은 기업별 생산
성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
로서 무역을 하는 당사자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체들은 “국
가”가 아닌 “기업과 소비자”라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미시적 요
인을 무시한 채 기존의 거시적 접근법을 따를 경우 “블랙박스”와
같은 결론밖에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
는 무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을 주는
가, 그리하여 결국에는 국가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 “파급경로”를 규명해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관련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별
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내문헌과 비교할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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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제개방의 경제성장 체제변화에 대한 최초의 계량학적 효과
분석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순비교에 의한 고찰이나 시뮬레
이션에 의한 분석은 있었으나 실제 시계열 자료에 의한 계량학적
모형을 이용, 분석한 연구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두 번째로, 국외문헌과 비교할 경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
법과 달리 경제성장 체제의 변화를 추정한 후에 경제개방화 지수
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경제성장의 체제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이에 사용된
통제변수의 다양성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
러나 그와 같은 방법론은 경제성장의 발전단계를 거쳐오는 후발
경제개발국들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들 국가에 있어서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항상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그 성장 체제의 질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예로, Greenaway, Leybourne &
Sapsford(1997)를 보면 중․후진국들의 장기적 경제성장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경제성장률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지양하고 다른 주요 경상지출인 총수출과 총가계소비
지출과 산업자료 중 농림수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살펴
봄으로써 보다 각론적인 관련성을 밝혀보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
는 위에서 언급한 Hallak & Levinsohn(2004)의 영향을 받은 것이
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이 제시한 소위 “미시적 파급경로”에 대한 분석까지는 본 연
구가 할 수 없음을 동시에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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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개방화 정책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한국의 대외개방정책의 변천과정
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최낙균(1998)을 인용, 재정리한 외교통
상부의 자료인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를 재인용한다.
그리고 Ⅲ.6에서는 개방화와 경제성장률의 추세를 통계자료와 함
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체 개괄
해방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 개방화정책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맞
물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로 선진국의 자본과 일방적인 수혜에 의존하
는 원조경제였다. 특히 미국에의 의존이 절대적이었다.
이후 1960년부터 1970년대에 걸친 약 20년의 기간은 대외적으
로 보호주의에 입각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취해왔었다. 1960년대
는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공업화와 그 분야의 수출규모가 확대
되었다. 1970년대는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드라이브 정책이 한국의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었
다. 각종 정책도 수출을 촉진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1967년에 가입한 GATT는 개도국의 지위를 활용한 한국의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은 1980년대
무역규모의 대대적인 증가 및 무역수지의 흑자로 인해 대외압력
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노사분규가 심해지기 시작했
고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대외적으로는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공격형 대외통상정책의 타깃이 되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이 실질적인 “개방화”의 시류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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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자유화의 확대
실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시적
외채위기도 있었으나, 소위 3저 호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방화의 정도가 급속
도로 확대, 심화되었다. 상품뿐만이 아닌,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업도 개방을 하게 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거의 모든 업종에
확대 개방되었다. 동시에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
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무역규모와 대외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997년에는 단기외채 급증의
결과 외환구조의 불안이 야기되었고, 급기야는 국가의 위기로까
지 연결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IMF의 권고 등 대내외적인 노
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
2. 1960년대 대외정책
독립 이후 1950년대말까지 한국의 국가적 혼란과 위기로 인해
정부가 이렇다할 경제정책을 실시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정체성과 국가이념의 혼란, 그리고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한국의 정신적, 경제적 토대를 황폐화시키고
도 남았다. 따라서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1950년대말까지 한국
의 경제는 대외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후진국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원자
재 수출이 대부분이었으며 외화재원은 주로 이와 같은 원초적인
대외거래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한마디로 전쟁 이후의 한국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
에 의하여 경제 회생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의 수입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였으며 미국의 무상원조가 경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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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주력하였다. 특히 수출 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이
주요한 근간을 이루었고 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적 성격을 띠었다. 즉 수출은 되도록 많이 하고 수입은 되도록
적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수출 지향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상대적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공업 중심, 즉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공
업화가 착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
다. 1962년에서 1966년 기간 중에 마련된 수출산업지원제도는 이
와 같은 한국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핵심이 되어왔다.
우선 국내 자본과 금융시장의 미비로 인해, 정부에 의한 전략
적인 무역금융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수출실적에 따른 수입업 영
업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졌다.
수출 생산용 중간재 수입에 대해서는 비관세 또는 관세감면을 실
시하였다. 수출기업에 대한 내국 간접세 감면 및 수출소득에 대
한 직접세도 감면하였다. 수출용 중간재의 국내 공급자에 대한
관세 및 간접세 감면도 실시하였다. 주요 수출산업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제도 허용하여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하에 노동 집
약적인 수출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시작하였다.
또한 각종 정부의 행정도 수출 위주로 지원, 시행되었다. 특히,
정부는 수출목표제도를 도입하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월례 수출확대회의를 통하여 모든 각료와 수출업계 대표가 함께
수출목표 달성여부를 점검, 평가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 수출확대와 효율을 독려할 목
적으로 KORTA가 발족되었다.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수입대체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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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법령으로는 기계공업진흥
법, 조선공업진흥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등이 1967년에, 전자
공업진흥법이 1969년에,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비
철금속제철사업법 등이 1970년에 제정되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포항종합제철공장이 부분적으로 완공되기
도 하였다.
1967년에는 무역국제기구인 GATT에 가입하였다. 개방의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67년 신 관세법을 제정 실시하
여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종합수입억제책을 시행하였다. 상호개방
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므로 개방에 대한 압력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선진회원국들의 개방화가 오히려 좋
은 대외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1960년대 초반에 종결된 케네디라
운드에서 미국, 일본 등의 중요 교역상대국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
었다. 이때에 UNCTAD 신설에 따라 개도국 우대를 위한 특혜관
세제도가 운영되어 한국의 무역조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1965
년에는 한․일 수교로 일본이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제발전의 투자 재원이 부족한 탓에 해외의 자
본이 필요하였던바, 주로 정부차원에서의 공공차관에 의존하였다.
환율결정도 주로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위한 환율저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제도적인 측면에선 이전의 복수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로의 전환이 1965년에 일어났다.
3. 1970년대 대외정책
1970년대의 대외정책은 1960년대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규
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은 가속
화되어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의 기적으로 해석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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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1960년대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여 자본집
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중화학공업의 수출기반이 마련되었다. 총무역 규모는 1970년에
2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979년에는 345억 달러 수준으로 12.5배
가 증가하였다.
또한 총수출과 총수입도 각각 8억 3,000만 달러, 19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일방적인 수입 위주의 과거 무역구조에서 탈피하
기 시작하였다. 즉 한국의 무역구조는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기존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을 유지하면서 중화학 제품도 수출
의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다. 즉 섬유, 합판, 가발, 신발뿐만 아
니라 전자 및 철강제품도 주요 수출품으로 등장한다. 수입품은 운
반기계 및 일반기계, 전기기기 등 기계류와 석유 등의 원자재였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적이었던 총무역 비중은 한․일 수교 이
후 미․일 양국의 두 축으로 재편되었다. 1970년에 대일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28%, 41%였으며 대미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47.3%, 29.5%를 기록하였다.
외국자본의 도입은 공공차관에서 상업차관으로 성격이 전이되
었다. 이에 관한 법령의 정비로는 외자도입법이 있었는데, 이는
외자도입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원리금회수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차관의 도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기술도입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제품생
산의 필수 불가결한 요인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은 1970년대 후
반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기술도
입의 자동인가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화학공업의 수출기반 마련 및 산업의 활성
화를 위하여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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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등이 1970년에 제정 추진되었다.
1970년대의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범이 정립
되어, 한국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외여건이 더욱 향상되
었다.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보호주의에
입각한 수출형 경제성장전략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수입규제하의 정부 주도 수출촉진정책이 근 20여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요 교역상대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수출 위주 정책을 문제 삼지 않았고, 저소득 국가의 개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국내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라는 차원에서 일부분에 대한 개방만
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는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무역규모
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경제성장의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대외의 통상압력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지나친 보
호주의로 인한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는 1980년대에 한국
경제가 맞게 될 또 하나의 도전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4. 1980년대 대외정책
1970년대의 중화학 및 전자산업의 육성으로 인해 상호호혜적
무역구조로 발전하여 1980년대에는 무역수지가 점차 균형을 이루
면서 국제적으로 경제협력자의 모습으로 국가위상이 부상되었다.
이 시기의 대외정책의 특징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의
대두, 수입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본격적인 개방화 체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에 힘입어 안정
적인 거시경제구조와 높은 수출성장률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노사분규가 심해지고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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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출의 주종상품은 선박, 철강, 석유화학, 가전제품 등으로 다
양해졌으며, 수입품은 대체적으로 일반기계, 석유, 농산물, 철강제
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수출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탈피하고자 수출시장 다변화정책을 실시하여 양국의 무
역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 다소 하락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문제, 즉 실업증가와 무역적자가 누적되면
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신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
거로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주로 거론되었다. 1983년 19
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1997년에는 95억 달러로 급
증하였던 것이다.
최대 무역거래국인 미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를 위하여 1986년
부터 한국은 각종 개방화정책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저작권, 소프
트웨어, 물질특허 및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험시장
의 개방에 관해 합의하였고, 담배수입 허용, 쇠고기, 포도주의 부
분적 개방, 그리고 광고, 영화, 유통 등 서비스 산업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의 지나친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고, 1980년대의 개
방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깊이 인식되자 정부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88년까지 전 품목에 걸쳐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수입 자유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국내 산업 중 수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의 경우, 충분한 보호
후에 개방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개방 후에도 수입 감시, 수입선
다변화, 탄력관세 등 보완책을 활용하여 수출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였다. 동시에 관세율인하, 비관세장벽의 제거 등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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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수입 자유화 예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관련법령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0년에 제정 시행되었다. 또한 무역거래법, 수출조
합법, 산업수출촉진법 등 무역 관련법규를 통폐합하여, 대외무역
법을 제정하고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영향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1960년대 공공차관, 1970년대 상업차관에 이어지는 외자도입은
1980년대에는 외국인 투자로 활성화되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방화 추세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해외자본 도입
중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도 이 시기에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국내 자본의 해외이탈 현상은 1980년대 후반의 국내임금의 급상
승,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결과였다.
1980년대 후반, 상표권 도입의 자유화,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책에 따라 전기, 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은 국내투자에 도움이 되기도 하나, 동시에
국가 외채의 증가를 가져온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그 외채
규모가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외채위기에 봉착하였다.
1984년에는 431억 달러로 총국민소득의 50%에 육박하였으며, 해외
투자분을 제외하더라도 329억 달러에 달하였다. 외채규모의 적정규
모를 평가하는 지수인 외채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도
20.4%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는 1986년부터 시작한 금리하락, 환
율하락, 유가하락 등 소위 3저 호황을 맞이하여 국제수지흑자가 대
규모로 누적되어 외채규모 및 그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
국내의 정치적 불안과 일시적인 외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급
속한 경제성장과 3저 현상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흑자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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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선발개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성격은 확연한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초기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소위, 중상주의적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그 효력이 상실되고 상대국으로부
터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었고 오히려 개방압력에 시달리게 되었
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통상마찰 해소에 주력하는 방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호보다는 규
제완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향상에 그 정책의 방향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5. 1990년대 대외정책
이 시기의 대외통상정책은 1980년대 그 전기를 마련했던 개방
화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또한 국
제기구 및 지역간의 경제협력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1960년대에는 케네디라운드를 통한 상품무역관세의 감소, 1970
년대에는 도쿄라운드를 통한 비관세장벽의 자유화를 통하여 수출
정책이 탄력을 받았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우루과이라운
드의 협상의 시작과 종결로 인하여 한국의 수입시장개방의 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1980년대의 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이어, 1990
년대에는 외국의 직접투자 분야의 적극적 개방도 그 한 축을 이
룬다. 외국인 투자 자유화 개방 업종수는 1,148개로 업종 대부분
이 개방되었다.
국제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개방화에 대한 대외압력
을 이겨내고 국내 산업의 해외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WTO에서는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회
의, 무역투자, 무역경쟁정책 작업반회의, 정보기술협정 등의 분야
에서 착실히 대응하였고, 각종 반덤핑규제와 관련하여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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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OECD에서는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의 거
래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APEC와 ASEM 등 지역경제
협력체에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무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2,800억 달러 수준으
로 총수출은 1,297억 달러, 총수입은 1,50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종 수출품은 자동차, 반도체, 산업용 전자제품 등이며, 주종 수
입품은 일반기계, 석유, 농산물, 전자부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1980년대에 나타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들
어서 급속도로 확대된다. 이는 1990년대에 시행된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만 해도 외국인 직접투자
가 국내인 해외투자보다 컸으나 199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역
전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도 높은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약
30여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내 내수시장의 확대와 외국인 투
자, 개방확대 등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양대 주요 투자국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나 최근에는 금융 중심의 서비스업도 증가추세이다.
1990년대에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인 외환위기가 발생하였
다. 외환위기는 주로 단기외채의 급증에 따른 상환부담의 급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1997년 당시, 총외채는 1,208억
달러 수준이며 대외자산은 651억 달러로 순외채 규모가 557억
달러 수준에 육박하였다. 양적으로 보아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
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볼 때 대부분 단기외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채권기관이 일시적으로 상환
요구를 하는 경우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입선 다변화의 심화, 수입절차 등과 관련된 무역 자유화의
일정의 조속한 추진, 특히, 국제수지개선을 이유로 개방의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IMF의 권고를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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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결국, 무역 자유화는 국제적인 약속이 되어 돌이킬 수 없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경제의 개방화 추세와 경쟁원리에 따른 규제완화 및 무역 자유화
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세계 경제의 전체적,
혹은 지역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간의 무한 경
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1945년 ～ 1959년
- GATT와 IMF 등 브레
튼 우즈체제 출범
- UNCTAD 출범 : 개도
국의 발언권 강화
통상
- 한국 : 원조대상국, 최
환경
빈개도국

통상
- 외자유입
정책
기조
- 생존을 위한 외자
기본 - 수입을 위한 수출
방향 - 원조자금의 확보

1960년 ～ 1979년

1980년 ～ 1989년

1990년 ～ 현재

- GATT 체제
- 케네디라운드(관세인하)
- 도쿄라운드(비관세장벽
의 규범화)
- UNCTAD 체제：원조
대신 무역을 통한 개도
국 지원
- 한국 :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국, 개발도상국

- GATT의 무력화 현상
- 우루과이 라운드의 지연
- 선진국의 보호무역 조치
남용
- UNCTAD를 통한 GSP
공여 지속
- 한국 : 3저호황으로 국
제수지 흑자로 전환, 신
흥공업국의 지위

- WTO의 출범 : 새로운
통상이슈부각
- 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및 세계화의 급진전
- UNCTAD의 GSP 공여
지속 : 한국은 제외
- 한국 : 무역규모 세계10
위권, OECD 가입국,
- IMF지원대상국

- 무역확대

- 개방화 및 자유화

- 국내와 세계경제의 총체
적 후생 극대화

- 중상주의
- 보호주의
- 수출지원
- 수입규제

- 자유무역정책으로 전환 - 상호주의에 입각 전략추진
모색
- 개방과 자유화 기조유지
- 통상마찰 최소화
- 국제적 정책조정필요인식
- 방어적, 소극적 통상정책

- 원자재수출을 통한 외자 - 수출통한 경제성장전략
확보
- 수입규제
- 생필품수입확대
- 국내산업보호정책
세부
- 다자협상에 수동적 참여
방향

- 무역확대에 관심
- 무역의 확대균형
- 수입의 긍정적 측면 인식 - 수출과 투자를 통한 IMF
- 통상마찰해소에 초점
체제 극복
- 시장개방확대
- 외국인 투자 등 산업협
- 양자협상에 치중
력활성화
- 다자 및 지역협상에 적
극참여

자료 : 최낙균, 세계 통상질서와 한국의 통상정책, 199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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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 들어 지역적 자유무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칠레와 양자간 자유무역을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는 현재
거의 협의가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의도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자유무역의 네트
워크로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의 “자유무역 네크워킹”에 경쟁이 붙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6. 한국의 개방화 정도와 중․장기적 경제성장률 체제
아래 그림은 한국의 개방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GDP 대비 총무역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1960년부터 2002년까
지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자료 : 한국은행 통계자료, 1960～2002.

이 그림을 보면, 19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 비중의
증가 추세가 질적으로 변한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즉 무
역의 비중이 1960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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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나,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급격한 상
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0년대는 한국의 개방화가 실질적
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시행된 시기였다. 단지 상품무역뿐만 아
니라,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과 국제 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투자분야에서도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상호 투자관
계가 늘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총무역지수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개방화에 따라 급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말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의 주요전략은
수출주도형 산업전략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보호주의적 수입
규제는 1970년대까지는 지속될 수 있었으나 1980년대의 대외통
상압력으로 인해 국내 산업은 수입의 자유화라는 과정 속에서 국
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은 수입의 자
유화 정도가 미미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1980년대말부
터 1990년대 초반까지도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한국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전 산업분야
로 확산되었고 수입의 자유화 일정은 되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약속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히 수출
주도형으로만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
전략의 수정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나타낸
다음의 자료를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실질 GDP의 5년간 평균 성장률
1961년
～1965년

1966년
～1970년

1971년
～1975년

1976년
～1980년

1981년
～1985년

1986년
～1990년

1991년
～1995년

1996년
～2000년

5.9%

10.6%

7.9%

7.0%

7.8%

9.5%

7.5%

5.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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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1>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7% 정도의 성장률을 꾸준
히 기록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전략이
수출과 무역에 그 비중을 높게 두어온 결과이다. 그러나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초까지는 평균 약 8% 이상의 성장을 기
록해 왔던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약 6%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의 특징인 전 분야의
개방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시기에
전개된 본격적인 수입의 자유화는 국가와 기업으로 하여금 단지
수출산업의 육성만으로는 경제가 더 이상 고도의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개방화가 성장률에 (+)의 효과
를 준 것은 사실이나, 개방화 정도의 변화가 1990년대 들어서 본
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효과가 질적으로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한국의 개방화가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왔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한국의 개방화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의 효과를 주었
는가? 과연 1980년대말과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시작된 급속한
개방화의 진척으로 인해, 한국의 중․장기적 성장률 체제에 질적
인 브레이크가 발생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성장률 체
제하에서는 개방화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Ⅳ. 계량분석 모델의 선정
무역자유화정책 또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경제자유화정책
은 어느 특정한 날에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경제 충격요소가 아니
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일련의 정책은 정부의 큰 정책방향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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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져 꾸준히 진행되어 오는 경제현상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정
부의 정책의사결정자가 바뀌어도 그와 같은 흐름은 지속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유화정책이라고 하는 특정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국가정책의지로서 각종 경제정책에 반영되는 현상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경제 충격요소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무역자유협정
과 같이 관세를 제로로 낮추는 일은 무역체제의 변화 혹은 충격
trade regime shift or shock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일
시적으로 고관세를 한순간에 제로로 낮추는 나라는 없다. 지속적
으로 관세를 낮추다가 일정 정도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자
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혹은, 자유무역
협정시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so-called “Gradualism”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경제자유화를 계량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체
제의 지속적인 변화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은 그 변화방향과 속도인 것이
다. 예를 들어 어느 일정 시점에서 시행된 자유화정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
는가를 보고자 할 때 그 정책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성장률을 비
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론이다. 단순통계비교를 할 수도
있고 계량모델을 이용하여 계수추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
리는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분리론적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대
신에 경제변수의 연속성을 가정하여 그 이행방향과 이행속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위의 예에서 보면 과연 그 정책 시점을 전
후로 해서 성장률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또한 그 변화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과연 그 정책시행
시점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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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한 계량분석 모델이 이미 존재
한다. 초기의 아이디어는 Maddala(1977, p.396)에 잠시 언급되었
고, 나중에 Granger & Terasvirta(1993)와 Lin & Terasvirta(1994)
에서 다시 발전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실질성장
률과 자유화 시기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Greenaway, Leybourne &
Sapsford(1997)를 들 수 있다.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
래와 같다.

Ⅴ. Logistic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1. 경제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
(1) Y t = α 1 + β 1t+α 2S t( γ, τ)+β 2tS t( γ, τ )+ v
S t (γ, τ)=
Y t는

t

1
1+ e

- γ( t- τ)

I(0)으로 가정한다.1) v t는 평균제로인 I(0)이라고 가정한

다. 그리고 S t( γ, τ)는 LSTFlogistic smooth transition function라고 하는
함수이다. γ > 0라고 할 때,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LSTF가 0으
로 수렴하고,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LSTF가 1에 수렴한다. 그
리고 t가 τ와 일치하면 LSTF가 0.5가 된다. 여기서 γ는 변화속
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작은 γ는 LSTF가 0과 1 사이를 움직이
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뜻을 나타낸다. 큰 γ는 이와 반대로 그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극단적인 예로 γ = 0 이면
1) Greenaway, Leybourne, and Sapsford(2000)에서 12개의 EU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logistic smooth transition을 나타내는 시계열 자료의 경우는 I(1)이 아니
고, 대부분 I(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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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F는 0.5가 되어 0에서 1로 변하는 속도가 절대적으로 느리다
는 뜻이 된다. 그리고 γ =+ ∞이면 LSTF가 즉각적으로 0에서 1
로 변하게 된다. 즉 그 속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빠르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이 그 변화속도를 γ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1)에서 보면 수직상수와 기울기에 관한 계수추정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수의 변화는 α 1에서 α 1 + α 2로, 기울기의
변화는 β 1에서 β 1 +β 2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변화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γ로
알 수가 있다.
γ < 0인 경우는, 상수값이 α 1 +α 2에서 α 1로, 기울기의 변화는
β 1 +β

에서 β 1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외의 해석은 위와 동

2

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τ를 미리 가정하지 않고 내생적으로 결정
되도록 동시에 추정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정
한 자유화가 일어난 시점과 과연 실제적으로 경제변수에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로는 첫 번째로 LSTF가 단조적
monotonic이고 대칭적symmetric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직상수와 기울기의 변화속도와 변화방식이 동일하
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이 기존의 논문들 속
에서 단점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모델이 복잡해지거나(예를 들면
t의 다항차함수를 고려) 추정계수가 증가한다는 문제(예를 들면,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1)에서 제시된 모
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에 따라 위의 두 가지
가정하에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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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개방을 고려한 모델
위의 모델은 경제변수 성장률의 시간에 따른 추세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체제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
개방화 지수를 고려한 모델로 확장하여 개방화가 관심 경제변수
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모델을
살펴보자.
(2) Y t = α 1 + β 1t +α 2S t ( γ, τ)+β 2tS t ( γ, τ)+θP t+ v t
(1)의 추정식과 동일하나, 추가 변수로서 P t 가 들어갔다. 이는
개방화 지수로서 자료의 제약상 “국내총생산 대비 총교역 비율”
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개방화 지수는 주로 국가간의 상호비교
와 그것의 시계열 흐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패널 분석”에
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만을
분석하므로 단순 시계열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방화 지수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
제변수의 성장률이 개방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
는 것이다. 특히 경제체제의 변화가 과연 개방화에 어떻게 영향
을 받았는지도 알 수가 있다.
3. 시계열 자료
추정에 사용된 시계열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Y t로는 일
인당 실질 GDP, 총수출, 총국내가계소비, 농림어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에 각각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되었고, P t
는 (총수출+총수입)/실질 GDP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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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연도는 1960년부터 2002년까지로 정하였다. 모든 변수
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 변수로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계열 자료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자료를 사용
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총체적인 체제변화를 보기 위해서 일인당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이는 실질 GDP를 총인구수로 나눈 값
이다.
지출 측면에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 등은 들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내수를 대표하는 총국내가계소비와 해외 수요
를 대표하는 총수출만을 살펴보았다. 투자지출은 자료를 구할 수
있었으나 추정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으
며, 정부지출은 정부의 계획하에 기획된 변수이므로 경제개방화
의 영향을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배제하였
다. 그리고 수입지출은 개방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변
수이긴 하나 이미 국내 각종 부문의 소비 등에 포함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따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출이 국내소비를 넘어선 국외소비를 위한 생산의 결과이므로
개방화의 성과물로 여겨질 수 있는 변수라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출 측면에서는 국내 내수를 대표하는 국내 가계소
비와 해외 수요를 대표하는 수출을 중심으로 계량분석을 시도하
였다.
생산 측면에서는 크게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
였다. 제조업의 경우, 광업을 포함한 전 제조업을 1960년부터
2002년까지 구할 수가 없는 관계로,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일반
을 사용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정부 서비스를 제외한 총민간
서비스업을 사용하였다. 이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등을 모두 합한 총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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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정 결과 및 해석
추정방법은 추정식 (1)과 (2)에 대하여 Maximum Likelihood 함
수를 설정한 후, BFGS(Broyden-Fletcher-Goldfarb-Shanno)의 최적
화 알고리듬을 이용한 비선형최소자승추정법Non-linear least square
을 사용하였다. 계량 프로그램으로는 RATS 3.2를 이용하였다.
우선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와 체제의 변화를 1960년부
터 2002년에 걸쳐 분석하고, 다시 이를 1960년부터 1990년까지만
을 따로 추정하여 그 추세와 체제변화를 비교하였다. 1990년까지
를 따로 본 이유는 <표 3-2>에서 나타나듯이 일인당 실질 GDP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1990년 전후를 기준으로 급격한 체제의 변화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보고서 3장에
서 살펴본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변천과정과도 일치하는 현상으
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따로 재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은 이와 같은
뚜렷한 구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해서만 분석
을 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변수들이다.
또한 개방화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추정식 (1)과 (2)를 각
각 따로 분석하였다.
1. 일인당 실질 GDP
식 (1)은 1960년부터 2002년간의 실질 GDP 성장률의 질적인
변화만을 추정하는 식이다. 동일 기간에 대하여 개방화 지수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추정식은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두 추정식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표 3-2>의 “추정식(1) 60-02”
와 “추정식(2) 60-02”를 살펴보자. 이와 함께 <그림 3-1>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은 추정된 식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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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그림은 아니고 성장률의 변화만을 나타낸 것이다.
<표 3-2>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일인당 실질 GDP)
일인당
실질
GDP

α

추정식(1)
60-02

5.15
(0.0085)

-0.6555
(0.0094)

0.0429
(0.0003)

추정식(1)
60-90

3.8295
(0.0103)

0.6436
(0.0093)

추정식(2)
60-02

5.5653
(0.0193)

추정식(2)
60-90

3.6566
(0.0104)

1

α

β

β

FV

R

30

120.80

0.99

-0.8606
(0.3307)

23

90.05

0.99

0.0278
(0.0009)

-0.8061
(0.2260)

29

0.6238
(0.0788)

124.00

0.99

-0.0292
(0.0014)

-0.4874
(0.1575)

23

1.0991
(0.0151)

98.25

0.99

γ

τ

0.0164
(0.0008)

-0.7747
(0.2862)

0.0842
(0.0048)

-0.0222
(0.0012)

-1.0592
(0.0197)

0.0205
(0.0009)

0.8246
(0.0067)

0.0738
(0.0002)

2

1

2

θ

2

주 : 추정치 밑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V는 추정된 Maximum
likelihood 함수의 값(Function Value)를 나타낸다. 이는 특히 τ를 구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었다. τ를 1에서부터 43(혹은 1990년도까지인 경우는 31)까
지 대입한 후, 가장 큰 FV를 나타내는 결과를 이곳에 정리한 것이다.

<그림 3-1>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일인당 실질 GDP 196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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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 3-2>에서 성장률의 변화는 β 1와 β 2의 값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γ값이 (-)이므로, 초기의 성장률은 β 1+
β 2이고

말기의 성장률은 β 1으로 볼 수 있다. 즉 추정식 (1)의 경

우, 초기의 연평균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5.9%로 나타난다.
<그림 3-1>을 보면, 이러한 성장률은 1960년부터 1980년 정도까
지 약 20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그 성장률이
4.3%대로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률의 체제변화가
고성장률에서 저성장률로 변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4.3% 정도의 낮은 성장률은 1990년초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비
교적 최근의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추정식은 대칭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의 체제변
화의 그 대칭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τ값이 그것이며, <표 3-2>에서
보면 그 값이 30이다. 본 연구의 시계열 자료는 1960년부터 시작
하므로, 이는 1989년에 해당된다. 이 대칭연도 그 자체에서 경제
적인 해석을 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이는 체제의 변
화에 오직 하나의 대칭년도가 있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연도를 중심으로 그 체제의 변화속도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 변화속도는 추정식
의 계수 중 γ로 알 수 있다. <표 3-2>에서 보면 식(1)의 경우
-0.77로 나타난다. Ⅴ.1에서 언급했듯이, 그 부호는 성장체제의 초
기값과 말기값에 영향을 주고, 그 절대값은 변화속도를 나타낸다.
보통 1에서 2 정도 되면 아주 급격한 변화속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0.77로서 비교적 완만한 체제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추정식(2) 60-02”와 비교해 보자. 개방화를
고려한 추정식(2)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식(1)에 비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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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변화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4.8%의
성장률이 20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저성장률
로의 체제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체제의 변화기간
은 1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대칭년도는 1988
년으로서 추정식(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체제의 변화
속도도 역시 -0.80으로 식(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비교적 완
만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추정식(2)는 추정식(1)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그러
나 개방화 지수를 고려함으로써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우선, 개방화가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는 그 추정치 θ에서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이는 0.62로 추
정된다. 즉 개방화로 인한 성장률의 변화는 (+)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원동력이 개방화였다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을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식(1)과 (2)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새로
운 사실을 찾을 수 있다. 그 새로운 사실이란 개방화의 영향력이
성장률 체제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표 3-2>와 <그
림 3-1>을 동시에 살펴보자.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고성장률
체제기에는 4.8%에서 5.9%로의 약 1.1%의 순증가효과를 보여주
고 있으나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저성장률 체제기에서는 2.1%
에서 4.3%로의 약 2.2%의 순증가효과를 나타낸다. 즉 순증가효과
에 있어서 2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역으로 말
하면 개방화가 경제성장률의 감소현상을 저지하였다고 해석할 수
도 있다.
요약컨대, 위의 결과는 개방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
력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저성장률 체제에서 개방화가 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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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에 대한 영향력이 고성장률 체제에서의 그것에 비해 크다
는 사실이다.
이상을 <그림 3-1>에서 확인해 보면, 추정식(2)에 의한 성장률
의 변화선은 추정식(1)의 그것에 대하여 아래쪽에 놓여있으며, 그
변화폭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위의 결과를 가지고 본 연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본다. 오늘
날과 같은 저성장률 체제 이전의 시대, 즉 1960년부터 1990년까
지의 기간에는 과연 어떠한 성장체제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개방화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는 본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추정식이 단일 대칭적이라는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시계열 자료를 1960년에서 1990년까지로 제한하여
얻은 추정결과를 <표 3-2>에 동시에 나타내고 성장률의 변화를 <
그림 3-2>에 보여주었다.
우선 추정식(1)의 결과를 보면 γ값이 -0.86이고, τ값은 23(대칭
연도가 1982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82년을 대칭축으로 해
서 체제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초기에는 약 6.2%의 성장률
을 보여주다가 1970년대 후반(그림에서 보면 1978년 정도)부터
1980년대 중반(그림에서 보면 1985년 정도)에 걸쳐 약 7～8년간
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1980년
중반부터 성장률은 8.4%로 급부상했었다. 즉 1980년대말까지 우
리나라는 고도의 성장률 체제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를 1991년에서 2002년까지로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고도성
장률 체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성장률 체제로 이어졌
음을 알 수 있다.
개방화를 고려한 식(2)를 보자. 우선 변화의 양상에 있어서 다
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γ의 값은 -0.48로서 식(1)의 γ와 비교
하여 약 두 배의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칭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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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의 결과와 동일하게 1982년도로 추정된다. 즉 초기의 성장률
은 4.5%였으나, 일찍이 1970년대 중반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1980
년대 후반까지도 그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말기의 성장
률은 7.3%로서 역시 상당한 고도성장률 체제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식(1)에선 변화속도가 7～8년 정도였으나, 개방화
지수를 고려한 식(2)에서는 그 성장률 변화속도가 약 15년 정도
로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방화가 경제성장
률의 변화속도를 가속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개방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1로서 경제성장률에 (+) 효
과가 있었음을 여기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성장률 체제
기간인 1960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는 4.5%에서 6.2%로 약 1.7%
의 순증가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성장률 체제기간인 1980년
후반에는 7.3%에서 8.4% 정도로 약 1.1%의 순증가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3-2>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일인당 실질 GDP 196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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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 한국의 개방화와 일인당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의 특징
(가) 한국의 개방화는 경제성장률에 (+)의 효과를 가져왔다.
(나) 한국의 개방화는 고성장률 체제하에서보다는 저성장률 체
제하에서 그 효과가 더 컸다.
(다) 시계열 자료를 1960년에서 2002년까지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고성장률 체제기(1960년부
터 1980년까지 연평균 5.9%)에서 저성장률 체제기(1990년부
터 현재까지 연평균 4.3%)로 변화하였다. 이때 개방화는
저성장률 체제기로의 이행을 더디게 해주었다.
(라) 시계열 자료를 1960년에서 1990년까지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률은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저성장률 체제기(1960
년부터 1978년까지 연평균 6.2%)에서 고성장률 체제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8.4%)로 변화했다. 이때
개방화는 고성장률 체제기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켰다.
(마) 위의 결과 중 (다)와 (라)로 추론컨대, 1970년 중후반부터
시작된 고도성장 체제기로의 이행현상이 1990년대에 나타
난 저성장률 체제로 인해 사라졌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
서 이를 “90년대 효과”라고 부르기로 한다.
2. 총수출
여기서는 위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총수출성장률
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추정식 (1)과 (2)를 각각 시행한 결과가
<표 3-3>에 정리되어 있고, 성장률의 변화에 대해서만 따로 <그림
3-3>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추정식(1)의 결과를 <표 3-3>에서 보면, γ가 마이너스를
보여주므로 초기 성장률은 β 1+ β 2로서 약 0.26, 즉 연평균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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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6%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
의 성장률로서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수출에 기인하고 있
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률은 1960년
대 후반부터 꺾이는 모습을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γ의 값이 약 -0.3636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행과정
이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서서히 이어지며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즉 그 이행이 1980년대 중반부터 그 성장률이 약 0.13,
즉 연평균 13%의 성장률에 안주하고 있음을 그림과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총수출의 성장률의 변화과정과 그 속도의
추이는 일인당 GDP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하다. 그 성장률의 체
제변화의 중앙점은 τ가 19인, 즉 1978년도를 기준으로 전후로 대
칭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식에 개방화 지수를 넣어서 재추정한 결과가 <표
3-3> 마지막 줄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γ가 -0.3781로서 그 체제
의 변화방향 및 속도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τ
도 16으로서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75년을 기점으로
이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장률은 초기값이 약
0.23, 즉 23%에서 시작하여 말기에는 0.092, 즉 약 9.2% 수준에
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식(1)의 결과와 비교했을 경우
그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변화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개방화 지수를 고려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를 배제
한 결과 그 성장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개방화가 수출의
증가에 (+) 효과를 주어왔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θ
가 1.2라는 것에서도 직접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성장률 체제인
1960년대에는 약 3%의 증가효과를, 저성장률 체제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약 4% 정도의 증가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 개방화의 차별적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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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총수출)
총수출

α

추정식(1)
60-02

11.5446
(0.2167)

-1.7581
(0.1921)

0.1307
(0.0056)

추정식(2)
60-02

12.1752
(0.0550)

-2.3590
(0.0554)

0.0921
(0.0010)

1

α

2

β

1

β

γ

τ

0.1296
(0.0047)

-0.3636
(0.0981)

19

0.1387
(0.0052)

-0.3781
(0.1138)

16

2

θ

1.2067
(0.1156)

FV

R

82.06

0.99

91.62

0.99

2

주 : 추정치 밑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V는 추정된 Maximum
likelihood 함수의 값(Function Value)를 나타낸다. 이는 특히 τ를 구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었다. τ를 1에서부터 43까지 대입한 후, 가장 큰 FV를 나타
내는 결과를 이곳에 정리한 것이다.

<그림 3-3>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총수출 1960～2002)

요약 2 : 한국의 개방화와 총수출성장률의 특징
(가) 한국의 개방화는 총수출성장률에 (+)의 효과를 주어왔다
(<표 3-3>의 θ값으로 확인).
(나) 196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의 개방화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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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체제보다는 저성장률 체제에서 약하게나마 그 효
과가 더 컸다.
(다) 시계열 자료를 1960년에서 2002년까지 분석한 결과 총수
출의 성장률은 1960년대말부터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고성장률 체제기(1960년부터 1967년 정도까지 연평균 약
26%)에서 저성장률 체제기(198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약
13%)로 변화하였다. 이때 개방화는 저성장률 체제기로의
이행을 더디게 해주었다. 즉 초기 3%의 순증가효과가 말
기에는 3.8%로 그 효과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표 3-3>
과 <그림 3-3> 동시 참조).
3. 총국내가계소비
마찬가지로 추정식(1)과 (2)를 각각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4>와 <그림 3-4>에 정리하여 보았다. 우선 추정식(1)의 경우, γ
가 -0.67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초기의 성장률은 0.1261과 0.1038을 더한 0.2299,
즉 약 23%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률이
약 15년간, 즉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림 3-4>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도의 소비성장률 추
세가 197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1980
년대 중반까지 약 10여 년간 고도성장률 체제에서 저성장률 체제
로의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속도는 γ의 절대값이 0.67인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완만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이행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약 1985년도부터 다시 안정적인 체제로
접어드는데, 약 12.6%선에서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소
비증가률 체제가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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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추정식(2)를 보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개방화 변수를 고
려함으로써 개방화에 의한 영향을 배제했을 때의 성장률 변화양
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우선 γ값이 -0.72로 추정식(1)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체제 이행과정 속도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초기 성장률은 약 24%로 추정되고 이것이 말기에는 약 14%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추정된 θ
값이 -0.53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개방화는 국내총소비증
가율에 (-)의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그림 3-4>에
서도 보듯이, 추정식(1)이 (2)보다 아래에 놓여 있다.
<표 3-4>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총국내가계소비)
총국내
가계소비

α

추정식(1)
60-02

7.5430
(0.0854)

-2.4622
(0.0865)

0.1261
(0.0025)

추정식(2)
60-02

7.3711
(0.0159)

-2.3301
(0.0269)

0.1403
(0.0004)

1

α

2

β

1

β

γ

τ

0.1038
(0.0045)

-0.6696
(0.2556)

20

0.1038
(0.0032)

-0.7235
(0.2553)

21

2

θ

-0.5317
(0.0281)

FV

R

90.53

0.99

91.35

0.99

2

주 : 추정치 밑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V는 추정된 Maximum
likelihood 함수의 값(Function Value)를 나타낸다. 이는 특히 τ를 구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었다. τ를 1에서부터 43까지 대입한 후, 가장 큰 FV를 나타
내는 결과를 이곳에 정리한 것이다.

제3부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 133

<그림 3-4>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총국내가계소비 1960～2002)

요약 3 : 한국의 개방화와 총국내가계소비의 성장률의 특징
(가) 한국의 개방화는 총국내가계소비에 약하게나마 (-)의 효과
를 주었다.
(나) 총소비는 고성장률 체제에서 저성장률 체제로 이전되었고
이에 대한 개방화의 영향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 시계열 자료를 1960년에서 2002년까지 분석한 결과 소비
성장률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간을 거치면서 고성장률 체제기(1960년부터 1972
년까지 연평균 23%)에서 저성장률 체제기(1985년부터 현
재까지 연평균 12.6%)로 변화하였다.
4. 농림어업 생산
우선 추정식(1)에서 나타난 γ값은 약 -0.09로서 체제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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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변
화방향은 초기값이 약 4%의 성장률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1.7%로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급격한 이행과정 없이 저성
장률 체제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밟아온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
는 흔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였
던, 농림어업 분야의 급격한 몰락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1차
산업은 지속적이고 완만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감소되어 왔던 것
으로 분석된다. 즉 체제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아
니었다.
그러면 개방화 지수를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농림어업 분야의 성
장패턴은 어떠한가? <표 3-5>를 보면 θ가 약 -0.18로 추정된다.
즉 (-)의 효과를 주었다. 이는 <그림 3-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대화의 영향과 제조업에 우선을 두는 산업화 정책에 따른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 농림어업 생산성장률의 체제 변화과정에 있어서 개
방화가 미치는 요인을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표 3-5>의 추정식(2)의 결과를 보면 γ값은 약 -1.19로서
상당히 큰 절대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추정식(1)의 -0.09와 비
교했을 때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림
어업 분야의 성장체제의 변화속도가 급격하게 저성장 체제로 이
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결과를 <그림 3-5>에서 보면 초기
성장률이 약 4.4%였던 것이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에 걸쳐 채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급격한 감소를 나타낸다. 1980년초부
터는 약 2.2%로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개방화 요인에 의한 변화 부
분을 제외한 경우 농림어업 분야가 저성장 체제로 급격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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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추정식의 결과를 놓
고 보면 우리나라의 개방화가 농림어업 분야의 급격했었을 수도
있었을 저성장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완만하게 해주는 완충작용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성장률 자체에는 (-)의 효과를 주었으나 그 체제의 변화속도에
대해서는 느리게 해주는 (+)의 효과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5>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농림어업 생산)
농림어업
생산

α

추정식(1)
60-02

9.3950
(0.0151)

-0.7205
(0.0398)

0.0170
(0.0017)

추정식(2)
60-02

9.3748
(0.0357)

-0.3490
(0.0371)

0.0218
(0.0005)

1

α

2

β

1

β

γ

τ

0.0421
(0.0096)

-0.0902
(0.0366)

3

0.0229
(0.0020)

-1.1913
(0.8325)

17

2

θ

-0.1784
(0.0430)

2

FV

R

105.19

0.97

106.95

0.96

주 : 추정치 밑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V는 추정된 Maximum
likelihood 함수의 값(Function Value)를 나타낸다. 이는 특히 τ를 구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었다. τ를 1에서부터 43까지 대입한 후, 가장 큰 FV를 나타
내는 결과를 이곳에 정리한 것이다.

<그림 3-5>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농림어업 196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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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 : 한국의 개방화와 농림어업 생산의 성장률의 특징

(가) 한국의 개방화는 농림어업 생산에 약하게 (-)의 효과를 주
어왔다.
(나) 농림어업 생산은 고성장률 체제에서 저성장률 체제로 이
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시계열 자료를 1960년에서 2002년까지 분석한 결과, 농림
어업 생산의 성장률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
하여왔다. 그러나 개방화 지수로 인한 영향을 통제한 결과
를 보면 성장률의 체제변화가 197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에
걸쳐 빠른 시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관찰할 수 있
다(<그림 3-5> 참조). 따라서 개방화가 농림어업의 체제변
화속도를 상당히 완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표 3-5>에서
r 이 -0.09에서 -1.19로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 제조업 생산
추정식(1)에 의하면, 우선 r 이 -0.2 정도 나타난다. 즉 체제의
변화속도가 상당히 완만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그 방
향은 어떤가? r의 부호가 (-)이므로 초기의 성장률은 0.0771과
-0.2334를 합한 약 -0.156(즉 약 -15%)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소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 -15%의 성장률은 1960
년대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1965년부터 본
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의 성장률이야말로 대세적인 추세로
증가율의 증가현상이 198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 동안 이어
지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성장률이 약 7.5%로 안정적으
로 유지되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나

제3부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 137

라의 제조업 생산은 1980년대 중반까지 상승적인 성장을 해온 것
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안정적인 수준에
서 머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개방화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선 추정식(2)의
경우 θ가 약 -0.2 정도로 나타나므로 (-)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약 0.22로서 그 통계적 유의성이 확연
히 떨어진다. 앞서 행한 실증분석의 모든 결과들은 통계적 유의
성이 95%가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 추정식의 θ는 그 수준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개방화를 GDP 대비 총수출과 총수입의 합
으로 정의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제
조업 생산이 주로 중간재나 원료를 수입하여 완성품 생산 및 수출
을 해왔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방화가 제조업 생산에 끼친 영향
이 위의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는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방화가 얼마나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끼
쳤는가 하는 점보다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는 점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간 그와 같은 현
상이 고착화되고 더 이상 증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성장
체제가 1990년대 이후부터 저성장률 체제에 머문 것과 결코 무관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3-6>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제조업 생산)
제조업 생산

α

추정식(1)
60-02

8.8089
(0.1291)

-2.4661
(0.2871)

추정식(2)
60-02

8.6647
(0.1597)

-2.0621
(0.3271)

1

α

2

β

β2

γ

τ

0.0771
(0.0034)

-0.2334
(0.0314)

-0.2045
(0.0161)

4

0.0845
(0.0077)

-0.1939
(0.0265)

-0.2233
(0.0221)

5

1

θ

-0.2036
(0.2245)

FV

R

104.04

0.99

104.19

0.99

2

주 : 추정치 밑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V는 추정된 Maximum
likelihood 함수의 값(Function Value)를 나타낸다. 이는 특히 τ를 구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었다. τ를 1에서부터 43까지 대입한 후, 가장 큰 FV를 나타
내는 결과를 이곳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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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제조업 1960～2002)

요약 5 : 한국의 개방화와 제조업 생산의 성장률의 특징
(가) 한국의 개방화는 제조업 생산에 약한 (-)의 효과를 주어왔다
고 나타나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나) 제조업 생산은 꾸준히 상승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한 수준(약 7.5% 성장률
대)에 고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서비스업 생산
추정식(1)에서 보면, γ가 0.61 정도로 그 변화속도와 방향을 추
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그 값이 (+)이므로 초기값이 0.0899, 즉
약 9% 성장대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고도성장률
체제가 <그림 3-7>에서 보듯이 약 1980년대 중후반부터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성장률의 감소현상이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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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반까지 약 10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약 5.7% 정도 선에서 머
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고성장률 체제에서 저성장
률로의 변화과정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개방화 변수를 넣은 추정식(2)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가? 재미있게도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속도와 방향은 (1)에서 나
타난 것과 정반대이다. 우선, γ가 -0.77로서 절대값은 큰 차이가
없으나 부호가 (-)이다. 즉 <표 3-7>에서 보면, 초기 성장률 값이
약 4%에서 시작하던 것이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간 상승적으로 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 초
반 이후 그 성장체제는 약 9.8% 정도로 고도의 성장률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θ가 약 -0.67로 추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보면 일단은 개방화가 서비스업 생산에
대해 (-)의 효과를 주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업을 광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
스 등 정부 서비스를 제외한 총 민간 서비스업을 사용하였다. 개
방화가 (+)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금융 및 보험,
그리고 통신업 등의 성장을 들 수 있으나 1960년대 자료에는 이
에 대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광의의 민간 서비스업 전
반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개방화가 주는 서비스업
생산 성장체제에 대한 영향분석이 (-)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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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비선형자승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서비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α

추정식(1)
60-02

8.7023
(0.0181)

1.1879
(0.0027)

0.0899
(0.0010)

추정식(2)
60-02

8.7810
(0.0207)

0.0927
(0.0398)

0.0981
(0.0002)

1

α

2

β

1

β

γ

τ

-0.0329
(0.0008)

0.6139
(0.2684)

33

-0.0585
(0.0095)

-0.7705
(0.1986)

7

2

θ

-0.6757
(0.0300)

FV

R

110.95

0.99

117.01

0.99

2

주 : 추정치 밑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V는 추정된 Maximum
likelihood 함수의 값(Function Value)를 나타낸다. 이는 특히 τ를 구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었다. τ를 1에서부터 43까지 대입한 후, 가장 큰 FV를 나타
내는 결과를 이곳에 정리한 것이다.

<그림 3-7> 추정된 성장률과 체제의 변화(서비스업 1960～2002)

요약 6 : 한국의 개방화와 서비스업 생산의 성장률의 특징
(가) 196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실증분석에서 한국의 개방화는
서비스업 생산에 (-)의 효과를 주어왔다고 나타나지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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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1990년까지만 따로 떼어내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196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
산은 고성장률 체제에서 저성장률 체제로 변화하였다. 고
성장률 체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20여
년간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이
후로 감소현상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저성장률 체제로의
변화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 지수를 고려하
였을 때는 이와 반대로 저성장률 체제에서 고성장률 체제
로 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성장률 체제는 1970년대 중반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Ⅶ. 결론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과연 한국 경제의 대
외개방화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한 계량학적
분석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문헌을 조
사한 결과, 본격적인 시계열 분석을 시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연구는 주로 단순통계비교에 의한 추론이거나 아
니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것이 주였다. 그러나 해외의 연구에서
는 시계열 자료의 계량학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개방화가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만을 따로 비중있게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
복하고 주제의 초점을 한국 경제에 맞추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자 했다. 본 연구보고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우선 한국의 경제성장을 1960년부터 2002년까지 총체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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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했던 1960
년대의 근대화 시기부터 1980년말, 1990년초부터 시작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2000년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아우
르는 기간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중․
장기적 성장체제의 변화와 이행과정으로서 본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단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장기적 현상으로 이해하
는 견해다. 단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당해년도 또는 다음해의 성
장률이 관심의 주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단기 정책적 처방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장기적으로 볼 경우, 단기
적 성장률의 움직임을 무시하며 장기적인 추세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을 지양하
고 있다. 즉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체제의 지속과 이행을 허
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성장의 체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
으로 일어났는가, 또한 그 변화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보다 다양한 현상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체제변화와 이행과정 속에서 과연 한국 경제
에 대외개방화가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구체적으로 계량적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
실, 즉 개방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일반론보다
는 훨씬 다양하고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제6장에서 상세히 적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우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 개방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주로 수출 위
주의 경제성장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개방화정책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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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온 것이 아닌,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국가 중요 정책방향
중에 하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를 경제성장률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경제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개방화”라는 요인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경제성장(일인당 실질 GDP)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20여 년간 약 5.9%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던 것이 1980년대 초
반부터 꺾이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는 약 4.3%의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
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체제의 변화에 있어서 개방화의 역
할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1990년대 이
후의 개방화의 역할이 경제성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재
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개방화 요인을 통제하여 이
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한, 이 시기의 순경제성장률은 약 2.1%에
불과하였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간단히 말
하면, 개방화가 1990년대 확대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이 시기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은 2.1%에 불과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 “90년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본 연구
에서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1990년대부터는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 체제로 들어갔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하나의 사후적 가설로서, 과연 1990년대가 없었다
면 어떠한 경제성장의 체제변화를 보여왔을 것인가 하는 점을 모
티브로 하여 추가분석을 해보았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동일 분석을 시도한 결과,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우선 한국의 성장체제는 1990년대
까지 전체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는 점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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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가운데 196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6.2%의 성장
률을 나타내었던 것이 1970년 중반부터 1980년 중반에까지 “상
승적 이행”을 보이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약 8.4%
의 초고도성장의 길목에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네 번째로는, 1960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경제성장의 요인 중 국내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주로 소
비와 투자 및 생산을 들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선 소비보다는 투
자와 생산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에 대해
서는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증분석결과를 보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총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그중에서도 제조업
생산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국내적 원동력으로서
국내 제조업 생산이 중요함을 밝힐 수 있었다. 경제성장의 또 다
른 축으로는 한국의 수출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국내의 생산
은 국내소비뿐 아니라 해외소비를 위한 것이다. 생산과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한국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제변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
게 분석된 원인이 경제개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찰하여
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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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와 FTA
1.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1980년대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범세계화Globalization였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WTO 출범으로 인한 다자주의였다. GATT를
보완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만 해도 세계 각국은 1995년
WTO가 출범하면 명실상부한 WTO 우산 속의 확고한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가 정립될 줄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한 지역주의가 더욱 활발해져 오늘날 세계
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양대 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스터 셔로우L. Thurow나 바그와티 등은 당초 지역주의
에 크게 반대하며1) 지역주의는 세계 경제를 블록화시켜 세계 무
역의 자유화 추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들어 세계는 지역무역협정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
하여 WTO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보완적 관계로 보고
있다. 즉 지역주의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순기
능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다. 사실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속에서
1990년대 EU와 NAFTA가 탄생함으로써 세계 경제는 유럽권, 북
미권, 동아시아권으로 삼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KIEP, 2003을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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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란 말 그대로
두 나라가 서로 시장을 활짝 개방하는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
를 내릴 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시장 개
방, 정부조달시장 상호참여와 같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200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5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
다. 이 중 168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머지
는 현재 협상 중에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 세계 무역은 WTO 체
제와 함께 각국간 FTA의 우산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재
FTA 체결국간 무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44%에 달하고 있다.
<표 4-1> WTO에 신고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총신고 건수

발효 중

비율(%)

전체

250

168

67.2%

GATT 체제 (1948～1994)

125

51

40.8%

WTO 체제 (1995～현재)

125

117

93.6%

과거에 체결된 FTA 협정은 해당국간 무역 자유화와 원산지규
정, 통관절차 등에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단순한 상품의 관세인하
를 통한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
산권, 경쟁정책 및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그 영역이 점점 커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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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각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2)
구분
관세철폐

미․
미․
NAFTA
이스라엘
요르단
○

수량제한금지

○

○

○

세이프가드조치

○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

○

원산지규정

○

AFTA

캐나다 멕시코 EU․
호주.
․칠레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관통관절차

○

○

○

○

○

○

○

투자

○

○

○

○

○

○

○

○

서비스

○

○

규격인증(MRA)

○

○

○

○

○

○

○

○

○

○

위생․검역

○

○

○

○

○

○

정부조달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재산권
경쟁

○

○

분쟁해결

○

○

전자상거래

○

인력이동

○

○

○

환경

△

○

△

노동

△

○

△

하지만 FTA가 반드시 모든 무역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10월 24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체결한 칠레와의 FTA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과
칠레 두 나라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양허권과 시장접근, 원산
지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인 분야에
서 합의하였다. FTA 체결로 인하여 한국은 공산품 중 승용차, 휴
2) 일본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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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 컴퓨터 등 對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을 발효 즉
시 관세가 철폐된 상태에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석유화학제
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앞으로 5년내 관세가 철폐되게 되었다. 또
한 협상과정에서 국내 농민단체가 반대하였던 사과와 배는 FTA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는 계절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즉 FTA 체결 후,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보통 5～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
를 실시하며 관세인하 이행기간 중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2) 주요 국가의 FTA 추진전략3)
1) 북미(미국)
북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 나라들
과 FTA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2005년을
목표로 북미와 중남미 34개국(쿠바 제외)이 포함된 전미자유무역
지대FTAA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NAFTA와는 별개로 이스
라엘과 1985년, 요르단과 2000년에 FTA를 이미 체결하였다.
(가) 미국
최근 미국 경제회복이 불투명해지자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
을 새로운 수요창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동남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FTA를 2003년 6월에 체결하였다. 그 밖에
아세안 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등과도 FTA 체결 가능
성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의 FTA 체결은 현재 중동 지역까지 퍼
3) 이 부분의 내용과 도표는 KOTRA,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사례
(2003.10)와 2004년 전 세계 FTA 추진일정,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4년 1
월 및 www.krei.re.kr 등을 일부 참조하거나 인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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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있는데 이스라엘, 요르단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바레인,
모로코와는 FTA 협상 진행중이다. 또, 2003년 6월 23일 중동 20
개국과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단계적 이행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를 통
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권
으로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4년 중
4개국(도미니카 공화국, 바레인, 콜롬비아, 페루)과 각각 FTA 협
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호주, 모로코, 코스타리카,
SACU(남아프리카 5개국)와의 협상을 포함하면 총 8건의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미국은 범미자유무역지대(FTAA) 협
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중동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
<표 4-3> 미국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싱가포르
▪칠레
▪CACM(코스타리카 제외)
▪SACU
▪FTAA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바레인
▪호주
▪모로코
▪콜롬비아
▪페루

2004년 일정
2004년 1월 1일 협정 발효
2004년 1월 1일 협정 발효
2003년 12월 협상 타결, 2004년 중 서명
2003년부터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200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1월 5일 재협상 개시
1월 12일 협상 개시
1월 26일 협상 개시
2003년말 협상 타결 목표였으나 지연
5월초까지 FTA 서명 예상
상반기 중 협상 개시
상반기 중 협상 개시

(나) 캐나다
미국,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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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03년 5월 27일에는 남미경제공동체인 MERCOSUR와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함께 전미자유무역
지대(FTAA)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 멕시코
FTA의 3대 허브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는 32개국과 FTA를 체결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한국 등과도 FTA 체결을 협상 중에
있다. 이처럼 단일 국가로서는 FTA 체결 국가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는 2003년말 당분간 진행중인 FTA 협상에만 집
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004년에는 새로운 국가와 FTA 협상을
개시하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일본, 아르헨티나, MERCOSUR 등
과의 협상을 타결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멕시코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우루과이
▪일본
▪아르헨티나
▪Mercosur
▪싱가포르
▪FTAA

2004년 일정
2003년 12월 타결, 2004년초 서명 예상
멕시코측, 협상시한을 3월말로 발표
2004년 중 협상 타결 목표
회원국 4개국과 각각 협상 중
2000년 7월부터 협상 진행중
200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2) 중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에는 이미 남미공동시장(MERCOSUR) 4) 과 안데스공
동체(ANCOM)5) 가 경제권의 중심에 있다. 2003년 6월 28일에는
4)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칠레, 볼리비아는 준회원). 1995년 출범하
여 대외공동관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함.
5) 회원국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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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공동체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MERCOSUR와 ANCOM을 통
합해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뒤 향후 정상회담을 다
시 열어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MERCOSUR와
ANCOM을 통합해 중남미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할 경우 GDP 기
준으로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거대한 FTA가 탄생하게 된다.
(가) 칠레
남미국가 중에서는 단연 칠레가 FTA에 적극적인데 세계의 3대
FTA 허브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칠레는 EU, 브라질, 아
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등 38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FTA 발효 예정이거나 추진 중이
다. 하지만 2003년 6월 6일에는 미국과 11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하고 FTA를 체결하기로 했지만 이라크전쟁 반대로 FTA 체결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표 4-5> 칠레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4년 일정

▪미국
▪EFTA
▪한국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P3)
▪FTAA

2004년 1월 1일 협정 발효
2004년 2월 1일 협정 발효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통과 이후 발효
칠레측, 6월까지 협상 개시 여부 결정
2003년 9월부터 협상 진행중
200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이 밖에도 칠레는 인도와의 FTA 협상 개시를 검토 중이며, 현
재 진행중인 협상은 FTAA 협상과 싱가포르, 뉴질랜드와의 P3
FTA 협상 등이 있다. 칠레 상원은 2004년 1월 22일 한국-칠레
를 회원국으로 1969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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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4월부터 공식 발효되고 있다.
3) 유럽 지역6)
유럽 지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유럽 경제 통합이 시작되어 15
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EU(유럽연합)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고
이후 동구권, 남유럽 등으로 경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2003년 4
월 16일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제5차
EU 확대를 위한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몰타, 슬로베니아, 헝
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
아, 키프러스)이 가입조약에 서명했다. 이처럼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하게 된 EU는 인구 4억 5000만 명, GDP 8조 2,476억 달러 규
모로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해 경제블록
의 규모면에서만 본다면 NAFTA 다음의 세계 제2의 경제권이며,
교역규모면에는 약 4조 8,215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38.1%로 세
계 1위의 경제권이 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로화는 달러화
에 대응한 국제결제통화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
다.
이 같은 EU의 확대는 유럽 내에서의 확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연합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TAFTA)을 2005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는 지
중해연안국들과의 FTA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밖에도
EU는 1970년대에 이미 중동의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2000년에 FTA를 체결한 데 이어 남아공, 칠레
등 원거리 국가와의 FTA 협상도 이미 완료했다. EU의 이 같은
집단적인 FTA 체결 외에도 스위스, 노르웨이와 같은 개별국가들
은 EU와 별도로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6) 2004년 전 세계 FTA 추진일정,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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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U는 최근 WTO 다자간 무역협상과 EU 확대에 중점
을 두면서 FTA 체결이 활발하지 못했다. 최근에도 아직은
ASEAN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 4-6> EU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GCC
▪Mercosur
▪중동유럽 10개국

2004년 일정
협상 진행중
2000년부터 협상 진행중
2004년 5월 1일, 동유럽 10개국 EU 가입

4) 아시아 지역(한․중․일)
아시아 지역에는 1992년에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6개국으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를 결성한 이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회원국에 추
가 영입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인접국무역협정(CER)과
연계하여 대양주까지 범위를 확장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또, 아
세안 국가들은 2002년에 중국과 FTA 창설을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A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은 그동안 독자적인 행보를 취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국가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국 또는 2국간 FTA 추
진을 위한 연구, 협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161

<표 4-7>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정책 방향
국 가

FTA 추진정책

비 고

일 본

∙경제회복, 중국견제
∙주력시장에서 역차별 완화

∙점차 FTA 중시

중 국

∙아시아 경제주도권 확보

∙국제화추세의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싱 가
포 르

∙아시아 FTA 허브 추구

∙해상/항공 간선루트 및 중계 무역 기
지 이점 활용
∙중국-인도의 고도성장에 대응, 지역
허브 위상 강화

ASEAN

∙역내통합 심화
∙미․중․일 경쟁관계 활용

∙역내국간 경제격차

인 도

∙중국의 아세안접근강화에 자극 받아,
FTA 적극 추진 정책으로 전환

∙ASEAN 및 개별국과 FTA 체결(포괄
경제협력 기본 협정 체결)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FTA 추진

대 만

∙국제사회 인정 획득

∙중남미국에 집중 관심

태 국

∙자유무역 및 FDI 유치확대 경제 성장
촉진

∙동남아 허브국화 지향

자료 :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KOTRA, 2003. 10.

<표 4-8> 아시아 주요국별 FTA 추진동향
국 가

기 체결

협상 중

공동연구

검토 중

일 본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ASEAN

중 국

(홍콩)

ASEAN, 태국

-

한중일, 한국, 호주

싱가포르

AFTA, 뉴질랜드, 호주,
EFTA, 일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인도

한국

요르단, 스리랑카

ASEAN

AFTA

중국

인도

일본, EU

인 도

SAPTA,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태국

ASEAN

Mercosur, 남아공,
이집트, 칠레, 우루과이

대 만

파나마

-

-

미국

태 국

AFTA

중국, 바레인,
인도, 호주

-

중국-ASEAN, 일본,
미국, 페루, EU

자료 :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KOTRA,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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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 : 남방정책
중국의 FTA에 대한 기본 정책은 남방정책이다. 화교가 경제력
의 2/3를 장악하고 있는 ASEAN과 FTA를 체결한 후 한국, 일본
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1월에 아세안 국가
들과 FTA 창설을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까지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자유화를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협
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 상태로 외형상으로는 ‘한국 및
일본과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국가연합
ASEAN을 화교 경제권의 우산 속에 넣은 후 한국, 일본과 FTA를
추진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한
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기술력에서 앞선 한국,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폭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란 우려 때문이다.
2004년 중국의 FTA 추진계획과 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03년에 타결된 홍콩, 마카오와의 FTA가 2004년 1월 1일
부터 발효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ASEAN과의 FTA 협상은
이미 조기관세철폐Early Harvest 프로그램이 발효되고 있어 이로 인
한 무역증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ASEAN
과의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별도로 중국․싱가포르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표 4-9> 중국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홍콩
▪마카오
▪ASEAN
▪싱가포르

2004년 일정
2004년 1월 1일 협정
2004년 1월 1일 협정
6월말까지 협상 타결
하반기 중 협상 개시

발효
발효
목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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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돼지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
고 있던 일본과 멕시코간의 FTA 협상은 2004년 9월 17일 고이
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비센테폭스 멕시코 대통령간의 양국
간 FTA 공식 서명으로 양국의 비준만 거치면 2005년 4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일본은 2001년 싱가포르와 지역무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태국, 칠레, 멕시
코, 한국, 미국, 호주, ASEAN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과는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아세안 국가 방문을 계
기로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국과는 2001년 태국 총
리 방일 중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2002년 7월 일․태국 경제파트
너십협의에서 정부간 작업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 있다. 필리핀과는 2002년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FTA 작업
개시를 제안하고 8월에 예비협의를 실시하여 정부간 작업팀을 설
치,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는 2002년 5월 총리의 오
스트레일리아 방문시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
의한 이후 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일본은 특히 2004년부터 FTA 전담 협상인력을 3배로 증강하는
등 적극적인 FTA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12월, 2004년 1월 각각 우리나라, 말레이시아와 FTA 협
상을 개시하였으며, 조만간 태국, 필리핀과의 협상도 개시할 예정
이다. 그동안 공식협상 이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
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우 2004년말까지 협상타결을 목
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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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일본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4년 일정

▪멕시코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양국 의회 비준 후 2005년 4월 공식 발효 예정
2003년 12월 협상 개시, 2005년 타결 목표
1월 13일 협상 개시, 연말 타결 목표
2004년초 협상 개시, 연말 타결 목표
2004년초 협상 개시, 연말 타결 목표

5) 기타 국가들
(가) 인도
FTA 후발주자인 인도는 최근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전개하
고 있다. 인도는 2004년 1월, 남아시아 7개국(인도, 파키스탄, 방
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 FTA 기본 협정에 서명
했으며, 향후 세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3월 1일부터는
태국과의 FTA 중 조기관세철폐 프로그램이 발효될 예정이며, 태
국과의 전면적 FTA 협상은 연말까지 타결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
다. 이 외에 남아공과의 FTA 협상은 2004년말까지 타결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칠레측과도 협상개시를 타진 중이다.
<표 4-11> 인도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남아시아 7개국(SAFTA)
▪태국
▪싱가포르
▪남아공
▪칠레

2004년 일정
1월 13일 FTA 기본협정 서명, 세부 협상 진행
3월 1일, 조기관세철폐 발효
연말까지 전면적 FTA 협상 타결 목표
2003년 5월부터 협상 진행, 일년 이내 타결 목표
연말까지 협상 타결 희망
칠레측, 6월까지 협상 개시 여부 결정

(나) 싱가포르
세계에서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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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2004년 적어도 2건의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하반기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검토 중에 있다. 싱가포르
는 우리나라와 FTA를 개시하여 2004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요르단과의 FTA 협상도 6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이 외에도 인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와 P3(뉴질랜드, 칠레)간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표 4-12> 싱가포르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4년 일정

▪한국
▪요르단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
▪칠레, 뉴질랜드(P3)

1월 27일 협상 개시, 11월 FTA 서명 목표
6월까지 협상 타결 목표
2001년 10월부터 협상 진행중
2000년 7월부터 협상 진행중
2003년 5월부터 협상 진행, 일년 이내 타결 목표
하반기 중 협상 개시 예상
2003년 9월부터 협상 진행중

(다) 호주
FTA 체결에 적극적인 호주는 2003년 태국과의 FTA를 타결시
킨 바 있으며, 현재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미국과의 FTA는 당초 2003년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의 농산물 개방문제 등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며 중국과의 FTA 체결에 큰 관심을 표명한 상황이다. 현재 중
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개시했다.
<표 4-13> 호주의 2004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태국
▪미국

2004년 일정
2003년 10월 타결, 2004년초 서명
2003년말 협상 타결 목표였으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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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2004년도 주요국별 FTA 추진 일정
국가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태 국

인 도

싱가
포르

멕시코

칠 레
EU
호 주

국가

일정

▪한국-칠레
▪한국-싱가포르
▪한국-일본
▪미국-싱가포르
▪미국-칠레
▪미국-코스타리카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미국-바레인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미국-콜롬비아
▪미국-페루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한국
▪일본-멕시코
▪일본-태국
▪일본-필리핀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중국-ASEAN
▪중국-싱가포르

2월 국회 비준동의 표결
5차례 협상 후 11월 서명 목표
6차례 협상 예정
1월 1일 발효
1월 1일 발효
1월 5일 재협상 개시
1월 12일 협상 개시
1월 26일 협상 개시
타결 지연(당초 2003년말 타결 목표)
5월초까지 서명 예상
20 04년 상반기 중 협상 개시
20 04년 상반기 중 협상 개시
1월 13일 협상 개시
6차례 협상 예정
멕시코측 협상 타결 최종시한(3월말)
20 04년 개시, 연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20 04년 개시, 연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1월 1일 발효
1월 1일 발효
6월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하반기 중 협상 개시 예상

▪태국-인도
▪태국-일본
▪태국-호주
▪남아시아 7개국(SAFTA 기본 협정)
▪인도-태국
▪인도-칠레
▪인도-남아공
▪인도-싱가포르
▪싱가포르-미국
▪싱가포르-한국
▪싱가포르-요르단
▪싱가포르-중국
▪싱가포르-인도
▪멕시코-일본
▪멕시코-우루과이
▪멕시코-아르헨티나

3월 1일 조기관세철폐(83개 품목) 발효
연말까지 전면적 FTA 협상 타결 목표
20 04년 개시, 연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20 04년초 서명(2003년 10 월 타결)
1월 13일 서명
3월 1일 조기관세철폐(83개 품목) 발효
칠레, 6 월까지 협상 개시 여부 결정
20 04년말까지 협상 타결 희망
20 04년 중 타결 목표
1월 1일 발효
5차례 협상 후 11월 서명 목표
6월까지 협상 타결 목표
하반기 중 협상 개시 예상
20 04년 중 타결 목표
멕시코측 협상 타결 최종시한(3월말)
20 04년 중 서명 예상(200 3년 12월 타결)
20 04년 중 협상 타결 목표

▪칠레-미국
▪칠레-EFTA
▪칠레-한국
▪칠레-인도

1월 1일 발효
2월 1일 발효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통과 이후 발효
칠레, 6 월까지 협상 개시 여부 결정

▪중동유럽 10개국 EU 가입

5월 1일 가입(10개국은 이미 EU의 FTA 체결국임)

▪호주-미국
▪호주-태국

타결 지연(당초 2003년말 타결 목표)
20 04년초 서명(2003년 10 월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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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주요 국가 FTA 체결현황
시행 중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 NAFTA

일본 싱가포르

체결 완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15개
EU국가

EU 구성 국가 외에
E U 칠레 등 남미 주요
국가

제안

연구 중

칠레, 싱가포르

인니, 필리핀, 태국,
우루과이, 중동,
바레인, 이집트

한국, 대만,
뉴질랜드, 일본 등

멕시코
(2003년 체결)

ASEAN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칠레

EU,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등 38개국

멕
시
코

협상 중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호주, 모로코,
아프리카 5개국 등

미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파나마, 일본,
에콰도르, 페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 3국, 사이프러스
등 중동 10개국(2004년
5월 1일 발효),
지중해 연안 12개국
(2010년까지 개별
협정 완료 예정)

불가리아, 루마니아
(EU 가입협상 중),
사우디 등 걸프
6개국,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4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란
등 아시아 국가

(3) 세계 각국의 FTA 추진배경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모두들 세계 무역은 WTO라는 다
자주의 우산 속에서 행해질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당초의 예상
과는 달리 WTO 체제 출범 후에도 FTA 체결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FTA 체결 붐의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이다. 우
선 WTO 체제의 한계이다. 1999년 11월, WTO는 시애틀 각료회
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NGO 및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실패하였다. 또한 2003년 9월,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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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역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서비스, 투자 자유화,
경쟁정책 등 다자간 통상규범의 출범이 지연되는 사태를 맞이하
게 되었다. 이는 WTO 체제만으로는 다양한 국제통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4-1> 1999년 시애틀 세계화 반대 시위

다음으로 1992년 발족된 EU와 1994년에 발효된 NAFTA이다.
거대한 북미와 유럽 시장이 각각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통합되자
여기에서 배제될 것을 두려워한 개별국가들이 서로간의 FTA란
짝짓기를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외국인 직접투자 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축적,
기술이전,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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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 따라서 각국들이 좀더 쉽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편으로 FTA를 선택하는 것이다.

Ⅱ.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은 칠레와 FTA를 2004년 4월 발효시켰으며 2003년초부터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과는 2005년말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2004
년 협정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멕시코, 미국 등과는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
<표 4-16> 2004년 한․일, 한․싱 FTA 협상 일정
한․일 FTA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
:
:
:
:
:

2월 23일～24일 (동경)
4월 26일 (한국)
6월 21일 (일본)
8월 16일 (한국)
10월 18일경 (일본)
12월 13일경 (한국)

한․싱 FTA
▪1차 협상 :
▪2차 협상 :
▪3차 협상 :
▪4차 협상 :
▪5차 협상 :
▪FTA 서 명

1월 27일～29일
3월 17일～19일
5월 12일～14일
7월 7일～9일
9월 8일～10일, 타결 목표
: 11월 APEC 정상회담

<표 4-17> 한국의 주요 FTA 추진현황
추진 현황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한․미
한․멕시코
한․태국

2003년 체결. 2004년 4월 공식 발표
1998년 양국정상회담. 2003년말부터 정부간 협상 진행중
2002.11 이후 연구모임 및 협상 진행중
2001년 이후 공청회 등 논의 진행중
2003년 설명회 개최
2001년 연구보고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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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논의 진행중
논의 진행중
관심 표명
관심 표명
관심 표명

2. 한국의 FTA 추진배경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보면서 많은 사
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진다.
∙ “저렇게 농민이 싫어하는 FTA를 정부가 왜 억지로 하려는
것인가?”
∙ “FTA를 하면 포도 같은 수입농산물이 들어와 농촌이 피폐
해진다는데, 재벌기업만이 이익을 본다는 FTA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 “지금까지 FTA를 안 하고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처럼 우리 경제를 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를 맺은 나
라가 2003년까지 약 250여 개국에 달하는 추세이다. 과거 자원과
기술의 부족을 수출주도형․대외지향적 성장전략으로 극복하여
현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
적 추세에 발맞추어 가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FTA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 두 번째로, 최혜국대우원칙 예외에 따른 한국 상
품의 차별대우이다. 7) 현재 FTA 확산 속에 우리 기업들은 FTA
미체결에 따른 관세․비관세장벽, 정부규제 등 불이익을 받아 글
로벌경쟁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FTA 협정에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이 폭 넓게 포함
되는 추세로 파급효과가 전통적 무역확대 효과보다 더 광범위하
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 흑자시장인 중남미는 FTAA,
MERCOSUR 등 활발한 지역경제 통합노력과 함께 일본, 중국 등
7)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KOTRA,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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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들과의 FTA 체결 움직임으로 현지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입지 축소의 가장
큰 원인은 눈에 보이는 관세장벽보다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최혜국대우원칙 예외에 따른 한국
상품의 차별대우 사례이다.
※ 피해 사례는 앞의 KOTRA 보고서(2003. 10),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사례 1: 對멕시코 자동차 수출상 애로
∘ 현 자동차 수입정책(현지 생산라인이 있는 자동차업체에 한해 수출물량만큼 수입허가)
은 2004년부터 폐지
- 그러나 2004년부터는 50%의 고율 관세 부과 예정,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가격경
쟁력 상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
∘ 반면, 미국, EU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일정량에 한정, 수입 허용 중(현 수입관세
10%, 점진적 인하)
-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자동차 협정에 따라 ’04년도부터 무관세 대우 예정
∘ ’03년 10월 중 타결 예정인 멕시코-일본간 FTA까지 체결시 한국산 자동차 사면초가에
봉착 예상

※ 사례 2 : 멕시코, 정부발주 대형 건설 프로젝트 참가자격 제한
∘ PEMEX(멕시코 석유공사) 등 정부발주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
서만 입찰참여 자격 부여
- 한국 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 다만, 입찰참여 업체가 적어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만 PEMEX의 요청으로 FTA 비회원
국에 대해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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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 브라질 정부는 타이어 규격이 국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FTA나 상호 규격인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산에 대해 자국 I-Mark 획득 강요, 통관지연, 추가 시간 및 비
용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요인화
∘ 멕시코도 수입 타이어에 영문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자국내 스티커 규격에 따라 스페
인어 규격 표시 부착 의무화
∘ 멕시코는 가전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 자국업체에 유리한 안전규격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규
격검사를 자국 업체에 위임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포장재 사용 및 방역
조치에 대한 한국내 발급증명을 무시하고 재포장 및 방역조치를 요구하는 등 부당대우

※ 사례 4 : 대EU 섬유제품 수출 경쟁력 상실
∘ EU-터키간 관세동맹으로 터키산 섬유제품은 무관세로 EU에 진입
∘ 한국 K사의 경우, 주력 레이온 제품에 대해 EU로 수출시 4.6%의 관세를 적용 받으며,
원거리로 인한 수송비용, 재고부담 등으로 터키산에 비해 경쟁 절대 불리
- 일부 품목은 터키산과의 경쟁에서 최고 20%까지 시장을 잠식당함
※ 가격경쟁이 치열한 섬유제품 특성상 상기 관세율 격차는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동사의 분석

※ 사례 5 : 대헝가리, 자동차 수출 EU산에 경쟁력 상실
∘ 1992년부터 헝가리는 EU 가입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 공산품의 경
우 현재 거의 무관세
- 한국산 관세율은 실린더 용량 1,600cc 이하 승용차 13%, 1,600cc 초과 23%, 트
럭 25%(자동차부품 6-10%, 비디오/오디오 10%) 수준
∘ 실린더 용량 1,600cc 이하 소형 승용차는 13% 관세를 내고서도 일정량 수출을 하고
있으나, 중형 승용차는 현지시장 진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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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6 : 칠레(대EU로 무역전환 : 칠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 2003.2월 칠레-EU간 FTA 발효 이후 최근 4개월(03.2-5월)간 칠레 총수입액 55억
달러 중 3,000만 달러 상당이 EU로 수입선 전환
- 이 기간 중 칠레의 대EU 수입은 2억 3,7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2003. 2-5월 중 FTA로 인한 칠레의 대EU 수입전환은 주로 대미, 한국 수입 분에서
발생(수입전환액의 60% 상당)
- 대미 수입 감소분 : 대EU 수입전환액의 1/3 (1,070만 달러)
- 대 한국 수입 감소분 : 대EU 수입전환액의 29%(940만 달러)
※ 한국에서 EU 지역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자동차, 핸드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자동차→ 프랑스, 핸드폰 → 독일/프랑스/핀란드/스웨덴/영국, 알루미늄 및 아연
류 금속제품→ 룩셈부르크산으로 수입선 전환)

셋째,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6억 3,600
만 달러의 제조업 부문의 수출증가를 가져와 對칠레 무역수지가
약 4억 3,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휴대폰,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칠레와의 FTA는 중남미 시장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
다. 현재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국
과 FTA를 맺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거대한 중남
미 신흥시장 진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자간 무
역협상을 통한 무역 자유화보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의 충격이
적은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경제적인 재도약도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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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내 용

무역
및
입지
효과

시장
효과

효과 (체결국)

무역창출
효과

관세 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 무역의 발생으로 소비자후생이 확
로 발생
대되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 증가

무역전환
효과

관세 인하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비효율적 국가로부터 수입이 전환
국가에서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 되어 후생 감소

생산설비
재배치

역내의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비교우위가 있는 역내국의 입지증
재배치
가, 일부 국가 산업 이탈

규모 효과

무역장벽 제거로 시장이 확대되면 시장 확대로 수출기업의 생산이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발생
증가하고 비용 하락

경쟁 효과

경쟁 압력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 향상
수입개방으로 수입 대체 기업들은
규제완화, 구조조정으로 산업구조 경쟁 압력에 직면
고도화

투자 유치
효과

제3국 기업들의 투자

안전보장효과 비회원국에 대항한 안전보장
정치적 협상력 효과
효과
개혁 효과

소수 국가가 통합으로 협상력 증대

역내 시장 지향의 제3국 기업의
투자증가
안전보장 강화
협상력 증가

개혁의 조류를 이용하는 정치적 국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목적
개방 목적 달성

다섯째, 소비자 잉여를 생각해야 한다. FTA 체결로 인해 시장
이 개방되어 값싼 외국물품이 들어오면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후
생이 증대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 외에도 FTA 체결은 정
치․외교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소수 국가간에 FTA를
체결하면 관련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12월 멕시코에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
통령은 같은 해 1월부터 발효 중이던 NAFTA와 미주 지역 경제
통합FTAA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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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외환안정기금 200억 달러를 멕시코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 동북아 지역협력 : 한․중․일 FTA
(1) 중국 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구상
2차대전 후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 주도의 기러기형 발전형태를
유지했다. 즉 일본이 기러기 떼의 선두에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으로 이어지는 중진국들의 산업화를 유도하고 뒤를 이어 말
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따랐다. 따라서 일본은 이들 국
가들에게 기술, 부품소재, 자본을 제공하며 동아시아 경제의 헤게
모니를 장악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시작해 철강, 자동차 등의 제품에서도 세
계적 수출기지로 등장했다. 1996년 현재 전 세계 공산품 시장에
서 아시아(대양주까지 포함)의 비중은 28.8%, 사무 및 통신장비
49.9%, 섬유 42.7%, 의류 42.6% 등 저부가가치 제품이 중심이다.
<그림 4-2> 미국 시장에서 동아시아의 지역별 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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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방, 개혁이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자 2000년대에 들어 아시아 경제의 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1997～2000년 동안 연평균 7.9%
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도 평균 10.9% 증가했다.
특히, 수출은 1980년 182억 달러(세계 0.89%)에서 2000년
2,492억 달러(세계 3.92%)로 증가할 만큼 그 성장폭은 괄목할 만
하다. WTO 가입 후 중국 수출의 세계 시장 비중은 1995년 3.7%
에서 2005년 6.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고도성장에 기인한 중국 내수 잠재력을 기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9～1994년 동안 연평균 외국인 투
자 유입은 약 140억 달러로 개도국 1위였으며 2000년에는 408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외
국인 투자의 80% 정도를 중국이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
환위기 이후 아세안에 대한 투자 감소와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더
욱 가속화시켜 세계 국제투자의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이
동아시아 경제가 일본 주도에서 중국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첫째,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
수출입 비중은 2002년을 기준으로 EU와 NAFTA에 비해 훨씬 낮
은 44～49% 수준이다.
이는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북미, EU 시장을
겨냥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EU
와 NAFTA 출범으로 세계 경제의 두 축이 블록화함에 따라 역내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시
장을 활용하기 위해 서로 동아시아 3국간에서 경제통합의 필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가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갈 가능
성은 먼저 중국측의 영향력이 크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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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세계의 권역의 무역구조(1995년 및 2002년)
역내 수출

역내 무역 비율
수출

수입

금 액

세계 수출
비중

1995

2002

1995

2002

EU(15)

1,509

23.5

64.0

61.6

65.2

61.9

NAFTA(3)

626

9.7

46.0

56.5

37.7

38.1

동아시아(10)

663

10.3

43.9

44.2

45.2

48.6

AFTA(10)

97

1.5

25.5

24.0

18.8

23.6

주 : 동아시아 10은 한․중․일과 NIES 3 및 선발 아세안 4국(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료 : WTO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시장이다. 시장환율로 평
가해도 중국은 2000년 GDP가 1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 일본, 독
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가지
고 있다. 중국의 2000년 1인당 GDP는 84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구매력 평가로 환산할 경우 4,700달러 수준으로 훨씬 높아지고
지역으로는 서부내륙, 산업으로는 일부 서비스 산업의 시장화가
진전되면 중국의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4.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개요
한국 정부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범세계적 지
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FTA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
고 우선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정상회의시 한․칠레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해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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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6차에 걸친 실무협상
을 통해 2002년 10월 24일 양국 정부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같이 양국 정부대표간 협상이 3년 가까이 끈 이유는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쉽게 합의에 도달하였으
나, 농업 부분의 의견차이로 한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
문이다. 모든 농산물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칠레
측 입장과 가장 민감한 쌀과 사과, 배, 포도 등 일부 과실류를 자
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자는 한국측 협상안 사이에서 입
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3월 양측이 새로운 상
품양허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2001년 5월 25일 칠
레 정부가 ‘농산물 예외 인정시 양국간 FTA 추진 어렵다’는 공
한을 한국 정부에 송부함으로써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양국 정부간 타결된 협정문에 따르면 칠레측은 자동차, 철강파
이프 등 2,300여 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하고, 자동차부
품, 폴리에틸렌 등 2,100개 품목을 향후 5년간 균등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은 사탕수수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
하며 초콜릿, 복숭아통조림, 조제분유 등은 5년에서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정부조달 시장
도 상호개방하며 경쟁정책, 지재권, 투자, 서비스, 원산지규정, 분
쟁해결절차 등에서 광범위하게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8)
(2) 경제적 기대효과
또한 정인교(2000, 2002)의 연구결과9) 에 따르면 한․칠레 FTA
8) 정인교, 한․칠레 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내용, KIEP, 2002. 10. 24.
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
책연구(KIEP), 정인교․이경희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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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로 한국의 후생수준은 연간 9억 6000만 달러 개선되고 對칠
레 수출은 6억 6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증가는 2억
6000만 달러에 그쳐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4억 달러 정도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결과는 서비스, 투자 등 상품 이외
분야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욱
클 것이다.
<표 4-20>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예상효과
구 분

경제적 효과

구 분

경제적 효과

후생수준(억 달러)

9.6

對칠레 수출(억 달러)

6.6

수입물가(%)

-0.001

對칠레 수입(억 달러)

2.6

GDP (%)

0.01

對칠레 무역수지(억 달러)

4.0

자료 : 정인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의 의미와 주요내용, 대외경제
정책연구(KIEP), 2002. 10. 24.

또한 칠레는 EU, 멕시코, 캐나다, MERCOSUR(브라질, 아르헨
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10개의 FTA를 이미 체결하고,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기
업의 활발한 시장개척 및 투자진출이 기대된다.
(3) 협상과정의 어려움 : 내부협상갈등
농민단체는 2000년 5월 2일 개최된 “한․칠레 FTA 중단과
WTO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표자 회의”에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회 소속 농민 150여 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한 것을 시
작으로 7월 12일에는 경북 농민 5000여 명이 경북 의성역에서, 7
월 25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시위를 하였다. 2001년에 들어서도
3월 6일 전국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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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700여 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한․칠레 FTA 저지를 위한 전
국농민대표자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1월 14일에는 여의도 등 시
내에 1만 20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반대시위를 하였다. 2002년
7월에도 서울에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소속 4000여 명이 모여 집회
를 가졌다.
이 같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한․칠
레 FTA 협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정치 이슈화하였다.
첫째, 농민의 반발이 해당 패자산업인 포도재배농가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농민총연맹 등과의 정치적 연대political alliance를 통해 전
국 규모의 농민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10) 같은 각
종 NGO가 가세했고,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시민의
모임 등)까지 이에 합류해 전국 규모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둘
째, 한․칠레 FTA의 반발 논리가 ‘농민희생-재벌이익옹호’로 한
국사회의 민감한 재벌문제와 연결되어 정치․사회 이슈화된 것이
다.11) 한․칠레 FTA의 최대 승자산업이 자동차, 전자 등으로 모
두 재벌기업의 생산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을 살리기 위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농민의 희생하에 재벌이 수혜자가 된다는 논리가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즉 FTA의 이익이 농업과 산업(재벌)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10) 2001년 2월 19일 경실련은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외교부에 전달함.
11) position21.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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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일 FTA12)
(1) 한․일 FTA 추진개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양국간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1월 양
국간 FTA 추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실시되었다. 양
국간 FTA 논의는 2003년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2005년까지 FTA 협상교섭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급
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양
국 실무자간의 공식적인 FTA 협상은 2004년 9월 현재 제5차 협
상까지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협상추진 체제 및
협상일정에 합의해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을 번갈아가며 협상을 개
최하고 있다. 또,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MRA, 협력,
기타 무역의제(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분쟁해결 등 7개 분과 설
치에도 합의를 했다. 이를 기초로 협상 분야별 양측의 기본입장
을 교환했고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서비스 자유화 등 높은 수준
의 FTA 목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한편 협정문 초안을 교환
해 양측의 관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조달,
비관세조치, SPS, TBT, MR, 인력이동(비자면제협정체결 포함),
경제협력 등의 주요 관심사항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제적 예상효과
한․일 FTA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한국에 부정적인 효과
12) 박번순 외 4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의 내용과 www.kjmeeting.
or.kr를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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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양국간 관세
를 철폐할 경우 한국의 후생수준과 GDP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은
증가한다. 또, 대일 무역수지의 적자도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연구보고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동태적 분석을 통해 FTA
이후 경쟁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도입해도
정태적 모형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존 연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4-21> 한․일간 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정태적 모형)

한국

일본

KIEP

KIET

IDE

후생수준

-0.19

0.48

0.34

GDP(%)

-0.07

-0.07

0.06

대 일 무역수지

-60.9

-33.6

-38.9

대 세계무역수지

-15.4

-6.9

-2.7

후생수준(%)

0.14

-

0.03

GDP(%)

0.04

-

0.00

대한 무역수지

60.9

-

38.9

대 세계무역수지

-

-

54.8

자료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KIEP, 2001. 12,
p.32.

하지만, 한․일 FTA가 가져오는 효과는 양국간의 중복 투자의
해소, 생산성 향상, 규모의 경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면 대일 무역수지는 개선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산업계나 일반 국민들의 한
일 FTA에 대한 우려가 일부 과장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수입
선 다변화제도 해제 후 기계 분야의 대일 수입 등을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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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경쟁력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초기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엇갈린 견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FTA로 인한 경쟁환경 조성은 국내 기업의 생산
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대한 자극이 될 것이며 일본의 투자
등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관세인하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맺어 국내 산업이 자생
력을 갖게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한일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한․싱가포르 FTA13)
(1) 한․싱가포르 FTA 추진개요
싱가포르는 완전 개방국가를 표명하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으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물류 및 금
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와의 FTA는 2002년말 산관학 공동연구회
를 통해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4년 9월 현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5차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실무
협의에서 양국은 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상호 인정협정MRA,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 등 분과별로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결 의제와 협정 문안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
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상품 분야 양허안(시장개방 이행계획서)과 원산지
13) 박번순 외 4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와 매일경제 2004년 9월 4
일자 기사를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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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측
협상단은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진출여건 개선, 무역투자, 방
송, 환경분야의 협력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상품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 경제적 예상효과
현재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인데 양 국가의 FTA 협
정의 쟁점은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FTA 협상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이미 무관
세 수입국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FTA 협정체결 이후에도 우리
가 큰 이익을 볼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자유화에 대한 공동의지를 다
른 국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칠레와의 FTA에 이은 꾸준한
FTA 추진 의지 천명, 그리고 싱가포르의 FTA 노하우 습득 정도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내 화교
들의 FDI와 서비스 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7. 한․미 FTA14)
(1) 한․미 FTA 논의동향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양국간에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 논의된 바는 없다. 하지만 그간 재계 및 학계에서는 한․미
14) 박번순 외 4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의 내용을 일부 참고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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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정
부보다 재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과 11월 주한미상공회의소와 막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은 각각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관련해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법안을 상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
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한․미 양국간의 쌍무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yt)가 스크린쿼터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
져 양국간 더 이상의 경제협력이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2) 경제적 예상효과
두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교역의 확대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규모를 생각해 볼 때 만
약 두 국가간에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으로서는 그 어느 국가와
의 FTA 체결보다도 높은 무역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2> 한․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전산업 FTA

농업 제외 FTA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후생수준

1.73%

0.07%

1.19%

0.05%

실질소득

1.47%

-0.02%

0.78%

-0.00%

물가

-3.11%

0.36%

0.22%

0.26%

자료 : KIET,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태적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태적, 완전경쟁 CGE의 경우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0.7
3～1.73% 후생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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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불완전경쟁 효과, 제품 차별화 등 부대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한국의 후생 증가효과는 6～7%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후생효
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
산업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한국의 후생수준은 1.73% 증
가하지만 50%의 산업에 대해서만 관세 철폐가 적용된다면 후생
수준 증가는 1.05%로 낮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보다 후생 증가효
과가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인 효과 말고도 양국간의 FTA 체결은 한․미간의 안보동
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미국 경제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으며 폭넓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부분의
커다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III. 우리나라 FTA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
1. 내부협상갈등
흔히들 국제협상은 미국, 일본 등 우리의 교역상대국과 대외협
상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FTA 협상과 같
이 상호개방에 따라 승자winner와 패자loser가 구분되는 정치적 부
담이 큰 국제협상에서는 다양한 국내 사회세력constituents 과 이익집
단interest group간의 갈등관리(이하 “내부협상갈등”이라 함)가 더 중
요하다. 아무리 대외협상을 잘해서 좋은 협상안을 만들어내더라
도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내 집단에 의해 승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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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
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집단의 반응을
분석해 볼 것이다.
(1) 퍼트남의 2단계 게임이론
퍼트남Putnam15)의 2단계 게임이론Two-level game에 따르면 국제협
상은 1단계 게임(대외협상)과 2단계(대내협상)의 두 단계로 구성
된다.
- 1단계 게임은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양측 협상대표간
의 대외협상bargaining between the negotiators, leading to a tentative agreement
- 2단계 게임은 이 대외협상안tentative agreement 에 대한 국내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국내 사회세력 및 이익집단과의 별도의 협
의, 즉 내부협상separate discussions within each group of constituents
about whether to ratify the agreement으로 이분됨
현실적으로 FTA의 경제적 이익이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에 균
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승자는 FTA를
지지하는 사회적 세력으로, 불이익을 보는 패자는 반대세력을 형
성하여 국민여론을 통해 정부의 FTA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다. 한․칠레 FTA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주된 이유도 칠레와의
대외협상(1단계 게임)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칠레와의 협상안에
대하여 농민단체의 조직적인 저항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단계 게임에서 한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이다.
15) Putnam, R., “The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s of Two-Level
Games,” Inter national Organization, 42. 3, Summer, 1988, 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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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제협상의 2단계 게임
상대국 정부

1단계 협상(대외협상)

상대국 정부

2단계 게임(대내협상)

국회

NGO

이해집단 (경제계,
농민단체 등)

노조

여론
(언론)

(2) 2단계 게임(내부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인16)
퍼트남에 의하면 국제협상의 2단계 게임, 즉 내부비준․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째, 협상사안의 성격이다. 협상사안이 동질적이면, 즉 내부집
단에 균등한 영향을 미치면 내부협상이 아주 용이하다. 평화안보
협상이 이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협상사안이 이질적
이면, 즉 FTA로 이익을 보는 승자winner와 손해를 보는 패자loser
가 확연히 나누어지면 내부협상이 아주 어렵다.
둘째, 내부집단의 반응이다. 내부집단의 반응이 대칭적이면 다
시 말해서 패자와 승자의 반응이 똑같으면 내부협상이 용이하다.
16) 이 부분은 안세영(2002), 국제협상에서 내부협상갈등에 관한 연구 : 한․칠레
FTA협상사례를 중심으로를 저자의 양해하에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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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설사 손해를 보는 패자집단이 크게 반발을 하더라도 승자집
단이 정치적으로 정부를 지지해 주기 때문endorse group (역할)에 내
부협상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집단의 반응이 비대칭
적이면 내부협상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패자집단은 시위 등을 통해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데 반해
서 승자집단은 침묵하며 FTA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기대하기 때
문이다.
셋째는 협상사안의 정치 이슈화이다. 협상사안을 정치 이슈화
하면 정치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제협상의 국내 비준
에 개입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가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든지 선거시 득표와 관련하여 2단계 게임에 개입하기 때문
에 이 같은 경우 내부협상은 아주 어려워지게 된다. 반대로 정치
이슈화하지 않으면, 내부협상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된다.
넷째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내부협상은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내부집단의 반응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의식하는가?”의 문제로 요약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약체이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부협상에 대한 정치
적 의지가 약해 정치 지도자(대통령)가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
휘하지 못하면, 내부협상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다. 반대로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내부협상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
다.
(3) 내부협상의 4대 요인과 내부협상의 난이도
대외협상안을 국내적으로 비준․승인받는 2단계 게임(내부협상)
이 가장 용이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상사안이 동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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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집단의 반응이 대칭적이어서 승자집단이 패자집단의 정
치적 반발에 맞서 정부를 지지해 주며
- 협상을 국내적으로 정치 이슈화하지 않으며
- 대통령이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임
반면에 가장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협상사안이 이질적이어서 승자집단과 패자집단에 미치는 경
제적 효과에 큰 차이가 나며
- 내부집단의 반응이 비대칭적이어서 패자집단의 반발을 정부
가 홀로 맞서야 하며(승자집단은 무임승차를 기대)
- 협상을 정치 이슈화하여 패자산업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개입하며
- 대통령이 내부협상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가지지 않아 강
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임.
<그림 4-4> 내부협상의 4대 요인과 국내 비준․승인의 난이도
어려움 용이
협상사안의 성격

이질적

동질적

내부집단의 반응

비대칭적

대칭적

정치 이슈화

정치 이슈화

비정치 이슈화

정치적 리더십

약한 리더십

강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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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체결의 내부협상 여건 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가 칠레, 일본, 미국과 FTA 체결
시 국내 산업은 경제적 이득을 보는 승자산업winner과 손해를 보
는 패자산업loser으로 확연히 양극화되었다.
(1)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의 양극화
아래 <표 4-23>에서 보듯이 한․칠레 FTA의 경우 승자산업은
자동차, 냉장고 등을 모두 포함한 제조업 분야이나 포도, 배 등을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은 패자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일
FTA의 경우는 이와 달리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
지고 있는 농․수․축산물과 섬유․의류 산업이 승자산업이고 수
송기기, 전기․전자 기계류 등이 패자산업으로 분류된다. 한․미
FTA의 경우는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류산업이 승자산업으로 농
업을 포함해 수송기기․전기․전자․기계류 등은 패자산업으로
분류된다.
<표 4-23> 칠레, 일본, 미국과 FTA 체결시 국내 산업별 영향
한․칠레 FTA

한․일 FTA

한․미 FTA

농, 수, 축산물

loser

winner

loser

수송기

winner

loser

loser

섬유․의류

winner

winner

winner

전기․전자

winner

loser

loser

기계류

winner

loser

loser

이 같은 각각의 승자산업들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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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국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
투자 진출 기회 증대
상대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회 증대
상대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상대국을 거점으로 한 주변국가로의 진출 기회 확대
(예 : 칠레를 중남미 진출 교두보 국가로 활용)

반면 패자산업의 경제적 손실은 상대국 승자산업이 자국시장에
진출해 누리는 앞의 경제적 이득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 내부집단 반응의 비대칭성
일반적으로 정부와 의회의 FTA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패자산업과 승자산업의 정치적 반발이 비대칭적이다. 즉 패자산
업은 강한 단결력으로 FTA 체결에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승자산업과 국민(소비자)은 FTA의 경제적 후생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패자산업과 맞서 정부를 지지하는 데 소극
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승자산업은 FTA에 대한 무임
승차free-riding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5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2001년 9월)한 바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94.3%가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도 불구하고, 승자산업인 재계가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FTA의 추진 주체가 정부이므로 기업차원
에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FTA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17)
17) 응답기업의 88.6%가 한미 FTA 체결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대미 무역증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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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으로 FTA로 인한 개방의 경제적 이익은 간접적으
로 다수(소비자)에게 분산되는 반면, 개방의 충격은 특정 집단(산
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방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
익을 보는 집단은 소비자이나 그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
어, 국내적으로는 소비문제에 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
단체도 FTA에는 별다른 집단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
우를 보면 오히려 노조, 시민단체와 동조하기도 한다.
반면 개방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직접적 손해를 보는
농업이나 사양산업import-competing industries은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
발한다. 또한 이들 반대세력은 같은 NGO로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단체, 노동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유권자를 의식하는 정치가
와 정부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 때
문에 어느 나라에서건 FTA 추진에서 패자산업의 정치적 영향력
이 승자산업보다 강해 여론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강하게
반영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3) 경제적 예상 효과의 불확실성
패자산업의 정치적 반발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가 승
자산업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예상효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 때문에 승자산
업이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몇 건의 FTA 사례를 살
펴보아도 FTA의 경제적 후생효과는 당초 당사국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85년 미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할 당시 Bill Brock UST 대사는 양국간 교역량이 1984년의
35억 달러에서 1988년에는 14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29.8%,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29.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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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무역증가는 1988년의 53억 달러에 그쳤다. 캐나다(1988),
이스라엘(1985), 멕시코(NAFTA 1995)가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 반대론자는 자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실제로 대미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 또는 무역수지흑자
폭이 개선되었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 FTA를 칠레하고 체결하여 일반 국민들 사
이에 “FTA=농민피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설문조
사에 의하면 FTA가 한국에 대해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이유로 농
민의 피해(59%)를 들었다.
<표 4-24> FTA가 한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이유(전체응답 중
해당응답의 구성비)
순서

이유

비율*

순서

이유

비율

1

농민피해

59

4

실업

21

2

국내산업기반 붕괴

38

5

대기업피해

10

3

중소기업피해

36

6

기타

5

이러한 “FTA의 최대 희생자=농민”이란 잘못된 인식은 농민,
NGO, 노조지도자 등 FTA 비판집단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제단
체 같은 FTA 지지집단도 가지고 있다.
<표 4-25> FTA가 한국 경제에 주는 가장 큰 이유로 “농민피해”를
지적한 그룹 비율
직종
FTA

비율(%)
농민

70

비판

근로자

57

그룹

노조지도자

38

FTA

공무원

75

지지

경제단체

74

그룹

소비자

71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195

하지만 FTA가 곧 농민피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한․칠레 FTA의 경우 어느 정도 논리가 설득력 있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한․일 FTA의 경우, 농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즉 FTA에 있어서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은 어느 국
가와 FTA 협정을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
극적으로 한국이 칠레, 미국, 일본과 모두 FTA를 체결한다면 우
리나라 농민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는 반드시 부정적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5> 한․칠레 FTA에 대한 내부집단의 반응

정치가

농림부

재계

과수 재배농가

통상교섭 본부

경제단체
(전경련, 무역협회)

농민단체

산업자원부

NGO, 노조

: 반대
: 지지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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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와 농업
(1)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
농민단체는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한국 농업이 커다란 타
격을 받는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6> 전국농민연대의 1월 8일 여의도 한․칠레 FTA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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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칠레가 농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점이다. 칠레의 상품 수
출액은 182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0%에 달하고, 그중 농산물 수
출은 28억 달러(2000년 기준)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2.2배가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칠레는 농산물 분야에서 매년 14억 달러
(1996∼2000년 평균)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적
으로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규모 15억 달러(2000년 기준)는 농산
물 무역수지 흑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과수 분야는 세계 최
고의 경쟁력을 가졌으며, 엄청난 과일 생산증대의 잠재력을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FTA가 발효되면 한국 농업의 기반이 붕괴된다고 주장한
다. 정부는 협정으로 국내 과수농가에만 피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타 작목에서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 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셋째, 한․칠레 FTA는 재벌이익과 농민의 희생이라는 주장이
다. 재벌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은 수출 증가로 이
익을 얻는 반면 칠레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업이 피해를 본다
는 주장이다.
(2) 농업 부문 제외 FTA 체결가능성
“한․칠레 FTA에 대해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FTA를 맺으면 안 되는가?” 이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은 제조업이 강
한 반면, 칠레는 농산물이 강하다. 한국과 칠레가 FTA를 맺을
때, 칠레는 한국으로부터 공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대신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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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과, 배추 같은 과수를 한국에 수출하기를 원한다. 당연히
칠레로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농산물을 제외한 FTA를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칠레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농산물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면 당연히 한국에게 유리한 공산품들도
제외하자고 맞설 것이다.
둘째, FTA에 대한 WTO 규범도 농산물 등의 특정산업을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FTA로
인해 체결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이 개방되어야지 농업
같은 특정 산업이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3) FTA 대비 농업지원대책
한․칠레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상쇄시키기 위
해 정부는 이미 2003년 7월, 향후 7년 동안 119조원 규모의 ｢FTA
대비 농업지원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FTA 이행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제고를 위
한 규모화, 시설의 현대화, 생산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7,005억원
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영안정 및 폐업 희망 농가에 대한 보상금
으로 1,723억원이, 생산자 조직의 개방 대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1,21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인 지원 시스템의 재원조달대책과 협정이행사항을
수시로 논의․점검하기 위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FTA 이행지
원 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특세법｣, ｢농어
업인 부채경감법｣, ｢농어촌 삶의질 향상 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을 제․개정하는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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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패자산업(농업) 지원제도
NAFTA 체결시, 멕시코의 경우 종래의 정부의 보장가격Guaranteed
price 지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우려
되는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소득보장 목
적의 직불제 형태인 PROCAMPO(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를 1993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멕시코
는 관리가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농민에게 직접 소득지불,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으로의 생산전환을 촉진, 산림회복 및 토양
보존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침해 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4-7> 멕시코의 농민보상제도 추이

시장가격지지
: 1993년 이전

소득직불제
(PROCAMPO)
: 1994년
시장가격지지
: 1994년

소득직불제
(PROCAMPO)
: 1995년 이후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무역 자유화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피해
를 보상하고 피해를 입은 분양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
역조정지원제도(TAAR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NA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가 1년 동안 25% 이상 감소하고, 동 기업
의 근로자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고되거나 해고될 위험에
처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민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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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최근 1년간 농수산물 평균가격이 지난
5년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실직 노동자는 무역조정수당trade adjustment allowance,
임금보전수당(임금 차이의 50%를 2년간 지원), 구직수당, 직업재
배치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의료보험료 혜택
또한 주어진다. 피해기업에게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직접 지
원direct loan 또는 대출보증guarantee of loan 이 실시되고, 농어민에게
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당이 지급된다.
(5) FTA 체제에서의 국내 산업보호제도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난 후라도 칠레로부터 수입해 오는
특정 상품으로 그와 관련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조치는 아주 예외적인 경
우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러한 무역
규제조치를 취하면 칠레도 한국 상품 수출에 대해 대응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양국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한․중 마늘 분쟁이 이와 관련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
리 정부가 국내 마늘 농가의 중국산 마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하였다. 결국 먼
저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던 우리 정부가 먼저 무릎을 꿇고 중국의
강력한 보복위협에 굴복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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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와 농업개방 : FTA를 안 하면 농업개방을 피할 수
있을까?18)
1) 쌀 시장 개방
2004년 1월 20일, 10년만에 쌀 시장 개방협상이 다시 진행되어
중국, 일본, 호주 등 쌀 수출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에서는 여전히 ‘개발(관세화)19)이냐’, ‘개방 연기(관세 유예) 20) 냐’
를 놓고 아직도 논란 중이다. 10년 전 쌀 개방을 미룬 것은 농업
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농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개방 유예’가 목표처럼 돼버렸다.
쌀 시장 개방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 협상을 올해(2004년) 꼭 할 필요는 없다.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협상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
② 협상에서 무조건 버티면 된다.
아니다. 올해 말까지 개방 유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 자
동 개방된다.
③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 무조건 좋다.
아니다. 시장을 열지 않는 대가가 더 크면 손해다.
④ 쌀 시장 개방을 유예 받는 나라는 많다.
아니다. 전 세계서 한국과 필리핀뿐이다.
⑤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관계없다.
농업개발을 다루는 DDA 협상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18) 중앙일보, 2004년 1월 21일자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9)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물리고 수입하도록 하는 것
이 관세화다. 관세를 무겁게 매기되 시장을 완전히 연다는 뜻이다.
20)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관세화를 연기하는 것. 관세화 유예는 예외적으로 인정되
는 특례 조치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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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쌀이 현지 가격으로 수입된다.
아니다. 국내외 가격차를 감안해 일정한 관세를 붙여 수입된다.
⑦ 농촌에 무제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니다. WTO가 규정하는 지원방식과 지원액에 맞춰야 한다.
<표 4-26> 시장 개방 협상 대안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만 도입
∙수입량 관리와 파악 용이

∙유예에 대한 대가 지불
∙추후 개방시 급격한 관세감축

관세화

∙무리한 의무 수입량 증량 요구 차단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재정부담 적어짐

∙국제 가격, 환율에 따라 쌀 값 변동
∙직접적인 농민 소득 감소

2004년에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 당장 농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언젠가는 다
시 협상을 해야 하고 개방을 미룰수록 개방의 충격은 더울 커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필리핀만이 쌀 시장을 개방하
지 않고 있다. 만약 금년 2004년에 쌀 개방을 유예한다면 중국,
미국, 태국 등 쌀 수출국이 요구하는 다른 조건을 상당히 수용해
야 한다. 예를 들면 의무수입량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UR 협상 당시 한국과 함께 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했던 일본
과 이스라엘 등은 이미 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허용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일본은 처음에는 쌀의 관세화에 반
대했으나 ‘최소 수입 의무물량제21)'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이 너
무 많아지자 관세화 유예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1999년 5월부
21) (Minimum Market Access: MMA)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10년
동안 매년 외국쌀을 국내 소비량의 4%까지 DMAN적으로 수입하는 제도다. 우
리나라는 1995년 5만 1000톤의 쌀을 수입했고, 이후 수입 물량이 매년 단계적으
로 많아져 올해는 20만 5000톤을 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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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쌀 수입을 자유화했다. 2002년 WTO 가입 때 1년간 쌀 시장
개방이 연기됐던 대만도 2003년부터 시장을 열었다. 이스라엘은
외국산 양고기 수입을 막았으나 곧 시장을 개방했다.
(7) 한․일본 FTA시 농민의 반응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최근 들어 한․일
FTA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03년 ｢ASEAN+3｣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과의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
한 기계, 부품소재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과의
FTA에서는 한․칠레 FTA와는 반대로 한국 농업은 농산물 수출
증대를 통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 예상된다. 한․일 공동
연구에 따르면 농업 부문이 약 6,200달러, 가공식품 분야가 8억
5,400만 달러, 어업 부문이 3,000만 달러의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밤, 화훼, 채소, 돈육 등의 10대 신선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일 FTA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두 나라의 정부가 FTA 협상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면 일본 농민단체가 농업을 예외로 하자고 시위를 할
것이다. 농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정치적으로 약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많은 농산물을 FTA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
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때 한
국의 농민단체들은 “한․일 FTA에 농산물을 포함시켜 달라.”라는
시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칠레 FTA시, FTA를 하면 국내
농업이 피폐해진다고 주장했던 농민단체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어
리둥절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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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지역협력 추진사례 : NAFTA
1. NAFTA 개요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1988년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
고 각국의 협정 비준절차를 거쳐 1989년 1월 1일 USA-Canada
FTA를 발효시켰다. 이 협정의 기본 목표는 1998년까지 향후 10
년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간의 무역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양국간의 FTA 발효 2년
후인 1991년에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
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 1992년 8월 NAFTA를 출범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간에 이루어졌
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1년 뒤인 1993년 가을까지 국내 비준절차
를 거의 마쳤으나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협정체결을 향한 강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환경단체를 포함한 각 이익단
체 등의 저항과 하원의 반대에 직면하여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
나 클린턴 행정부의 효과적인 대응과 총력전에 힘입어 1993년 11
월 17일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하고 곧이어 상원 인준에도 성공함
으로써 NAFTA는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게 되었다.
◦ NAFTA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 2003년까지 향후 10년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
국간 상품 및 용역 무역의 99%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되
는 모든 관세 철폐
- 금융기관의 타국 영업 등 3국간 용역Services 거래에 대한
대부분의 무역장벽 철폐
- 멕시코의 경우 에너지, 철도 산업, 캐나다의 경우 출판,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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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미디어, TV Programming 등 문화 산업, 미국의 경우
항공, 유선 통신 산업 등 예외 부문을 제외하고 3국간에 행
해지는 해외 직접투자에 부과되는 대부분의 무역장벽 철폐
- 3국은 각국의 형편에 맞는 국가환경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실시
- 환경기준이나, 건강, 안전, 최저 임금 및 미성년자 불법 노
동 등을 규정한 NAFTA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
는 일정한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NAFTA가 보장하는 무역
특혜를 박탈하는 권한을 갖는 NAFTA 산하기구 설치
이 같은 NAFTA 협정은 1991년에서 1993년까지 미국 내 노동
조합, 재계, 환경단체, 농민 및 대기업 등 여러 이익단체들에 따
라 서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1) 클린턴 행정부의 NAFTA 추진전략 : NAFTA에 대한 정
치적 지지기반
취임 초 NAFTA를 추진하던 클린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면
초가에 놓여있었다. 우선 NAFTA 추진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
당 내부에서도 3/5이 반대하였다. 클린턴 지역기반인 “Rust Belt”
(중서부와 북동부 산업지역)와 함께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NAFTA 정책은 취임 초 클린턴 대통령에게 강한 정치적
모험이자 도전이었다. 즉 1996년 재선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정
치적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특유의 “강한 정치
적 리더십”을 통해 기업 등 NAFTA 지지세력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서 결국 NAFTA 체결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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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NAFTA 체결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지지성향
District
Charateristic
Number
Voting Behavior
%Clinton
%Perot
%Bush
Political Contr ibutions
%Labor PACs
%Business PACs
Emulovment
%Whit-Color
%Blue-Color
%Manufacturing
Educato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College Degree
%Graduate Degree
Income
Median Family Income
%0-$20,000
%$20-$50,000
%75-$100,000
%$100,000+

Democrats
AntiProNAFTA
NAFTA
156
102

Republicans
AntiProNAFTA
NAFTA
43
132

51.2
16.9
31.9

46.5
17.7
35.8

36.6
20.1
43.1

36.1
20.6
43.3

20.7
25.7

12.1
33.2

2.9
26.8

1.4
34.7

28.5
27.4
18.3

28.4
27.5
17.2

29.7
26.7
16.5

31.4
25.1
17.9

58.1
11.7
6.8

55.6
12.5
6.7

55.4
12.5
6.8

50.8
14.9
7.8

$34,485
27.2
44.9
5.8
4.8

$33,247
28.3
45.6
5.3
4.4

$36,883
22.8
46.4
6.6
5.1

$40,200
20.1
43.9
7.6
7.1

주 :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 저녁 투표자를 상대로 한 NAFTA에 대한 여
론조사(voter exit poll) 결과임.
자료 : Mishell, L.,& Teixeira, R.A., “The Political Arithmetic of the NAFTA
Vote, Economic Policy Institute, Washington DC, Nov. 1993.

(2) 정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NAFTA 지지성향
클린턴 대통령 당선 전후로 해서 실시된 여론조사22) 에 의하면,
클린턴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역구 하원의원의 약 46.5%가 NAFTA
22) 앞의 Mishell외 1인(1993)의 여론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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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한 반면 51.2%가 NAFTA를 반대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도시근로자를 형성하는 고졸 이하 투표자가 NAFTA에 반대하였
다. 클린턴 지지세력의 거의 3/4을 구성하는 이들 그룹이 NAFTA
에 대해 반대 43%, 찬성 34% 비율로 반대한 것이다. 반대로 대
졸 이상의 고학력자(클린턴 지지의 27%를 구성)는 NAFTA에 찬
성(찬성 54%, 반대 34%)하였다. 다음으로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
산층(연소득 2～5만 달러)이 반대(반대 47%, 찬성 32%)하는 반
면, 연 5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클린턴 지지의 12% 구성)이 찬성
(찬성 51%, 반대 36%)을 하였다.
1) NAFTA 찬성 의견
NAFTA 찬성론자들은 NAFTA가 북미 전 지역에 걸쳐 효과적
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 반면, 미
국과 캐나다의 기업들이 실질임금이 낮은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대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NAFTA 반대론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다. 실제로 1991년
당시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제조업)이 14.31달러, 캐나다가
14.71달러인 반면, 멕시코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32달러로 1/6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가장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단순 노동집약제조업이었다.
반면 NAFTA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
증대 효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감소 효과를 능가하는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용증대 효과, 역내 노동시장 재편과 산업구
조조정에 의한 국제 경쟁력 향상, 역내 자본이동의 증대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 등이었다. 또, 지역경제 통합시에 발생하는 무역창
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 중 NAFTA의 경우는 무역창출 효과가
월등히 커서 NAFTA 체결 후 역내 국가간에 후생증대 효과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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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FTA 반대 의견
NAFTA에 반대하는 견해는 NAFTA가 미국의 노동시장에 막대
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주장하면서 NA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낮은 임금, 허술한 환경법규 및 노동법규 등을 가
진 멕시코로 대량의 일자리가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대표적인 NAFTA 반대론자인 Ross Perot는 NAFTA가
체결되면 59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멕시코에 잃을 것이라는 극
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미 노조단체인 AFL-CIO는 NAFTA
를 Free Trade가 아닌 Fair Trade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미 노
조의 NAFTA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는 “일자리의 수출”임을
명백히 밝혔다.23) 또한 AFL-CIO는 양국간 실질임금의 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정책을 쓸 것을 주장하고 멕시코에
도 노동자의 사회보장 혜택, 미성년자 노동착취 등 부당 노동행
위의 근절, 노조결성과 단체협상권의 보장 등을 통하여 양국의
실질임금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역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
록 촉구했다(Rothstein 1995).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예측치는
NAFTA가 미국 상품과 용역에 대한 멕시코로부터의 수요를 증가
시킴으로써 모두 17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창출되어 미국
과 멕시코의 GDP가 매년 150억 달러씩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49만 개의 고용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비
관론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NAFTA와는 관계없이 1993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 노

23) The AFL-CIO and the United Automobile Workers have viewed NAFTA as “an
economic and social disaster for U.S. workers and their communities.”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U.S.-Mexico Free
Trade : Exploring Both Sides , Washington, D.C., February 1991) 또한 AFL-CIO
는 NAFTA 체결 이후 첫 2년 동안 1700여 개의 미 다국적기업이 40～50만개의
일자리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Dohert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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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 총 18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
에 비추어 볼 때 NAFTA가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일반적인 인식
이었다.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GDP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약 20분의 1 혹은 5%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이에 대비한 산업 구
조조정 등으로 멕시코도 많은 경제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학습 효과, 미국과 캐나다 시장
에 대한 보다 용이한 접근과 시장개척 등 멕시코에도 NA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었다.
이 같은 NAFTA 협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한 또 다른 세력
은 환경론자들이었다. 이들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위치한 멕시
코 내의 관세 면세 지역인 Maquiladora에 만연한 환경오염 사례,
Mexico City와 대도시의 smog 및 공기오염 실태, Texas 주 El
Paso 지역과 Mexico 만 일대에 증가하는 화학 폐기물질 방출 사
례 등을 제시하며 NAFTA의 부당성을 주장했다.24) 이와 더불어
여러 시민단체들도 NAFTA는 대기업, 다국적기업 그리고 고소득
층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일 뿐, 중산층 및 저소득의
일반서민들에게는 실업, 저임금, 위험하고 조악한 작업환경 등을
양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모습의 캠페인을 벌여나갔었
다. 특히, Ralph Nader가 조직한 Public Citizen watchdog group은
그 anti-NAFTA 활약상이 두드러졌다(Nader 1993).
미국의 농업 부문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미국의 곡물,
24) 예를 들어, U.S. Representative David Bonior(Democratic, MI) claimed that “Since
NAFTA, factories have moved to Mexico to take advantage of cheap lab or and
lax environmental standards.” [Bonior, “Slam the Brakes on Fast Track.”] Also
see a report prepared by National Safe Workplace Institute(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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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옥수수, oilseed, 목축업자, 멕시코 북부의 과일, 채소 생산업
자들로 추정되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은 멕시코의 곡물 생산업자
와 미국의 과일, 채소 재배업자로 예상되었다(Josling 1992). 이처
럼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NAFTA가 미국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NAFTA 협상 기간
중에 농산물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멕
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불법 노동력 유출 문제가 더 자주 거론되
었으나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멕시코 저임금 노동이
미 농산업에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정식으로
이슈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25)
2. 클린턴 행정부의 대응전략
노동계, 환경론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이익단체들과 미
하원을 중심으로 하는 NAFTA 체결 반대 및 신중론의 강력한 저
항에 접한 미 클린턴 행정부는 늦어도 1993년말까지는 성공적인
미국의 NAFTA 의회 비준을 끝낼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밀고 나갔다. 그 대응전략들은 다음과 같이 크
게 세 가지 부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NAFTA의 체결이 고용창출, 해외 시장의 확대와 수출 증
가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뉴스 미디어, 토론 광장, 홍보물, 연구 결
과물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NAFTA 협상
기간 중에 있었던 Ross Perot와 Al Gore 미 부통령과의 NAFTA
25) NAFTA가 체결된 후 U.S. Border Patrol은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 및 유입단
속을 강화하였다. (The number of agents increased from 3,965 to 7,904, and the
number of arrests also increased from 1,263,490 in 1993 to 1,555,776 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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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공개 논쟁은 NAFTA에 대한 여론형성과 정치계 및 민간
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26)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NAFTA 체결을 주요한 정치 및 정책목표
로 삼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대민 홍보는 상무성, 재무
성, 노동성,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등이 담당하였고, task
force로 백악관 내에 USA*NAFTA 팀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다.
재계 및 대기업들도 이를 도와 The Business Roundtable을 만
들어 pro-NAFTA 여론을 형성하고 활동자금을 모금하는 등 백악
관과 NAFTA 비준을 위한 공동 전선을 폈으며,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he Heritage Found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등 민간 연구기관에 의한 NAFTA의 긍정적인 경제 효
과에 관한 보고서 등도 NAFTA에 대한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27)
학계로부터의 지원도 있었는데 MIT의 Dornbusch 교수가 대표
집필하고 모두 12명의 생존한 Nobel 경제학상 수상자 전원이 부
서하여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NAFTA 지지 공개서한(September
17, 1993, The New York Times 1면 게재)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 28) 실제로 NAFTA가 체결되고 첫해인 1994년의 경험은 대
26) CNN으로 방영된 the Gore-Perot debate는 Cable TV로는 기록적인 1,68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7) NA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서가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positive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특히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미국에 비하여 10~15배 이상)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Brow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1992), Hufbauer and Schott (1992),
Odeja and McCleery (1991), Odeja and Robinson (1991), Marwick Report (1991),
USITC (1991), Sobarzo (1991), Young and Romero (1991), and Almon et al (1990).
28) “Dear Mr. Pres ident,…While we may not agree on the precise impact of
NAFTA, we do concur that the agreement will be a net positive for the United
States…Specifically, the assertions that NAFTA will spur an exodus of U.S.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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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3국 모두 긍정적인 것이었는데 한 예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의 1993년 대비 무역 증가율이 NAFTA 비회원국의 무역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1994
년 첫 9개월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 22%가 늘었고 멕시코의 대
미 수출도 23%가 늘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멕시코에 대한 자
동차 수출은 거의 500% 이상 증가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
다.29)
미 상무성은 1993년 1월부터 9월까지 첫 9개월간의 수출 증가
만으로도 13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단 1만 3000
명만이 NAFTA로 인한 정부 실업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NAFTA로 인한 직접적인 실직 효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발표했다.30) UCLA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NAFTA 체결 첫 2년(1994년과 1995년) 동안에 미국 내에
to Mexico are without basis…”
29) 최근 U.S. Trade Representative인 Robert Zoellick은 미국의 1993년부터 2000년
기간 중 대 멕시코, 캐나다 수출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이었다
고 밝히고 이를 NAFTA의 공으로 돌렸다. See http://www.ustr.gov/speechtest/zoellick/zoellick_7.PDF. 1998년 중 미국의 대 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1993년
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24억 달러였고, 자동차 부품 수출은 30%가 증가한 95억
달러였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Automotive Affair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Fifth Annual Report to Congres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Upon U.S. Automotive
Trade With Mexico, at http://www.ustr.gov/html/autos99.htm. (July 31, 2001)]
30) “Happy Ever NAFTA?” The Economist, December 10, 1994, pp.23-24 and “What
Has NAFTA Wrought? Plenty of Trade?” Business Week, November 21, 1994,
pp.48-49. 그러나 아직까지도 NAFTA가 미국 내 특정산업에 고용감소 효과를 가
져왔다고 주장하는 산업노조들이 있다. 예를 들어, United Auto Workers, “Derail
Fast Track,” UAW Politics, July 18, 2001, at http://www.uaw.org/politics/
dclink/01071801fasttrack.html. 미 노조가 지원한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는
NAFTA 체결 이후 3년 동안에 총 39만 4,835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특히
Alabama, Arkansan, Indiana, Michigan, North Carolina, Tennessee, Texas 주 등에
서 그 피해가 심각하였다고 보고하였다(MacArthur 2000,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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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3만 1,15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은 반면, 2
만 8,168개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순계 기준으로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발생한 1994년 12월의 멕시코의 외환위기 사태는 멕시코 peso가
당장 35%가 평가절하되고31) 미 정부로부터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부보증을 받는 등 그 경제적 영향이 막대하여 NAFTA만의 순
경제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사실 다소 무리가 있었다.
두 번째 미 정부의 대응전략은 다양한 이해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NAFTA 협정문을 전체 윤곽을 훼손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보완, 수정하거나 부속 협정문(NAFTA's side agreements)
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이는 크게 환경 관련 조항, 노동시장 관련
조항 및 예외조항의 설정 등이었다.32) NAFTA의 직접적인 영향
으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제도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부시 행정부는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광
범위한 노동자 보상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10 billion over a
5-year period)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 노동성 내에 NAFTA
TAAP(Transitional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를 도입하여
1994년 1월 1일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
입증가 혹은 미국 내 생산시설의 멕시코, 캐나다로의 이전 등
NAFTA 체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노동시간이 단축
되는 경우, 미국 노동자들을 지원, 보호하도록 하였다.33)
31) 1994년 12월 한달 동안에 Mexican Peso가 US 1달러당 3.45페소에서 5.075페소
로 평가절하하였으며 다음해에는 real GDP가 6% 감소하였다.
32) 여러 이익단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고려가 행해지지 않으면 NAFTA가 체결
되더라도 다시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드세질 것이며 그 전면에 타격을 받은 이익
단체들이 나설 것으로 우려되었다(Gruben 1992).
33) 미 노동성에 의하면, 1998년말까지 NAFTA TAA Program이 지원한 NAFTA 직
접 관련 실직자 수는 21만 1,582명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General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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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는 또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불법 노동자 이동을
막는 방편으로 미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maquiladora system을
존속시키기로 하였으며 NAFTA는 친환경적 협정green agreement 임
을 부각시키고 환경훼손 방지 및 위반시 제제조치를 가하는 조항
들(NAAEC: 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신설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시켰다(Pastor
1992). 이와 더불어, NAFTA 회원 3국 내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
기구를 두기로 합의하였다(예를 들어, CEC: the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과 BECC: the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 34)
미 행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미디어를 통해 집중 홍
보함으로써 환경론자와 노조로부터의 조직적인 저항을 약화시키
는 전략을 폈다. 이로 인해 NAFTA가 장기적으로는 NFATA 회
원국 3국간에 환경, 노동규제를 평준화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일반 대중들에게 광범
위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대응전략은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활
발한 대의회 로비활동이었다.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백악관
에 이른바 “NAFTA A-team”이 구성되어 Kantor, Daley, Emanuel,
Cole 등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특히, NAFTA가 체결되면
회사가 행한 미 의회 증언에 의하면, 동기간 중에 NAFTA로 인하여 부품 공급
회사까지 포함하여 총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3,566개의 일자리
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34) 이와 더불어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BECC Projects를 금융적으로 돕기
위하여 the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NADB)를 1995년에 설립하고
2000년까지 5년 동안에 모두 14개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걸친 환경 관련 프
로젝트에 1억 500만 달러를 융자하였다(U.S. Department of Commerce, “NAFTA
5 Years Report…Fostering Higher Wage Jobs,” at http://www.ustr.gov/naftareport/
faster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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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의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NAFTA의 비준은 미국 전체의 장기적 국익에 비추어
볼 때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NAFTA 협정문의 보완 혹은 NAFTA 의제와 전혀 다른 부문에서
정치적 흥정 혹은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써 의회 유동표를 끌어들
이는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 자
신이 그 협상 전면에서 나섰고35) Treasury Secretary Bentsen, former
U.S. Trade Representative Mickey Kantor, 그리고 Bill Richardson
등도 의회 내 유동표 흡수에 매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1993년 11월 17일에 있었던
NAFTA 비준에 대한 하원 투표는 찬성 234표, 반대 200표로 가
결되었고 3일 후에 있었던 상원 투표에서는 61-38로 비교적 수월
하게 가결되었다. 하지만 NAFTA의 미 의회 인준은 미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자금,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정치 및 기업
집단의 정치적 흥정 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비난
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MacArthur 2000).

35) 예를 들어, California의 유력한 민주당 하원의원인 Esteban Torres의 표를 얻기
의하여 그가 제안했던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NADB)를 설립하여 미
국-멕시코 국경 지역의 환경보존 사업을 지원하자는 안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Florida 하원의원들(Peter Deutsch and Harry Johnson 등 23명)의 요청과 Florida
Fruit and Vegetable Association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계획하고 있던 methyl bromide 살충제 금지법을 완화하여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로부
터 토마토와 sweet pepper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과 협조하여 긴급구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
었다(MacArthur 2000, pp.22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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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멕시코의 NAFTA 추진전략
(1) 멕시코 정부의 전략
멕시코 정부는 NA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국 내에서뿐만 아
니라 미국 내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멕시코 정부 내에서는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ial
Development가 미국 내에서 NAFTA를 위한 로비를 총괄 지휘하
도록 했으며 워싱턴의 법률사무소, 로비스트, 컨설팅, PR회사들을
대량 고용해(1993년 예산 : 약 1000만 달러) 적극적인 로비활동
을 벌였다. 특히 멕시코는 33인의 미국 전직 고위관리를 NAFTA
를 위한 로비스트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멕시코 국민들의 반미,
반 NAFTA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PR회사, 의회 로비스트, 국제
변호사 등을 대량 고용하는 등 다양한 로비전략을 펼쳤다.
이 같은 로비활동은 미국 내 반대세력의 대변인 격인 M.
Anderson AFL-CIO 회장과 멕시코 정부 로비스트인 H. Blanco간
에 대화를 추진하게 했으며 미 의원(3인), 주지사(1인), 입법보좌
관(48명)들로 하여금 멕시코에 “fast-finding” 여행을 하도록 후원
해 멕시코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2) 멕시코의 대내협상
멕시코에서 NAFTA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Salinas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는 제도적인 틀과 장치였다. 멕시코로서는 국내적인 합의 없이는
미국에 대한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합의도
출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멕시코의 경
우 국내적인 합의는 정부 부문, 민간 부문, 국회, 노동 및 학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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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체였는데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은 다
음과 같았다.
- 협상주체인 경제부차관 : 1990년 외국과의 경제협정을 협상
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정부 부처간의 조율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 : 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농림부장관, 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함.
- 협의과정(국회, 자문위원회, COECE)
① 국회 : 국민협의포럼
- 새로운 통상관계가 경제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
지 토론
- 참여자 : 노동조합, 학계, 지식인, 과학자, 언론, 정치가
② 협상자문위원회 : 협상에 관련된 각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매달 모임을 가지며 위원장은 경제부장관이 맡음.
- 자문위원회에서는 협상주체와 사회에 회의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함.
③ COECE(Foreign Trade Business Coordinator) :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
- 민간 부문의 이해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산업, 서비스, 유통, 금융, 농업 포함
- 민간 부문에서 통상협상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조성
- 역할 : ․협상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정부에 자문(room
next door)
․산업별 연구를 수행하여 협상단에 제시
․토론회를 조직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별
공동입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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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추진전략 : FTA 로드맵
1. 한국의 지역협력 및 FTA 중․장기 로드맵
(1) 한국의 FTA 추진 대상국 선정 기준
앞으로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
려해야 할 FTA 협력 대상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이다.
1) 수출시장 확보
이는 단순히 현재의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나 국가
의 미래 성장잠재력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급격히 신흥시
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BRICs 국가 중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의
FTA 체결 추진이다.
2) 사회적 구조조정 비용
FTA에 따른 경쟁력 약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폐업, 실업 등), 특히 사회적 구조조정 비용이 큰 농업 부분을
심각히 고려하여 추진대상국을 정해야 한다.
3) 정치․군사안보 효과
FTA 체결에 따른 정치․군사안보 효과(한․미 동맹, 한․중 동
맹 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에서 보
듯이 한반도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
인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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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진출 교두보 효과
거대한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FTA가 그 좋
은 예이다.
5) 상대국의 협상의지
한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상대국의 협상의지도 중요하다. 예
를 들면 일본은 한국과 FTA 추진에 적극적인 데 반해 중국은 남
방정책 때문에 그렇지 않다. 미국 또한 스크린쿼터 문제로 장기
간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실망 때문에 FTA에 대
해 그리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2) 클러스터(星團)형 3극(poles) 연계 FTA 추진전략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세계 경제에서 그 중요성
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유럽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NAFTA로 단일 경제권을
이루고, 2004년 4월 EU에 폴란드 등 10개 동구권 국가가 가입함
에 따라 ‘확대 EU’는 인구 4.5억 명, GNP에 8조 8000억 유로로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권pole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지역협력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때 이들 북미와 유럽 경제권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군사 분야에
서 중국 중시 정책이 미국을 등한시하는 오류를 범하듯이, 통상
에서 너무 동북아 구상에 몰입하여 이들 경제권과의 협력을 등한
시해서는 안 된다. APEC을 북미와, ASEM을 유럽 경제권과의 연
결 고리로 활용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는 이들 3개 경제권 아래 각기
성단cluster 형태로 지역협력 국가들이 모여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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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경제권의 핵심국가인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성단국가인
멕시코, 브라질 같은 국가와의 FTA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논리로 유럽 경제권의 성단국가인 구동구권, 구소련 국가들과, 동
아시아 경제권의 성단국가인 ASEAN, 인도 등과의 FTA 추진도
필요하다.
<그림 4-8> 클러스터(성단)형 3극 연계 구상
일본

일본

ASEAN

인도

싱가포르

러시아

한국
FTA
멕시코

동구권, 구소련
칠레

미 국

EU
브라질

유 럽

(3)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
이 같은 클러스터형 3극 연계 FTA 추진전략하에서 협상대상국
별 로드맵Road-Map을 중․장기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가 2005년 완료를 목표로 협상 중인 한․일 FTA는 목표대로
2005년말에 정부간 합의에 도달하면 2006년 국회에 제출되어 비
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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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한국의 FTA 추진 시기별 로드맵
2004

2005

한․일 FTA
(정부협상)

2006

국회비준(?)

한․싱가포르 FTA

멕시코

ASEAN

러시아․인도

미국

EU

한국․중국․일본

그러나 패자산업인 우리나라 부품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인과 노
조의 반대로 국내 비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 현재 정부가 협상 중인 한․싱가포르 FTA는 국내 비준
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상된다. 2005년경부터는 멕시코,
ASEAN과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006년경부터는 BRICs
국가 중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하는 인도, 러시아, 브
라질과의 FTA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 FTA는 선행과제인
한․미 투자협정이 완료되고 난 후인 2007년 이후 협상에 들어가
222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고 3극의 다른 축인 EU와도 2007년을 전후해서 FTA 추진을 본
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가장 큰 국정 아젠다
가 되고 있는 한․중․일 FTA는 한국이 일본과 FTA를, 중국이
ASEAN과의 FTA 추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 본격 추
진될 전망이다.
2. 한․일 FTA 추진전략
한․일 FTA에서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보려면 1) 일본으로부터
기술이 이전되고, 2)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야 한다. 정
부간 협상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
일 FTA는 대일 역조와 기술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다.
<표 4-28> 한․일간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효과)
KIEP

한국

일본

IDE

후생수준(%)

11.43

7.09

GDP(%)

2.88

8.67

대일 무역수지(억$)

-4.40

-24.60

대세계 무역수지(억$)

30.14

408.00

후생수준(%)

9.29

GDP(%)

10.44

대한 무역수지(억$)

24.60

대세계 무역수지(억$)

182.00

비고

- 10년 동안 연 1% 제조업
생산성 향상

- 10% 생산성 향상 : 섬유, 기타
제조업, 서비스
- 30% 생산성 향상 : 금속,
수송장비, 전자, 기계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는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한국이 시장개방에 맞춰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한다는 전제 아래에
서 한국의 GDP는 2.88% 성장하고 전체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30
억 1400만 달러에 이르며 일본의 경우 GDP가 0.04%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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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60.9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36)
하지만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일 FTA를 체결하
면 일본 기업에 시장을 내주고 산업공동화현상의 가속화와 동산
등 부작용만 증폭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며 한․일 FTA가 공
동기술 개발, 기술도입의 측면이 강조되지 못한다면 그 FTA로
인한 경제적 후생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
해이다.37)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산물의 대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에게 너무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면
이것이 중국, 미국과의 FTA 협상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사례를 보면 단순한 농산물 관세
인하가 그대로 한국의 농산물 수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
다. 일본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전 준비
(품종개량)가 필요하다.
3. 한․중․일 FTA 추진전략 : 동북아 통합 구상
(1) 한․중․일 FTA 추진 방향
그동안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
의 추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 중국, 일본간의 꾸준한 경제협
력에도 불구하고 3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22%(2002년)에 불과하
다. 이는 NAFTA의 4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3국 모두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투자, 기술력에서도 미국, EU에 크게 의
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간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할 필요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37) 산업연구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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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는 인구 13억의 광활한 시장을 공유하자는 경제적 동
기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안보 협력을 좁힌다는 국제 정
치적 동기에 의해서도 필요하다.
<표 4-29> 세계 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2002년 기준)
총인구(억 명)

국내총생산(GDP)
(십억 달러)

총무역(십억 달러)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한․중․일

14.6

23.6

5,698

17.7

1,733

13.2

EU

3.8

6.1

8,637

26.8

4,658

36.8

NAFTA

4.2

6.8

11,809

36.7

2,672

21.1

자료 : Global Insight DRI-WEPA, World Overview, 2003.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3.
IMF, Direction of Trade Statstics, 2003.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추세 등을 계기로 3국간의 FTA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일본은 1998년부터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 체결에 대한
산학공동연구를 해왔으며 2004년부터는 실질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였다. 또, 동북아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
해서 ASEAN과의 FTA 협정체결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ASEAN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며
동북아 경제협력에도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아래 표는 중국의
ASEAN과 한국, 일본 등 FTA 추진 주요 대상국과 그 추진단계
의 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그 아래의 도표는 중국과 ASEAN과의
FTA 체결 기본 협정의 내용에 관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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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추진단계
대상국

아세안

한국
및
일본

주요 추진 경과
FTA체결 기본 협정 서명으로 FTA 체결 공식화
- 주룽지 총리, 중국-ASEAN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협력 제안(2000.11)
- 중-아세안 10년내 FTA 협정 발효 합의(2001.11)
- FTA를 체결하기 위한 기본 협정 서명(2002.11)
(Framework Agreement on ASEAN-China Economic Cooperation)
연구․논의단계
- 주룽지 총리, 한․중․일 FTA 공동연구 제의(2002.11)
- 한․중 FTA 공동연구 제의(2002.11)
‧ 국무원발전연구중심내 한․중․일 경제협력 연구팀 구성

아세안+3

연구․논의단계

미국, EU 등

기초 논의단계

<표 4-31> 중-ASEAN FTA 체결 기본 협정 내용
＊ 중-아세안 FTA 포괄분야
∘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경제협력 등을 망라하며, 특히 상품교역을 핵심내용으로 함
∘ 국가안보, 공공도덕, 문화예술 보호 등 WTO상의 예외적인 부분과 소수의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
＊ 분야별 협상 일정
∘ 재화 : 2003년 개시, 2004년 6월 30일까지 협상 완료
∘ 서비스 및 투자 : 2003년 협상 개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완료
∘ 경제협력 : 농업, 정보통신, 인력개발, 메콩강 유역 개발을 주요 협상대상으로 다루며,
점진적으로 협력분야 확대
＊ FTA 추진 일정
∘ 2005년부터 재화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
∘ 아세안 6개 선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 완료
∘ 자유무역지대 설립 후부터는 대다수 상품 교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비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자유화 실현
＊ 조기수확(Early Harvest) 실시
∘ 500개 상품(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기 관세인하를 실시하여, 동 품목에 한해서
2004년부터 관세인하를 실시, 2006년부터는 영세율 적용
＊ WTO 비회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 WTO 비회원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해서도 WTO 회원국에 준하는 관세
우대 조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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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발빠른 대처에 대응해 우리나라 역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으로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동북아 3
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자원․기술․자본․시장 등 경제활동에 관
한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보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독자
적인 지역경제권과 경제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 일본의 첨단기술 및 자본 그
리고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은 3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동북아 3국의 경제적 위상(2001년 기준)

EU
32%

한 · 중· 일
25%

한 ·중 · 일
NAFTA
EU

NAFTA
43%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3국간의 교역이 활성화될 뿐
만 아니라 각국 기업들의 산업구조 재편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중․일 FTA의 체
결로 인한 투자확대, 경쟁촉진 등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3국간 무역 자유화가 역내 수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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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만을 예상해 본다면 아래 표와 같이 매년 1,073억 달러의 무
역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3국간 FTA는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무역 자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한․중․일 각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공통적으로
미국이지만, 그 뒤를 이어 3국이 각각 상호 제2위 및 제3위의 파
트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동북아 3국간의 FTA에 대한 준비
와 대비가 필요하다.
<표 4-32> 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 무역증대 효과
한국

일 본

중 국

합 계

한 국

-

332.00

22,385.67

22,717.67

일 본

8,506.73

-

52,122.21

60,628.94

중 국

4,664.93

19,310.44

-

23,975.37

역내 무역증가 합계 (무역창출 효과)

107,321.98

<표 4-33> 한․중․일 3국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한국

중국

일본

1995

2000

2001

2002

1995

2000

2001

2002

1995

2000

2001

2002

한국

-

-

-

-

4.5

4.5

4.7

3.7

7.1

6.4

6.3

6.7

중국

7.0

10.7

12.1

12.8

-

-

-

-

5.0

6.3

7.7

9.3

일본

13.0

11.9

10.8

8.8

19.1

16.7

16.9

13.8

-

-

-

-

합계

20.0

22.6

22.9

21.6

23.6

21.2

21.6

17.5

12.1

12.7

14.0

16.0

미국

18.5

22.0

20.9

21.3

16.6

20.9

20.4

28.2

27.5

30.1

30.4

29.2

EU

12.4

13.5

13.1

12.7

12.9

15.3

15.4

15.2

15.9

16.4

16.0

14.7

기타

49.1

41.9

43.1

44.4

46.9

42.6

42.6

39.1

44.5

40.8

39.6

40.1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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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화교) 경제권의 형성과 중국의 남방정책
하지만 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입장은 서로 다
르다. 일본은 한국을 FTA 체결의 최우선 대상국가로 삼아 적극
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ASEAN과의 FTA를 먼
저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이나 일본과의 FTA에 대해 상
대적으로 관심을 덜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ASEAN과 먼저 협상을 해 중화 경제권을 형성하는 남방정책을
최우선하기 때문이다.
<표 4-34> 중화 경제권의 비중
화교인구

경제력

전체

10(5천억)

70

베트남

1

20

말레이시아

30

60

싱가포르

75

75

태국

10

50

인도네시아

4

50

필리핀

1

40

(3)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과제 평가38)
1)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앞의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앞으로 한․중․일 FTA가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경우 국내 정책여건은 한․칠레 FTA보다
38) 이 부분은 안세영, 김종섭, 전방남의 우리나라 FTA 정책에 대한 국내 이해집단
의 반응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NAFTA 경험과 비교분석을 인용
및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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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표 4-35> 참조).
<표 4-35> Putnam 이론모델에서의 한․중․일 FTA 국내 정책여건
4대 요소

한․중․일 FTA

1. 협상사안의 성격

▪ 아주 이질적임.
: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승자산업과 손해를 보는 패자산
업이 양극화

2. 내부집단의 반응

▪ 비대칭적임
: 노조, NGO, 이해집단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재계 등
승자산업의 상대적 침묵

3. 협상사안의 정치 이슈화

▪ ‘노동자․농민피해=재벌이익’이라고 정치 이슈화할 가능
성이 큼

4.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FTA 추진의 필수여건임. 그러
나 노동자, 농민의 표를 의식할 시 리더십 발휘에 한계

(가) 패자집단의 강한 정치적 반발
우선 가장 크게 문제시 될 것은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패자집단의 반발이다. 조사대상 13개 직종 중 농민단체, 노조지도
자, NGO 등이 한․중․일 FTA가 한국 경제는 물론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패자집단은 단순히 한․중․일 FTA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체결 반
대를 위해 아주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칠레 FTA 협상시, 농민단체가 보였던 정치적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패자집단의 강한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 정치적 반발집단의 변화
특이한 사실은 강하게 반대할 집단이 한․칠레 FTA 때와 다르
다는 것이다. 과거 포도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농민단체가 칠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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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반면, 한․중․일 FTA에는
노조와 NGO가 반대투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설
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FTA에 대해 농민단체의 20%
가 부정적 인식을 가진 반면 노조 지도자는 84%, NGO는 93%가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칠레 FTA보다 더 강한 반발과 보상요구 예상
<표 4-36>에서 보듯이 한․중․일 FTA에 찬성 또는 반대가
명확하게 표명된 이해단체의 경우 한․칠레 FTA 당시보다 더 많
은 양의 노력(150투입)을 투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노조 지도자와 NGO 종사자의 경우 각각 76%와 80%의 응답자들
이 더 많은 노력을 투입(150투입)하겠다고 답하였다. 반면 농민단
체의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투입(150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쳐 한․칠레 FTA와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6> 한․중․일 FTA의 예상 패자집단의 반발 정도
단체
농민단체

노조 지도자

NGO

더 많은 노력 투입

같은 수준의 노력 투입

적은 노력 투입

전체

10

12

8

30

33%

40%

27%

100%

19

4

2

25

76%

16%

8%

100%

24

5

1

30

80%

17%

3%

100%

12

28

12

52

23%

54%

23%

100%

194

179

56

423

46%

42%

13%

100%

전통산업 종사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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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패자집단이 칠레와의 FTA보다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
라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보상을 주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일 FTA에 대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농민단체의 53%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
고 20%만이 ‘완벽한 보상’을 주장한 반면에, 노조 지도자와 NGO
는 각각 4%, 17%만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무려 92%와
72%가 ‘완벽한 보상’을 주장했다.
<그림 4-11> 한․중․일 FTA에서 패자집단들의 반응의 특징
노조 지도자
NGO
농민단체

한국 경제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

완벽한
보상을 주장

이는 앞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피해보상 문제가 구
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과거 한․칠레 FTA 때 농민단체가 요구했
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보상을 노조, NGO 등이 주장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라) 승자집단과 패자집단간 반응의 비대칭성
“한․중․일 FTA 반대(또는 찬성)를 위해 어느 정도 개인적인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노조 지도자의 80%, NGO의
67%가 ‘많은 노력’을 들여 반대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반해 승자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경영가의 8%, 전경련, 무
역협회 등 경제단체의 24%만이 ‘많은 노력’으로 찬성하겠다고 응
답했다. 이는 한․칠레 FTA의 경우와 같이 개방으로 이익을 보
는 철강, 자동차 등 승자산업인 대기업이 무임승차Free-riding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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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노조 지도자, NGO의 거센 반발
에 몰린 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지지세력endorse group 역할을
해야 할 재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침묵할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정치 이슈화 : ‘한․중․일 FTA=노동자, 중소기업 피해+
재벌이익’
한․중․일 FTA도 칠레와의 경험에서와 같이 FTA에 대한 잘
못된 인식으로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 스스로는 물론이고 노조 지도자, NGO, 대기업경영자,
심지어 공무원까지 한․중․일 FTA로 농민단체가 가장 큰 피해
를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의 FTA
협상을 농산물 수출국가인 칠레와 한 데서 따르는 잘못된 인식이
다. ‘한․칠레 FTA=농민피해+재벌이익’이라는 구조가 일반 국민
들에게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렸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가인 일본과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이
승자산업으로서 이익을 본다. 설사 중국과의 FTA에서 농업이 피
해를 보더라도 한․중․일 FTA를 같이 놓고 본다면 농업 부분의
이해득실을 지금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응답자들이 한․중․일 FTA의 최대 피해자가
농민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협상 진행과정에서
‘한․중․일 FTA=노동자, 중소기업 피해+재벌이익’이라는 구조를
쉽게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
(바) 대일 감정적 편견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평소 감정이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 조사결과 응답자는 중국보다는 일본에 더 큰 개인적 편견을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233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 편견을 가진 응답자
는 한․일 FTA 추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일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시에
는 FTA 자체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일반적 국민정서
의 개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 정부 부처간 갈등
한․칠레 FTA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중․일 FTA에도 해당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무를 담당하
고 승자산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과 농업, 수산
업 등 패자산업을 주관하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간에 현저
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두 그룹의 공무원들은 모두 한․중․일 FTA가 한국 경제에 도
움이 된다고 비슷한 응답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이다.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77%가 교육훈련, 사
업전환 등 비금전적 보상이 옳다고 응답하였다. 설사 금전적 보
상을 해주더라도 ‘완벽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에 불
과했다. 그러나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반 이상(56%)이 금
전적 보상을 꼭 해주어야 하며 이들의 13%가 ‘완벽한 보상’, 4%
가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였다.
(아) 학력, 소득수준별 반발
마지막으로 학력, 소득수준과 한․중․일 FTA에 대한 반응과
의 높은 상관관계이다. NAFTA에 대한 미국 내 이해집단의 반응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한․중․일 FTA에 긍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농민이 축을 이루는 저학력, 저소득층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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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가) 한․중․일 FTA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장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은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이다. 응답자의 47%가 한․중․일 FTA가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며 26%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부정적’,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각각 20%, 7%에 불과한데 이들 대부분은 노조 지도자와
NGO이다. 또한 응답자의 70%가 현 정부, 늦어도 다음 정권 초
까지 한․중․일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론 여기
서도 NGO나 노조 지도자는 각각 37%, 20%가 FTA 체결 자체에
반대하였다. 이는 설사 노조 지도자와 NGO가 반대하더라도 국민
대부분이 FTA에 대해 호응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조속한 체결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사점은
NAFTA 체결시, 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효율적 홍보로 국민 다
수를 설득하면 소수 반대집단의 반발을 상당 부분 완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승자집단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활동 기대
다음으로 유리한 여건은 한․칠레 FTA 협상시, 침묵하던 승자
집단, 즉 재계, 경제단체, 공무원들의 한․중․일 FTA에 대한 지
지의사가 과거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와 비
교한 찬성 노력”에서 경영자의 59%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겠
다고 대답하였다. 물론 앞으로의 실제 협상과정에서 이들 승자집
단이 어느 정도 정부를 강하게 지지하고 나설지는 모르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 칠레와의 FTA 때보다는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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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한․중․일 FTA의 예상 승자집단의 지지 정도
단체

더 많은 노력 투입 같은 수준의 노력 투입 적은 노력 투입
12
12
2

대기업 경영자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중진공

전체
26

46%
15
50%
19

46%
13
43%
9

8%
2
7%
5

100%
30
100%
30

63%
10
59%
6
33%

30%
5
29%
10
56%

17%
2
12%
2
11%

100%
17
100%
18
100%

4. BRICs 3개국(인도, 브라질, 러시아)과의 FTA 추진
199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개방, 체제전환, 정책변화 등을
통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
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네 국가가 2050년을 전
후해 G6에 진입할 것이란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2003년 가을)가
발표된 이후 BRIC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FTA 추진방안 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림 4-12> BRICs의 GDP 비교(2002년)
30 000

25660

25 000
20 000
15 000

1 2659

10 000
5 000

4 524

3465

브 라질

러시아

50 12

0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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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BRICs의 국별 GDP 규모 추정치
BRICs

G6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프랑스

2000

762

1078

469

391

2005

468

1724

604

2010

668

2998

2015

952

2020

비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BRICs

G6

1311

1875

1078

4176

1437

9825

2700

19702

534

1498

2011

1236

4427

1688

11697

3330

22548

929

847

1622

2212

1337

4601

1876

13271

5441

24919

4754

1411

1232

1767

2386

1447

4868

2089

14786

8349

27332

1333

7070

2104

1741

1930

2524

1553

5221

2285

16415 12248 29928

2025

1695

10213

3174

2264

2095

2604

1625

5567

2456

18340 17345 32687

2030

2189

14312

4935

2980

2267

2697

1671

5810

2649

20833 24415 35927

2035

2871

19605

7854

3734

2445

2903

1708

5882

2901

23828 34064 39668

2040

3740

26439 12367

4467

2668

3147

1788

6039

3201

27229 47013 44072

2045

4794

34799 18847

5156

2898

3381

1912

6297

3496

30956 63596 48940

2050

6074

44453 27803

5870

3148

3603

2061

6673

3782

35165 84201 54433

특히, 중국과 함께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BRICs 3개국
에 대한 FTA 추진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서남아 중심 국가인
인도와의 FTA 체결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와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 ASEAN과의 FTA 추진
중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ASEAN을 자국 경제권에 귀속시키
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2001년 ASEAN과 10
년내 FTA 체결 합의). 따라서 한국도 싱가포르에 이어 ASEAN과
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ASEAN과의 FTA 추진시
ASEAN 전체와의 협상도 필요시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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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간 협정이 바람직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SEAN 전체와의 FTA와 개별 회원국간
의 FTA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ASEAN 회원국간의 산업발전 정도, 입장 차이 등이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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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에서 GATT 채택 협상을 포함하여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총 8회의 다자간 무역협상(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 수행되었다. 8번째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UR: Uruguay Round)의 결과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1)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
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
로 약속하였으며, 이후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의 필요성
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
했다. 1999년 11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
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이
좌절된 후 마침내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
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출범했다. 2)
한편, 2004년 4월 5일 WTO에서 발표한 2003년 세계 무역통계
에 따르면, 전 세계 수출은 2002년 대비 15.5% 증가한 7조 4,820
억 달러, 수입은 15.6% 증가한 7조 7,650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2.6%인 1,938억 달러로서 세계 12
위, 수입은 전 세계 수입의 2.3%인 1,788억 달러로서 세계 14위,
그리고 무역규모는 전 세계 무역규모의 2.4%인 3,726억 달러로서
1) Mitsuo Matsushita, Thomas J. Schoenbaum and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Law, Practice and Policy, 2002, pp.6-9 참조.
2) WTO, WT/MIN(01)/DEC/1(20 Nov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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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2위를 기록했다.3) 또한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4) 는 GDP의 60%를 넘어서고 있
다. 이렇듯 한국의 경제성장은 1948년 출범한 GATT 체제 및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라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5)
따라서 향후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WTO 체제
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대외개방정책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
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
탕으로 21세기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DDA 협
상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통상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개방
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DDA 협상의 배경, 의제 및 원칙, 경과 등
을 중심으로 WTO DDA 협상을 개관하도록 한다. 제Ⅲ장에서는
농업 부문, 서비스 부문, 규범 부문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의
논의동향 및 쌀 시장 개방협상의 논의동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전략을 모색하도록 한다.

3) WTO, “World Trade 2003, Prospect For 2004,” Press/373(5 April 2004),
http://www.wto.org/english/(9월 17일 검색).
4) 무역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
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생산(GNP), 국민소득(NI) 등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써 계산
된다.
5) Mike Moore, “Trade, Poverty and The Human Face of Globalization,” Reuters/
Carnegie Public Policy Series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16 June 2002),
http://www.wto.org/english /news_e/spmm_e/spmm32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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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국의 무역의존도
명목
GDP
(억 달러)

(백만 달러)

의존도(%)

(백만 달러)

의존도(%)

무역의존도
(%)

1995

5,173

124,058

24.2

135,119

26.1

50.3

1996
1997

5,574
5,164

129,715
136,164

23.3
26.4

150,339
144,616

27.0
28.0

50.2
54.4

1998
1999

3,461
4,452

132,313
143,689

38.2
32.3

93,282
119,752

27.0
26.9

65.2
59.2

2000
2001

5,118
4,820

172,268
150,439

33.7
31.2

160,481
141,098

31.4
29.3

65.0
60.5

2002
2003

5,469
6,052

162,471
193,817

29.7
32.0

152,126
178,827

27.8
29.5

57.5
61.6

연도

수출

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Ⅱ. WTO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의 배경
1947년 GATT 채택 협상을 포함하여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 이전 구GATT 체제에서 <표 5-2>와 같이 총 8회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수행되었다. 특히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시되어 1994
년 종결된 UR 협상은 그동안의 구GATT 체제 다자무역협상 중
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
는 상품에 대한 평균 40%의 관세인하, 국제무역기구인 WTO의
창설, 기존의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무역과 무역 관련 지적재
산권에 대한 다자규범의 채택 및 강력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제
도의 도입 등이 있다. 또한 기존의 GATT 체제에서 사실상 다자
규범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었던 농산품과 섬유류 등에 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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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규범이 마련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6)
<표 5-2> 구GATT 체제의 다자간 무역협상
연도

장소 (협상명칭)

주된 협상 내용

체약국 수

1947

Geneva

관세

23

1949

Annecy

관세

13

1951

Torquay

관세

38

1956

Geneva

관세

26

1960～1961

Geneva
(Dillon Round)

관세

26

1964～1967

Geneva
(Kennedy Round)

관세, 반덤핑조치

62

1973～1979

Geneva
(Tokyo Round)

관세, 비관세조치, 코드(code)

102

1986～1994

Geneva
(Uruguay Round)

관세, WTO 창설,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제도, 농산품, 섬유류, 비관세
조치, 규범 등

123

자료 : WTO

그러나 UR 협상에서 당시 GATT 체약국들은 농업과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이들 분야에 대하
여 WTO가 출범한 후에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수행하기로 합
의했다. WTO 규범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러한 추가협상 의제는
소위 ‘기설의제(BIA: built-in-agenda)’라고 명명된다. 기설의제의
일부는 WTO 출범 이후 즉시 협상이 시작되도록 하고 다른 몇몇
의제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기본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은 WTO 출범 이후 즉시 개시
되어야 하는 추가협상이며, 분쟁해결양해(DSU: Understanding on
6) WTO, Understanding the WTO, 3rd ed., 2003, p.15 및 John H. J ackson, William
J. Davey and Alan O. Sykes, Jr.,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3rd ed., 1995, pp.289-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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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나 무
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 등은 WTO 출범 후 특
정 기간 내에 검토되어야 하는 의제이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 협
상은 UR 협상에서 완벽하게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에
추가적인 협상이 개시되도록 규정되었다. 7) WTO 출범 당시 <표
5-3>과 같은 기설의제가 존재했다.
<표 5-3> WTO 출범 당시 기설의제
연도

기설의제

1996

- 해운서비스 : 시장접근 협상
(1996년 6월 30일 종료 예정. 2000년까지 중단. 현재 DDA 협상에 포함)
- 서비스 및 환경 : 작업반 보고서 기한(1996년 1월 각료회의)
- 서비스 정부구매 : 협상 시작

1997

- 기본통신 : 협상 종료(2월 15일)
- 금융서비스 : 협상 종료(12월 30일)
- 지적재산권,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통고 및 등록체제 창설
: 협상 시작, 현재 DDA 협상에 포함

1998

-

1999

- 지적재산권 : 특허가능성에 대한 몇몇 예외 및 식물변종보호 : 검토 시작

2000

- 농업 : 협상 시작, 현재 DDA 협상에 포함
- 서비스 : 새 협상 시작, 현재 DDA 협상에 포함
- 관세 고정(tariff bindings) : GATT XXVIII조 하에서 고정관세 변경에 관한 협
상권을 가지는 “주요 공급자”의 정의에 대한 검토
- 지적재산권 : TRIPS 협정 이행 검토

섬유 및 의류 : 1월 1일 새 단계 시작
서비스 : 긴급 세이프가드 관련 협상결과 발효(1998년 1월 1일까지)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조화 작업프로그램 완성 예정(1998년 7월 20일)
정부구매 : 규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추가협상 시작(1998년말까지)
분쟁해결 : 규범 및 절차에 대한 완전한 검토 시작 예정(1998년말까지)

2002

- 섬유 및 의류 : 1월 1일 새 단계 시작

2005

- 섬유 및 의류 : 1월 1일 GATT로의 완전한 통합 및 섬유의류협정의 소멸

자료 : WTO
7) WTO, Guide to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1998, pp.67-68, pp.183-184. 한편
정보기술상품(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무역의 경우 비록 기설의제에 포함
되지 않지만 WTO 출범 이후 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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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8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된 제2차 WTO 각료회의8) 에서 WTO 회원국들은 상품, 서비스
등 폭 넓은 분야의 점진적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고, 다자무역체
제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한 더 확대하고자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할 것에 합의했다.9) 이에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New
Round 출범이 논의되었으나, 반덤핑협정의 개정, 노동과 환경이슈
등의 협상의제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뉴라운드
출범이 좌절되었다. 10) 비록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가 출범하지는 못하였으나, 2000년 1월부터 기설의제인 농업과
서비스 협상은 각각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와 서비스무
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특별회의에서 시작되었다.11)

8)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각 회원국 장관
급 대표들로 구성되며 최소한 2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개최된
WTO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다.
회의명칭

장소

기간

제1차 WTO 각료회의

싱가포르

1996년 12월 9일~13일

제2차 WTO 각료회의

스위스 제네바

1998년 5월 18일~20일

제3차 WTO 각료회의

미국 시애틀

1999년 11월 3일~12월 4일

제4차 WTO 각료회의

카타르 도하

2001년 11월 9일~13일

제5차 WTO 각료회의

멕시코 칸쿤

2003년 9월 10일~14일

9) 제네바각료선언 제2항 및 제5항의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2.…We renew our commitment to achieve progressiv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and services.…
5.…We renew our commitment to ensuring that the benefit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re extended as widely as possible.…”
10) WTO, The Road To Doha And Beyond : A Road Map for Successfully Concluding
the Doha Development Agenda, 2002, p.8.
11) WTO, “Built-In Agenda,”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99_e/english/
about_e/04agen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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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 이후에도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논의는 WTO 회원국 사이에서 지속되었다. 마침내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에서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협상의 출범에 합의했다.12) 개발
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기술지원 등
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무역 자유화로 개도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뉴라운드라는 명
칭대신(DDA: 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DDA 협
상은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최종 협상시
한은 2005년 1월 1일이었다. 도하각료선언Doha Ministerial Declaration
에 규정된 DDA 협상의 구체적인 시한은 <표 5-4>와 같다. 13) 그
러나 2004년 8월 1일 채택된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의 결
정에 따라 DDA 협상 시한은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WTO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었다.14)
<표 5-4> 도하각료선언의 DDA 협상 시한
시 한

내 용

2003년 5월

분쟁해결양해 협상

2003년 제5차 각료회의

지리적표시등록체제 협상

2003년 제5차 각료회의

협상 실적평가(stock taking)

2005년 1월 1일

기타 협상(일괄타결방식)

각료회의 특별 회기(날짜 미정)

협상결과의 채택 및 이행에 관한 결정

12) WTO, WT/MIN(01)/DEC/1(20 November 2001).
13) 도하각료선언 제45항 및 제47항.
14) WTO, WT/L/579(2 Augus t 2004),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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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A 협상의 의제 및 원칙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각료선언은
DDA의 협상의제로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WTO 규
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양해 등 총 7개 분야를 규정하고,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구매 투명성의 소위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개시 여부는 2003년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15) DDA 협상에서 농업과 공산품은 물론 규
범개정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것은 WTO 회원국
들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회원국간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
록 협상의제의 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2월 일반이사회 산하에 DDA 협상을 관장할 무역협상
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TNC는
전체 협상작업계획을 책임지며, 협상 진행상황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고, 하부 협상기관을 설치하고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16)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의 완료 예정일인 2005년 1월 1일까
지 TNC의 의장직을 맡게 된다. TNC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품
시장접근, 와인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등록, WTO 규범, 분쟁
해결, 무역과 환경 및 WTO 협정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대우 규정을 검토하는 8개 협상그룹을 설치했다. 17) DDA 협상의
15) WTO, supra note 10.
16) 도하각료선언 제46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overall conduct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supervised by a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Council.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not later than 31January2002. It shall
establish appropriate negotiating mechanisms as required and supervise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17) W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da_e/
tnc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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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제별 협상기관은 <표 5-5>와 같다.
<표 5-5> 의제별 협상기관
협상의제

협상기관

농업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서비스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비농산품 시장접근

시장접근 협상그룹(신설)

WTO 규범

규범협상그룹(신설)

지리적 표시, 다자간 등록시스템

TRIPS 이사회 특별회의

CBD와 TRIPS와의 관계, 전통지식 등 검토의제

TRIPS 이사회 일반회의

TRIPS

무역과 환경

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

분쟁해결양해

분쟁해결기관 특별회의

자료 : WTO

WTO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DDA 협상의 기본원칙
으로 합의했다. 첫째,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원칙이다. 18) 일
괄타결방식이란 모든 협상 항목이 전체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
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며, 개개 항목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불가
능한 협상방법을 말한다. 즉 WTO 회원국들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또한 동시에 종결시켜 모든 협상참가국
이 협상결과를 수용하도록 합의했다. 19) 둘째, 참여participation 원칙
이다. 20) 즉 DDA 협상은 모든 WTO 회원국 및 WTO 가입협상 중
이거나 가입협상의 의사를 가진 옵서버 정부들에게 개방된다. 단,
협상결과는 WTO 회원국들이 결정한다. 셋째, 투명성transparency 원칙

18) 도하각료선언 제47항.
19) Walter Goode,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4th ed., 2003, p.318 참조.
20) 도하각료선언 제4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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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1) DDA 협상은 모든 WTO 회원국들과 옵서버들에게 공개되
고 투명해야 한다. 넷째,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최빈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원칙이다.22) 다섯째,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원칙이다. 특히 WTO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와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적절히 반영
된 목표 달성을 위해 DDA 협상의 개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23) 마지막으
로,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높
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4)
3. DDA 협상의 경과
2002년 DDA 협상이 공식 출범한 이후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
난 UR 협상에 비해 DDA 협상이 신속하게 협상체제를 확립하고
분야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세부 협상방식
modalities25) 에 대한 합의시한 및 개도국 우대조항에 대한 합의시한
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DDA 협상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 DDA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2003년 7월말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주요국 비공식
21)
22)
23)
24)
25)

Id.
도하각료선언 제50항.
도하각료선언 제51항.
도하각료선언 제52항.
세부협상방식(modalities)이란 무역협상 등 WTO에서의 작업구성 방식 또는 형태
를 의미한다. Walter Goode, supra note 19, p.231.
26) 최낙균 외, DA 중간점검-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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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EC는 쟁점 이슈인 농업협상 협상세부
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2003년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대사급 회의는 세부협상방식 등 각
료문서에 대해 집중 협의하였고, 8월 26일 일반이사회 의장의 각
료선언문 초안을 각료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제5차 각
료회의의 준비를 마감했다.27)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사실상 DDA 협상의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동 각료회의 시점까지 DDA 협상의 구체적인 진전은 크게
기대되지 않았다. 각료회의 개최 전까지 WTO 회원국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의제, 특히 농업, 비농산품 시장접근은 물론 투자, 경쟁
정책, 정부구매 투명성, 무역원활화의 4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WTO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제5차 각료회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지도 못한
채 종료되었다. 특히 일본, EC 등 선진국들이 싱가포르 이슈에 대
한 협상개시를 주장하였으나 개도국들이 이에 적극 반대하였고,
각료회의 마지막날까지 이에 대한 입장조율은 실패했다. 28)
WTO 회원국들은 제5차 WTO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2003년
10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 2004년 1
월 Davos 각료회의, 2004년 5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각료회의 등을 통해 DDA 협상의
기본 골격framework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WTO에서는

27) WTO, “Cover letter of the draft Cancún Ministerial Text,”
http://www.wto .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3_e/d raft_decl_covletter_e.htm
(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28) WTO, “Day 5 : Conference ends without consensu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3_e/min03_14sept_e.htm#statement
(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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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각 협상그룹의 신임의장단 선출 이후 본격적으로 협
상이 재개되었다. 미국의 연말 대통령 선거, EU 유럽위원회의 통
상담당위원의 교체 등 주요 WTO 회원국들의 정치일정상 2004년
7월말까지 DDA 협상의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회원국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04년 7월 16일 Shotaro
Oshima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DDA 협상의 기본 골격 제1차
초안을 발표했다. 29) WTO 회원국들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제1
차 초안을 기반으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쟁점분야에 대
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7월 30일 초안 수정안, 즉 제2차 초안
이 배포되었다.30)
이후 제2차 초안에 대한 집중적 협상을 거쳐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기본 골격 합의문(Decision on the
Doha Agenda Work Programme, 소위 “July Package”)’가 채택되
었다. 최종 기본 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DA 협상 시한을 2004년 12월말에서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연
장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동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
다. 둘째, 농업 분야에서는 국내 보조와 관세의 감축에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formula’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설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졌다. 농업
분야의 구체적 합의내용은 <표 5-15>에서 설명한다. 셋째, 비농산
물 시장접근 분야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감축방식으로 비선형non-linear 인하방식, 즉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넷째, 서비스 분야는 각 회
원국이 2차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합의했으며, 아
직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양허안을 조속히 제출

29) WTO, JOB(04)/96(16 July 2004).
30) WTO, JOB(04)/96/Rev.1(30 Ju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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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촉구했다. 다섯째, 싱가포르 이슈 4개 중 무역 원활화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의 3개 이슈
는 DDA 협상 작업계획에서 제외했다. 여섯째, 협상 전반에 걸쳐
개발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개도국 우대 관련 제안 및 이행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작업결과의 보고 시한을
2005년 7월 및 5월로 각각 설정했다. 31)

Ⅲ.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논의동향
1. 농업 부문
(1) 농업협상의 내용
UR 협상에서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의 체결은 더
욱 공정한 경쟁과 덜 왜곡적인 농산물 시장을 향한 중요한 첫걸
음이었다. 농업협정에는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무역왜곡적인 농업
보조금을 감축하고자 하는 WTO 회원국들의 구체적 약속들이 포
함되어 있다. 이러한 약속은 원칙적으로 1995년 이후 6년 동안
이행되었다.32) 또한 UR 협상 참가국들은 보조와 보호의 실질적이
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적 목표가 지속적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의 지속을 위한 협상이 이행기간의 완료 1
년 전에 개시될 것을 합의했다. 33) 즉 농업협상은 WTO 농업협정
31) WTO, WT/L/579(2 August 2004).
32) 농업협정 제1조 (f)항. 단, 농업협정 제13조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 이행기간이
10년이다.
33) 농업협정 제1조 (f)항에 따르면 이행기간은 1995년부터 6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이행기간의 완료 1년 전인 2000년 1월 농업협상이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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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근거한 기설의제로서 DDA 협상 출범 이전인 2000년 1
월 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보조 및 보호의 감축
약속 이행 경험, 이러한 감축약속이 세계 농업무역에 미친 영향,
비무역적 관심사항,34)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 35)
공정하고 시장중심적인 농업무역체제의 설립 목표, 기타 농업협
정의 전문에 규정된 목표와 관심사항, 앞서 언급된 장기적 목표
의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약속 등을 고려할 것을 합의했다. 36)
2000년 개시된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에 따라
DDA 협상에 포함되었다. WTO 회원국은 DDA 협상에서 시장접
근에서의 실질적 개선, 폐지를 목적으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
감축,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포
괄적인 농업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농업협상은 최빈
34) 농업의 비무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 NTC)이란 환경, 안보, 사회 등의
측면에서 농업이 가지는 무역적 관심사항 이외의 관심사항을 가리킨다. 예컨대,
WTO 농업협정 전문에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농업의
다기능(multi-functionality)이라는 표현도 NTC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Walter Goode,
supra note 19, p.254 참조.
35)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S & D)란 개도국이
새로운 WTO 규범에 참여하는 데 보다 긴 이행기간과 보다 낮은 수준의 규정
준수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Id., p.323 참조.
36) 농업협정 제20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cognizing that the long-term objective of 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s in
support and protection resulting in fundamental reform is an ongoing process,
Members agree that negotiations for continuing the process will be initiated one
year before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aking into account:
(a) the experience to that date from implementing the reduction commitments;
(b)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commitments on world trade in agriculture;
(c) non-trade concern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 and the objective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 and the other objectives and concerns mentioned in the
preamble to this Agreement; and
(d) what further commitments are necess ary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long-term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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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식량순수입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개발의 고려사항 및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과 같은 비무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었다. 요컨대, 농업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품 무역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왜곡이 없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37) DDA 농업협상의 위임사항과 협상일정은
<표 5-6>과 같다.
<표 5-6> DDA 농업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
<협상의제>

위임
사항

협상
일정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무역체제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 재확인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
적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 추진
-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무역적 관심사항을 유념하고, 농업협상과정에서 비
무역적 관심사항을 고려
-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하고,
시장개방 약속, 양허표, 적절한 경우 협상될 규범들에 구현
-

2000년
2001년
2003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 : 기설의제로서 협상 시작
11월 : DDA 협상에 포함
3월 : 시장접근, 국내 보조, 수출경쟁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 확정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 : 각국의 양허안 초안 제출
12월말 : 협상 종료 예정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 : 연장된 협상시한

(2) 농업협상의 경과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농산물시장 개
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농업협상의 출범에 합의
했다. 농업협상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추가적 약속에 대한 협상
37) 도하각료선언 제13항 및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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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결정하고,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까지 회원국
들이 양허안을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2005년 1월 1일 협상이 종
료되도록 예정되었다. 그러나 제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농업
협상 협상세부원칙에 대한 회원국들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에 2004년 8월 1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기본 골
격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38)
2002년 12월 18일 Stuart Harbinson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Special Sessions of the Agriculture Committee 의장은 2002년 3월에서 12
월까지의 협상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배포하고, 39)
2003년 2월 12일 DDA 농업협상 협상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
(Harbinson 초안)을 제시했다.40) 동 초안은 UR 협상보다 매우 높
은 수준의 관세감축 폭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한국, 일본, EC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동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
면에 미국과 케언즈 그룹41)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개방 폭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 초안을 거부했다. 즉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양측 모두 Harbinson 초안에 대해 불만을 표명
했다. 결국 2003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동 초안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으나,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
수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42)
38)
39)
40)
41)

WTO, WT/L/579(2 August 2004).
WTO, TN/AG/6(18 December 2002).
WTO, TN/AG/W/1(17 February 2003).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은 세계 농산물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17개 농산물 수
출국의 연합체로서 1986년 호주의 Cairns에서 결성되었다. 다음의 17개국들이 케
언즈 그룹의 회원국이다.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
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라과이, 필리
핀, 남아공, 태국, 우루과이. Cairns Group, “An Introduction,” http://www.cairnsgroup.
org/introduction.html(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42) WTO, “Modalities phase : first draf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negoti_mod1s tdraft_e.htm(2004년 9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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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3년 3월 18일 Harbinson 의장은 동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Harbinson 초안의 수정안을 제
시했다.43) 1차 초안과 마찬가지로 동 수정안은 WTO 회원국들간
입장차이를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되
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개도국 우대조항이 약간 확대되었을
뿐, 1차 초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수정이 거의 없었다. 동 수정
안을 기초로 2003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행된 논의에서 회
원국들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으며, 결국 2003년 3월말까지의
협상세부원칙의 결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Supachai
Panitchpakdi WTO 사무총장은 2003년 3월 31일 농업협상 협상세
부원칙에 대한 합의 실패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상의 진행을 촉구했다.44)
이후 2003년 9월 개최 예정인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농
업협상 협상세부원칙의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 골격 마련을 목표
로 다시 협상이 진행되었다. Harbinson 농업협상 특별회의 의장은
미국과 EC가 공동으로 2003년 8월 13일 제출한 ‘미국-EC 공동문
서Joint EC-US Paper’45) 를 중심으로 주요 협상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초안을 제시했다. 미국과 EC의 전격적인 절충안을 중심으
로 2003년 8월 24일 Carlos Castillo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각
료선언 초안(2차 초안)을 작성했다.46) 그러나 새로이 결성된 개도
국연합(G-22)47) 과 수입국 10개국(G-10)48) 이 2차 초안의 수정을
일 검색) 참조.
43) WTO, TN/AG/W/1/Rev.1(18 March 2003).
44) WTO, “Farm talks miss deadline; but ‘work must go on’, says Supachai,” Press/336,
http://www.wto.org/english/news_e/pres03_e/pr336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45) WTO, JOB(03)/157(13 August 2003).
46) WTO, “Draft Cancún Ministerial Text,”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
min03_e/draft_decl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47) G-22에 속하는 WTO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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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였으며, 이에 제5차 각료회의가 진행중인 2003년 9월 13일
Ernesto Derbez 각료회의 의장이 새로운 초안(3차 초안), 즉
Derbez 초안49) 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 개도국연합의 강력한 반
발로 제5차 각료회의에서도 농업협상 협상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가 도출되지 못했다.50)
WTO 회원국들은 제5차 WTO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2003년
10월 APEC 각료회의, 2004년 1월 Davos 각료회의, 2004년 5월
OECD 각료회의 등을 통해 DDA 협상의 기본 골격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다. WTO에서는 2004년 2월 각 협상그룹의 신임의장
단 선출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이 재개되었다. 2004년 7월 16일
Shotaro Oshima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DDA 협상의 기본 골
격 제1차 초안을 발표했다.51) WTO 회원국들은 2004년 7월 27일
부터 WTO에서 제1차 초안을 기반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7월 30일 제2차 초안을 배포했다.52) 이후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농업협상이 포함된 최종 기본 골
격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53)

48)

49)
50)
51)
52)
53)

칠레, 쿠바,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베네수엘라,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G-10에 속하는 WTO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 대만, 아이슬란드, 이스
라엘, 한국,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모리셔스, 일본. 한편, 이들 10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9개국을 G-9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WTO, JOB(03)/150/Rev.2(13 September 2003).
WTO, “The framework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frameworks_e.htm
(2004년 9월 17일 검색).
WTO, JOB(04)/96(16 July 2004).
WTO, JOB(04)/96/Rev.1(30 July 2004).
WTO, WT/L/579(2 August 2004).

260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3) 농업협상의 쟁점 및 주요국 입장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 수출경쟁, 국내 보조에 관한
협상이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관세인하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
으며, 수출경쟁에서는 수출보조와 수출신용, 국내 보조에서는 감
축대상 국내 보조와 생산제한직접지불(보조금), 허용보조의 감축
또는 폐지 여부 및 그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협상 쟁점별 주
요 국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
(가) 관세인하방식
DDA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market access 의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추가적인 관세인하방식의 문제이다. 2003년 8월
13일 ‘미국-EC 공동문서'가 제출되기 이전에는 미국과 농산물 수
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스위스 공식, 관세 상한선 설정)을 한
축으로, 그리고 EC를 포함하는 농산물 수입국 그룹인 NTC 그
룹54) (UR 방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구도는 제5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미국-EC 공조와 개도국연합의 대립구도로 전환되었다. 제5차 각
료회의 전까지 관세인하방식과 관련한 주요 WTO 회원국들의 입
장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케언즈 그룹 : 스위스 공식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은 모든 관세를 일정
한 상한 수준 이하로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가간, 품목
간 관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율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54) NTC 그룹은 농업협상에서 비무역적 관심사항(NTC)을 반영하는 것에 동조하는
WTO 회원국들로서, 한국, EC,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모리셔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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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소위 ‘스위스 공식’과 같은 접근방식을 주장했다. 즉 미국
과 케언즈 그룹은 ‘관세정점’55) 및 ‘경사관세'56) 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스위스 공식이 바람직하며, UR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공식은 T=t×a/(t+a) (T :
공식 적용 후 세율 t : 공식 적용 전 세율 a : 관세율 상한) 공식을
이용하여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높은 관세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
한편, 기준세율에 있어서 미국은 현재의 적용세율을 기준세율
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케언즈 그룹은 UR 최종양허세율을 기
준세율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또한 미국은 관세율 25%를 상한으
로 5년간 균등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관세부과방식에서 종
가세 또는 종량세로 단순화하여 적용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관세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의 합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케언
즈 그룹은 선진국은 5년간, 개도국은 9년간 관세를 감축할 것과
모든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② NTC 그룹 : UR 방식
EC,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일본, 모리셔스가 주도하는 NTC
그룹을 포함한 75개 국가들은 UR 최종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하
여 UR 당시의 관세인하방식을 주장했다. 이들 WTO 회원국들은
대폭적이고 급격한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는 스위스 공식보다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관세인하를 추구하는 UR 방식에 따라 현행
종량세 또는 혼합세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특
55) ‘관세정점(tariff peaks)’은 특정분야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
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으로는 15% 이상, 국
내 기준으로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를 관세정점이라 부
른다. Walter Goode, supra note 19, p.338 참조.
56)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상품의 가공 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
구조로서 원재료의 관세율을 무세 혹은 저율의 관세로 하면서, 반제품, 완제품 등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의미한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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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부 민감상품과 관련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유
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관세정점 및 경
사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공식이 바람직하며 UR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
해 NTC 그룹은 고율의 관세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무시하고 단
지 외형적으로 관세가 높다는 이유로 당장 폐지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각국의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무역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서 UR 방식에 따른 신
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③ 미국-EC : 복합적 방식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된 ‘미국-EC 공동문
서’는 농산물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UR 방식(점진적 관세인하),
스위스 공식(급격한 관세인하), 무관세방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
는 복합적 방식이다. 미국과 EC는 먼저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
과 관련하여 <표 5-7>과 같이 농산품의 품목을 다음의 세 그룹으
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관세인하방식을 유지하게 했다.
<표 5-7> 미국-EC 농산물 관세인하방식
그룹

관세인하방식

i) 그룹

수입에 민감한 품목을 대상으로 UR 방식을 적용하되, 고율관세의 유지시 관
세할당(TRQ)* 확대

ii) 그룹

스위스 공식(고율관세는 저율관세보다 많이 감축)

iii) 그룹

무관세

주 : *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또는 Tariff Quota: TRQ)은 특정 상품의 수
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
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이다. Walter Goode, supra note 19, p.339 참조.

제5부 WTO 다자간 협상과 한국의 통상정책 263

미국과 EC는 고율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 수준의 관세상한
을 설정하여 감축하거나 미감축시 Request/Offer 방식으로 TRQ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소수 NTC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상한
예외를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했다. 미국과 EC의 절충안은 제
5차 WTO 각료회의 개최 전까지 관세인하의 기준세율과 방식에
관하여 미국 및 케언즈 그룹과 한국을 포함한 EC, 일본, 인도 등
의 대립적 입장을 절충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시장접근물량
시장접근 의제에 있어 관세할당(TRQ 제도)에 관하여 농산물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간 입장이 대립되었다.
①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주요 수출국 및 개도국 : TRQ 확대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주요 수출국 및 개도국들은 농산물 분
야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이라는 도하각료
선언의 취지에 따라57) 선진국은 현행 국내 소비량의 20%, 개도
국은 14%로 TRQ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② NTC 그룹 : TRQ 확대 반대
NTC 그룹은 UR 협상 이후 나타난 상황의 변화 및 농업의 다
원적 기능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품목의 TRQ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특히 한국은 TRQ의 현행 유
지를 주장하였으며, TRQ의 확대가 현존하는 수출국과 수입국간
이익과 의무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은 시장접근기회의 확대뿐
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비롯한 NTC와 수출입간 균형을 염두에 두
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57) 도하각료선언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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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경쟁
(가) 수출보조
수출보조export support는 정부가 상품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적으로 제공하
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한다. 수출보조와 관련
하여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 폐지'라는 목표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였으나, 서로 다른 감축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EC
는 수출보조의 완전폐지가 아닌 추가감축을 주장했다. 수출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의 입장은 <표 5-8>과 같다.
<표 5-8> 수출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회원국

수출보조에 대한 입장

한국

UR 방식에 따라 감축

미국

5년간 폐지

EC

UR 방식(45% 감축) *일부 작물 폐지 용의

케언즈 그룹
중국 등

<선진국> 3년간 폐지(첫해 50% 감축)
<개도국> 6년간 폐지
<선진국> 3년간 폐지(초기연도 50% 감축)
<개도국> 식량안보 및 농촌지역에 대한 영향 감안

(나) 수출신용
수출신용export credit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
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
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된다. 수출신용의 대상조치에 대해서 대
부분의 회원국들이 수출신용과 보험, 보증의 포함에 공감하였지
만,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규범을 제정하고 규범에 맞지 않는 수출신용은 금
지하는 ‘규범에 기초한 접근rule-based approach’을 제안했다. 특히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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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즈 그룹은 수출보조적 요소는 수출보조금과 같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EC는 별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수출신용과
수출보조는 동일한 성격이므로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되, 수출신
용의 수출보조적 요소를 계산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제안하고, ‘약속에 기초한 접근commitment approach’을 주장
했다. 한편, 한국은 외환위기의 경험을 언급하고 수출신용이 유동
성 위기상황에서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강
조했다. 수출신용 관련 주요 회원국의 입장은 <표 5-9>와 같다.
<표 5-9> 수출신용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회원국

수출신용에 대한 입장

한국

식량안보 감안

미국

규범을 개발하여 규범에 합치하는 수출신용 허용

EC

규범 수립(규범 불합치 신용 프로그램은 수출보조금과 같이 감축)

케언즈 그룹
중국

수출보조적 요소는 수출보조금과 같이 처리
3년 이내 폐지(첫해 50% 감축)

3) 국내 보조
(가) 감축대상 국내 보조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 보조Amber Box58) 인 보조총액측정치(AMS:
Aggregate Measurement Support) 59) 에 대하여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AMS의 균등감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총액기준 감축을 주
58)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 보조(Amber Box)는 Blue Box, Green Box에 속하는 국내
보조를 제외한 생산 및 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국내 보조조치를
일컫는다. 농업협정 제6조 및 WTO, “The boxes,” http://www.wto.org/english/
tratop_e/agric_e/agboxes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59) 농업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일정한 허용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내 보조를 AMS로 표시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Walter Goode,
supra note 19,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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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케언즈 그룹은 품목별 감축을 주장했다. 한편, NTC 그룹
은 총액기준으로 감축하되 UR 방식으로 AMS 감축에 신축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 보조에 대한 회원국
의 입장은 <표 5-10>과 같다.
<표 5-10> 감축대상인 국내 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Amber Box
회원국
한국

미국

EC

케언즈 그룹
(캐나다 제외)

중국

감축대상인 국내 보조에 대한 입장
품목별 vs. 총액 감축

총액기준 감축

감축방식 및 목표

UR 방식 유지

De-minimis

최소한 현행유지

품목별 vs. 총액감축

총액기준 감축

감축방식 및 목표

’96～’98년 평균 총 농업생산액의 5% 수준으
로 5년간 균등감축(2단계에서 완전 폐지)

De-minimis

현행유지

품목별 vs. 총액감축

총액기준 감축

감축방식 및 목표

UR 방식(55% 감축)

De-minimis

<선진국> 폐지
<개도국> 조치 또는 완화

품목별 vs. 총액감축

품목별 감축

감축방식 및 목표

<선진국> 5년간 폐지(첫해 50% 감축)
<개도국> 9년간 폐지

De-minimis

<선진국> 폐지
<개도국> 유지

품목별 vs. 총액감축

총액기준 감축

감축방식 및 목표

3년 이내 폐지(첫해 50% 감축)

De-minimis

선진국의 경우 기준 강화

(나) 생산제한직접지불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60) 은 UR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
60)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은 생산 및 무역의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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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C의 블레어하우스협정을 통한 타협의 산물로서,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보조금)이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소수만
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동 제도가 과도기적 조치이며 무역을 왜곡하고 사용국가
도 소수이므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Blue Box 보조금 사
용국들은 동 조치가 무역왜곡적인 조치를 무역왜곡이 없거나 미
미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유지하
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제한직접지불 관련 주요 회원국의 입
장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생산제한직접지불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Blue Box
회원국

생산제한직접지불에 대한 입장

한국

유지

미국

폐지

EC

유지

케언즈 그룹(캐나다 제외)

폐지

중국

3년 이내 폐지(첫해 50% 감축)

(다) 허용보조
허용보조Green Box61) 는 무역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정
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한국의 경우 경지정
조건부 Amber Box를 일컫는다. 예컨대, Amber Box에 속하는 어떠한 보조가 농
민으로 하여금 생산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
다. 농업협정 제6조 5항 및 WTO, supra note 59 참조.
61) 허용보조(Green Box)는 무역을 왜곡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최소한의 왜곡(minimal
distortion)만을 야기해야 하며, 가격보조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농업협정 부속서
2 및 WTO, supra note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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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 수리시설 등 하부구조 건설과 농촌가공산업육성 등 구조
조정 투자지원, 부채경감지원, 농업직접지불을 비롯한 생산 중립
적 소득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NTC 그룹 국가들은 허
용보조에 대하여 현행 범위와 기준을 유지할 것과 상한설정에 대
한 반대의 입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언즈 그룹은 현행 규율
을 강화하고 보조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NTC
그룹 국가들은 환경보호 및 농촌개발 관련 조항의 유지 및 개선
을 촉구했다.
한국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농업의 비무역적 관심사항
NTC 을 반영하기 위해 허용보조를 더욱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상한설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
했다. 또한 핵심 주곡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소규모 가
족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허용보조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과 소득안전망지원, 자연재해지원, 타농지원, 환경보전지
원 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허용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의 입장은 <표 5-12>와 같다.
<표 5-12> 허용보조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Green Box
회원국

허용보조에 대한 입장

한국

핵심 주곡, 소규모 가족농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추가
- 재해, 은퇴, 환경 등은 요건 완화

미국

현행유지

EC

환경보호, 농촌개발 관련조항의 유지 및 개선

케언즈 그룹(캐나다 제외)
중국

규정강화, 한도설정(부속서 2의 5, 6, 7 및 11항)
규정강화
(단, 개도국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농촌개발 목적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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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세이프가드
UR 협상 당시 수입제한품목들은 모두 ‘예외 없는 관세화’ 원
칙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로 개방되었다. 한편 WTO 농업협정은
개방의 결과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특별세이프가드(SSG)를 규정하고 있다.62) 대상품목은 UR 협상
당시 관세화로 개방한 농산물 중 각국의 국별 양허표에 명기한
품목으로 한정된다. 한국의 경우 118개 품목이 대상 품목이다. 특
별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산업피해의 조사 없이 자동
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SSG와 관련하여 이를 폐지하고 개도국에만 새로운 SSG
를 허용하자는 입장과 현행 SSG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
립되었다. 케언즈 그룹 및 개도국들은 SSG를 사용하는 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으므로 현행 SSG를 폐지해야 하며, 개도
국에게만 허용되는 새로운 SSG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면, NTC 그룹 등 수입국 및 전환기 경제국가들은 현행 수입 수
량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수입이 갑자기 증가하여 국내
에 미치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SSG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함께 부패성, 계절성 농산
물에 대한 새로운 SSG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동 농산물
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발동 메커니즘 및 추가 관
세 계산공식을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제5차 각료회의 결과
제5차 WTO 각료회의 이전에는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미국과 케
62) 농업협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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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즈 그룹, EC, 일본, 한국, 스위스 등의 NTC 그룹, 그리고 개도
국그룹 등 3개 그룹의 협상구도였으나, 제5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미국, EC 등 수출선진국, 인도,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참가하는 22개 수출개도국연합(G-22)의 2대 그룹이 중심이 되었
고, 여기에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등 수입국 그룹(G-10)이 개
입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특히 케언즈 그룹(17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열하여 선진국은 미국, EC에 합류하고, 개도국은
수출개도국연합에 합류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제5차 WTO 각료회의 농업협상의 구도 및 각 쟁점에 대한 주요
회원국의 입장은 <표 5-13>과 같다.
<표 5-13> 제5차 WTO 각료회의 농업협상 구도
수출선진국

3차 초안

수출개도국

관세인하방식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인하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인하

개도국에게
유리한 방식 적용

관세상한

도입

도입
일부 예외

도입

국내 보조

감축

감축

폐지

수출보조

감축
개도국 관심품목은 폐지

단계적 폐지

폐지

농업협상 협상세부원칙에 관한 협상은 2003년 2월 제안된
Harbinson 초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3월말까지 계속되었으나 결국
제5차 각료회의 전의 협상세부원칙 수립에 실패했다. 2003년 8월
13일 전격 제시된 미국과 EC의 절충안63) 을 중심으로 2003년 8월
24일 Carlos Castillo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각료선언 초안(2차

63) WTO, JOB(03)/157(13 Augus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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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작성했다.64) 그러나 개도국연합(G-22)과 수입 10개국
(G-10)은 2차 초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각료회의가 진행중인
2003년 9월 13일 Ernesto Derbez 각료회의 의장이 새로운 초안(3
차 초안)을 제시했다. 65) 제5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3차 초안의
주요 내용은 <표 5-14>와 같다.
<표 5-14> 제5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3차 초안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관세
감축

(1) 관세인하방식은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
여 인하, 폐지 (①, ②, ③ 중 선택, ④는 전체품목)
① 중요품목 :
② 중요도가 중간 정도인 품목
③ 중요도가 낮은 품목 : 폐지
④ 전체 품목 평균 인하율 : ( )% 이상
(2) 향후 협상에서 관세상한을 결정, 이를 초과하는 품목은
다음 ①, ②, ③ 중에서 선택
① 관세상한까지 인하
② 수출국과의 협상에서 당해 품목의 TRQ 증량, 또는 다
른 품목의 TRQ 증량
③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근거하여 극히 한정된 품목에 한하
여 ①, ②를 적용하지 않고, (1)의 관세인하방식만 적용
(3) TRQ의 관세 감축률과 물량확대 및 신설 요건은 향후
협상에서 결정

국내
보조

(1) 생산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보조금의 감축방식
- 보조금 합계액을 향후 협상에서 결정하는 감축률로 감축
- 품목별 상한 설정
(2) 생산을 증가하는 효과가 적은 보조금의 감축방식
-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인하
- 그 후 향후 협상에서 결정하는 감축률로 감축
(3) 허용대상 보조금의 요건 강화

수출
보조

(1) 개도국에게 중요한 품목
- 수출보조금 폐지
- 폐지대상 품목의 리스트 작성
(2) 개도국에게 중요하지 않은 품목
- 단계적 폐지를 향하여 감축
- 향후 협상에서 폐지시한 결정

64) WTO, supra note 46.
65) WTO, JOB(03)/150/Rev.2(13 Sept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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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의 수치는 향
후 협상에서 결정

③의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각료회
의에서 결정

3차 초안에는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품목(SP)의 규정이 도입되
었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은 일정 정
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관세상한을 초과하는 품목
에 대하여 ‘극히 한정된 품목에 대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배
려한 예외조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3차 초안에서 관세상한 설
정과 TRQ 증량 규정은 폐지되지 않았고, 미국과 EC의 실질적인
수출보조로서 기능하고 있는 국내 보조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었
다. 또한 EC의 수출보조도 폐지에서 단계적 감축으로 변경되었
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연합(G-22)은 Blue Box를 포함하는 국내
보조의 감축이 불충분하고, 시장접근에 있어서 개도국 우대조치
가 부족하며, 선진국의 TRQ 확대는 관계국간, 양자간 협상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제시했
다. 결국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
했다. 66)
(5) 기본 골격 합의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최종 기본 골격
합의 주요 내용은 <표 5-15>와 같다.67)

66) WTO, supra note 50.
67) WTO, WT/L/579(2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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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기본 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
분야
시장
접근

쟁점

관세감축

관세구간별 차등감축방식(tiered formula) 채택 : 감축기준세율
양허관세
고율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 : 단,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인정
관세상한 설정문제는 추후 평가

민감품목
신축성부여

- 적절한 수(appropriate number)의 대상품목 : 각국 선정
- 민감품목의 실질적 시장접근 개선 : 각 품목별로 TRQ 약속과 관세감
축의 조화
- TRQ 확대 : 관세감축 공식으로부터 일탈 정도를 고려하여 추후 협의
될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결정

TRQ 개선

- 현행 TRQ 관리의 효과적 개선
- In-Quota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
- 경사관세, 관세단순화, 특별세이프가드(SSG) 등 추후 협상

개도국
우대

수출
경쟁

주요 내용
-

- 개도국에
의 수 및
- 개도국의
부여
- 개도국에
- 특별품목

대한 우대 : 관세감축방식, 낮은 관세감축률 적용, 민감품목
취급, TRQ 증량, 이행기간 등
특별품목 인정 :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 보다 많은 신축성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제도(SSM) 설정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 협상

기본원칙

- 합의된 시점까지 모든 수출보조 철폐
- 기타 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

철폐대상
수출보조

- 양허된 수출보조 및 최소이자율, 위험 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수출신용
- 180일 이상 상환기간의 수출신용 : 180일 이내 수출신용 조건 추후 합의
-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 정부의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등
- 잉여농산물 처분 등 향후 마련될 규정에 위반하는 식량원조

개도국
우대

- 보다 긴 이행기간
-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 유지* : 모든 수출보조 철폐 후 적정기간 동안 유지
- 국영무역기관의 독점적 지위 유지 특별 배려 : 개도국 국내 소비자
가격안정, 식량안보 등 목적

예외적
상황 고려

- 회원국간 일시적 금융지원 약정 : 일정한 조건 및 협의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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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기본 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계속)
분야

국내
보조

쟁점

주요 내용

기본원칙

- 보조수준에 따른 감축 공식 적용(tiered formula) : 보조수준 높은
국가는 더 많은 감축의무 이행
- 무역왜곡 보조의 총액에 대한 감축의무 : AMS, de minimis, Blue
Box의 합계 총액기준
- 개도국 우대 : 보다 긴 이행기간, 낮은 감축률, 개도국 우대 국내 보
조 유지 등

무역왜곡
보조
총액감축

- 구간별 감축 공식(tired formula) : AMS, de minimis, Blue Box
총액 감축
-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 동안 무역왜곡 보조 총액은 80% 수준
초과 않도록

감축보조

- 구간별 감축 공식 : 높은 수준의 보조를 더 많이 감축

de
minimis

Blue Box

기타

- 최소 허용보조 감축은 추후 협의 : 개도국 우대원칙 고려
- 자원부족농 및 생계농 지원은 감축 면제
- 농정개혁의 수단으로 Blue Box 역할 인정
- Blue Box 도입조건 규정
<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직접지불>
: 고정된 면적(areas)과 생산량(y ields)에 기초할 것, 또는 고정된 기
준년도 총생산액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 또는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 직접지불일 것
<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
: 고정된 면적과 생산량에 기초할 것, 또는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
지불일 것, 그리고 고정된 총생산액의 85% 이하에 대한 지불일 것
- 지급한도는 과거 연도 농업 총생산액의 5%
- 잠재적 사용국에도 상한까지는 사용가능 명시

Green
Box

- 요건 재검토 및 명확화 : NTC의 적절한 반영
- 이행점검 및 감독체제 보완

신규
가입국

- 신규 가입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 : 신축성 보장 조항 신설

감시와
감독

- 투명성 강화 위한 농업협정 개정**

미해결
쟁점

- 분야별 자유화, 수출세, 지리적 표시 등
- 수출금지 및 제한 강화 조항 추가***

주 : * 농업협정 제9조 4항 참조
** 농업협정 제18조 참조
*** 농업협정 제12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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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부문
(1) 서비스 협상의 내용
서비스 협상은 UR 협상에서 합의된 기설의제로서 농업협상과
함께 2000년 1월 개시되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XIX조에 따라
GATS 발효 5년 후 서비스 분야의 후속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다.
즉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WTO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인 협상을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68)
서비스 협상은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규범제정에 관한 협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에 관한 협상은
GATS III부의 내용인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그리고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규범제정에 관한 협상은 긴급수입제한조치(X조), 정부구
매(XIII조), 보조금(XV조)에 관한 규범제정, 국내 규제(VI조 5항), 전
문직 서비스에 관한 규범제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69)
서비스 협상은 서비스무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진행되고 있으
68) GATS XIX조의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In pursuance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enter into
successive rounds of negotiations, beginning not later tha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and periodically thereafter, with
a view to achieving a progressively higher level of liberalization. Such negotiations
shall be directed to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 adverse effects on trade in
services of measures as a means of providing effective market access. This process
shall take place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interests of all participants on a mutually
advantageous basis and to securing an overall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69) WTO, S/L/93(29 Ma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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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1년 3월 28일 ‘서비스 무역협상에 대한 절차 및 지침’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이 채택되
었다. 동 지침은 ① 서비스무역에서 좀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② 사전에 어떤 서비스
분야도 제외하지 아니하며, ③ 협상방식은 Request/Offer 방식70)
으로 하되 복수간 및 다자간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71) ④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하고, ⑤ 개도국과 관련하여 신축성
을 부여하는 등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폭넓게 반영할 것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72)
서비스 협상은 2001년 11월 개최된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동 협상의 위임사항은 2002년 6
월 30일까지 각국이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1차 시장개방 요청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국은 상호교환한 시장개방 요청서를 바탕으로
양자협의를 진행하여 2003년 3월 31일까지 자국의 서비스시장을
얼마나,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1차 시장개방 계획서를 제
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73) WTO 회원국들은 동 시장개방 계획서에
70) Request/Offer 방식은 상대국에게 시장개방을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시장개방조
치를 담은 Request를 제시하면 상대국은 자국 개방분야와 개방조치를 담은 Offer
를 제시하고, 양자간 차이를 좁혀가는 협상방식이다. Walter Goode, supra note
19, p.295 참조.
71) 협상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TO, “Technical Aspects of Requests and
Offers,” WTO Seminar on the GATS(20 February 2002) 참조.
72) WTO, S/L/93(29 March 2001).
73) 도하각료선언 제1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 ervices shall be conducted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economic growth of all trading partners and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We recognize the work already
undertaken in the negotiations, initiated in January 2000 under Article XI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the large number of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on a wide range of sectors and several horizontal issues,
as well as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We reaffirm the Guidelin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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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본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DDA
서비스 협상의 위임사항 및 협상일정은 <표 5-16>과 같다.
<표 5-16> DDA 서비스 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
<협상의제>

위임
사항

협상
일정

- 모든 무역국의 경제성장 및 개도국과 최빈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협상 수행
- GATS XIX조에 의해 이미 2000년 1월 개시된 서비스협상과 광범위한 분야 및 자
연인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평적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이 제출하였던 제안서 인정
- 2001년 3월 28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지침및절차’를 협상의 기초
로서 재확인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 : 기설의제로서 협상시작
11월 : DDA 협상에 포함
6월 30일 : 회원국의 시장개방 요청서 제출
3월 31일 : 회원국의 시장개방 양허안 초안 제출
12월말 : 협상 종료 예정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 : 연장된 협상시한

(2) 서비스 협상의 경과
서비스 협상에서 회원국들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접수된 1
차 시장개방 요청서와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된 시장개방 계
획서에 기초하여 2003년 5월부터 본격적인 양허협상 단계로 돌입
했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와 관련하여 2003년 9월
3일 개최된 서비스 무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특별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28March2001 as the basis for continuing the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s
stipulated in the Preamble, Article IV and Article XIX of that Agreement.
Participants shall submit initial requests for specific commitments by 30June2002
and initial offers by 31 Mar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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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협상세부원칙을 채택했다.74) 동 협상세부
원칙에 따르면 양허협상에서 최빈국에 대해 양허의 분야 및 형태
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신축성을 부여하고, 최빈국이 수출 이해를
갖는 분야와 공급형태에 대해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각 회원국이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며, 최빈국이 국내 서비스 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도록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서비스 협상은 현재까지 대체로 시장접근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수평적 문제와 규범제정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수평적 문제는 서비스 무역평
가와 자발적 자유화,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포함하며, 규범제정
은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구매, 국내 규제에 관한 것이다.75)
한편,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
의는 선언문의 채택 없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각료회의 전에 사
무총장이 회람한 각료선언문 초안과 그 이후의 두 차례에 걸친
수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했다: ① 서비스 협상의 성공적 타
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② 각국의 양허안 내용에 개도국의
관심분야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한다 ③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1차 양허안을 제출하고, 1차 양허안 제출국은
개정된 양허안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76) ④ 서비스 규범
제정 협상을 2003년 7월 회의에서 결정된 각 시한에 따라 종결
하며, 긴급세이프가드조치의 규범제정 시한이 2004년 3월 15일임
을 주목하고, 서비스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2004년 3월 31일까지
동 협상의 진전을 점검하도록 한다 ⑤ 어떠한 서비스 분야 및 형
74) WTO, TN/S/13(5 September 2003).
75) WTO, “The new negotiation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 erv_e/s_negs_
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76)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기한을 결정하려 하였으나,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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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Mode77) 도 사전에 협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⑥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자연인의 이동(Mode 4)을 특별히 고려한다. 78)
(3) 서비스 협상의 쟁점 및 주요국 입장
1) 시장접근 협상
DDA 서비스 무역협상은 총 12개 분야 155개 업종에 대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진행되다가 현재는 2005
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시까지 협상시한이 연장되었다. 79)
사실상 모든 WTO 회원국들이 주로 선진국과 선진개도국들인 62
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요청서를 받았으며, 미국, EC를 포함한
30개국이 제5차 각료회의 개최 전에 시장개방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주요국의 1차 양허안을 보면, 각 회원국이 향
후 서비스 협상에서 기존의 양허 내용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으로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 서비스, 환경 서비스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의 양허가 논의되고 있음이

77) GATS I조 2항에 따른 서비스의 형태는 다음 4가지가 있다 : Mode 1(국경간 공급)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제공되나 공급자와 소비자는 자신의 국내에 체재함 : Mode 2(해외소비)-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는
그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직접 그 국가로 이동함 : Mode 3(상업적 주재)-다른 회
원국의 영토 내에 있는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함.
즉 지사, 대리점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임 : Mode 4(자연인의 이동)-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됨.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타국에 입국.
78) WTO, supra note 46.
79) 서비스는 사업(bus iness),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오락/문
화/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의 총 12개 분야로 분류된다. WTO, MTN.GNS/
W/12(10 July 1991).

280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주목된다. 또한 UR 당시 자유화 수준이 낮았던 시청각 서비스,
법무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자유화 수준의 제고
가 논의되고 있다. 80)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Mode 4(자연인의 이
동)에 있어서 Mode 3(상업적 주재)과 연계되지 않은 계약 서비스
공급자를 신규로 양허하거나 양허를 확대한 것 외에는 기존의 자
유화된 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중요하고 민감
한 분야를 새로이 양허안에 거의 반영하지 않은 점은 서비스 무
역의 자유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다. 주요 WTO 회원
국의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은 <표 5-17>과 같다.
<표 5-17> 주요 회원국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회원국

미국

EC

일본

중국

분야
보험중개/대리
은행/기타 금융
통신
특급배달
환경
에너지
Mode 4(자연인의 이동)
전문직
컴퓨터
우편/쿠리어
환경
금융
항공운송
환경
보험
은행/기타 금융
사업
철도운송

주요 내용
일부 주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
일부 주의 차별적 등록요건 완화
CATV, 위성TV 양허
별도 분류로 양허
신규 분류 사용
기존 분야별 양허 통합
계약 서비스 공급자 양허 분야 확대
일부 회원국 국적요건 철폐(법률, 세무 등)
CPC 2-digit(84)로 양허(양허 범위 변경)
우편 서비스로 통합 분류 양허
신규 분류 양허(자체 분류)
은행/증권 분야 제한 완화
지상조업/항공운영 신규 양허
신규 분류 양허(자체 분류, EC와 유사)
재보험/보험중개 관련 제한 철폐
투자신탁 법인요건 철폐
건물청소 신규 양허
여객운송 신규 양허

80) 김준동 외,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 법무, 시청각, 교
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p.2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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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경우 36개국에 대하여 시장개방 요청서를 제출하
였으며, 미국, EC, 일본, 인도 등 25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요청
서를 접수받았다. 한국의 양허요청서 교환 현황은 <표 5-18>과
같다. 81)
<표 5-18> 한국의 양허요청서 교환 현황
구분

상호제출

일방제출/접수

한국이
양허를
요청한
회원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3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
데시, 몽골, 헝가리, 칠레, 이집트, 나이
지리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13개국)

한국에
대하여
양허를
요청한
회원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3개국)

파나마, 모리셔스 (2개국)

한국은 법률, 우편/쿠리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유통, 통
신, 건설, 금융,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시장접
근과 내국민대우의 각종 제한을 철폐 및 완화하도록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제한적 수준에서 시장개방을 요청하였고, 법률,
회계, 세무, 수의료 등의 분야는 국내 시장의 낮은 개방도 및 업계
의 해외진출 의사 부족을 이유로 시장개방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에 대하여 25개국이 12개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하여 시
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했다. 통신, 시청각, 건설, 유통, 금융, 운송
등 부분적으로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확대를 요구하였
81) 박노형, DDA 전개 동향 및 대응전략, 국가정보원 연구용역, 2003, pp.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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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UR 당시 개방이 되지 않았던 법률(미국, EC, 일본, 중국 등
11개국), 보건/의료(중국, 호주 등 5개국), 우편/쿠리어(미국, EC
등 8개국), 교육(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 분야에 대하여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82) 주요 협상 쟁점별 회원국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법률 서비스
광의의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는 법률전문직에 의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비롯하여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등에 의한
법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GATS에 따
르면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는 GATS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83) 따라서 WTO DDA협상에서 논
의되는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하
여 공급되는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 84) 서비스 업종 분류표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는 12개 서비스 분야
중에서 사업 서비스business services의 세부항목인 전문직 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에 하부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85) WTO 회원국
들은 주재국host country법, 본국home country법, 제3국third country법 및
국제법을 기준으로, 주재국법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본국법
및 제3국법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국제법에 대한 자문 및 소
82) Id.
83) GATS I조 3항의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 (b) “services” includes any service in any sector except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c) “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means any
service which is supplied neither on a commercial basis nor in
competition with one or more service suppliers.”
84) 한편, 공증업무의 경우 공증인이 갖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GATS에 따른 법률 서비
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WTO, S/C/W/43(6 July 1998) 참조.
85) WTO, MTN.GNS/W/120(10 Jul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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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리, 법률문서 작성 및 증명 서비스, 그 밖의 자문과 정보 서
비스 등의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86)
법률 서비스의 분류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 EC, 호주 등 3
개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법률 서
비스 협상의 목표가 시장개방의 확대, 투명성과 확실성의 제고에
있음을 전제하고, 현행 WTO 서비스 업종 분류표가 법률 서비스
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참조문
서reference paper를 양허표의 일부로 포함시킨 통신 서비스 분야의
양허방식을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은 법률 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해 상업적 주재에 있어 면허에 대
한 국적 및 거주요건의 완화, 업무범위의 확대, 외국 변호사와 현
지 변호사의 동업 허용, 외국 법률회사와 현지 법률회사의 제휴
허용 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의 공급방식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87)
EC는 UN의 분류체계인(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88)
에 법률 서비스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UN CPC 분
류방식을 유지하되 법률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89) 호주는 UN CPC 분류방식이 법률 서비
스의 국제적 교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주재국법,
본국법, 제3국법, 국제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
86)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 sification)에 따르면
한국의 법률 서비스 산업은 KSIC 7411이고, 그 하부단위로 변호사업(74111), 변
리사업(74112), 법무사업(74113) 및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74114) 등으로 분
류되어 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참조.
87) WTO, S/CSS/W/28(18 December 2000) 및 TN/S/O/USA(9 April 2003) 참조.
88) CPC는 1991년 제정된 UN잠정주요상품분류규정(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CPC 861을 말하며, UN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거
래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상품분류체계이다.
89) WTO, S/CSS/W/33(22 December 2000) 및 TN/S/O/EEC(10 June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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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외국 법률회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본국법 및
제3국법 관련업무에 대한 제한, 현지 변호사 고용에 대한 제한,
외국인 변호사 수에 대한 상한설정 등을 법률 서비스 자유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90)
한편, 한국과 싱가포르는 각국의 현행 법률 서비스 분류 및 양
허방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각국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
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 로펌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법률 서비스의 질
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 변호사와 로펌이 국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국제공법과 자국법 자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개방 양허안을 제출했다.91)
(나) 보건의료 서비스
UR 협상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 및 치과 서비
스는 49개국, 간호 및 조산사 등의 서비스는 26개국, 병원 서비스
는 39개국, 기타 보건 서비스는 13개국, 사회 서비스는 19개국, 기
타 보건의료 서비스는 3개국이 각각 양허했다. 일반적으로 보건의
료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양허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DDA 서비스 협상에서도 미국, EC, 일본, 캐나
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WTO 서비스 협상은 기설의제로서
2000년 1월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는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2
년 6월 30일 1차 양허요청서 교환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되었다.92)
90) WTO, S/CSS/W/67/Suppl.2(11 March 2002) 참조.
91) WTO, S/CSS/W/14(29 November 2000) 및 박노형, 앞의 주 81, pp.30-31 참조.
92) 김준동 외, 앞의 주 80, p.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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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일본, EC(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 중국,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의사(치과 제
외),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를
요청했으며,93) 병원 서비스는 일단 중국에 대해서만 일부 분야에
국한하여 개방을 요청했다. 94)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회 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양허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호주, 폴란드, 중국, 홍콩, 파키스탄, 태국의
6개국으로부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요구를 받았다.
특히 중국은 한방을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서비스의 양허를 요
청하였다. Mode 1과 2의 경우 완전 양허, Mode 3의 경우 한국의
사와 합작병원 및 클리닉 설립 허용, Mode 4의 경우 중국 자격
증 보유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해 2년간 개업 허용 등을 요청하
고, 한방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양허도 요청했다.95) 요컨
대, 한국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 진출 허용을 요구하는
개도국적 입장이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특
정 분야의 병원 서비스를 요구하는 선진국적 입장으로서 전체적
으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각종 교육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 활동으로 정
의되며, WTO 서비스 협상에서 UN의 CPC 분류를 바탕으로 교
육 서비스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기타교
93) 예컨대,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대해 의료전문자격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94) 최낙균 외, DDA 총점검-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85.
95) 보건복지부, “WTO DDA 서비스 협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동향,” 보도자료
(2003년 6월 13일),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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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뉴질랜드, 호
주, 일본 4개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모두 공교육 분야의 민감성
을 고려하여 사교육 분야만을 주요 협상대상으로 했다. 한국의
경우 교육 서비스는 미양허 분야였으나 이번 서비스 협상에서 고
등교육 및 성인교육에 한정하여 양허안이 제출되었다. 한편, 한국
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에서 다수 국가가 개방을 요청
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분야까지 대상의
확대를 요청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훈
련 서비스training services의 개방을 촉구하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수요심사, 합작요건, 조세, 현지인 고용요건, 소득과 이익
의 송금 등과 관련한 장애요인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분
야에 있어서 국내법규와 보조금이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
표되지 않아서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96) 교육 서
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의 입장은 <표 5-19>와 같다.
<표 5-19> 교육 서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회원국

제안내용

비고

미국

- 고등교육, 성인교육, 훈련 서비스 개방,
합작요구, 조세, 현지인 고용요건, 소득
및 이익 송금 등 관련 장애요인 개선

- 국내법규, 보조금 관련 투명성
제고

뉴질랜드

- ‘기타 교육 서비스’에 단기훈련, 언어연
수, 직업교육 등 포함
- 교육에이전시 서비스 정의 추가
-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 서비스 포함

호주

- 외환규제, 자격인정 제한, 지분 제한, 제
휴협정 체결 제한, 비자 제한, 온라인
교육 제한 등의 장벽 완화

- 통신, 시청각, 자연인의 이동
(mode 4) 등을 포함하여 전체
서비스 협상 차원에서 논의 필요

일본

- 자유화 촉구(시장접근 제고, 내국민대우
보장, 국내 규제 완화)
- 소비자 보호 및 학위인정 조치 마련 필요

- 국제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
보네트워크 구축

96) 박노형, 앞의 주 81, pp.3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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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청각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청각 분야가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 등을 이
유로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97) 최근 디지
털 매체의 다양화 등 시청각 서비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는
문제와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이유로 서비스 협상에서 문화 분야를
별도로 다루자는 주장에 대하여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
다. 시청각 서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의 입장은 <표 5-20>과 같다.
<표 5-20> 시청각 서비스 관련 주요 회원국 입장
회원국

제안내용

비고

미국

- 시청각 서비스 관련 분류 검토
-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GATS 규율 적용 확대
- 보조금에 대한 양허원칙 개발

- 시청각 서비스가 케이블, 위성방송, 디지털네트
워크 등 새로운 장르 형성 중임을 언급

스위스

-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부속서 제정
-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규제이슈 구별
- 문화적 다양성 관련 WTO 체제 외의 논의
참작

브라질

- 개도국의 수출잠재성 큰 분야의 양허 확대
- 보조금, 무역방어 및 경쟁조항 논의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일반적 허용 규정 도입
- 시청각 서비스의 보조금 논의
- 공공 서비스 이슈 논의
- 경쟁이슈 논의 제기
- 시장접근제한(스크린쿼터 등)
-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 한계 언급
- 경쟁규범 마련 검토 제의
- MFN* 면제조치보다 일관된 수단 개발 필요

일본

- MFN 면제조치의 개선
- 수량제한 완화
- 내국민대우 위배조치의 철폐

- 다양한 문화,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주 : * GATS II조 1항.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NFN)란 다
른 국가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덜 호의적
이지 않은 대우를 다른 WTO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즉
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 1997, pp.213-227 참조.
97) 이와 관련 2001년 11월 2일 UNESCO 제31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 타결을 목
표로 ‘문화다양성협약(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의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UNESCO, “Cultural Diversity,” http://portal.unesco.org/culture/en/ev.php-URL_ID
=2450&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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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경우 시청각 서비스는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로
서 지상파와 중계유선방송은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금지되고, 종
합유선,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 사업은 33%까지, 전송망 사업은
49%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방송 프로그
램 방영쿼터, 특정 외국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제한,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종합유선, 위성방송 채널 수의 제
한과 한국영화의 연간 146일 이상 상영을 의무화한 스크린쿼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98)
(마) 우편/쿠리어
미국과 EC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 분류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
행하여 분류안을 별도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편사업에 국가의 독
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우편사업의 공
공성과 보편적 특성을 근거로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우편/쿠리어Courier 사업은 미양허 분야이
며, 우정사업본부가 관할하는 국가 독점사업이자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이다. 그러나 이미 UPS, DHL, Fedex 등 국제민간특송업체가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국의 1차 양허안에 쿠리어 서비스를 포함시켰다.99)
(바) 통신 서비스
다수 선진국들은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에 대해서 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외국인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캐
나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게 동 제한의 폐지가 요구
되었다.100)
98) 박노형, 앞의 주 81, p.32 참조.
99) Id., p.34 참조.
10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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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 서비스
건설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이동은 인도,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
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호주, 칠레 등이 인력이
동과 관련자격의 상호인정 확대를 제안하였으나, EC는 이에 대하
여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 외 토지이용과 건축규제 등 국내 규제
의 개선, 건축회사의 면허절차 및 요건에 대해 필요성 심사, 행정
상 합리성, 객관성 및 공평성 확보 등이 각국의 관심사항이었
다.101)
2) 규범제정 논의
서비스 무역규범 제정과 관련하여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은 2003년 7월 회의에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및 정부구매 등 서비스 규범 논의를 위한 작업계획을 채
택했다.102) 서비스 규범제정 협상의 구체적 일정이 <표 5-21>과
같이 정해졌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표 5-21> 서비스 규범제정 협상일정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구매

각국 제안서 제출

2002년 12월 31일

2003년 3월 31일

2003년 3월 31일

중간 보고서 회람

2003년 3월 15일

2003년 6월 30일

2003년 6월 30일

협상현황 중간점검

2004년 3월 15일

-

-

협상종료 목표시한

-

제5차 각료회의

제5차 각료회의

3) 기타 논의사항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접근협상과 규범제정에 관한 협상 이외
101) Id.
102) WTO, S/WPGR/12(03 Jul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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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MFN 예외, 자발적 자유화autonomous liberalization,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 서비스 무역의 평가, 항공운송 서비스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가) MFN 예외
MFN 예외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시작되었으며, 현재 DDA 서
비스 협상의 일부로서 논의되고 있다. GATS가 발효되면서 회원
국은 MFN 예외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MFN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103) 그러나 GATS II조 예외에 대한 부속
서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의 제4조에 규정되었듯이 그러한 예
외가 필요했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되
어야 한다. 104)
(나) 자발적 자유화
자발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한 회원국들은 서비스의 시장
접근 협상에서 이에 대한 고려를 원했다. 105) 2001년 3월 28일의
‘협상지침 및 절차’에서 회원국은 자율적 또는 일방적 자율화에
대하여 고려할 기준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자유화를 평가하고 혜택을 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
다.106)

103) GATS II조.
104) GATS II조 예외에 대한 부속서 제4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in a review shall :
(a) examine whether the conditions which created the need for the exemption
still prevail; and
(b) determine the date of any further review.”
105) GATS XIX조 3항의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Negotiating guidelines shall establish modalities for the treatment of liberalization
undertaken autonomously by Members…”
106) WTO, S/L/93(29 Ma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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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
GATS XIX조 3항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에 관하여 서비스
협상에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7) 이러한 논의는 특별대우
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포함한다. 특별대우에 대한 논의는 2002년
3월 최빈국이 비공식문서를 제출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
었다.
(라) 서비스 무역의 평가
GATS XIX조 3항은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 무역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2001년 3월 28일의 협상지침 및 절차는 이를 재확인했
다. 서비스 무역이 동 평가를 참고하여 협상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
다. 회원국들은 서비스 무역을 평가할 만한 자료 및 통계의 부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108)
(마) 항공운송 서비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항공운송 권리나 서비스는 GATS 범위에
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GATS XIX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WTO 출범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 정기적으로 점진적 자
유화를 위한 구체적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2000년부터 항공 서비스가 GATS에 포함될지 여
107) GATS XIX조 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each round, negotiat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such guidelines ,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carry out an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in overall terms and on a
sectoral basis with reference to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set out in paragraph1 of Article IV.Negotiating guidelines shall establish modalities
for the treatment of liberalization undertaken autonomously by Members since
previous negotiations, as well as for the special treatment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3 of Article IV.”
108) WTO, S/L/93(29 Ma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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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운송 서비스
를 포함하기 위한 GATS의 개정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각국
의 추가적 양허까지 이어질 수 있다.109)
(4) 제5차 각료회의 결과
서비스 시장접근에 대한 협상은 기존 양허의 양적 확대 및 질
적 확대를 심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에 경
쟁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들은 점진적인 자유화라는 GATS 기
본원칙에 따라 각국의 개발 정도에 적합한 개방을 약속하는 한편
인력이동 분야의 자유화 수준 확대 및 개도국에 불리한 장애요인
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협상은 현재 대체로 서비스 시
장개방에 대한 양자협상 단계에 있어 시장개방의 범위를 조율하
고 있다.
제5차 각료회의에서 서비스에 관한 합의내용은 없었으나, 각료
선언문 3차 초안은 Request/Offer의 계속적인 교환을 통한 모든
회원국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허안의 질적 개선을 촉구했
다. 그리고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의 조속한 양허 제
출을 촉구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수출 관심 서비스 분야와 특히
Mode 4(자연인의 이동)를 강조했다.110)
(5) 기본 골격 합의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최종 기본 골격

109) WTO, S/CSS/W/126(30 November 2001) 참조.
110) 칸쿤각료선언 초안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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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일반이사회는 서비스 무역이사회 특별회의가 TNC에 제출한
보고서111) 에 주목하고, DDA 협상 위임사항에 따라 서비스 협상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위한 WTO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했
다. 또한 일반이사회는 향후 서비스협상에 있어 기초가 될 서비
스 무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 합의된 권고112)를 채택했다. 그리고
개정 제안서는 2005년 5월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다.113)
3. 규범 부문
(1) 규범협상의 내용
도하각료선언은 ①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을 개시하고, ② 동 협정의 기본개념, 원
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하고, ③ 수산보조금의 WTO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하며, ④ 지역무
역협정에 적용되는 WTO 조항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
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규범
분야의 협상은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으로 나누어지고, 보
조금협상에 일반보조금과 함께 수산보조금이 포함되었다. 114) DDA
규범협상은 UR에서도 회원국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회원국
의 대외통상정책 및 국제통상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15)
111)
112)
113)
114)
115)

WTO, TN/S/16(7 July 2004).
동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골격 합의문 부속서 C 참조.
WTO, WT/L/579(2 August 2004).
도하각료선언 제28항.
강문성 외,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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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각료선언 28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규범협상의 1
단계에서 무역왜곡적 관행에 대한 규율disciplines on trade distorting
practices이 포함된 관련 조항들을 찾고 2단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협상방법을 채택했다. WTO 규범협상의
원래의 시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
일 채택된 WTO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협상시한은 2005년 12
월 홍콩에서 개최될 제6차 WTO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었다. 116)
DDA 규범협상의 위임사항과 협상일정은 <표 5-22>와 같다.
<표 5-22> DDA 규범협상의 위임사항 및 일정
<협상의제>
위임
사항

협상
일정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단, 동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 유지)
- 수산보조금의 WTO 관련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
-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WTO 조항의 원칙과 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
- 2004년 12월말: 협상 종료 예정
-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 : 연장된 협상시한

(2) 규범협상의 경과
규범협상은 DDA 협상을 위해 신설된 규범협상 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 에서 수행되고 있다. 규범협상 그룹은 2002년초부터
2003년 9월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11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규범협상 그룹의 첫 공식회의에서는 향후 동 그룹의 운영방안과
회의 일정이 결정되었고, 이후 10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에서 회원
국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주로 논의되었다. 117)
116) WTO, WT/L/579(2 August 2004), para. 3.
117) WTO, “The Rules Negotiation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ulesneg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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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범협상의 쟁점 및 주요국 입장
1) 반덤핑협정
반덤핑협상의 주요 참여국은 한국을 포함한 반덤핑 Friends 그
룹,118) 반덤핑조치의 전통적인 사용국가인 미국, EC, 그리고 개도
국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덤핑협상에서는 DDA 협상 출범 이
후 일관되게 덤핑마진의 산정방법 등 실체규정의 개정을 주장하
는 한국을 포함한 반덤핑 Friends 그룹과 절차조항의 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인도, 중국 등
개도국은 미소마진의 상향조정, 허용가능 덤핑물량의 확대 등 반
덤핑협정상의 개도국 특별차등대우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 Friends 그룹은 반덤핑과 관련하여 재심절차에서 원심
과 동일한 절차 및 심사기간의 적용, 구성수출가격 산정방식의
명료화, 일몰재심, 이용가능한 사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절차
의 조화, 덤핑마진 계산에서 제로잉Zeroing 방법의 금지, 가격약속
및 최소부과원칙 등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119) Friends 그룹
의 주된 협상목표는 반덤핑조치의 남용 방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도하각료선언의 내용 중 “반덤핑협정의 기
본개념과 원칙,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에 협상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개념과 원칙 이외에 무역왜곡적 관행에 대한
규율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요컨대, 미국은 반덤
핑협정의 명확화와 투명성의 증대가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20)
rulesneg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118) 반덤핑 Friends 그룹(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은 반덤핑협상과 관련
하여 공동제안서를 내는 비공식 그룹이다. 동 그룹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대만의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공동제안서 제출시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 이스라엘은 모든 제안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별적으로 참여했다.
119) WTO, TN/RL/W/6(26 April 2002) 및 TN/RL/W/10(28 June 2002) 참조.
120) WTO, TN/RL/W/27(22 October 2002) 및 TN/RL/W/25(16 October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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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Friends 그룹의 공동제안서에 대해 협정개정의 논거 및
방향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EC의 제안사항은 크게 3가지로
서 최소과세원칙lesser duty rule을 강제규정화하고,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개념을 도입하며, 신속이의제기제도Swift Control Mechanism for
Initiation를 도입하는 것이다.121)
한편, 개도국들은 도하각료선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도국
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동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도는 제로잉의 금지, 반덤핑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의 중
복부과 금지, 연속적 제소 금지, 피해마진 산정규정 도입 등을 제
안했다. 또한 인도는 협상절차와 관련하여 조사개시, 덤핑마진,
피해관련 이슈, 기타 이슈 등 네 부류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
자고 제안했다.122)
아래에서는 규범협상 중 반덤핑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항목별로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본다.
① 재심절차
현행 반덤핑협정은 재심에 적용되는 방법, 절차, 개념 등이 명
확하지 않아서 조사당국이 자의적인 방법, 절차, 개념 등을 사용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된다. 또한
당국의 직권조사 개시조건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
입될 소지가 많다. 123)
이에 Friends 그룹, 호주 등은 재심절차에도 원심과 동일한 규
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124) 미국은 도하각료선언에 따
라 협정의 기본개념, 목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정
121)
122)
123)
124)

WTO, TN/RL/W/13(8 July 2002) 참조.
WTO, TN/RL/W/4(25 April 2002) 및 TN/RL/W/27(22 October 2002) 참조.
반덤핑협정 제11조 참조.
Friends그룹은 WTO, TN/RL/W/6(26 April 2002) 및 TN/RL/W/10(28 June 2002),
호주는 TN/RL/W23(15 October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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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주장하여 이에 사실상 반
대했다. EC도 Friends 그룹의 제안 다수가 UR 협상, 이행협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다루어진 항목으로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125)
한편, 인도는 몇몇 회원국의 경우 국내법상 사법적 재심의 판
결효력이 오직 동 재심을 신청한 수출업자에게만 적용되고, 해당
반덤핑조사가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하는 경우라도 다른 수출업자
는 전혀 판결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
다. 이에 인도는 모든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당사자가 청구
한 사법적 재심의 판정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반
덤핑협정 제11조의 개정을 제안했다.126)
② 일몰재심
Friends 그룹의 14개국은 일몰재심과 관련하여 반덤핑조치가 5
년 후 자동 종료하고 종료 후 1년간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지 않
도록 제안했다. 127) 이에 대하여 미국, EC, 캐나다, 호주 등은 유
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③ Zeroing 금지
인도와 Friends 그룹은 덤핑마진 산정시 제로잉z eroing 방법128)
에 의한 계산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129) 이에 대하
여 이미 반덤핑협정의 덤핑조사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
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덤핑조사와 재심에서
125)
126)
127)
128)

WTO, TN/RL/W/13(8 July 2002) 참조.
WTO, TN/RL/W/26(17 October 2002) 참조.
WTO, TN/RL/W/6(26 April 2002) 및 TN/RL/W/10(28 June 2002) 참조.
제로잉(zeroing)방법은 덤핑마진 계산 시 품목별로 (-)계산된 부분에 대하여 0으
로 처리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덤핑마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129) WTO, TN/RL/W/6(26 April 2002), TN/RL/W/10(28 June 2002) 및 TN/RL/W/26(17
October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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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금지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④ 최소부과원칙
반덤핑협정은 수입당국이 국내 산업에 주는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를 덤핑마진 미만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30) 이에 대해 EC와 Friends 그룹은 각
각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31)
즉 강제적인 최소부과원칙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에 필요한 정도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지지하였으나, 방법의 측
면에서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⑤ 신속이의제기제도
EC는 반덤핑조사 개시에 대한 신속이의제기제도Swift Control
Mechanism for Initiation의 도입을 제안했다.132) Friends 그룹 등 대다
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동 제도의 남용으로 야기
될 조사기간에 대한 부담 및 수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133)
2) 보조금협정
보조금협상은 반덤핑협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진하
였으나, 2002년 11월 제5차 회의에서 캐나다가 새로운 보조금의
개념도입 등 보조금의 규율강화를 제안한 이후 개도국과 선진국
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34) 보조금협
상에서는 경제, 사회발전 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의 활용을 강조
130)
131)
132)
133)
134)

반덤핑협정 제9조 1항.
WTO, TN/RL/W/6(26 April 2002) 및 TN/RL/W/10(28 June 2002) 참조.
WTO, TN/RL/W/13(8 July 2002) 참조.
WTO, TN/RL/W/6(26 April 2002) 및 TN/RL/W/10(28 June 2002) 참조.
박노형, 앞의 주 81, pp.5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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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도국과 보조금의 무역왜곡을 규제하려는 선진국이 대립하
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미국, EC 등 선진국은 보조금 정의의 명
확화, 금지보조금에 대한 규율강화, 심각한 손상규정의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EC는 위장보조금disguised subsidies, 국가통제기관에
의한 보조금을, 미국은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ies의 개념을 도입하
여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135) 한편, 베네주엘라,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은 허용보조금의 부활 및 확대, 수출신용규정의
개선, 개도국의 특별차등대우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DDA 협상이 출범한 2002년에 수산보조금 규율에 대한 접근방
식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2003년 2월 6차 회의에서 수산
Friends 그룹136) 이 수산보조금 분류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
산보조금의 별도 규범의 제정여부가 논의되었다. 수산 Friends 그
룹은 현행 보조금협정은 수산보조금의 무역왜곡과 환경유해 문제
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범을 제정하여 이를 규
율할 것을 주장했다. 137) 한국을 포함한 반수산 Friends 그룹은 현
행 보조금협정으로도 수산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 수산보조금은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함
께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138)
한편, 미국은 수산보조금의 분류와 관련하여 수산보조금 규율
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과잉어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dark amber category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139) EC는
135) WTO, TN/RL/W/26(17 October 2002), TN/RL/W/27(22 October 2002),
TN/RL/W/35(3 December 2002), TN/RL/W/30(21 November 2002) 참조.
136) 수산 Friends 그룹(Fish Friends Group)은 뉴질랜드,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
슬란드, 페루, 필리핀, 미국 등 8개국이다.
137) WTO, TN/RL/W/3(24 April 2002).
138) WTO, TN/RL/W/1(15 April 2002), TN/RL/W/11(2 July 2002) 및 TN/RL/W/17
(2 October 2002) 참조.
139) WTO, TN/RL/W/21(15 October 2002) 및 TN/RL/W/77(19 Mar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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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과 허용보조금permitted subsidy
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140) 칠레는 금지보조금red light box 과
금지외보조금amber box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했다. 141)
3) 지역무역협정
2002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3년 제5차 각료회의 전까
지 11차례 규범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개선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의지의
부족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4차 회의부터 공식회의와 비공식
회의로 구분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공식회의에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공식회의에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적은 절차
사항부터 논의하고 있다. 142)
지역무역협정의 개선은 크게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에 관한 사항
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실체규정은 주로 GATT XXIV조
5항 및 8항에 규정된 지역무역협정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절차규정은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XXIV조 6항에 규정된 통보절차의 명료화 및 개선을 포함한다.
다수 회원국들은 통보시점을 지역무역협정의 발효시점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통보시점을 차
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지지하였으나 EC는 반대
했다. 특히 미국은 관세동맹 체결시의 보상협상과 연계하여 관세
동맹은 협정발효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43)
140) WTO, TN/RL/W/82(23 April 2003).
141) WTO, TN/RL/W/115(10 June 2003).
142) WTO, TN/RL/W/151(23 April 2004) 및 WTO, “Negotiations on RTA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negoti_e.htm(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143) WTO, TN/RL/W/14(9 July 2002), TN/RL/W/116(11 June 2003) 및 TN/RL/
W/117(11 Jun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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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차 각료회의 결과
제5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초안에서 규범 분야의 향후 협상지
침은 다음과 같다. 즉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분야의
경우 문제발굴보다 해결책 모색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관련 협상
을 조속히 진행하고,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
논의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지역무역협정의 개발측면을
고려하여 WTO 규범상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명료화 및 개
선작업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지침에 회원국간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DDA 협상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침부
여 및 관련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동 각료회의가 결렬되었다.
(5) 기본골격 합의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최종 기본 골격
합의문에서 규범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 다만, 일반이사
회는 규범협상그룹이 TNC에 제출한 보고서에 주목하고, DDA 협
상 위임사항에 따른 규범협상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위한 WTO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144)
4. 쌀 시장 개방협상
(1) 쌀 시장 개방협상의 내용
한국은 UR 협상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의 예외로서 쌀에 대
해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매년 국내 소비량의 1～4%
144) WTO, WT/L/579(2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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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145) 이
에 한국은 1995년 5만 1,000톤의 쌀 최소시장접근물량(MMAM:
inimum Market Access) 146) 을 수입한 이래 그 양을 계속 증가시켜
왔으며 2004년에는 25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연도별
MMA 수입물량은 <표 5-23>과 같다.147)
<표 5-23> 한국의 연도별 MMA 수입물량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장접근율(%)

1.0

1.5

2.0

2.0

2.5

3.0

3.5

4.0

수입물량(천톤)

51

77

103

128

154

180

205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의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148) 2005년 이후 관세화할 경우
에는 기준년도('86∼'88) 관세 상당치의 90%로 관세화하고 협상
145) UR 협상시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화를 추
진하였으나, 한국, 일본, 필리핀, 이스라엘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유예
가 허용되었다. 대만의 경우 2001년 WTO 가입시 관세화 유예가 허용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의무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4%
에서 8%까지,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의
무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1%에서 4%까지 증량하도록 했다. 일본(1999년), 이
스라엘(2001년), 대만(2002)이 관세화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한국과 필리핀만
적용대상이 되었다.
146)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WTO 농업협정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서, UR 농
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연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연
도 3%에서 최종 연도 5%까지 증량하도록 합의되어 회원국별 양허안에 반영되
었다.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회원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
용된다. 도하개발아젠다, “용어집,” http://www.wtodda.net/etc.php?menu=02&dic=13
(2004년 9월 17일 검색).
147) 농림부, “UR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http://rice.maf.go.kr/Detail.asp?CategoryID=9&ContentID=35(2004년 9월 17일 검색)
148)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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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감축이 이루어
진다. 149) 반대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원칙을 일탈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추가 양허의무가
부과된다. 150) 다만, WTO 농업협정의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 해당 품목의 수
입이 1986～1988년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 것 ii) 1986～1988
년 이후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은 품목일 것 iii) 생산제한조
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일 것 iv) 개도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가
장 중요한 주식일 것.151)
한국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을 개
방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
다. 그런데 쌀의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다. 우
선, 관세화 유예를 선택할 경우 합의된 의무 수입량만 수입되므
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가능한 반면, 관세화 유예의 대가
로 MMA의 증가를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
성이 높다. 이에 반해,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선택할 경
우 과도한 MMA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국제가격, 환율 변동,
향후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152) 결
국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의 핵심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
한 협상”이며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협의하는 협상이다.
쌀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한국이 쌀 협상을 하겠
다는 의사를 WTO에 통고하면 WTO는 전체 회원국들에 이를 통
고한다. 동 협상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들은 한국의 통고를 받은
149)
150)
151)
152)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제10항 및 첨부.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제9항.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제7항.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성격과 여건,”
http://rice.maf.go.kr/Detail.asp?CategoryID=9&ContentID=37 (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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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90일 이내에 WTO 사무국과 한국에 협상참여를 요청한다. 이
후 한국은 협상참여를 요청한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결과를 WTO에 통고한다. 통고 후 90일 이내에 회원국의 이
의제기가 없으면 합의안이 공식 확정된다. 동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쌀 협상 절차
협상개시의사 통고
(한국 → WTO)

검증절차 완료

협상개시의사 전체 회원국에 통고
(WTO → 전체 회원국)

협상결과 회람
(WTO → 전체 회원국)

협상참가의사 통고
(관심 회원국 → 한국, WTO)

협상결과 통고
(한국 → WTO)

양자협상
(한국 ↔ 관심 회원국)

(2) 쌀 시장 개방협상의 경과
한국은 2004년 1월 20일 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개시의사를 통고했으며, 2004년 3월 22～26일 개최된 WTO 농업
위원회 회의에서 쌀 협상에서의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감축률
및 TRQ 증량 최소화, 개도국 우대 및 특별품목 확대를 주장했
다.153) 한편, 2004년 4월 21일까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캐나
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의 9개국이 한국과의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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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에 대한 참가의사를 통고했다.154) 2004
년 9월 17일 현재 쌀 시장 개방협상의 경과는 <표 5-24>와 같다.
<표 5-24> 쌀 시장 개방협상 경과
회원국

참가의사 표명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

4차 협상

미국

2004.04.19
제네바

2004.05.06
워싱턴 D.C.

2004.06.23
제네바

2004.08.13
워싱턴 D.C.

-

중국

2004.04.13
제네바

2004.05.12
북경

2004.06.18
북경

2004.08.20
북경

2004.09.14
서울

호주

2004.03.24
제네바

2004.05.18
캔버라

-

-

-

태국

2004.04.05
제네바

2004.05.14
방콕

2004.07.09
방콕

-

-

캐나다

2004.04.20
제네바

2004.06.03
제네바

-

-

-

아르헨티나

2004.04.01
제네바

2004.06.03
제네바

-

-

-

이집트

2004.04.19
제네바

2004.06.02
제네바

-

-

-

인도

2004.04.20
제네바

2004.06.02
제네바

-

-

-

파키스탄

2004.04.21
제네바

2004.06.01
제네바

-

-

-

(3) 쌀 시장 개방협상의 쟁점 및 주요국 입장
미국은 2004년 4월 19일 협상 참가의사를 통고했다. 이후 2004
153) 외교통상부, “중국과의 제1차 쌀 관세 관련 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5월
13일), p.3.
154)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협상대상국,” http://rice.maf.go.kr/pwbbs/
world.asp(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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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제1차 한국-미국 양자협상이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이재길 외
교부 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
계부처 관계자들이, 미국측에서는 James Murphy 미무역대표부
USTR 농업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Wendy Cutler USTR 한․일
담당 대표보, James Grueff 농무부 해외농업처 차장보 등 USTR,
농무부, 국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한국에서 쌀 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쌀 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화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미국은 미국산 쌀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55) 2004년 6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양자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 TRQ 증량수준 및
수입 쌀의 용도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
어졌다.156) 또한 2004년 8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차 양자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 기간, TRQ 증량수준, 시장접
근의 실질적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
으나, 상호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157)
중국은 2004년 4월 13일 협상 참가의사를 통고했으며, 2004년
5월 12일 중국 북경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제1차 한
국-중국 양자협상이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이재길 외교부
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
155) 외교통상부, “미국과의 제1차 쌀 관세화 유예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5월
8일).
156) 외교통상부, “미국과의 제2차 쌀 관세화 유예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6월
24일).
157) 외교통상부, “미국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제3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2004년
8월 11일);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 협상 대상국 미국,” http://rice.
maf.go.kr/pwbbs/world.asp?bbs=tbWdUSA(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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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관계자들이, 중국측에서는 장향신(張向晨) 상무부 세계무역기
구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상호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WTO의 기본원칙이 무역 자유
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
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국은 쌀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
회적 중요성과 쌀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관세화 유예
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58) 2004년 6월 18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
된 제2차 양자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 TRQ 증량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59) 2004년 8
월 2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양자협상에서도 연장기간,
TRQ 증량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으
나, 상호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160) 또한
2004년 9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양자협상에서도 연장기
간, TRQ 증량수준, 쌀 수입관리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논
의를 가지고, 향후 양국간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의하
기로 하고 제5차 회의를 9월 하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161)
호주는 2004년 3월 24일 9개 협상참가 회원국 중 처음으로 협
상 참가의사를 통고했으며, 2004년 5월 18일 호주 캔버라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제1차 한국-호주 양자협상이 개최되었
다. 한국측에서는 이재길 외교부 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
158) 외교통상부,
12일).
159) 외교통상부,
18일).
160) 외교통상부,
20일).
161) 외교통상부,
14일).

“중국과의 제1차 쌀 관세 관련 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5월
“중국과의 제2차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6월
“중국과의 제3차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8월
“중국과의 제4차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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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호주측에서는
Bruce Gosper 외교통상부 무역협상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
부, 농수산임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호주는 한국 쌀 시장에 대한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진출과 시장접근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은
제2차 협상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162)
태국은 2004년 4월 5일 협상 참가의사를 통고했으며, 2004년 5
월 14일 태국 방콕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제1차 한국태국 양자협상이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이재길 외교부 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
자들이, 태국측에서는 Apriradi Tantraporn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농업부, 외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태국은 농업협정상
관세화가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시장접근의 질적 개선에 관
심을 표명했다. 163) 2004년 7월 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양자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 TRQ 증량수준, TRQ 입
찰절차 및 수입 쌀 관리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가 이루어졌으며, 다음 협상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
하기로 했다. 164)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는 2004년 4월 20일 및 4월 1일 협상 참
가의사를 각각 통고했으며, 이후 200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제1차 협상을 한국과 개최했
162) 외교통상부, “호주와의 제1차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5월
18일).
163) 외교통상부, “태국과의 제1차 쌀 관세 관련 협상 결과,” 보도자료(2004년 5월
15일).
164) 외교통상부, “태국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2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2004년 7
월 7일);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 협상 대상국 태국,” http://rice.maf.
go.kr/pwbbs/world.asp?bbs=tbWdThail(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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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측에서는 이재길 외교부 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
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캐나다측에서는
Pamela M. Cooper 농업식품부 WTO 농업협상 조정관이 수석대
표로, 아르헨티나측에서는 Alfredo Chiaradia 주제네바 대표부 대
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배경
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쌀 생산실적이 없거나(캐나다) 혹
은 한국에 대한 쌀 수출실적이 없음(아르헨티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아르헨티나가 금번 쌀 협상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는 WTO 농업협
정의 기본원칙인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강조하면
서,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금번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도 DDA
농업협상에서 추구하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라는 원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165)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은 2004년 4월 19일, 4월 20일 및 4
월 21일에 각각 협상 참가의사를 통고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4년 6월 1일 파키스탄 그리고 6월 2일 인도 및 이집트는 각
각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제1차 협상을 한국과 개최했다.
한국측에서는 이재길 외교부 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
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이집트측에서는 A.
Farahat 주제네바 WTO 대사가, 인도측에서는 R. Gopalan 상공부
국장이, 그리고 파키스탄측에서는 Dr. Manzoor Ahmad 주제네바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실적 및 입찰
참가실적이 미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
이 금번 협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65) 외교통상부, “캐나다, 아르헨티나와의 제1차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 보도
자료(200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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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국은 주요 쌀 수출국(인도 : 세계 2위, 파키스탄 : 5위,
이집트 : 8위)으로서 향후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
다.166)

Ⅳ. 한국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전략
1. 농업 부문
(1)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WTO DDA 농업협상에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하고, 협상결과를 예단하
지 않으면서 i)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ii)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
지를 목표로 한 감축 iii)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분야별 3
대 협상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개도국 우대가 협상의 불가분 일
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
력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농업협상의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확인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협상목적의 달성을
위해, 한국은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개혁의 장기 목표 달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개혁은 개혁의 부정적 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각 회원국의 특수한
사정과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농업개혁과정
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DDA 농업협상은 수입국이나 수출국을 비

166) 외교통상부,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와의 제1차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 보
도자료(200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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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WTO 회원국 전체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다. 167)
구체적으로, 한국은 시장접근 확대와 국내 보조 감축에 대해서
는 점진적으로, 또한 회원국의 상황에 맞게 폭과 속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제
안서를 제출했다. 한국은 시장접근에 있어서 관세인하방식에 UR
방식을 적용하고, 관세할당TRQ제도의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
이다.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수출보조는 UR 방식에 따라 감축되
어야 하고, 수출신용과 관련해서는 수출신용이 유동성 위기상황
에서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했다. 국
내 보조와 관련하여 감축대상 국내 보조는 총액기준으로 UR 방
식의 감축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최소허용보조비율와 관련하여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생산제한직접지불과 관련하여 한국
은 현행 유지를 지지하여 왔다. 168)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기본 골격 합의문
이 채택된 이후 한국 정부는 향후 후속 협상과정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쟁점을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의 최소화라고 설
정하고, 특히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관세상한 설정의
지지,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TRQ 증량의 최소화, 민감품
목 및 특별품목의 범위와 신축성의 확대,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농업인,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에 기본 골격 타결안 및 향후 대응계획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69)
167) 도하개발아젠다, “각 분야별 우리 입장 농업,” http://www.wtodda.net/our.php?menu=
01(2004년 9월 17일 검색).
168) 농업 관련 한국의 제안서 목록은 도하개발아젠다, “우리나라 제안서 - 농업,”
http://www.wtodda.net/our.php?menu=02&submenu=01(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169) 윤장배(농림부 국제농업국장),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기본 골격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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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안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최종 기본 골격
합의문의 채택으로 인해 DDA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
으며, 이는 향후 협상진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과제로 남아있어
현 단계에서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을 더 많이 감축하는 방
식은 수입장벽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한국에게 부담이 되는 반
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
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 보조 분야에서 종래의 감축대상보조 외
에 최소허용보조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담요인이 되나, 감
축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인정됨으로써 신규로
Blue Box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170)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 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DDA 농업
협상의 결과는 국내 농업 및 관련정책의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특히 한 연구기관의 보고171) 에 따르면 민감품목의
관세인하는 한국의 농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다. 양허관세율이 국내외 가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보리, 옥
수수, 맥주맥, 땅콩, 고구마, 감자 등의 품목은 관세감축에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콩, 녹두, 팥, 고추, 사과, 참깨, 쇠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양허관세율이 국내외 가격차보다 작아
과 향후 대응,” DDA 농업협상 세미나 자료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
의 평가와 시사점(2004년 8월 9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5-6 참조.
170) WTO, WT/L/579(2 August 2004) 참조.
171) 송유철, WTO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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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대폭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관세감축의 폭은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3차 초안 및 2004년 8월 1
일 채택된 기본 골격 합의문은 개도국 우대조치를 상당히 강화했
다. 특히 Harbinson 초안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에게 특별품목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폭의 관세감축과 TRQ 확대 면제 등의
혜택을 규정했다.172) 따라서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이러한 우대조
치를 고려할 때 한국으로서는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
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 문제는 협상세부원칙이 확정
되고, 이행계획서가 작성된 이후 거론될 사항이나 사전대응이 필
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국제법상 개도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
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범위가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있
다. GATT/WTO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일반적 관행은
‘자기 결정 또는 자기 선택'과 관련 당사국들의 묵시적 동의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각종 농업 관련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로 IMF 제8조국 및 GATT 제XII조국
으로의 이행, 선진국 GSP 수혜 종료, 경제성장의 지속과 이에 따
른 1인당 GNP의 증대, OECD 가입 등으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인정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도국 우대조치의 강화로
그만큼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의
정의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입장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
172) 칸쿤각료선언 초안 제4항 및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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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그럼에도 일단 농업 부문에 있어서 한국이 개도국 수준
인 점을 다른 회원국에게 설득할 수밖에 없다. 즉 유엔농업식량
기구FAO 통계와 UR 협상 타결 당시 및 OECD 가입 때에도 한국
의 농업 부문은 개도국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이다. 실제로 UR 협상 타결 당시와 OECD 가입 이후에도 농업구
조개선, 농가소득, 농가부채 등의 농업지표가 개선되지 않아 여전
히 개도국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다른 협상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장개방 약속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차선책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신축성을 보여 중국의 제안과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단계
지위를 유지하여 이행하는 방안이나 개도국을 선발개도국과 후발
개도국으로 세분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현
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꾸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한 한국은 다자
간 혹은 양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업과 관련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 서비스 부문
(1)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서비스 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그간의 자유화 정책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 협상을 경쟁력 있는 국내 서비스 산
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하되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 즉 금융,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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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건설, 통신 등 개방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법률, 보건/의료, 교육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이번 DDA 협상을 계기로 국내 구조조정의 계기
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173)
<표 5-25> 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분야

UR시
양허여부

법률

미양허

외국법 및 국제법 자문 서비스 개방(Foreign Legal Consultant제도 도입)

우편
/쿠리어

미양허

우편 : 양허안 미제출(정부독점)
송달 : 현행제도 허용 범위 내에서 국제우편 서비스 개방

통신

양허

시청각

양허

추가 양허안 미제출(문화분야의 특수성,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건설

양허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양허표 수정
(면허 허가제, 도급 한도제 등 과거 규제사항 삭제)

유통

양허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양허표 수정
(도소매업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등)

교육

미양허

현행 개방수준에서 고등교육, 성인교육 양허

환경

양허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양허표 수정
(산업폐수처리분야 공급자 수 제한, 산업폐기물 처리분야 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금융

양허

금융부속서 분류기준에 따라 양허표 개편
증권업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등 자발적 자유화 사안 반영

보건/의료

미양허

관광/여행

양허

문화/오락/ 미양허
스포츠
해운
에너지

양허

한국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양허표 수정
(KT의 33% 외국인 지분제한을 기간통신 서비스 49% 지분제한으로 통합)

양허안 미제출(의료인력 자격, 건강보험 운용 등 법․제도 개편 필요)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양허표 수정
(공연제공이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 등 양허업종 확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양허
뉴스제공 서비스 : 양허안 미제출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양허표 수정
(지정화물 국적선 이용제도,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형태 제한 폐지 등)

협상대상 석유 :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석유 유통 양허
불포함 전력 가스 : 양허안 미제출(양허안 문제)

173) 도하개발아젠다, “각 분야별 우리 입장 서비스,” http://www.wtodda.net/our.php?
menu=01(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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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36개국에 대하여 1차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하였
으며, 25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요청서를 접수받았다. 한국은 법
률, 우편/쿠리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유통, 통신, 건설, 금
융,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의 각종 제한을 철폐 및 완화하도록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
야는 제한적 수준에서 시장개방을 요청하였고, 법률, 회계, 세무,
수의료 등의 분야는 국내 시장의 낮은 개방도 및 업계의 해외진
출 의사 부족을 이유로 시장개방을 요청하지 않았다.174)
(2) 대응방안
한국에 대하여 총 25개국이 12개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하여 시
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통신, 시청각, 건설, 유통, 금융, 운송 등
부분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UR 당
시 미개방 분야인 법률(미국, EC, 일본, 중국 등 11개국), 보건/의
료(중국, 호주 등 5개국), 우편/쿠리어(미국, EC 등 8개국), 교육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 분야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했
다. 궁극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국내 시장개방으로 관련 서비
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개방에 앞서 관련 서
비스 산업의 현황과 대외개방효과 및 대응정책의 검토가 치밀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및 부
정적 효과를 가진다. 우선 긍정적으로는 국내에서 외국 변호사의
불법영업 관행을 제거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증대하며 국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법조인의 취업기회가 증가할

174) 서비스 관련 한국의 제안서 목록은 도하개발아젠다, “우리나라 제안서 서비스,”
http://www.wtodda.net/our.php?menu=02&submenu=02(2004년 9월 17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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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소송문화의 상업화, 질 낮은 외국
변호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요청받은 양허를 미루어 볼 때 주요 협상쟁점은 외국 변
호사에 대한 업무영역의 개방범위가 될 것이다. 현재 외국 변호
사의 업무 범위는 자신의 자격증 취득국의 법과 국제법으로 허용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법의 경우 국내에서 국제법의 전문
성이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무하고 법학교수들에 한정되어 있
고, 이러한 교수의 수도 아주 적은 것이 문제이다. 국내의 법학교
수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이런 국내 상황에서 외
국 변호사에게 국제법의 영역을 개방하는 것은 외국 변호사가 국
내에서 국제법의 소송 및 변호사 업무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법 전공 교수들이 전문가들과
대등하게 국제법 자문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상하여야 한다.
서비스 협상에서 다루어진 시청각 서비스는 영화 및 비디오 제
작/배급 서비스, 영화상영 서비스, 라디오/TV 서비스(프로그램 제
작), 라디오/TV 전송 서비스(제작된 프로그램 전송), 음반녹음, 기
타 서비스(멀티미디어 콘텐츠 포함)의 6개 항목을 포함한다. 한국
은 UR 협상 이후 시청각 서비스 부문의 6개 항목 중 영화 및 비
디오 제작/배급과 음향녹음 등 2개 부문에 대하여 양허를 한 상
태이다. 영화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과 전송 서비스 및 기
타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하
여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양허를 요청한 국가들 대부분은 UR 당
시 양허하지 않은 분야인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제작) 서비
스, 라디오/TV 전송 서비스 등의 양허를 요청했다. 또한 외국 컨
텐츠 배급, 상영에 대한 수량제한적 요소의 해소를 요청했다. 특
히, 스크린쿼터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상영 분야에서 한국은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극장
상영용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영사용 필름과 기타 기록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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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쿼터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스크린쿼
터제도는 196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다. 한국 영화의 상영의무
를 규정한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연
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즉 146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
하여야 한다. 175) GATT의 내국민대우 예외로서 스크린쿼터제는
GATT IV조에 따라 GATT의 일반적인 무역 자유화 범위에서 제
외되어 있다. GATS에서도 영화상영 서비스는 한국의 미양허 분
야이므로 GATS의 내국민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영화
상영 서비스가 GA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WTO 회원국
이 동 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은 경우(내국민대우 비적용)와 GATS
의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에 기재한 경우이다.
서비스 협상은 서비스 무역에서의 보다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
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들의 시장개방 양허요
청에는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내국민대우를 더 확대하고 기존의
제한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는 필연
적으로 다자간 무역체제가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와 각국의 문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크린쿼터
제를 폐지하고 영화상영 서비스를 양허하는 문제는 국내 시청각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정서의 정책적인 검토를 수반
하게 된다. 당장은 특히 영화상영 서비스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협상방안은 시청각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개방 양허를 하지
않거나 시장개방 양허를 하는 경우 최혜국대우 면제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이 실제로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세
계화라는 추세에서 실용적인 것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에 대한 전
환을 요구하고 있다. 동 부문의 기술발달이 시청각 콘텐츠의 편
175)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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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유통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캐
나다 등 우리보다 먼저 스크린쿼터 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문화적 정체성 유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행상의 많은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인 ‘최소한의 한국 문
화 정체성 보호’가 단지 시장개방을 저지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
추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국내 시청각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규범 부문
(1) 한국 정부의 입장
반덤핑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제소국보다는 피소국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덤
핑 여부의 결정, 피해판정, 조사개시 등 반덤핑조치의 요건을 엄
격하게 규율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반덤
핑협상에서의 최우선 협상사안은 제로잉 관행의 금지, 재심절차
의 개선 순이다. 반덤핑협상에서 반덤핑 Friends 그룹의 일원으로
일본과 함께 동 그룹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으며, 사안별로 유사
한 입장을 보이는 EC, 캐나다와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협상에서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76)
일반보조금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과정, 개도국과의 경쟁력 격차 유지를 고려하여 상계조치의
제소국 및 피제소국의 양자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보
조금의 정의, 허용보조금의 부활, 개도국의 S&D 대우 확대 등에

176) 도하개발아젠다, “각 분야별 우리 입장 규범,” http://www.wtodda.net/our.php?
menu=01(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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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보조금의 규율강화를 통하여 개도국의 무역왜곡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계조치의 부과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
적 규정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EC 등 선진국으로부터 상계관세
피소국인 점을 감안하여 상계조치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제소국도 될 수 있어 상계관세절차가 과도하게
엄격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한편,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여 한국의 수산업이 새로
운 국제적 규율에 적응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수산보조금의 현황 파악과 타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
대상 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분류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177)
지역무역협정 협상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이제 막 칠레와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
하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한국과 같이 소극적으
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국가에게 부당한 차별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지역
무역협정의 WTO 협정과의 합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체적 요
건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나, 대다수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소극적
인 태도임을 감안하여, 우선 절차적으로 통보 관련 규정의 개선
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
라 실체조항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논의를 유도한다는 입장
이다. 178)

177) Id.
17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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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안
UR 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제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반덤
핑협정의 기준 및 규정이 모호하여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제도를
국내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
덤핑조치는 무역구제조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제도이
며, 한국은 중국에 이어 반덤핑조치의 가장 큰 희생국이다. 실제
품목별 제소현황을 살펴보면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계, 고무,
플라스틱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철강산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사양산업으로서 반덤핑조치가 그들의 국내 산
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79) 따라서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고 발동요건이 엄격해진
다면, 철강, 금속 등 반덤핑조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의
수출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 협상은 한국의 전략적 핵심의제이다.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의 Friends 그룹은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위한 여러 제안서와 문서들을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을 제
외한 다수의 회원국들이 지지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중국은 개
도국의 입장에서 Friends 그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EC와 캐나다도 부분적으로 Friends 그룹 국가들의 제안에 동의하
고 있다. 반덤핑협상에서 미국은 반덤핑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도하각료선언에 따
라 주로 반덤핑협정의 명확화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미국은 Friends 그룹과 마찬가지로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
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개정
179) 박노형, 앞의 주 81, pp.64-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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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새롭게 의무사항이 추가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Friends 그룹은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이해를 같
이 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하여 협상을 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WTO에서 영향력이 있는 EC
도 Friends 그룹의 제안을 지지하는 사항(예컨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 있으므로 EC와의 사안별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소극적인 미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동 협정
의 개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
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반덤핑협상은 규범협상의 큰 테두리 내에
있으므로 보조금협상,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협상과 연계하여 전
체적인 시각에서 협상의 타결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보조금 분야에서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통상환경,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고려할 때, 한국은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
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등에 따
른 국내 산업의 위축,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로 인한 국내 제조업
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보조금 규율의 강화
가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80)
한편, 수산보조금의 주요 쟁점은 수산자원의 고갈문제이다. 수
산 Friends 국가들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어획이 그 원인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수산보조금과 수산자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동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왜곡적 효과에 대
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을 감축 또는 철폐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대
180) 최낙균 외, 앞의 주 26, p.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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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수산보조금의 규율을 지지하
고 있어 수산보조금의 협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말 개최된 제6차 규범협상 회의부터 뉴질랜드와 수산
Friends 국가들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유형을 파악
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미국, EC, 칠레가 각각 분류방
법을 제안했다. 따라서, 우선 국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산보조
금을 검토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분류방법 선정시 한국에
유리한 방법을 예측하여 협상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은 다른 규범협상의제에 비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
를 증진시키고 지역적인 경제협력의 강화를 시도하는 한국의 입
장에서는 관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
재 한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 및 싱가포르와는
FTA 협상이 진행중이며, 기타 몇몇 국가와는 FTA 체결 가능성
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FTA의 체결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감
안하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역외국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서 향후 한국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방향으로 협상에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무역협정의 WTO 다자규범과의 합
치성 강화라는 실체적 내용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절차
적 투명성의 강화를 위한 협상전략도 바람직할 것이다.
4. 쌀 시장 개방협상
(1)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
진한다는 방침이다. 쌀 협상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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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입량 증량수준, 유예기간, 유예조건(예컨대, 의무수입량 수입
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문제) 등이다. 따라서, 상대국의 요구조
건이 과도하여 관세화할 때보다 쌀 산업에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의 방향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협상대안간 신축성 유
지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대안의 비교 및 국내 영향분석 등
을 토대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상력 극대
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쌀 협상은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으로 국내 공감대 형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협상의 성
격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의 확산과 참여와 대화로 협상
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국회 등 여론형성 그룹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들에
게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181)
(2) 대응방안
DDA 농업협상과는 별도로 한국은 2004년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에 관한 협상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쌀 재협상은 농
업협정 부속서에 근거하여 2004년 중에 완료하여 2005년 1월 1
일부터 완료된 협상결과를 실시하는 일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쌀 협상은 DDA의 수행과 관계없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든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하든 한국에 유리
한 대안을 선택하여 실시 3개월 전인 2004년 9월말까지 결정하
여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장접근에 대한 양허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쌀

181) 농림부, “정부의 대응방안,” http://rice.maf.go.kr/Detail.asp?CategoryID=10&ContentID
=42(2004년 9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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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산업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쌀을
관세화하는 경우 현재의 국내외 쌀 가격 차이가 5～9배임을 감안
하였을 때 개방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차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
량 증량수준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
수입량 용도제한 등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세화 유예에 따른 요구조건이 너무 과도할 때
는 실리적 관점에서 쌀의 관세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미
국과 중국 등과의 대외적 쌀 협상의 성공적 대응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내 쌀 농가 및 이를 지지하는 국내 NGO 등과의 대내
적 협상도 똑같이 중요하다. 정부는 쌀 농가 등 국내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는 방향에서 미국 등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수행하는 슬
기를 발휘해야 한다.

Ⅴ. 결론
본 보고서는 제Ⅱ장에서 DDA 협상의 배경, 의제 및 원칙, 경
과 등을 중심으로 WTO DDA 협상을 개관하였고, 제Ⅲ장에서 협
상의 내용, 경과, 쟁점 및 주요국 입장, 제5차 각료회의 결과, 기
본 골격 합의 등을 중심으로 농업 부문, 서비스 부문, 규범 부문
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논의동향 및 쌀 시장 개방협상의 논
의동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전략을 검
토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른 각 분야별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부문에서는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최종 기본 골격 합의문의 채택으로 인해 DDA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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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향후 협상진전의 중요한 계
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 수치를 포
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과제로 남아있어 현 단계에서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세수
준이 높은 품목을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한국에게 부담이 되
는 반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반영된 것은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 보조분야에서 종래의 감축대상보조
외에 최소허용보조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담요인이나, 감
축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인정됨으로써 신규로
Blue Box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은 각종 농업 관련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로 IMF 제8조국 및 GATT 제12조국
으로의 이행, 선진국 GSP 수혜 종료, 경제성장의 지속과 이에 따
른 1인당 GNP의 증대, OECD 가입 등으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개도국 우대조치의
강화로 그만큼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의 정의와 관련해 WTO 회원국들은 한국에게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일단 농업 부문에 있어서
한국이 개도국 수준인 점을 다른 회원국에게 설득할 수밖에 없다.
즉 유엔농업식량기구(FAO) 통계와 UR 협상 타결 당시 및 OECD
가입 때에도 한국의 농업 부문은 개도국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점
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UR 협상 타결 당시와 OECD 가입 이후
에도 농업구조개선, 농가소득, 농가부채 등의 농업지표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다른 협상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장개방 약속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차선책으로 개도국 지위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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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을 보여 중국의 제안과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단계
지위를 유지하여 이행하는 방안이나 개도국을 선발개도국과 후발
개도국으로 세분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현
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꾸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쌀 협상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결국,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한 한국은 다자간 혹은 양자간 무역협상에
서 농업과 관련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개방을 통
해 관련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
개방에 앞서 관련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대외개방효과 및 대응정
책의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률 서비
스 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우선 긍정적으로는 국내에서 외국 변호사의 불법영업 관행을 제
거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증대하며 국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법조인의 취업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
적으로는 소송문화의 상업화, 질 낮은 외국 변호사에 의한 소비
자 피해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요청받은 양
허를 미루어 볼 때 자칫 협상결과는 외국 변호사에 대한 업무영
역의 개방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에 대하여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양허를 요청한 국
가들 대부분은 UR 당시 양허하지 않은 분야인 영화상영, 라디오
/TV 방송(제작) 서비스, 라디오/TV 전송 서비스 등의 양허를 요
청하고 있다. 또한 외국 컨텐츠 배급, 상영에 대한 수량제한적 요
소의 해소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스크린쿼터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각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다자
간 무역체제가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와 각국의 문화정책이 추구
하는 목표가 상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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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화상영 서비스를 양허하는 문제는 국내 시청각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정서의 정책적인 검토를 수반하게 된다.
영화상영 서비스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협상방안은 시청각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개방 양허를 하지 않거나 시장개방 양허를
하는 경우 최혜국대우 면제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실제로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라는 추세에서 한국
의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전통적인 규제 방식에 대한 전
환을 요구하고 있다. 동 부문의 기술발달이 시청각콘텐츠의 편집
과 유통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캐나
다 등 우리보다 먼저 스크린쿼터 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문
화적 정체성 유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행상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인 ‘최소한의 한국 문화 정
체성 보호’가 단지 시장개방을 저지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국내 시
청각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내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규범 부문에서는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지역무역협정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반덤핑협
정의 경우 UR 협상에서 GATT 체제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덤핑제소의 남발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반덤핑협정의 기준 및 규정이 모호하여 다수 국가들이 반
덤핑제도를 국내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이어 반덤핑조치의 가장 큰 희생국이며, 철
강, 금속, 화학, 전기기계, 고무,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요 대상
품목이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이 명확해지고 발동
요건이 엄격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
의 수출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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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은 한국의 전략적 핵심의제라 할 수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통상환경,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고려할 때, 한국은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
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등에 따
른 국내 산업의 위축,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로 인한 국내 제조
업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보조금 규율의 강
화가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보조금의 주요 쟁점은 수산자원의 고갈문제이다. 수산
Friends 국가들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어획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수산보조금과 수산자원과의 관계
가 명확하지 않고 동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왜곡적 효과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을 감축 또는 철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 규율을 지지하고 있어 수산보
조금의 논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국내적으로
국내 수산보조금을 검토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분류방법
선정시 한국 수산업에 유리한 방법을 예측하여 협상을 준비하여
야 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은 다른 규범협상의제에 비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
를 증진시키고 지역적인 경제협력의 강화를 시도하는 한국의 입
장에서 관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 및 싱가포르와는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기타 몇몇 국가와는 FTA 체결 가능성을 검
토하고 있다. 현재 FTA의 체결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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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역외국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향후
한국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방향으로 협상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무역협정의 WTO 다자규범과의 합치성 강화라
는 실체적 내용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절차적 투명성의
강화를 위한 협상전략도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쌀 시장 개방협상은 근본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
할 것인지 아니면 쌀 관세화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
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국들이 수용할 수 있
는 추가적인 시장접근에 대한 양허가 수반되어야 하고, 쌀을 관
세화 하는 경우 현재의 국내외 쌀 가격 차이가 5～9배임을 감안
하였을 때 개방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의
경우 쌀의 보호를 위해 다른 산업이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차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노력하되, 관
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량수준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등에 있어 최선의 결
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세 유예에 따른 요
구조건이 너무 과도할 때는 실리적 관점에서 쌀의 관세화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등과의 대외적 쌀 협상의 성
공적 대응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내 쌀 농가 및 이를 지지하는
국내 NGO 등과의 대내적 협상도 똑같이 중요하다. 정부는 쌀 농
가 등 국내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는 방향에서 미국 등과의 협상
을 유리하게 수행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위에서 주요 협상 사안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쌀을 포함한 DDA 협상의 ‘협상’인 측면이 주목되어
야 한다. DDA 협상은 147개의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의제도 다
양하고 복잡한 다자간협상이다. 시장개방의 양허협상은 기본적으
로 양자간 협상이며, 규범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상이다. 양자간
협상은 협상 상대국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치밀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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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자간 협상은 개별 사안에 따른 특정 국가
와의 전략적 연계가 요구된다. 또한 DDA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채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협상의 종료시점이 다가올
수록 특정 사안간 회원국들의 Trade-Off가 빈번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DDA 협상의 구성요소인 개별적 협상에 유의하면서
전체 협상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182)
끝으로 보다 역동적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한국 통상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해 다음 3가
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대외적 통상협상 및 국내적 정책의
수립/이행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되기 전인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통상교섭에 나섰고, 이에
상당한 수준의 부처간 갈등과 혼선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외교통
상부 통상교섭본부로 통상교섭조직을 일원화한 후에도 그러한 문
제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183) 결국 문제의 본질은 체제나 조직의 제도적 결함이라기보
다 이를 운영하는 관료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이라고 생각된다.
즉 부처 이기주의에 젖은 관료문화, 거시적 국익보다는 미시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집단 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여
정부 전체의 협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WTO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와
182) 예컨대, 중국은 반덤핑조치 등에 있어 자신의 시장경제(market economy) 지위
를 한국 등에게 요구하고 있다. 만일 중국에 이러한 요구를 들어준다면 중국에
게 우리가 요구할 사안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183) 매일경제신문, “[기고] 통상조직 개편해야 하나”(2002년 11월 28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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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양자적 무역 자유화 정책의 적절한
조화 및 상호보완적 추진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외교통상
부는 2004년 4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외교정책의 추진방향으로 크게 ‘평화번영 외교, 글로벌
외교, 경제통상 외교'를 설정하고, 특히 경제통상 외교와 관련하
여 WTO DDA 협상의 적극 참여 및 FTA의 효율적 추진을 밝혔
다.184) 예컨대, FTA와 관련해서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국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 한국-싱가포르 FTA의 연내 타결 추
진, 한국-일본 FTA의 2005년 협상 타결 추진, 한국-ASEAN 전문
가 공동연구 결과 11월 정상회의시 보고 추진 등을 구체적 사업
계획으로 언급했다. 요컨대,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확보되고 무역
자유화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FTA라는 보
다 높은 차원의 무역 자유화의 추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못
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무역 자유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 통상협상 및 국내적 정책의 수립/이행에 있어 국
내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에 이익이
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예컨
대, 2004년 1월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및 산업자원부가 공동
으로 국내 주요 수출기업 및 주요 지역별 현지진출기업 967개사
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DDA 협상의 ‘내용을 알고 있다’
는 응답이 전체의 8.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1%는 ‘전혀 모른
다(15%)’와 ‘진행 사실만 안다(76%)’로 분석됐다. 185) 즉 국내 수
184) 외교통상부, “2004년도 외교정책 추진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2004년 4월
1일) 참조..
185)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90% 이상,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 호소,” 보도자료
(2004년 1월 18일); 조선일보, “수출기업 91% DDA 잘 몰라”(2004년 1월 18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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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업 10개사 가운데 9개는 현재 진행중인 WTO DDA 협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관련 산업의 요구
내용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관련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DDA 협상에 불만을 가진 특정 산업과 이에 동조하
는 NGO 등에 대하여 정부는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국내 정책
을 수립함으로써 이들 반대 산업이 정부의 대외협상 수행에 장애
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DDA 협상은 정부는 물론 기
업 및 NGO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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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한국 통상1)정책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통상정책
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한국 통상정책
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은 그동안 한국의 개방정책의 성과를 진
단하고 향후 한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
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함으로써, 통상정책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도출
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분석이 없이는 한국적 관료
주의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체제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며, 그 해결방안 또한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국내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대부분이 기존 통상체제의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지적한 것
1) “통상(trade)”의 의미에 관해서는 광의와 협의의 정의가 가능하다. 최광의로는 “무
역과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관계”라 정의할 수 있으
며, 광의로는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에 한정할 수 있다(미국 74년 통상법 §2411
도 무역과 미국인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정의함). 또한 협의로는 “무
역”에 한정하여 통상을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무역”의 개념에 관해서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지적재산권 관련 교역을 포함시키느냐
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그 중간적인 견해로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trade-related IPR) 교역”만을 무역개념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무튼 통상의 개념에 “무역”이 중심개념이 됨은 물론이
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지적재산권 교역 분야도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의 통상체제를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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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고,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의 실례에 기초하여 통상정책 시
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요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해결책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한국
의 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내 통상
정책 추진 시스템의 구성 부문들간의 부조화에서 발생한 측면이
존재함을 밝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조화를 제
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기본 참고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통상정책 결정자들에
게 현 시점에서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통상조직 개편방안 논의에
대한 기본 분석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한국의 통상정책 체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정책 관련조직 및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공공 부문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민간 부분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
인 한국 주세2)관련 WTO 분쟁의 해결과정, 한․중 마늘협상 및
한․칠레 FTA 협상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노출된 한국
통상 시스템의 현주소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현행 통상체
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통상정
책이 공공 부문 내에서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체제
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가? 농업 부문
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개방 정서는 통상정책 시스템에 어
2)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75/AB/R, WT/DS84/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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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의 요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람직한 통상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통상
정책 체제의 조직적 측면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나 기능적 활성화
를 위한 다각적인 문제해소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은 통상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체제간의 협력과 상호
기능적 조화가 발휘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현황과 통상정책 사례 분석
1. 그동안의 성과 및 현황
(1) 정부 내 분산된 통상교섭 채널 일원화
우리 정부는 1998년 2월에 외무부, 재경부, 통산부 등 3개 부
처에 분산되어 있던 통상기능을 통․폐합하여 외교통상부 내의
통상교섭본부에 귀속시키는 통상조직의 일원화를 단행하였다. 즉
재경부 2국 6과, 통산부 3국 14과의 관련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이
관하고, 외무부 통상국(1국 4과)을 통상교섭본부(3국 13팀)로 확
대 개편함으로써, 결국 3개 부처 6국 24과를 1개 부처 3국 13팀
으로 축소 조정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 후 1999년 5월 통상교섭본부 조직의 재개편을 진행하여, 통
상지원국을 폐지하고 대신 외교통상부 본부 소속 국제경제국을
통상교섭본부로 편입하는 한편, 13개의 팀제로 운영되던 통상교
섭본부 체제를 13과 2팀제로 개편하게 된다. 그 결과, 외교통상부
전체 경제․통상 담당조직이 종전 4국 17과(팀)에서 3국 13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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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3)
이는 과거 통상협상의 수석대표 임명을 둘러싼 부처간 알력 및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교섭채널의 분산에 따른 혼선을 방
지함으로써 대외교섭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 것
이었다. 즉 통상교섭시 수석대표를 원칙적으로 외교통상부가 담
당하고 관계부처가 수석대표를 맡는 경우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
에 관한 교섭 등 외교통상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
우에 국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
국들도 통상교섭조직으로 일원화된 현행 체제에 익숙해 있고, 이
러한 체제가 통상마찰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 내 부처간 갈등을 이용한 미국 등
교섭상대국의 소위 ‘분산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을 저지하는 측면
도 있는 것이었다. 아울러 기능적으로는 통상조정 기능을 보완함
으로써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된 부처간 이견조정 체제를 통해
대부분의 통상현안을 원만히 처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었다.
(2)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및 보강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재외공관간 전보시 경제․통상 인력의 전
문성을 감안한 보직배치의 경향을 강화하였고, 2001년 7월부터는
보직공모제 시행을 통해 간부급 통상 전문인력의 충원을 시도했
다. 또한 민간전문가 영입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통상법, 국
제경제학을 전공한 교수, 국제변호사 등을 1998년 7월 이후 계약
직 통상전문관으로 임용하는 한편, 16개 분야별 통상교섭 민간자

3) 2004년 중반 일부 과 및 팀의 명칭 및 구조가 변경되고 업무가 재조정되었으나,
3국 13과 2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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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그룹(180여명, 임기 2년) 및 경제․통상분야 정책자문위원(10명,
임기 2년)을 활용하는 경우를 증대시켜 왔다.
이들 외교통상부 내 전문인력을 통해 WTO 분쟁패널 절차에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s 작성 및 구두변론에의 대내적 수행 정도
를 늘려감으로써 외국인 전문변호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이는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은
통상법 관련 업무를 자체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
로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부처와의 국장급 및 실무자급 인사교류를
시험적으로 시행하여, 재정경제부측과 소수의 인사를 상호교환하
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은 이러한 인사교류가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본격적인 대규모 교류가 있을 경우 통상
관련 부처간 상호 업무이해는 물론, 부처간 협조체제 증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치․안보 이익과 경제․통상 이익의 총체적 관리
통상 관련 기능을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한 것은 미,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을 우리나라의 총체적 외교․안보
이익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또한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제
휴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측면도 지적되었다. 즉
한․칠레 FTA 협상타결,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확대를 위한 협상기반을 구축하였으며,
APEC, ASEAN+3 등 지역협력체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등 역
내 경제․통상 협력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중․
일 통상장관회담 정례화 등 동북아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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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4) 통상정책 체제 현황
위와 같은 체제변화의 결과 현재 한국의 통상정책 체제를 구성
하는 기관들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통상정책 체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부
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행 정부조직법은 경제정책의 조정은 재경
부장관이, 4) 통상교섭의 조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이,5) 그 외의 정책
조정은 국무조정실장이6)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간 이견조정이 어려운 민감한 통상현안에 대한 조
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실무조정회의가 2001
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7) 에 의해 재경부 산하에 설치되었
다.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범정부차원에서 대외경제조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치한 것은 1983년의 ‘해외협력위원회’로 거슬
러올라간다. 1980년대 이전의 한국의 통상정책은 수출진흥과 국
내 시장 보호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수출 진흥정책은 수출기
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
고,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고관세 정책 및 각종 소비재에
4) 정부조직법 제27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국
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제19조의 2 제4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
을 받아 관계 각부를 총괄․조정한다.”
5)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
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
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정부조직법 제20조 제1항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
조정실을 둔다”.
7)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제정 2001.9.12 대통령령 제17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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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 금지조치가 취해졌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통상정책
이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장개방을 주요한 축의 하나
로 삼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대외경제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1983년 1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해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8) 1986년 3월 해외협력위는 대외
협력위원회로 대체되고 기획단 기능은 경제기획원에 신설된 대외
경제조정실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관련 부처간의 협의에 의한 통상정책 조정의 전통을 이
어받아 2001년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재경부장관을 의장으
로 하여, 농림부장관, 산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필수 참여자로
하고 회의 안건을 제안한 부처 및 관련 부처의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재경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대통령비서
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회의 안건 관
련 부서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 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으로서는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
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
에 관한 사항…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
경제협력, 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그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

8) 그러나 이 당시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
거의 보호무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농수산부, 상공부 등의 국내 관
련 부처 및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외무부 등의 이해관계를 부총
리가 조종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더구나, 이 시기는 해외협력위 기획단이
통상정책 업무에 있어서 각 해당 부처보다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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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9) 등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명실공히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의 조정기관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정책의 최고 의사결
정 기관인 대통령 및 국무회의가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래적으로 실무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상현안들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
우는 드물며, 따라서 대부분의 현안들이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는 부처간 통상정책 조정 필요가
있을 때는 외교부 주재 부처간 대책회의에서 1차적으로 업무조정
을 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2차 조정을 거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3차 조정을 하여 문제를 조정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정되고 결정된 통상정책은 주로 외교부가 주관하
는 통상교섭 및 협상, 그리고 산자부 및 농림부에 의해 시행되는
협상결과의 이행 또는 관련 산업정책의 시행의 형태로 집행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경제부처들의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론이
고, 재경부의 관련 부처간 이해조정 기능 및 산자부(무역위원회)
와 재경부의 무역구제제도 시행 등이 아울러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국회 및 정당의
실질적 역할은 크지 않다. 국회의 기능은 주로 통일외교통상위원
회를 비롯하여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의 경제 관련
위원회에서 통상정책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주어져
있고, 통상정책 결정과 집행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역할은 제한되
어 있다. 정당의 경우에도 당정협의회 등의 협의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나 통상현안에 관한 활발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2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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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을 비롯한 기업단체, 산업별․업종별 대표단체, 소비자
단체 등 이익집단의 통상정책 과정에서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
장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은 각종 청문회 참여, 개별 접
촉, 언론매체나 연구단체, 집회행위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 표출
형식으로 통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참여도 의무적이지 않아 민간 부문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상의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
림 6-1>과 같다.
<그림 6-1>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구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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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정책 사례 분석
이상과 같은 그동안의 조직적 개혁과 상호협조 체제 형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통상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추상적
이고 논리적인 기술보다는 몇몇 중요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더욱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WTO
한국 주세 분쟁, 한․중 마늘 분쟁, 한․칠레 FTA 교섭과정 등의
실제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드
러난 한국의 통상정책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고자 한다. 이
들 3가지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WTO 한국 주세 분쟁이 통상교
섭본부 설립 전후에 걸쳐 우리의 다자통상체제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고, 한․중 마늘 분쟁 및 한․칠레
FTA 협상과정은 각각 우리의 양자통상체제 및 지역통상정책과
관련된 국내적인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1) WTO 한국 주세 분쟁10) 사례
1) 분쟁의 배경 및 양자협의
1996～1997년 당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가격이 비싼 제품
에 누진적으로 고율과세하는 ‘누진적 종가세제'를 유지하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EU․미국․캐나다 주세 분쟁의 결
과 일본의 차별적 주세제도가 WTO 협정위반으로 판정됨에 따
라,11) 일본과 유사한 주세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E
U․미국․캐나다측이 조속한 주세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예

10)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75/AB/R, WT/DS84/AB/R.
11) 1996.7.11. 패널, 1996.10.2. 상소기구 판정, WT/DS8, WT/DS10, WT/D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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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될 운명에 놓여있었다.
한․EU 양측은 1997년 1월 주세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는바,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WTO 제소보다
는 양자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표명하
고 한국인의 소주 및 위스키 음용습관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분석
한 연구결과(Bain & Company Study 또는 “Bain Study”)를 EU측
에 제시하였다.12)
우리측이 이러한 시장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은 일본과 한국간
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WTO 일본 주세 판
정이 한국의 경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시
사하고 향후 WTO 패널단계에서 이를 주장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소송 전략적 측면
에서는 Bain Study 결과를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
다. 상대방에게 우리측 방어전략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며, 우리측의 소중한 증거자료를 미리 제공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 연구의 결과가 소주와 위스키간의 음용습관
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차이의 정도가 보
기에 따라서는 크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13) 이러한
12) Bain Study에 의하면, (1) 소주 소비자들 중 90%가 소주를 타음료와 섞지 않고
(straight) 마시는 데 비해, 위스키 소비자는 40%만이 straight로 마시며, (2) 소주
소비자 중 대다수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데 반해, 위스키의 경우는 10%만
이 식사와 함께 마시며(일본의 경우 위스키 소비자 28%가 식사와 함께 마심),
(3) 소주 소비자 중 40%가 집에서 마시는 데 반해, 위스키의 경우 10%만이 집
에서 마시고(일본의 경우 60%의 소주 및 위스키 소비자가 집에서 마심), (4) 소
주와 위스키간의 시장 유통 채널이 상이하며, (5) 양 주류의 가격탄력성이 미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즉 상술한 study 결과에서 소비자들 중 90%가 소주를 타음료와 섞지 않고 마시
는 데 비해, 위스키 소비자는 40%만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측이 음용
습관의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으나, 견해에 따라서는 40%라는 수치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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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우려는 나중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바, WTO 패널과
정에서 EU측이 Bain Study 결과를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하게 되고, 우리측은 이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우리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기밀사항인 만큼 이를
패널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패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우리측이 양자협상 단계에서 무심코 쏜 화살이 WTO
패널단계에서 우리측을 향해 날아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측이 WTO를 통해 적극 대응
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EU측에 전달하면서 양자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가급적 민감한 증거
는 패널절차 이전에 밝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기 우리측
대표단의 행태는 그 정반대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상
당 부분은 우리측 부처간에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보여진다. 즉 외무부(현재 외교부)는 가급적
분쟁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재경원 등의 관계 부처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관계 부
처 입장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판정기간과 1년 이상의 이행기
간이 소요되는 WTO 패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라 보았을 것이
며, 또한 국내 산업으로부터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무마시키기 위
해서는 국제법정으로부터의 권위적 판결이 필요했을 것이다.
반면, 외무부 내에서도 다자통상 부문에서는 WTO를 통한 해
결을 선호할 수 있겠으나, WTO 제소 이전의 양자협의에는 외무
부 양자통상 부문이 주로 관여하게 되므로 양자통상 부문의 의견
이 외무부 입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국과의 우
한 정도의 유의미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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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어 WTO보다는 양자협상 타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외무부 양자통상 부문의 입장이 외무부의 공
식입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경원 소속의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는 외무부측의 분쟁의 양자협상을 통한 타
결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우리측이 WTO 분쟁에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Bain Study 결과 제공을 통해 보여주
고자 했을 것이다.
2) WTO 제소
양자 해결노력이 무산되자, EU는 1997년 4월 2일 한국 주세건
을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는 한․EU WTO
협의에 참여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EU측이 WTO 협의와는 별
도로 비공식적인 양자협상을 계속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우리 관계 부처간의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 외무
부는 EU측이 WTO에 제소한 이상 양자타결보다는 일관성 있게
법률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한국이 WTO 제소에 약하다는 EU
측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재경원은 분쟁이 WTO 패널절차까지 진행될 가능
성이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단은 양자타결을 추진해 보려는 입
장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우리 외무부와 재경원의 입장이 WTO
제소 전과 후에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EU가 WTO에 제소
하기 전엔 양자타결에 강하게 집착하던 외무부가 이젠 WTO 패
널을 통한 법률적 대응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무부 내
의 담당기관이 WTO 제소를 기점으로 양자통상 부문에서 다자통
상 부문으로 바뀐 데 기인한 측면이 많았을 것이다. 한편, 재경원
은 바라던 WTO 절차가 이미 진행된 시점에서 별도의 양자협상
을 병행하여 개최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양자협상의
주도권은 재경원에 당연히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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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우리측은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5월 1일 서울에
서 비공식으로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EU측의 의중을 타진한 후
EU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WTO 협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우
고 이러한 ‘양면협의two track approaches’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재경원을 중심으로 EU측과의 비공식 회의시 EU측에
제시할 협상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곧이
어 4월 22일 재경원 주도로 주세 협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주
세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재경원이 양자 이면협상 준비에 여념이 없고 외무부는 WTO
패널절차에 대비하고 있을 때, 1997년 5월 23일 미국은 돌연 한
국 주세 문제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게 된다. 이미
한․EU 소주 분쟁에 4월 17일부터 참여하고 있던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WTO 협의를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
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과 EU가 WTO 협의라는 공식 채널
이외에 별도의 비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있어 이 비공식 채널
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미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둘째는 비록 미국이 한․EU WTO 협의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한․EU 양측이 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을 배제한 채 모종
의 타협을 해 버리는 경우 제소자가 아닌 미국으로서는 패널설치
를 요청할 수 없게 되므로, 14) 미국이 패널설치 권한을 확보해 두
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미리 제소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즉
미국이 굳이 별도 제소라는 수단을 택한 데에는 한․EU 양측이
공식적인 WTO 협의 이외에 비공식 양자협의를 지속한 데 그 이
유가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측이 당초 EU측으로부터의 비공식 협의 지속 제의
를 수락하여 양면협의를 받아들인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는가는
14) WTO 패널설치 요청은 “제소국”만이 할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DSU)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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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U측으로서는 결과적으
로 EU 중심의 협의체제와 미국 중심의 별도의 협의를 통해 한국
의 주세 제도를 파상적으로 공격해 나갈 수 있어 유리한 반면(정
보입수 차원에서도 유리), 우리나라로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제
한 및 일본 소주 분쟁의 전례의 영향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싸움
을 이제는 EU 및 미국을 상대로 한 양면전으로 수행해야 할 처
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two-track approach’의 위험성을 보
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우리 소주에 대한 제소 건으로 돌아가서, 한․EU 양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참여하에 1997년 5월 29일 WTO 협의를 개최하
였다. 당초, WTO 협의에서의 우리측의 입장을 놓고 국내 관계
부처간 다소간 입장차이가 있었다. 외무부측(다자통상)은 분쟁이
양자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향후 패널절차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WTO 협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에서 우리측에게 불리한
사실을 제공하거나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 등을 삼가자는 기본 입
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재경원측은 재경원 주도로 도출한
주세 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EU측에 양보안을 제시하여 분쟁의
양자타결을 모색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우리 정부차원에서의 입장은 당해 협의의
수석대표를 어느 부처에서 맡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EU WTO 협의에서는 재경원측이 수석대표를 차지했으므로
재경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양보안이 EU측에 제시되었다.
즉 우리측이 제시한 양보안의 골자는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주세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판단컨대, 이러한 우리측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고 볼 수 있다. 우리측의 자발적인 양보안 제시는 향후 패널절차
에서 패널이 우리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데
조력할 여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비공식 협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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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측이 비공식 협의가 아닌 WTO 협의
라는 공식적인 국제회의에서 상대국에게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
다. 비록, WTO 협의에서의 타협안 제시가 법적으로는 WTO 협
정위반에 대한 인정admission of inconsistency을 구성하지는 않을지라
도,15) 동 타협안의 제시 사실이 패널위원들의 제도에 대한 신빙
성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종종 경험하는 일이었
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WTO 협의 절차를 패널설치에
대한 준비단계로 인식하여 동 절차 동안 제소국은 가급적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하고 피소국은 가급적 불리한 정보 및 언급
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 상황이 상기 우리측의 타
협안을 EU측이 수락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측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양보안을 산출하여
EU측에 제시한 배경은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
다. 우리측의 WTO 협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단순한
판단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쉽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마도
그 배경에는 통상교섭권의 귀속을 둘러싼 국내 부처간의 잠재적
갈등이 내재해 있었을 것이라 추론해 본다. 당시는 통상교섭본부
가 출범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더욱 이러한 갈등이 컸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EU WTO 협의시 수석대표를 차지한 재경
원측의 입장이 동 협의시의 우리측의 입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
쳤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16) 재경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도적
으로 주세 제도 개편안을 준비해 왔는바, 이는 동 개편안의 활용
을 통해 대외통상교섭기능을 행사할 순간을 기다려 온 측면도 있
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 개편안을 가지고 우리측 타협안을 산출
15) DSU 제4.6조.
16) 당시 WTO 협의단계에서는 재경원측이, 패널단계에서는 외무부측이 수석대표를
맡기로 관련 국장급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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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WTO 협의에서 공식적으로 EU측에 제시함으로써 주
도적인 WTO 분쟁해결을 추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물론, 국내적
으로는 우리측이 WTO 협의에서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 데도 EU측이 이를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패널절차로 이
행했다는 것을 이익집단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
을 것이다. 결국, 한․EU WTO 협의를 주도했던 재경원을 중심
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이러한 고려가 여타사항에 대한 고려(양
보안 제시가 WTO 패널절차에 미칠 영향 및 EU측의 수락가능성
에 대한 고려)보다 앞섰기에 우리측이 일방적인 양보안을 제시하
게 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한․미 WTO 협의 이후 분쟁은 본격적으로 패널절차를 중심으
로 한 법률적 논쟁으로 이행할 기미를 보이게 되고, 이에 우리측은
외무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주장을 개발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
게 되었다. 외무부는 소주의 음용습관, 소비자 선호 등이 위스키
와 다르다는 논리Bain Study 및 주류 음용장소 및 방법 등에 있어
우리와 일본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측 핵심논리로 사용할
경우, 우리 주류 시장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패
널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들은
핵심논거보다는 보완논리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측의
핵심논리는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간의 가격차price difference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가격 측면의 경제논리에 두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외무부측의 실체법적 논점구성에 대하여 재경원
측은 우리측의 핵심논리는 가격차이보다는 소주와 위스키간의 음
용장소․방법 및 유통단계의 차이에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재경원측은 주류시장조사 및 시계열 분석 등을 조세연구
원 및 국내 변호사측에 의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었다.
아울러, 패널절차 수행에 관한 절차적 문제에서도 재경원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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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는 의견이 달랐다. 우선, 수석대표 면에서 외무부는 패널단계
에서는 외무부에서 수석대표를 맡기로 외무부-재경원 국장간 기
합의한 사항을 상기시키고 동 합의가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하였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주세법 개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재
경원에 있으므로 패널단계에서도 재경원이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한 후,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또는 외무부
담당국장)와 재경원 세제실 국장이 공동수석 또는 교체수석의 형
태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구하였다.
또한 자문 변호사 선임문제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재경원은 일
본 주세 분쟁시 일본은 자국변호사를 선임한 예가 있고, 우리측
이 전문성을 이유로 국내 변호사를 배제시킬 경우 국내 변호사의
양성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외국․국내 변호사간의 업무분
담을 통한 공동참여 방안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아
직 국내 변호사들은 WTO 분쟁경험이 적으므로 경험이 많은 외
국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입장이었다. 17) 한편, 패널 수행비용은 외
무부, 재경원, 조세연구원이 분담하는 데 동의하였다.
3) WTO 패널 과정
패널이 설치되고 패널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우리측의 서면입장
서 작성작업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또다시 서면입장서
를 어느 부서가 주관하여 작성하느냐에 있었다. 재경원은 재경원
대로 작성작업을 진행하였고, 외무부는 외무부대로 작업을 진행
하였다. 물론, 재경원은 음용장소․습관 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
어 국내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서면입장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외무부의 서면입장서는 가격차이에 중점을 두어 외국 변호사18) 들

17) 당시 외무부측의 논거는 한마디로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것이었다.
18) Marco Bronckers 및 Hindley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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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작성되고 있었다.
패널절차상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측이 1차 서면
제출에 앞서 민간 변호사의 패널절차 참석 가능여부에 대해 심각
한 고민을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인이 아
닌 변호사의 패널심리 참여문제이다. 19)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직
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WTO 규정이나 국제법은 없는 상태이
다. 과거 GATT 시절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
패널심의 과정에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고용한 외부 변호사의 참
석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 관례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 미국의 반대로 인해 1989년 쇠고기 GATT 패널시에 우리측
민간 변호사Marco Bronckers 가 초기 불참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정부 내 법률전문가in-house lawyer를 갖고 있는 미국, EU는 외부
변호사 참석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왔으며, 일본의 경우도 점차
로 내부 변호사in-house lawyer들을 구비함에 따라 미국 및 EU의 의
견에 동조하는 경향에 있었다.
그러나 1997년 7월 유럽공동체 바나나분쟁20) 에서 WTO 상소기
구가 민간 변호사의 상소절차 참여를 허용한 이래로 상소기구 절
차에의 민간 변호사 참여는 허용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패널심
의과정에서도 과거 GATT 관례에 따라 외부 변호사 참여가 불허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는 해당 패널
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측은 패널위원들과의 패널절차 및 일정에 관한
회의organizational meeting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정부
내 내부 변호사in-house lawyer가 없으므로 본건과 같은 고도의 법
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패널심의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의 참여가
19) 자국인인 경우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20) EC-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WT/DS27/
AB/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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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바나나분쟁 상소기구 결정 및 당시 진행
중이던 인도네시아 자동차 패널21) 의 경우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외부 변호사의 참여가 허락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패널은 WTO 법률국을 통해, 외부 변호사 참여에 관한 한
국측의 요청을 주장내용,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 및 특별히 외부
변호사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
청해 왔다. 아울러 패널은 제소국측에도 한국측 요청 수락여부(거
부시 이유 명시)를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제출한 입장서에서 대표단의 구성 권한이 국제관습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은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임을 강조하고 DSU에 묵시적으
로 인정되어 있는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의거 민간 변호사를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패널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 및 EU측이 대외보안confidentiality 유
지 및 영업비밀 누설금지를 위한 패널의 안전장치safeguard 강구를
조건으로 한국측 요청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답변하자 패널은 민간 변호사의 패널절차 참여를 허락하였다
(1998.2.26). 패널은 미측이 요청한 대외보안유지 관련 규칙제정
new rules and procedures 문제는 DSB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이
유로 거부하였다.
EU 및 미국은 1998년 1월 22일 1차 서면입장서를 각각 패널
에 제출하였으며, 우리측은 1998년 2월 19일 외무부가 중심이 되
어 Bronckers 변호사가 기초한 서면입장서를 제출하였다. 그후
1998년 3월 5～6일간 1차 패널 구두심리가 WTO 사무국에서 개
최되었는바, 이때까지는 외무부와 재경원간의 교통정리를 거쳐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외무부 및 재경원 관계관

21)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WT/DS54, 55, 59,
64/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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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리측 대표단이 구성되었다. 이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가 출범(1998년 3월)하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대외통상
기능 및 인력을 통합한 상태였으므로, 한국 소주 분쟁 패널심리
단계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외교부 주도로 분쟁을 진행해 나가
는 체제가 비로소 확립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1998년 7월 31일 한국 주세 패널은 판
정을 내렸는바, 그 요지는 소주(희석식/증류식)와 위스키, 브랜디,
코냑, 럼, 진, 보드카, 데낄라, 리큐르liqueurs 및 혼합주 등 수입주
류간에는 “직접 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고, 한국은 수입상
품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했으므로 WTO 협정상의 내국민대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정내용은 제소국의 주장을 거
의 일방적으로 수용한 반면, 우리측 주장의 주요 논지인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해 경쟁대체가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패널의 결론은 대부분 1996
년 일본 주세 분쟁 및 여타 선례에 관한 상소기구 판정 등을 기
초로 한 것으로, WTO 패널이 일본 주세 분쟁 패널판정과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패널판정에 대해 우리측은 상소를 하여도 그 결론이 뒤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상소를 포기할 경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주류업계 및 소비자단체
로부터 제기될 가능성 및 한국측이 분쟁해결 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우리의 무역상대국들에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상소를 하였다(1998.10.20). 1999년 1월 18일 상소기구
는 최종 판정을 내렸는바, 그 내용은 패널판정 내용을 그대로 인
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분쟁에서 최초의
WTO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역시 일본 주세판결이라
는 극히 유사한 사안의 선례가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과 일본이라
는 이웃국가에 대해 상소기구가 판정을 달리할 것을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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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리였다. 우리측은 상소기간을 통해 그만큼 국내 산업에 조정
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데에서 위안을 찾아야 했다.
4) 판정의 이행단계
1999년 2월 17일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양측은 이행시기 및 방식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1999년 3월 우리측은(재경부 중심) EU 및 미국과 각
각 2차례씩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여 2000년 5월 이행완료(15개월
이행기간 案) 및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각각 100% 주세 적용방
안을 제안하였고, 승소국측은 종량세 체제로의 전환(알코올 도수
당 일정금액의 세금을 부과) 및 위스키의 세율인하를 통한 세율
동등화를 희망하였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EC와 미국측
은 1999년 4월 9일 동 문제를 중재절차에 회부하였다.
1999년 5월 12일 WTO 사무국에서 개최된 중재 구두심리시,
우리측은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위한 10개월 및 이행규정 정비를
위한 추가적 5개월을 합산하여 15개월의 이행기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U와 미국측은 주세법 개정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법률개정 이후 대통령령, 부
령 등은 세율변경과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추가적 5
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유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우리 관계 부처에서 EU측 관계자 면담
시 이행기간을 “2000년 5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
한 바가 있어, EU측이 이를 근거로 한국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행기간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중재판정에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중재판정의 결과는 1999년 6월 4일 내려졌는데, 그 내용은 한
국이 주세 분쟁과 관련한 상소심 판정결과를 2000년 1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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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는
우리측의 주장이 수용되고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상의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고려한 결과였으며, 법률개정 이후 추가적인 5개월이
필요하다는 우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였다. 결과
적으로 우리측은 11개월 2주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것이었다.
1999년 12월 7일 우리 국회는 주세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
으며, 그 내용은 소주 및 수입증류주에 대해 주세 72%, 교육세
30%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개정된 주세법이 우리측이 부여받
은 이행기간의 종료시점보다 1개월 전인 2000년 1월 1일 발효됨
에 따라, 우리측은 WTO 판정이행을 완료하였다.
한․EU․미 주세 분쟁은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당
사자로 참여한 분쟁 중 최초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까지 이른
분쟁이다. 최초의 경험은 어렵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더구나 동 분쟁 수행 도중 국내 통상교섭기능 담당
부처의 변혁을 겪은 우리측은 적지 않은 기능적 혼선을 경험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아쉬움과 혼선은, 전술한 바와 같이,
WTO협의시의 우리측의 양보안 제시,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부처
간의 이해대립, 자문 변호사 선임, ‘양면협의two-track approach’의 수
용에 따른 미측의 별도 제소, 서면입장서 작성상의 중복 등의 여
러 국면에 걸쳐 존재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성은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 및 기능의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어 소중한 과
거의 경험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비록 이 분쟁의 진행 도중 외교
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 통상교섭기능과 조직이 통합되는 조직적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다
고 볼 수 있으나, 향후 단일화된 조직적 기반하에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외통상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
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냉철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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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마늘 분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우리의 농림축산물시장이 더 큰 폭
으로 개방됨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마늘, 고추, 양파 등의 양념채소류의
경우는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중국
에서의 값싼 생산비와 인건비, 그리고 중국과 한국간의 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었다. 마늘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보통마늘(신선, 냉장, 건조 및 일시 저장마늘)’의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내에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MMA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1995년을 기준
으로 396%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반면,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
늘’에 대해서는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
단하여 30%의 낮은 관세율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중국 마늘에
대한 한국 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값이 싼 중국산 냉동
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마늘 수입의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마늘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996년 3.3%에서 1999년(1～9월) 12.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
히 1999년 1～5월 중 시장점유율은 35.1%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나 증가하였다.22)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의 마늘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중앙회가 1999년 9
월말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중
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피해조사를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 27일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여 11월 18일 재정경제부가 2000
년 6월 4일까지 200일 동안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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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렸고, 이는 한․중
간 본격적인 통상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중국측의 요청에 따
라 양국 정부는 서울(2000. 4. 24)과 북경(2000. 5. 17)에서 각각
외교협상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다른 중국산
농산물의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하여 옥수수, 참깨 등의
수입확대와 현행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의 인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중국 정부가 거절함으로써 협상이 결
렬되었다.
우리 정부는 2000년 5월 26일에 WTO에 세이프가드조치의 발
동을 통보하고 6월 1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하
여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
국 정부는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긴급관세 부
과를 차별적인 보호무역조치라고 간주하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2000
년 6월 7일부터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23)
이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한․중 마늘협상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즉 한
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중국산 마늘 3만여 톤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한을
2002년말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국
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중 마늘협상의 미공개 부속서에 “2003년 1월
부터 마늘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합의조항이 들어있음이 한국의
23) 199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산 마늘의 총수입액은 898만 달러인 데 비하여
중국의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총액은 5억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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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적절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2002년 6월
말 한국 농협이 산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 마늘 세이프가
드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무역위원회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심의
를 시작할 무렵 위와 같은 마늘 수입 자유화 합의조항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한국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중 마늘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더 이상 불가
능하게 된 것을 의미했다. 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늘 재
배농가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고, 정부
의 비밀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에 각 부처
는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하였다. 통상교섭본부측의 이해는 자부
처가 협상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 협상의 결과에 대한
시행 및 이에 대한 대국민 공개는 관계 부처인 농림부에서 시행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협상 책임부
서에 실수를 돌리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사태수습책으로 당시
협상 수석대표 및 농림부 관계 고위공무원을 사임시키고 2003년
부터 5년간 1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이른바 ‘마늘산업종합대책’
을 내놓았다. 그리고 무역위원회는 농협의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요구를 한․중 마늘협정과 마늘산업 구조조정정책 실시를 이유로
기각했다.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
한국의 지역무역주의로의 선회는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
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
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곧이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은
FTA 추진에 합의하였다. 1999년 4월과 6월 양측은 고위작업반회
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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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14일부터 17일간 산티
아고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 후, 2002년 10월 18～20일간 제6
차 협상(제네바)까지 6번의 공식협상과 수차의 비공식협상을 거친
끝에 2002년 10월 25일 협상타결이 발표되었다. 그 후 후속 협의
를 거쳐, 2003년 2월 15일 한․칠레 FTA가 서명되게 되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양국 정상간 만남 및 외무장관회담에서 협상의
조기타결 입장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공식개시 후
장장 3년 2개월 만에 타결된 것이다. 대부분의 FTA 협상이 1～2
년 정도의 공식협상을 거쳐 체결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칠
레 FTA는 협상기간이 오래 걸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24)
이렇게 협상의 타결이 지연된 근본적 이유는 한국측의 국내 문
제에 있었다. 당초 한국이 칠레를 최초 협상상대국으로 선택한 이
유는 칠레의 농업이 몇몇 과실류25)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수출품이
없어서 한국의 농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즉 가장 협상하기 쉬운 상대자로 칠레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
런데 막상 협상을 개시해 보니, 한국의 국내 농업 부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열면서
농업 부문을 한․칠레 FTA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내적 압력을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일부 농
산물을 협정 예외품목으로 할 것을 칠레측에 제안하였다. 당초
한국측은 농민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쌀, 포도에 대해 협정제외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하던 터였다. 그리고 뒤이어 농민들이 또
다시 사과 및 배를 협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과와 배를 또한 민감품목으로 추가하여 협정
24) 일본․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협상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나 더 일찍 타
결되었다(2000.10～2002.1).
25) 과실류의 경우에도 칠레의 과일 생산시기가 한국 과일 생산시기와 정반대이므로
한국 과실산업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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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칠레측에 제안하였다. 칠레 입장에서는 자
국산업이 한국과 FTA를 통해 유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
들이 연달아서 예외품목으로 제안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협상이
결렬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칠레측이 막판에 양측간의 양허의
이익의 균형을 요구하면서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협정
제외 요구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 결국 이를 우리측이 수용하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26) 양측의 최종적인 상품분야 양
허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 우선,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계획은 칠레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농민들의 저
항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국의 관세양허 유형은 총 10개로,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폐”, “계절관세”27) , “10년
철폐”, “16년 철폐”, “TRQ+DDA 이후 논의”, “DDA 이후 논의”,
“자유화 제외” 등이다.
(ii) 칠레측의 양허 카테고리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성되
어 있다. 품목수 기준 칠레의 즉시 철폐 비율은 41.8%로, 총 품목
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
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 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
시 철폐키로 하였다. 칠레는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
개 품목(총 품목수 대비 96.5%)을 10년내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26)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통상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하였던 것이다.
27) 이는 국내 비생산 기간(11～4월)에 수입되는 포도에 한해 한국측이 10년에 걸쳐
수입관세를 철폐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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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
원칙을 칠레측에 제시한 바 있으며,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전 품목을 FTA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반면, 칠
레측은 6개 양허 카테고리 모두에 제조업 품목을 배정하고 있으
며, 즉시 자유화 대상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 비중
은 약 67%(2001년 기준)에 해당된다. 발효 즉시 철폐 적용품목으
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류, 전자전기(핸드
폰), 플라스틱(PVC, 필름 등), 섬유 및 의류 일부 품목, 철강제품
(파이프, 주방용품) 등이 해당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균등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동안 균등 철폐된다.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신발류, 철강제품, 운
반기계류 부품 등은 10년 철폐 적용 대상품목이며, 타이어(승용
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협정
발효 후 6년째부터 13년째까지 균등 철폐될 예정이다. 2001년 우
리나라 대칠레 수출의 5～6%를 차지하였던 세탁기와 냉장고는
자유화의 예외로 설정되었다.
(iv) 농산물에 있어 칠레는 쇠고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10개)
만을 10년 철폐로 하고, 이외의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
방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라 무역 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
절관세 부과, DDA 협상타결 후 논의(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량의 쿼터(TRQ) 물량 제공)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
에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였다.
(v) 계절관세는 칠레산 포도(신선)에 적용되며, 11월～4월 기간
중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철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 MFN 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은 일단 MFN 관세를 유지하고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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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철폐 계획을 논의하는 품목으로, 채
소․화훼류(고추, 마늘, 양파, 참깨, 잎담배 등), 곡류(보리, 콩, 옥
수수, 팥, 녹두, 고구마 : 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돼지고기-냉동도체․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커
드,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과실류(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주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기타(수박, 녹
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유, 유채
유, 참기름, 참깨 등) 등이 해당된다.
상품 분야 양허안이 타결된 후에도 양측은 금융 분야 개방문제
를 놓고 마지막 실랑이를 벌였다. 한․칠레 FTA 협상의 최후의 미
결 쟁점이었던 것은 칠레측이 국내법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Decree
Law 600’이라는 금융시장 보호조치였다. 사실 2002년 10월 25일
제네바에서 상품 분야 양허안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15일에서야 서명된 데에는 이 제도가 막판에 쟁점으로 부각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 재정경제부측이 추후 Decree Law
600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 및 범위가 한․칠레
금융 서비스 시장 자유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에
이름에 따라 칠레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Decree Law 600을 금융
자유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마지막 미결쟁점이 해소되었
던 것이다. Decree Law 600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제한조
치가 아니고, 칠레로 유입되는 금융자산의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그 자산에 대해 일정한
금융제한조치가 적용됨에 불과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리 염려할
만한 성격의 제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이 제도가 협상 막판
에 한국측에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미 협상 도중 언급된 바 있었
으나, 한국 관계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미리 진행하지 못
하고 막판에 이슈화되어서야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협정의 서명이
다소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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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의 국내 농업문제라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
문제는 협정의 비준과정에서 또 한번 산고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7월 8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에 제출했으나,28) 네 번째 처리 시도 만에 2004년 2월 16일에 가
서야 비로소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었다.29) 국회체류기간에 장
장 7개월 이상이 걸린 것이다. 그동안 칠레측은 비준을 위한 만
반의 준비를 갖추고 한국측의 국회 통과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각종 국내외 채널을 통해 한국측의 비준을 촉구하는 진풍경을 연
출하고 있었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
닌 한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문제였다. 농민들과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당초 한․칠레 FTA의 국회동의 반대입장
을 고수하였으나, 정부의 잇단 농가 피해보상 대책 발표로 조건
부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즉 한․칠레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협정의 국회 통과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즉 국회의 동의를 위한 조건으로 국내적
보상문제가 볼모로 잡혀있었던 셈이다. 결국 정부는 한․칠레
FTA 및 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2003.12.22),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2004.2.16) 및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
한특별조치법’ 개정(2004.2.16)에 이어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
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FTA이행특별법)’을 제정(2004.3.2)하
여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보상을 약속함으로써 FTA의 국회
비준을 유도했던 것이다.
FTA 이행특별법에 따르면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
28) 비준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2003년 12월 26일 통과하였다.
29) 재적의원 271명 중 234명이 표결해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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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설
치하였다. 30) 이는 당초 거론되던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금
액의 지원액수였으며, 총선을 앞두고 농민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Ⅲ.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립․추진환경 구축
(1) 문제점
우리의 통상체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큰 문
제점은 중․장기적인 경제․통상전략의 미비로 정책적 우선순위
에 따른 체계적 업무추진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제도상에도 통상정책 수립과정이 제도화되어 있다. 즉 대통령 연
두보고시 각 관련 부처는 당해년도 통상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
포함시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와 별도로 통상정책은 전체 경
제정책의 틀 안에서 상․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2

30) 농림부 보도자료, “FTA이행지원특별법 본회의 의결”(2004.3.2). 정부는 2004년 2
월 첫 지원조치로써 총 5,842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한․칠레 FTA로 어
려움을 겪게 될 과수 분야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상호금융․경영개선자금의 금
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신규정책자금 및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자금 금리인하 등의 부채경감조치 시행을 결정하였다. 농림부 보도자료, “FTA지
원대책 본격 추진을 위한 예비비 5,842억원 투입”(20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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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극히 형식적으로 운
용되고 있으며 수립된 정책들도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의 사
안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실제로 통상정책을 운용하는 데 현실
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통상환경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기획 기능이 미흡하고 정책입
안과 시행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인 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국민 전체의 후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마늘 분쟁 사건을 겪으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나
라 통상정책체제의 문제점의 하나가 통상정책의 근시안적 성격이
며 중․장기적인 통상전략하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관세양허 정책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우루
과이라운드시 행해진 마늘에 대한 관세 협상시 냉동․초산제조마
늘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측치 못하고 냉장마늘을 포함한 보통마
늘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에만 신경을 썼다. 양념류로서의 마늘
의 속성상 냉동마늘과 냉장마늘이 얼마든지 상호 대체상품으로
수요될 수 있는 것인데 양품목간의 관세율의 차이를 커다랗게 인
정함으로써 결국 냉동마늘의 수입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
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관세양허 정책의 근시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의 정책적인 실수라고까지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양허 협상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연이어 중국산 냉동마늘의 대한국 수출이 급증하게 되고 우리의
마늘농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
세인상이라는 형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도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최소한 우리의 대중국 통상정책의 부
재를 드러내주는 일면이라 볼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은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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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대적인 흑자를 기
록하고 있었으며, 이에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상황을 예의 주시하
고 있었다. 31) 이때 마침 취해진 한국의 냉동마늘에 대한 관세인
상은 중국에게는 대한국 교역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어차피 한국 정부가
중국의 보복조치에 굴복하여 마늘에 대한 관세인상을 조기에 철
회하고 국내 마늘농가에 대한 대대적 보상을 할 것이었다면, 차라
리 애초부터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 산업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취했어야 했을 것이다. 32)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시 상황하에
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중 통상정책에 입각한 적절한 정책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중 마늘 분쟁 과정을 분석해 볼
때, 한국 정부가 이러한 고려를 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사
실 전체 국익차원에서 통상정책이 결정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즉 당시 총선과 관련하여
42만 농가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농민의 이익보호가 최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이은 중국측의 보복조
치에 대해 우리측이 결국 양보라는 선택을 한 것도 여러 가지 해
석이 있을 수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당시의 정황을 고려
해 볼 때,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한․중 마늘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3)
이러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서둘러 변경되는 통상정책에 따라
31) 1999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48억 달러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
였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1999년
에 3배까지 증가해 오고 있었다.
32) 한국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7조 2항 및 동시행령 제
18조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 산업 “구조조정 촉진 조치”의 형태로
취할 수도 있게 규정하고 있다(과거 관세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33) 정진영, ｢통상교섭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2-09,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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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입는 국내의 이해관계 산업은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이 결
여된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게 됨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러한 불신은 이들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과도한 피해보
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낳았던 것이다. 정부의 ‘마늘산업종합대책’이라는 것도 장기적이
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처간의 이해조정에 입각해 취해진 구조
조정정책이라기보다는 문제가 터진 후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임
기응변식으로 취해진 또 하나의 정치적인 대응이었던 것이다.
한국 통상정책의 근시안적 성격은 지역무역협정 추진정책에서
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최근에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무역협정 정책이 한국의 장기적인 지역주의 전략에 입각해서 추
진되지 못하고 상황변화에 대한 즉흥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차원에
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화라는 대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학적인 국가이익에 입각해 자유무역
협정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권층의 다분히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
결이 추진되어 왔다.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정책은 당시 뚜렷한 지역주
의에 대한 장기계획master plan 및 실행계획road map이 없는 상태에
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집적된 연구도 없
었고 외교통상부의 외교정책 담당부서로부터의 정책보고서도 없
었다. 대통령 또는 청와대 내부의 몇몇 비서진들의 즉흥적인 아이
디어 차원에서 FTA 체결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것이 경제장관
들간의 회의에 의제로 상정되면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통상정책이
지역주의로 급선회하게 된 것이다. 즉 사전의 종합적이고 전문적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의로의 선회 및 자유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선정이 모두 정치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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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칠레, 일본, 태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주요 국가
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시의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손익분석에 불과할 뿐 정치․외교적인 고려
및 지정학적 고려 등의 필수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
어 왔다. 최근에 한․일간의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한
국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road map 작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기존에 진행중인 한․싱가포르 FTA, 한․
일 FTA, 한․멕시코 FTA 등의 조기체결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필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상정책 결정의 즉흥성은 한․칠레 FTA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피해농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현실적인 최대 현안이
되면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FTA와 같은 중요한 정책결
정을 4년 전에 이미 내리고 3년여의 장기간 동안 협상을 추진해
온 정부가 FTA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방안을 장
기적 안목에 입각해 사전에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아마추어적인 통상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FTA 타결 이전에 미리 농가에 대한 피해규모와
보상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전개하고, 이에 기해 보상의
범위와 방식을 확정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이
수립된 연후에 FTA를 타결하였더라면, 농민들이 무작정 처음부
터 FTA 체결을 결사반대하는 식의 강경대응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FTA 국회통과가 보상의 볼모가 되어 장기간 지연
됨으로써 대외적으로 정부의 조약 이행능력의 신뢰도까지 의심받
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적어도 자신이
입는 실제 피해보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도 정부의 개방정
책을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농민단체들의 태도와 논리에 대한 일
반 국민들로부터의 집단적인 질타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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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체적 대책과 연구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FTA 정책
이 농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자 정부는 이에 비로소
대책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보상의 수위를 점점 높임으로써 이를
무마하는 정치적 타협을 벌였던 것이다. 이러한 즉흥적 대응은
향후 정부정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심지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
에서 체결되는 FTA가 오히려 국내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이에 대
한 정치적인 고려가 행해져 대내적 자원배분을 오히려 왜곡시키
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대응이 계속되면
우리의 지역주의의 전체적인 방향이 왜곡되어 버릴 염려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통상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해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즉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게 되는 이유
로는 한국의 상의하달식의 정치․관료 문화, 의회와 정당의 전문
성 부족, 독립적 연구기관의 미발달 등의 여러 요인을 들 수 있
겠으나, 통상정책 추진 부서 내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립환경이 미비되어 있음을 기본적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기능의 경우 외교통상부 내에 외교정
책실이 존재하므로 조직상 문제가 없으나, 통상정책의 경우에는
별도의 국단위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다자통상국 내의 한 과(통
상정책기획과34) )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이 과의 경우 명
칭상으로는 통상정책 수립기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듯이 보
이나 실상은 통상교섭본부 내의 각종 행정, 인사, 예산업무를 총
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소수의 인원
으로 과를 운영하다 보니35) 당장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통상정

34) 현재는 통상기획홍보팀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었다.
35) 실제 과장 포함 3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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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업무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
일 것이다. 이런 환경하에서 한국의 지역무역주의 정책이 정치적
으로 통상교섭본부에 하달된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 없이
집행되어 온 것이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통상정책 기능을 실
질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요망된다. 그
구체적 방안의 일례로는 외교통상부 직제 제12조의 “외교정책실”
을 “외교통상정책실”로 개편하고, 통상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외교정책과 통상정책이 하나의 조직적 기반하에서 상호 연관성
있게 수립․집행․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직이 비대
해지고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문성이 구별되므로 양 분야를 합쳐
놓음으로써 얻어지는 실익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
는 과거 다자통상국 내에 속해 있었던 통상정책기획과의 업무들
과 통상교섭본부장 직속의 조직들(통상법률지원팀 등)을 한데 묶
어 가칭 ‘통상정책법무실’을 신설한 후 이에 통상정책 수립 업무
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 직제상 새로운 조항(통상정책법무실)을 신설하고 23
조 2항의 관련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6) 물론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외교통상부 틀 내에서 통상정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식
을 말하는바, 만일 외교부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통상교섭조직
을 신설하게 되는 경우는 그 조직 내에 통상정책만을 전담하는

36) 상기 수정필요 사항들을 반영하여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외교통
상부령 제00037호)의 관련 조항들을 아울러 개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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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상정책기능 전담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체 국익차
원에서의 통상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계획들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장․중․단기별 계획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통
상정책의 각 부문별 우선순위와 집행원칙 및 구체적 실행세부계
획road map 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상정책 전담조직은 외교정책실, 해외공관, 국가정보원, 국내
관계 부처 내의 정책기획 담당 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는 한, 국내외 각종 연구기
관들과의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체적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을 끊임없이 산출해
내야 한다. 한 마디로 한국 통상정책에 관한 종합적 정책 풀pool
을 생산․관리하며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통상정책 관련 부처간 조정 메커니즘의 제도화
(1) 문제점
그동안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된 부처간 이견조정 체제가 원
활히 가동된 예가 없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 철강, 지재권문제
등의 통상현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 조정하여 원만히 처리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주세 분쟁의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우리측이 겪은 여러 가지 혼선인 WTO
협의시의 우리측의 양보안 제시, 수석대표 선임을 둘러싼 부처간
의 이해대립, 자문 변호사 선임, ‘양면협의two-track approach’의 수용
에 따른 미측의 별도 제소, 서면입장서 작성상의 중복 등은 부처
간의 경쟁과 대립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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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부처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때그때
의 세력관계에 따라 실질적 업무처리 권한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특정한 기능이 특정한 부처의 전권사항이라는 의식이
약하며, 회의의 주도권을 쥐는 부처가 결국은 동 회의의 논의사
항에 대한 권한을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주세 분쟁 WTO
협의시 우리측이 양보안을 제시한 예에서 보다시피, 회의의 수석
대표를 어느 부처에서 맡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둘러싼 관계 부
처간의 갈등이 종종 전개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외교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도 대외교섭의 연장으로서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한
협의라는 측면에서 통상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교부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반면, 재경원 등 관계 부처들은
WTO분쟁해결의 결과에 대한 이행책임이 자부처에 있음을 강조
하면서, 최소한 ‘WTO 협의consultation’ 단계를 통상교섭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아래,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재경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처간 이견
조정권 및 정부예산권을 활용하여 통상정책 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종종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가 WTO 협의에의 우
리 정부 입장 산출 및 동 협의 수석대표 임명 등과 관련하여 표
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정부의
통상교섭조직이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되면서 많이 해결된 것이
사실이다. 37)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직도 정부직제상 통상
정책 및 조정기능이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으며, 부처간의 갈

37) 이러한 일원화 과정에서도 통상기능 중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다툼
이 주로 외교부와 산자부간 진행되었다. 그 일례로 산자부는 일종의 양해각서
(“대외통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간 양해각서”)를
외교부와 체결하여 양부처간 업무 한계를 정하고 업무 한계가 불명확한 분야는
양기관간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외교부가 이러한 제
안을 거절하였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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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잠재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협력과 타협 위주의 우리 정부 부문의
풍토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외통상협상 기능의 전문적
성격이 발달하지 못해 통상교섭 기능과 국내산업정책(또는 경제
부처간 이해조정 기능)과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도 요인
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중 마늘 분쟁의 경우, 당초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우려되
는 상황하에서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농림부, 산자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간의 합리적인 이
해관계 조정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산업
간 또는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부총
리가 나서도 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는 특정 산업 부
문 또는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높고, 실물경제 담당부처들이 소관
산업 부문의 이익과 특정이익 집단, 비정부단체의 목소리를 지나
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음에 그 일차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었
다. 또한 부처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폐쇄적인 국민의식 구조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요인과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통상교섭본부라
는 조직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관계를 효율적으로 조
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하게 되었으며, 한․미 투자협정 체
결 협상에서의 스크린쿼터 문제 및 한․칠레 FTA 협상에서의 농
산물 분야 포함의 범위 및 금융 부분 개방의 범위를 둘러싼 부처
간의 이견대립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문제를 둘러싼 부처간의 이견조정의 실패는 한․칠레 FTA
협상을 3년 이상의 장기간의 협상으로 지연시켜, 우리나라의 지역
주의를 중국 및 일본보다 뒤쳐지게 만든 주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
국의 예로부터 참조할 것이 많다. 미국 통상정책 체제의 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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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는 USTR을 통한 유연한 정책 조정과정을 유지하고 있
다는 점이다. USTR은 부처간 이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
로 통상문제에 개입하는데, 일반 부처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조
정을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적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38)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은 정책 조정과정의 유연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상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주무부처가 주
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안이 국가 전체적인
중요 사안이거나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사안인 경우,
USTR이 개입하여 부처간 이해조정을 한다. 조정과정에서 회의에
참가하는 부처는 대개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부처는 사안에 관련된 부처만 참가한다.39) 이러
한 통상정책 조정을 위한 회의채널 중 가장 실무적인 것으로는
‘통상정책실무위원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를 들
수 있다. 이는 USTR의 통상정책조정담당대표보(Assistant USTR)가
주재하는 국장급회의로서 주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안건들이 처리
된다.40)
이러한 회의를 통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안건들은 ‘통상정책
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으로 상정된다. 이는
USTR 부대표(Deputy USTR)가 주재하는 차관보급 조정회의인바,
이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요인이 본격적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38) USTR은 약 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비교적 소규모 조직이며, 이들
은 주로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 형식이나 민간부문으로부터 충원(out-sourcing)되
고 있다.
39) 경우에 따라서는 ITC가 참여하기도 하는데 대개 ITC는 직접 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고 정책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40) 통상현안 중 75% 이상이 TPSC 단계에서 해결된다. 김홍률,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절차｣, 정책연구 02-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인범, 미국의 통상정책 : 변천사와 형성과정,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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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TPRG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60여 개의 전문분야별 소위원
회와 여러 개의 특정 이슈별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다.
TPRG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은 이슈들은 국가경제회의(NEC:
National Economic Council)에 상정되어 논의되는데, NEC 본회의
에 상정되기 전에 NEC 차석회의41) 에서 우선적인 조정을 시도하
게 된다. NEC 본회의42)에서는 범정부차원의 대내외 경제 및 통
상정책을 조율하고 기본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
사결정구조가 모든 통상정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실무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슈에 따라서는 이러
한 계층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3) 이처럼 미국은 필
요에 따라 수시로 관계 부처끼리 접촉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이는 문제의 성격에 따
라 유연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문제발생의 초기단계부터 실무
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일반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44)

41) NEC 차석회의는 NEC 사무국장(대통령 경제정책 부보좌관겸)이 위원장이 되어
TPRG와 NEC의 중간단계에서 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42) NEC 참석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통령, 국무장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노동장관 등 경제장관이 모두 포함되며, 이외에도 Council of Economic Advisor
의장,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정책보좌관, 국내정책보좌관, 과학기술정책보좌관 등
도 함께 참여한다.
43) 김홍률, supra note 39, at 87.
44)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체제에 관한 상세사항은 김홍률, supra note 39, 제5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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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및 담당 부처 비교
미국

EU

일본

대외통상 결정권한

의회

각료이사회

행정부(전문관료)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상무부(덤핑 조사 및
결정)
- ITC(피해판정)

- 각료이사회(최종 보복
조치 결정)
- 집행위원회(통상규제
조치 제안 및 조사담당)

- 재무성(MOF)
- 경제산업성(METI)
- 관련부처

집행위원회

통상산업성

USTR

집행위원회

외무성

NEC, TPRG, TPSC

각료이사회

각료회의

ITC(연구기능)

집행위원회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

- 유럽의회(자문, 감독)
- 경제사회위원회(자문)

- 경제대책 각료
회의(자문)
- 수상(감독)

통상정책 개발 및 집행, 조정 USTR
통상협상 주관
관련부처간 이해조정
수입상황, 통상문제 연구
및 조사

자문 및 감독

ITC(자문)
민간자문위원회(자문)
USTR(자문)
의회(감독)

자료 : 변재웅, ｢미국, EU, 일본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
회 제26권 제3호, 2001.(필자가 일부내용 수정)

한국에도 통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제도로 전술한 바와
같이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실무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교부 주재 부처
간 대책회의에서 1차적으로 통상정책 관련 업무조정을 하고, 대
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2차 조정을 거친 후,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3차 조정을 하여 문제를 조정해 왔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통상조정 과정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는 3단계(외교부 실무회의 → 대외경제
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 대외경제장관회의)인데 반해, 미국의 제
도는 5단계(USTR의 실무급 회의 → TPSC → TPRG → NEC차석회
의 → NEC 회의)에 이른다는 점이 우선 지적될 수 있다. 즉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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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는 더욱 다양한 수준의 관계자들이 통상문제의 다양한 단
계에서 조정을 함으로써 다양한 고려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정책 관련 부처간의 조정문제가 불필요하게 고위 정치문제화
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TPRG라는 차관보급회의 이전에 TPSC라는 국장급회의를 설치하
여 충분히 실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통상문제의 정치문제화를 최
대한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제도는 외교부 실무
회의를 거쳐 막바로 차관급의 실무조정회의로 이행함으로써 중간
단계의 실무조정을 위한 회의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
다. 외교부 실무회의라는 것도 국․과장급의 실무책임자를 대상
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계 부처에서 사무관급
의 실무담당자들이 형식적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실무적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처간 실무적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참석한 사무관들이 결정 권한이 없으
므로 단지 이견을 자신의 소속 부처에 추후 보고하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들이 자신의 부처로 돌아가서 보고 후
결정된 새로 수정된 의견을 가지고 차기 외교부 회의에 참석하더
라도 또다시 다른 부처와 다소나마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 통상조
정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본부 보고 후 의견수정
이라는 지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앙부처 실무책임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다하다. 이
들은 잦은 국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으며, 상부
에 대한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작
타 부처와의 협의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해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며, 자신이 현재 직위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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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셋째, 경제부처와 외교부(통상교섭본부)간의 물리적 거리가 먼
점도 외교부 주최 실무회의에 경제부처의 국․과장들이 참석을
꺼리는 이유이다.
넷째, 우리 중앙부처의 관행이 업무책임은 실무책임자에 돌아
가나 업무결정 권한 자체는 실무책임자에 위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들이 자신이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결정 자체
를 상부에 미루는 경향이 있는 점도 그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즉 외교부 회의의 자리에서 직접 실무책임자들간에 논의를
전개하여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유인 및 환경이 마련되어 있
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각
부처간의 이견을 상호 확인하는 정도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통상현안이 대내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채 대외경
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로 이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차관
급의 고위 정치인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므로 자신의 부처의 이
익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배치되는 양보를
교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이다.
또 하나 미국의 제도와 우리의 제도를 비교해 볼 때 도출되는
커다란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통상문제
에 직접 개입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미국 대통령은 NEC의 의장으로서 NEC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이익에 입각해 조정이 필요한 중요 통상문제에 대
한 결정을 직접 내리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외경
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이 각 부처의 입장을 제기하여 협의를
벌이게 되나, 이것이 형식적인 의견개진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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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즉 의장인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도 굳이 최종 결정을 하여
반대세력의 비난을 무릅쓸 유인이 없으며 장관들도 타 부처의 입
장을 허심탄회하게 비판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힐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단지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는 외국과의 통상교섭
을 타결시켜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도
출해 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교섭본부장의 위상이 명
실공히 타 경제부처 장관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자신이 의장도 아닌데, 회의 자체의 분위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정
부안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결론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통령이 조
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외통상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상정되더라도 국내정치적 안건의 비중
에 밀려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체가 대외통상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하여 정치적인 부담을 안는 것을 꺼려왔다고 보는 것
이 옳은 분석일 것이다. 이렇게 대외통상문제에 대한 형식적인
조정만 거치고 뚜렷한 결론이 없이 종결된 대외경제장관회의 기
록을 가지고 그동안 한국의 많은 협상대표는 외국과 통상협상에
임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협상대표는 협상안에 대한
결정권은 부여받지 못했으면서도 협상의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대외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의 대외통상협상의 지연과 비효율을 자아냈던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제도는 거의 모든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
고 극소수의 중요한 사안만을 각료급 회의에 올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적 권한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제임에 반해, 한국의 제도는 실무적 조정과정이 미흡하여 많은
제6부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 393

통상현안들이 정치문제화되어 각료급 회의에 상정되나 실제로 정
작 정치적 결단은 내려지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온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통상정책 조정체제의 결함들이 작용하여,
그동안 한․칠레 FTA 체결시의 예외품목의 범위, 스크린쿼터 문
제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조정체
제의 한계를 노정하고, 대외협상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해 왔던
것이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도 부처간 갈등
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의 정
책조정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메커
니즘이 일반 부처보다 상위 개념의 조직일 경우 신속한 정책조정
이 이루어질 것이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전통적으로 한국
의 관료조직은 특정 부처가 특별히 우위에 있거나 열위에 있어서
정책조정이 잘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못해왔던 것은 아님을 주의
해야 한다. 45) 각 부처는 독립적으로 나름대로의 정책을 개발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부처간의 관계
는 지나치게 분권화되어 있는 데다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조정과
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간 마찰이 불거지는 측면이
오히려 강하다. 46)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외협상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47)
따라서 미국의 TPSC나 TPRG와 같이 유연하게, 그리고 초기단
계에서부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무단계의 조정기능을 강화
45) 김홍률, supra note 39, 제6장 참조.
46) Id.
4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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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 조정기구는 상시 가동되어야 하고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사용함으로써 통상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대부분의 조정이 실무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과거 한국이 실무단계에서의 효과적 조정과정을 거쳤더라면 중국
과의 마늘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실무단계에서의 정책조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다. 이러한 효율적인 조정은 또한 일관성 있고 원칙 있는 통상정
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미 정치화되어 버린 이
슈들은 일관성을 잃고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
또는 집행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통상교섭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국내 이
익집단 및 관련 부처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다. 통상대표
부가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대통령의 권한
및 책임과 연계되어야 한다.48) 우리는 흔히 통상문제와 같이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되
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듣는다. 이것은 대통령을 성역으
로 보호하고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권위주
의적 발상이다. 49) 따라서 실무단계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고
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가 전체적인 중요한
통상이슈들은 이제 대통령이 이해관계의 조정에 개입하여 필요한
정책적 선택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통
상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50) 과거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말기에 대통령이 UR 대책위원회를 직접 소집하여 UR에 대한 우
리 입장을 정한 바가 있다. 이 당시에는 농업개방이라는 극히 정
치적인 이슈를 처리하느라 급작스럽게 조정과정에 개입한 것이라
48) 정진영, supra note 32, at 22～23.
49) Ibid.
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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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치성을 증폭시키고 대외경제위원회의 권한을 모호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개입을 자연
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NEC와 유사한 대통령 주재 각
료급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무조정 및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문제해결에 실패한 통상현안들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물론 가급적 대외경제장관회의 단계에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실무조정회의의 역할 및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부와 통상교섭본부간 통상정책 조정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내적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1) 문제점
한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통상정책 결정
및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적 국내 의견수렴 절차가 미
정착된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 정당, 업계, 이익집단
과의 사전 협의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통상정책의 공급
자를 행정부라 할 때, 통상정책의 수요자는 업계, 소비자 및 이들
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공급자는 수요
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들의 수요를 정책과정에 균형 있
게 반영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정부가 한․칠레 FTA 추진을 결정할 당시, 업계, 소비자, 의회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사전에 적절히 수렴하지 못하고, 즉흥
적인 정치적 결단에 의존함으로써 이는 결국 협상 도중에 국내
농민들의 극단적인 방식으로의 의견표출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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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고 협상의 장기화의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
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비로소 의사표시 기회를 얻은 국회의원
들은 자신들이 전혀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아무
런 책임감을 느낄 필요 없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입장
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상분쟁의 WTO에 의한 해결과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통상법상 국내의 이해관계인이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WTO 분
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51) 또한 정부가 WTO 제소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관련 업계, 소비자 및 국회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청취하
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러한 통상정책 결정을 위한 대내 의견수렴 문제를 분석할
때,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과정을 참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다. 미국의 제도는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활
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의회제도이다. 상원의 재무위
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와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산하에 각각 국제무역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및 무역소위원회Subcommittee on Trade를 비
롯한 각종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국제통상정책을 분야별로 전
문적으로 분석하여 행정부에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보좌관제도가 잘 발달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능
51) 미국 통상법은 301조 청원절차를 두고 있고 EU는 TBR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
대외무역법은 특별조치제도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WTO 분쟁해결 절차와
의 연관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규정은 산자부장관의 재량
행위에 의한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외무
역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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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원을 통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52)
그리고 미국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의 주요 참여자로서 업계 및
소비자집단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 업계 및 직종을 대표하는 협
회가 잘 조직되어 있고 이들의 의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로비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미국 정책의
수립에는 이들의 집합적인 의사가 결정적으로 고려된다.53) 로비
스트는 업계와 정부, 또는 업계와 의회간의 의사전달 및 정보제
공을 통해 정부 및 의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
로 양자에게 모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또한 민간자문위원회나 연구소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의
통상법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민간자문위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54) 일반적으로 민간자문위원회는 3단계로 구성되
어 있는바, 가장 고위급인 무역정책및협상자문위원회(ACTPN)로부
터 주요 정책별로 자문하는 정책별자문위원회policy advisory committee 및 기술별․산업별․기능별 자문을 위한 분야별 자문위원회
가 그것이다.55) 민간 연구소들도 자발적으로 또는 업계 및 협회
의 로비를 받아 통상정책의 분석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성과물들
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은 정
52) 상원의원의 경우 수십 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석에 투입된다.
53) 미국에는 7,000여 개의 업계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만여 명의 로
비스트가 로비활동공개법(Lobbing Disclosure Act of 1995)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54) 1974년 통상법 135조(19 USC §2155) 및 1988년 종합무역법 1631조 등에서 노
동, 기업, 농업, 소비자단체 등의 민간부문으로부터 의무적 자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55) 김홍률, supra note 39, a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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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모든 이해집단간의 압력과 견제
등 상호작용 속에서 탄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집단의
의견이 적절한 토의과정을 거쳐 잘 반영된 결과가 통상정책으로
수렴되고 그만큼 이익의 균형과 정책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
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성은 수립되는 정책의
객관성과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56)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한국의 권력구조가 권위주의적이고 행정부 중심의
통치제제였기 때문일 수 있다.57)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현재의
한국의 통상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지배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한 행정부처
의 전문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통상정책안을 기안하면, 이를 최고
위급 조정기구에서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때 행정관료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이해
집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렇게 기안되어 올라온 정책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 행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사전 견
제역할도 미약한 편이다.
(2) 개선방안
이제 한국도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내적 의
견수렴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56) 미국 통상정책의 참여자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김홍률, s upra note 39, 제2장 참
조.
57) 김홍률, supra note 39, at 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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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든 국민의 이익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사전조율을 통
한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통상정책 기본 계획을 작
성․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와의 상호작용의 빈도를 가능한
한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정책 담당부처의
장(예를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이 매년 초 통상정책 기본 계획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함은 물론 국회로부
터의 의견을 접수하여 이를 통상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관련상임위(예를 들어
통일외교통상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통상정책 기본 계획에 대
한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통상정책 기본 계획을 작성하거나 기타 구
체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 관련 지방자치
단체, 관련 업계나 협회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정책수립에 대한 적
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의무적으로
민간자문위원회의 참여를 제도화한다거나, 협회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코멘트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정부와 업계를 연계시키
는 로비스트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안
에 따라서는 각종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지방순회 설명회, 연찬
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각
계인사로 구성된 상설 자문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설치하여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상정책 과정에 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KOTRA, 전경련, 무역협회 등 민간경제단체 통상 전문인력의 통
상부처 파견근무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찬회, 간담회 등을 활성화
하여 DDA 협상 등 포괄적인 무역협상 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상
시적으로 반영해 나가기 위한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통
상 관련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업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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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내 각 부처와 민간 부
문이 공유할 수 있는 각종 무역․투자 통계 및 주요 지역․국가
의 통상 DB를 구축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각종
무역장벽도 DB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통상관련 각종 정보는 매
일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정부 부
문과 민간 부문이 각각 중복하여 보유하고 있는 양도 막대하다.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간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문제를 어떻게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바쁜 일상 업무 속에서 정보의 전산화
및 공유화라는 또 다른 업무부담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는가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 과제와 관련, 정
보관리 및 공유화를 전담하는 지원인력이 대폭 충원되어 일선 담
당자들의 추가적인 업무부담 없이 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끊임없이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견들은
통상정책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 통상정책을 각
부처가 수립․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편, 외국의 통상장벽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장
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법하에서는 개인이 외국의
통상장벽에 의하여 권익의 침해를 입은 경우, 산자부장관에게 무
역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
을 뿐이다.58) 이러한 신청을 받은 산자부장관은 필요시 교역상대
58) 대외무역법 제5조 “산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2. 교
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
인할 때,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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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협의개시를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일정한 무역제한조치
를 취할 수 있다.59) 이러한 규정은 외국의 통상장벽 및 특별조치
의 정의가 미비하고, 외국과의 통상협상 권한이 없는 산자부장관
에게 외국과의 협의 개시권한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모호
하고 비실효적인 규정이라 보여진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협의 및 보복조치를 시행해 나갈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과의 충돌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60)
이러한 여러 한계점 때문에 지금까지 동 제도가 발동된 예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치제도를 전면적으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제도의 주관자를 산자부장관에
서 외교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외국의 통상
장벽해소를 위한 협상과 조사업무는 대외통상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통상교섭본부장
은 해외 통상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매년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고 그 현황을 보
고서로 발간하여야 한다. 61) 셋째, 외국의 통상장벽으로 권익을 침
또는 제한을 가할 때…”.
59)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조 “…② 법 제5조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
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
을 신청할 수 있다.…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
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
다.…⑥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0)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특별조치제도가 1986년 대외무역법 제
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그동안 발전된 WTO 체제를 적절히 수용
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61) 현재 외교부는 해외통상정보 형식으로 보고 되어온 재외 공관의 보고내용을 집
약하여 일종의 해외통상장벽보고서 발간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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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 국민은 정부(외교통상부)에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외국정
부와 교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을
접수하거나 또는 필요시 직권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은 해외 통상장
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상대국과 이의해소를 위한 교섭을 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섭을 통하여 통상장벽 해소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교역상대국
을 제소할 수 있으며,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역상대국이 WTO 판
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부처간 심의․조정을 거쳐 보상협의
및 보복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복조치는 WTO 협정과 합치하
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형태 및 제한이 WTO 협정 관
련 규정과 상응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당해 사안이 WTO
협정 사안이 아닌 경우는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사 후 관계 부처간
심의를 거쳐 바로 보복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62) 구체적
보복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그 시행이 산자부장관의 소관사항인
경우는 산자부장관에 의해 집행될 것이다. 이상의 WTO 제소, 보
복조치 결정 등의 중요한 결정 이전에 업계, 국회 관련 상임위,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통상정책의 투명성 제고
(1) 문제점
정부의 통상정책 결정 및 시행에 있어서의 대국민 정보공유 부
족은 종종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중 마늘협상을 들 수 있다. 사실
통상현황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62)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의 301조 청원제도나 EU의 TBR 청원제도
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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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협상은 협상의 내용면에서만 볼 때는, 성공적인 협상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처음부터 중국측은 마늘에 대한 세이
프가드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 조치가 없이는 한
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전화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
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협상을 통해 중국측은
이러한 입장을 누그러뜨려, 한국측의 세이프가드조치의 3년간 시
행 용인과 더불어 중국측 보복조치의 조기 해제에 합의하였던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측으로서는 당초의 협상목표를 달성한
것이며, 중국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도 지켜야 할 국익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한․중 관계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우리측 입장에서 마
늘협상은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상과정에서의 투명
성 부족은 협상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2003년 1월부터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합
의가 미공개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적절히 국민들
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것은 그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는 그동안의 정부
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대외협상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온 데 기인한 것이다. 대외협
상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
을 뿐더러 협상부서나 관계 부처의 책임자들이 협상결과를 국민
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결여되어 왔던 것이다. 63)
협상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비밀주의가 편리한 도구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협상의 결과가 국민생활과 이익에 직결돼 있
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협상결과를 비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63) 정진영, supra note 32, at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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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이다. 64)
이러한 비밀주의로 인해 협상타결로 커다란 이익을 얻은 계층
도 불만을 표하고 손해를 본 계층도 극단적인 반발을 하는 사태
가 초래되었으며, 우리 통상협상 체제의 투명성 부족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좋은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간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때로는 민감한 이슈를 비밀
에 부쳐야 할 경우가 있다. 정부간 협상의 본질은 한 나라가 모
든 것을 쟁취하기보다는 서로 양보가 필요한 곳에서는 양보를 통
해 상호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양보안
을 산출하여 상대방과 교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비
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익집단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하
여 대안의 고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한도 내
에서의 비밀유지는 협상의 본질상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서 협상의 투명성을 저해
한다든지, 협상결과의 시행으로 통상협상의 수요자인 국민의 이
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데도 이를 상세히 공표치 않는
다든지 하는 행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
지속될 때 국민은 통상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잃게 되고 그만
큼 생활은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나 의회가 특정집단의
압력이 정책에 개입되는 데 대한 견제력이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외국과 합의해 온 많은 통상합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은 그 내
용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 관행에 힘입은 바 크다
고 볼 수 있으며, 결국은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한․중 마늘
사태를 통해 촉발되었던 것이다.
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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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통상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를 가능케 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통상 부분의 공보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외교통상
부 직제는 공보관 1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65) 이에 따
라 국장급 공보관이 보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활동을 통상 이
외의 일반 외교 분야에 대한 공보기능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통상정책과 관련한 공보업무는 통상교
섭본부 내의 통상정보지원팀, 통상정책기획과(현재는 통상기획홍
보팀) 등이 담당하여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전술
한 바와 같이 교섭본부의 인사, 행정, 예산, 대국회업무 등 전반
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통상정책
에 대한 대국민 공보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여력이 없었다. 현재
신설된 통상기획홍보팀도 결국은 통상교섭본부의 온갖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조직적 위치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과거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공보기능만을 전담하는 공보관 직책을 신설해야 한다. 외교 분야
의 공보관이 통상 공보기능도 겸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통상외교와 일반 외교가 업무적으로 상이하고 요구
되는 전문지식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주로 일반 외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쌓은 공보관이 통상 부분의 공보활동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통상 분
야는 별도로 공보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상
분야 공보관은 관련 경제부처 공보관들과 상시적으로 업무에 협
65) 외교통상부직제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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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 아니라 국민과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공보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통상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공보사항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사전에 행한
후 공보활동이 행해져야 한다. 상기와 같은 부처간 협조, 쌍방향
의사소통, 내용 분석 등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통상분야의 전문적인 공보활동을 전담하는 직위를
마련하게 되면, 일반 통상 현안 담당부서는 대국민 공보에 신경
쓰지 않고 현안 해결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대미 통상 담당과
장이 수시로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 일도 없어지게 되고, 언론 브
리핑 자료를 작성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뒤로 미루게 되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정부는 통상정책의 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 수시로 관련
업계나 이익집단 대표를 참관시키거나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통상정책 집행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상협상의 과정에서 타협이 필요한 경우 그 배경과 그로
인한 이해득실을 적극적으로 피해집단 및 이익집단에게 홍보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각부처의 장이 직접 방송광고에 출연하여 일정한 타
협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이익을 홍보하여야 한다. 한․칠레 FTA
협상이 지루하게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대통령이나 통상
교섭본부장이 TV광고에 출연하여 “한국의 입장에서의 FTA 체결
의 필요성”을 효과적인 문구로 설명하였다면, 협상타결의 기간은
그만큼 단축되었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공보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상업채널도 이에서 제외될 이
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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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상조직의 탄력적 운용 및 전문성 제고
(1) 문제점
그동안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직을 개
방적이고 신축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인력확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 내 통상담당 조직과 인력이
급증하는 대외통상업무 수요를 감당해 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
한 데도 일차적인 요인이 있지만, 부족한 인력이나마 신축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와 유인이 결여되어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설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실물경제에 대한 통상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했다. 부처간 인사교류, 민간전문가 채용을 정착
시키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상 우대 및 채용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 강구, 업계 전문가의 파견근무제 확대, 민간자문기구의
활용도 제고 등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했다.
둘째,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 지역 중심의 편제와 기능별 편제
가 혼재하고 있고 이들간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편제는 광범한 지역과 산업에 걸쳐 발생하는 이슈
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부적합하다. 일례로 투자협
정 체결 협상의 경우 미국 및 일본과의 협상은 지역통상국(각각
북미통상과 및 아태통상과)에서 담당하고 여타 국가와의 협상은
경제협력국(경제협력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협상을 병행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담당관이
최소한 3명, 담당과장이 3명, 국장이 2명이 되는 셈이 된다. 결국
투자협상 관련 업무의 경험을 8명이 나누어 갖게 되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심도 있는 전문성이 싹틀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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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상체제는 누구나 중요한 업무들을 조금씩 담당해 봄으로써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체제이며, 한 특정 분야에 대해 특화를 하면 할수
록 점점 자신의 승진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는 체제인 것이다. 즉
누구나 소위 ‘장․차관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체제하에
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수립되고 집행되어 온 것이다.
셋째,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
의 통상교섭본부의 통상전문관제도는 보수 등 처우문제로 인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전문관은 최초 12명으로 충원되
었으나 낮은 보수, 조직과의 융화의 문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
해 이직이 잦아 그동안 절반 수준인 6명 정도로 운영되어 온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보수수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
다 보니, 자격 있고 경험 있는 법률가들이 통상전문관으로 지원
하는 경우가 적게 된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의 경우 통상분야의
경험이 적은 초임 변호사들이 통상전문관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실
무경험을 쌓기 위해 우리 정부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이 통상교섭본부의 계선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
들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계선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 통상전문관들의 자문이 상호 보완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계선조직은 참모조직
의 전문성을 불신하게 되고 참모조직은 계선조직의 비협조적 태
도에 실망하여 보수수준이 높은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게 되는 악
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의 통상정책 환경이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다
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정부 중앙부처가 단기간의 순환보직제
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 통상 담당자들이 한 분야에 오랫
동안 머물면서 해당 분야의 통상전문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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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분쟁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마늘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합의
조항의 미공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불과 2년 전 한․중
마늘협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뿔뿔이 흩
어져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66) 이러한 체제는 전문가
양성도 어렵게 하고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도 방해한
다.67)
다섯째, 정부 내 유능한 통상전문 변호사in-house lawyer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 주세 분쟁의 WTO 패널절차에서
한국측이 외부 민간 변호사에 의존해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하다
보니, 민간 변호사의 패널절차 공식 참석여부가 절차상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민간 변호사
를 참석시키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전개했던 것이다. 물론, 오늘
날에는 상소기구 절차뿐만 아니라 패널절차에도 외부 변호사의
참여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패널절
차에 참여할 대표단 선임권은 전적으로 해당 정부에 있으므로,
참여하는 민간 변호사들이 패널절차의 비밀준수를 서약하고 당해
정부와 계약하였고 동 민간 변호사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해
정부가 지는 경우 이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식의 일반화에 우리나라의 경
험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소주 분쟁을 제외
하고서라도, 우리나라는 1989년 쇠고기 분쟁시 민간 변호사의 참
여가 거절된 경험을 겪은 후, 68) 1998년 4월 2일 한․미 DRAM
분쟁시에는 패널위원장 및 WTO 규범국Rules Division 국장 앞으로
민간 변호사의 패널절차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기술한 입장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패널의 공식적 결정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66) 정진영, supra note 32, at 20～21.
67) Id.
68) 최초 명시적으로 거절되었으나 당사국들의 묵인 하에 나중에 참석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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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표명을 하지 않는
다는 선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우리측 요청을 패널위원장이 비
밀보호 의무를 포함한 DSU 및 표준절차Standard Working Procedure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승낙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한국 관련 분쟁에서의 패널의 결정들은 민간 변호사의 패널절차
참여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위 패널절차의 ‘민간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는
사실 불명예스러운 점도 없지 않은 것이었다. OECD 국가에다가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WTO 분쟁을 자체 해결
하지 못하고 번번히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은 장
기적으로 볼 때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WTO 분쟁해
결 절차를 통한 국제통상소송은 국내 소송과는 달라서 치밀한 법
적 대응 및 엄정한 소송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WTO 협정
의 규정들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므로 상당히 모호하게 규정되
어 있으며 각 조항들의 해석이 상당 부분 건전한 상식과 논리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몇몇 저명한 법률 전
문가를 통해 분쟁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법적 사고력과 어학능력이 뒷받침되는
신진 인사들에 의해 분쟁해결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
다.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분쟁을 진행할 때 야기되는 제반 문
제점들인 정서상의 차이 및 특수 사정의 몰이해, 복잡한 국내법
규정의 번역 부담, 시차에 따른 문제 등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외국 변호사의 경우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이해와 상반되는 국가를 대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69),
당해 건과 관련하여 제공된 각종 정부 비밀문서 및 정보가 철저하
게 보호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다. 따라서 오
69) 실제로 변호사를 채용할 때 적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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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신진 국내 인력들에 의해 분쟁을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점 없
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을 것이
다. 사실 미국 USTR 및 EU Commission에서 WTO 분쟁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변호사in-house lawyer들도 유명 로스쿨law school
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국의 신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예외 없이 외국의 권위 있
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WTO 분쟁을 해결해 왔으며, 그로 인해
국내의 전문인력 양성은 그만큼 뒤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외국의 대형 로펌law firm 들에게 한국 정부는 커다란 고객으로 알
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개 분쟁이라는 전투battle는 그때그때
잘 대처해 왔으나, WTO 분쟁해결이라는 전쟁war 자체에 대한 고
려는 행해지고 있지 못하는 형세라고나 할까?
현재 통상교섭본부의 법률지원팀에는 몇몇 내부 변호사들이 근
무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 관련 경제부처에서도 소수의 변호사들
을 계약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임
용된 변호사들은 위에서 설명한 통상전문관제도와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상정책 조직
이 실물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관련 정부부처와 실물경제 담당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주요 통상 관련 부처와 상
호 파견근무제를 추진하고, 정부 부처의 일정 직책을 개방하여
민간 또는 관계 부처 전문가로 보임하는 방안과 통상교섭본부 실
무자의 관계 부처 파견 연수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민간전문가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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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직업 공무원과 달리 민간전문가는 승진, 해외근무, 해외
연수 등의 직․간접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직업공무원에 엄격히 준하는 보수가 주어질 경우 자격 있고 의지
가 있는 전문가들을 충원하기가 어려워진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통상 관련 로펌 등의 전문조직이 발달하여 적은 보수로도 공공
부문에서 일하려는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공공 부문
에서의 실무경험이 나중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 로펌으로 진
출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공공 부문과 민간 전문기관간의 순환관계가 정착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민간전문가에 대해 보수 및 근무여건 등에서 적절한 유
인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자격 있는 민간전문가를 공공업무에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공 부문도
민간의 발달된 전문지식을 흡수할 수 있고 민간전문가들도 커다
란 희생 없이 공공업무에 자연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수
립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상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부
서 근무 직원들을 가급적 경제․통상담당 주요 공관에 외교관이
나 주재관으로 파견하거나 재외공관의 경제․통상업무를 담당하
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통상교섭본부의 경우는 사무
관급 이상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들의 직렬을 외교직렬과 통
상직렬로 항구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통상
교섭본부 소속 직원들 중 사무관급 이상은 모두 통상직렬 공무원
들로 보임하고 순환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부 내의 통상교섭본부 이외의 외교직 공무
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통상직이 배치되게 되는 경제․
통상담당 주요 공관들은 소위 말하는 ‘크고 좋은 공관’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직이 이러한 공관에 배치되는 자리수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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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직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통상
직에 적절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반 외교 부문과 통상 부문과의
차별화에 따른 상대적 피해관계를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외교직이 주로 배치될 특수지 근무여건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거나, 통상직의 경우 의무적 본부 근무연한을 일반
외교관에 비해 증대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
들의 도입 및 지속적 개정을 통해 상호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
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상부처 과장급 이상 주요 간부의 2년 이상 장기 보임을
제도화함으로써 전문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이 중․장기적 안목
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1년 내외의 국
과장급 보임으로 인해 졸속 통상외교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가 후임자에게 나타나는 경우
소신껏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한
이러한 ‘희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물론 간부의
평균 보임기간이 증대되면 될수록 간부 자리에 임명되는 공무원
의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 즉 지금처럼 누구나 한번쯤은 과장 및
심의관을 하게 되는 체제에서 벗어나 전문성에 의거한 경쟁을 통
해 선별적으로 간부에 임명되고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
을 지는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관계 부처와의 인사교류 및 민간협회 등 유관기관
의 전문인력 파견근무 활성화 등의 외부충원out-sourcing을 통해 전
문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시도되었던 통
상전문관 채용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
을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정적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격 있고 실질적
으로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의 충원을 유도하는 한편, 그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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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내 각 부처의 통상담당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 이
들에 대한 능력개발 대책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WTO 규정 등
무역규범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틈틈이 실시해 나가야 한다.
셋째,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한 정부 내 통상담당 조직과 인력을
업무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정책적 우선순
위에 따라 정부 전체의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것
이 필요한 것이다. 일례로 지역무역협정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자통상국 다자통상과의 경우 정치권에 의해 갑자기 지역
무역협정 체결 정책추진이 하달되었으므로 폭주하는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
리나라의 지역협정 추진정책의 방향수립과 같은 중요하지만 다분
히 연구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그때의 현안에 밀려 정작 중요한 업무는 뒷전
에 방치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지역협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별
도의 국을 설치하여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
역무역협정 체결의 전반적 정책, 국내 이행 등 각 분야별로 업무
를 분장한 후 체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 지역무역협정을 담당하던 다자통상과가
최근 FTA1과와 FTA2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기능별 편제로
의 이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폭주하는 FTA 업무를 감당
하기에는 조직적 규모가 충분치 못하다.
넷째, 통상조직의 각과 업무의 횡적 연계 증진을 통해 통상업
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서비스 등
주요 이슈별 ‘특별(ad hoc) 그룹’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지역별 편제를 기능별 편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
면 투자에 관한 업무는 그것이 미국과의 투자협정 교섭이건, 일
본과의 교섭이건, OECD에서의 논의이건, 자유무역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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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관없이 일정한 담당자, 자문자 및 책임자가 정해져 있어
야 하고 이러한 업무가 그 분야의 후임자들에게 그대로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권한의 위임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 미국 통상정책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실무선
으로 권한과 책임이 많이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의 많은 통상문제가 실무책임자 선에서 해결되고 있다. 실무자가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통상현안들을 즉각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통상정책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에 커다란 역할
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실무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적 조정
을 위해 USTR의 주도로 관계 부처간 수시로 실무협의가 진행되
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실제 미국의 통상문제는 전체 안건
중 90% 정도가 이러한 실무수준working level 에서 해결된다고 한
다.70) 나머지 10% 정도의 사안들은 TPSC 및 TPRG 등의 공식
실무회의 채널을 활용하여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무차
원의 문제해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실무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이 상부로 이관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부처별로
위임전결 규정이 있어 일정한 사안에 대한 권한이 하부에 위임되
어 있는 경우에도 실무책임자들이 이에 대한 결정을 상부에 올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 외교통상부의 통상담당 국장의 경우 하루에
도 수십 건씩 결재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은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많다.
국장실 앞에서 많은 수의 실무자들이 줄을 서서 결재를 기다리는

70) 대개 부처간 실무그룹 회의는 3주마다 한번씩 열린다. 김홍률, supra note 39, a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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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가장 바쁘게 일선 업무를 처
리해야 할 실무자들이 형식적인 결재서명 하나를 받으려고 몇 시
간씩 줄을 서서 결재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화된 조직, 그것이 바
로 우리 통상 시스템의 현주소인 것이다.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큰 통상대국에서 통상정책이란 경
제․정치외교․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 결부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복잡다기한 통상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상위직급에서만
처리한다면 아무리 통상정책 부서에 큰 조직과 많은 인원이 포진
해 있다 해도 밀려드는 현안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이
러한 환경하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분배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직급에
상응하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고 그러한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
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끝으로 통상 관련 부처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관련, 한국의 무
역구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무역위원회(KTC)의 기능적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미국 제도와의 비교는 좋은 평가기준을
제공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서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C는 불공정
무역제재제도와 관련 산업 피해여부를 판정하고, USTR이 주관하
는 각종 조정회의에 참여하며, 각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통상정
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TC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되어 있으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임기는 9년이고 모두 상임이다. 이러
한 장기간의 임기보장과 조직상의 독립성은 ITC가 특정한 국내
부처의 압력이나 국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ITC에는 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특정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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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전문가, 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는 기능은 KTC가 담당하
고 있다. 그런데 KTC의 경우는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7명의 비상임위원과 1명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
어 있다. 위원들의 임명은 산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
게 된다. 따라서 KTC의 경우는 조직적으로나 위원의 임명과정으
로 보거나 산업자원부의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놓여있다. 국내 산
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부서의 직접적인 영향력하에서 불공정 무
역행위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가 3
년에 그치고 있어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다. 따라서 위원들이 정
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KTC는 5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고 더구나 이들도 주무부처
인 산자부의 인사에 따라 수시로 업무가 바뀌는 등 전문성을 확
보하기 어려운 조직적 구조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앞으로 KTC가 특정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와 판정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식으로의 조직개편이 따라야 한다. 또한 KTC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부나 의회의 통상정책 결정
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6. 반(反)개방 정서의 극복
(1) 문제점
한국 경제가 그간의 성장일변도, 수출지상주의 정책에 의해 경
제의 외형은 커지고 공업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통제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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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의 부작용, 국내 경제의 경쟁구조의 취약함에서 비롯되
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한 단계 높은 경제로
의 도약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외개방과 대내구조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국내 산업 및 이러한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 의한 조
직적인 개방 반대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까지 실제 추진된 자유화 정책은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수입제한
품목의 완화가 전부였다. 실제 개방에 의한 경쟁도입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최종 소비재, 농산물에 대한 관세, 비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서비스 분야는 자유화 논의의 대상조
차 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GDP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는 서비
스 산업은 철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 보호 아래 놓여있었고, 소
비자보다는 생산자인 시장진입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관부처
의 논리가 개방의 논리를 압도했다. 71) 대외개방을 통한 이들 분
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촉진정책은 논의조차 생소한 것이
었으며, 특히 농산물의 자유화 논의는 ‘비애국적'인 것으로 매도
되기 쉬운 분위기였다. 72)
이런 와중에서 1986년에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한국
경제에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외부적 압력을 제공했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의 논리에 충
실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행해야 했고 국내 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했다. 특히 농업 분야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과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으로 인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의 경험이 없는 한국의 농업은 개방에 대한 반
71) 최병일‧모종린, ｢다자간 시장 개방 : UR 농산물 협상 사례｣(필자 보관중인 미출
판 논문, 1999), pp.4-5.
7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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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장을 형성해 가고 있었으며, 이는 그동안의 공업 부분 위주
의 성장전략에 대한 반발심리도 작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반개방
정서가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 이후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전반기 기간에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둘러
싼 갈등이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주로 양자관계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통상압력에 대해 보호무역
주의적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정도의 반응이 제기되는 경향을
보임에 불과하던 시기였다. 즉 이 당시의 국내의 반개방 정서는
주로 미국산 쇠고기, 자몽 등의 수입통관 문제와 결부되어 반미
감정의 대두와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7월 우루과
이라운드 협상이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고 모든 농산물의 궁극적
인 완전개방을 표방한 드쥬 의장 초안73) 이 발표됨에 따라 우루과
이라운드의 최대 이슈였던 농산물 개방 문제가 서서히 윤곽을 잡
아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협상의 영향에 대한 위기감이
농민들 사이에 고조되기 시작했고 농민단체의 반대도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해 갔다. 농업 개방 문제는 급기야 8월부터는 전
국적인 농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민단체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업협동
조합(농협, 수협, 축협), 업종별, 지역별 생산자단체 및 협회(한국
73) UR 협상시 농산물분야 협상의 골격 합의가 늦어지자, 당시 드쥬 농산물협상의
장은 TNC 회의 보고시한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의 공식 논의사항 및 주요국과의
비공식 논의사항을 기초로 합의초안을 직권으로 작성하여 GATT 사무국
(1990.6.27) 및 휴스턴 G7(1990.7.9)에 제출하였다. 이 안을 드쥬 의장 초안이라
하며, 그 내용은 모든 농산물의 궁극적인 자유화(포괄적 관세화)를 추구하고 있
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반영되지 않았
기 때문에, 그리고 EC는 포괄적 감축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의장
초안을 반대했다. 이에 불구하고 드쥬 의장 초안은 UR 농산물 협상 타결의 내
용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그후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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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한국농어민후계자 연합회, 군 단위 농민회 등), 그
리고 농민운동단체(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전국농민회 총연맹(전농)이 결성된 1990년을 시작으로 본
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드쥬 안이 채택될 경우 농업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선진국 주도로 제시된 협상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하고 주요 농가소득품목의 자
유화를 절대 반대하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
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74) 농협은 곧이어 전국대의원 조합장들
이 참석하는 “UR 농산물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
택했다. 농협은 관변단체라는 한계가 있기에 시위나 집회보다는
농협대표단 파견, 대정부 및 국회 건의,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전개 등 제도권 내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전농의 경우는 시민단체, 지식인, 재
야단체, 운동권과 연합하여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
로 집회나 투쟁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전농은 “UR로 인
해 식량수입국의 농업은 완전 파괴되고 소수 곡물매니저의 수중
으로 떨어지는 한편, 한국 농업의 미국 경제예속을 가져와 신식
민지 지배가 강화되어 농촌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
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여 농민 사이에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75) 전농은 재야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정부 부처와의 공식채널이 부족하였으며 주로 국회
농림수산위를 통해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76) 이들의 활동
이 중심이 되어 비로소 농민단체들이 농축산물 수입저지 범국민
대회, 전국농민결의대회, 농민단체연대회의 등을 열면서 통일된
이익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갔던 것이다.
74) 최병일 등, supra note 71, at 24～25.
75) Id.
76) Id. a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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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수의 공익,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인 농민에게 경제적 피
해를 주는 농산물 개방을 사회복지 및 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농산물 개방 저지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으로 간주
한 민주화, 운동권 세력도 이에 합세하게 되었다. 농민단체와 연
계하여 농업 개방에 반대활동을 전개한 시민, 종교 및 재야단체
들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쌀수입 개
방반대와 제값받기를 위한 농촌목회자대책위원회, UR 협상 기독
교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대학생협회, 민주학생운동연합, 우리쌀지
키기 범국민대책회의 등이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한
이들 단체들은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언론과 지식층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내 여론도 농산물 개방 반대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갔다. 당시 여론조사에는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비율
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77) 이와 같은 여론
의 경향은 정치권에 반영이 되어 정치권은 여야에 관계없이 개방
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농업 부분 개방에 대한 반대운동은 우루과이 협상의 종
료 이후에도 사회운동 또는 재야운동의 일종으로 존속하였다. 그
리고 이미 조직화된 농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존재이유인 이슈들을
찾아나서는 관료주의적 행태까지 가세하여, 농업 개방 이슈가 제
기될 때마다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
직력이 한․중 마늘 분쟁 및 한․칠레 FTA 협상에 있어서의 농
민들의 조직적인 반개방 운동의 형태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서
는 전술한 바와 같다.

77) 한국갤럽조사정보 및 뉴스위크 한국판(199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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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국내의 반개방 정서를 극복하는 것은 수출지향적이고 대외의
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개
방을 통해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는 것이며, 그만큼 이익을
보는 집단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의 통상정책이 결정․집행되는 과정에서 개방으로 인
해 이익을 보는 집단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소수
집단의 의사만이 집중적으로 표시되어 국민여론을 형성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개방 지지세력으로 볼 수 있는 농산물 소비자는
이익집단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농산물 개방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경제단체 또한
농산물 개방협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 왔
다.78) 따라서, 향후 반개방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조직화하는 것을 돕고 이들의 목소리를 유
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여론이 소수의 극
단적인 저항에 의해 한쪽으로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
은 것이며,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것
이다. 최근 외교통상부와 전경련이 각종 통상관련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은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
가된다.
정부의 경우도 적극적인 부처간의 이견조정을 통해 국가 전체
적인 이익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과거 UR 협상시 재
78) 1993년 UR협상과 관련 이 당시 전경련 회장이 “쌀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발언
을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고 동시에 전경련의 공식적인 입장은 쌀개방 반대라
고 발표한 적도 있었다. 그 이후 전경련은 쌀 개방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
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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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제원이나 외무부를 중심으로 한 개방논리가 끝까지 농수산부
와 청와대측의 반개방 주장에 압도당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고립을 자초했던 것은 정부 내의 이해조정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
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쌀
개방 저지” 공약이 이러한 경직성을 더욱 부추긴 것도 사실이었
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이익집단간의 균형을 추구하기 전에 우
선 정부 부처간의 입장을 확실하게 조정하여 개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개방의 필요성과 이익에 대한 대국민 공보활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과거 UR시나 한․칠레 FTA
협상시 정부는 정치적 압력을 의식한 나머지 농산물 개방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회피하고,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식의 간접적인 대응에 일관하였다. 어차피 농민단
체와 정부와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인데, 이를 회피하려고만 하니,
결국 정부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쌀 개방 저지에 대한 약속 또
는 FTA 예외품목 확대 방침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행태를 보
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대외개방을 추진할 경우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
한 구조조정정책 또는 보상정책에 대한 논의를 같이 병행하여 진
행해야 한다. 아무런 보상방안 없이 개방협상만 진행하니, 피해계
층은 극단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논리에 심정적으
로 동조하는 민간단체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상 정
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엄밀한 경제원리에 따라 피해액
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사전 보상이 아니고 통상협상의 사후에 여
론에 밀려 정치적으로 보상정책을 마련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
제논리로부터 괴리된 형태로의 왜곡된 보상을 하게 된다. 과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이행계획서 제출 후 정부가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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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농어촌 지원방안, 79)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한․중
마늘 분쟁 이후의 마늘산업 종합대책, 그리고 한․칠레 FTA 국
회비준동의과정에서의 FTA 이행특별법 등은 모두 ‘사전보상’ 및
‘경제논리에 입각한 보상’의 원칙을 어긴, 사후보상 및 정치적 보
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상은 추후 또 다른 개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또 다른 정치적 보상요구를 촉발시켜 정책
시행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대내보상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보상방식을 결
정할 때 보상의 국제법적 합치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행
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UR 이후나 한․칠레 FTA 이후 결
정된 보상방식 중 피해농업 부문에 대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연
구개발비 등의 지불이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 보조금 양허 및
감축의무와 충돌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비록 농업협
정상의 의무에 합치하더라도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상계조치 당하
거나 WTO에 제소가능보조금으로 제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
다. 그동안 WTO 제소대상에서 면제되어 왔던 농업협정에 의한
일정한 국내 보조domestic support의 이러한 면제혜택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일반상품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
로 WTO 제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소는 DDA 협상을
통해 농업 부문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되면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농업 부문에 대해 산업피해를 보
상하는 방식이 농업협정에 합치한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까지 검토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대외개방에 따른 우
79) 그 내용의 골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조기집행하며, 42조원의 방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별도로 농특세
15조원의 추가투자재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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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구조조정 방식은 가급적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 또는 폐업지
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
피해구제에관한법률상의 소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80) 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범위
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령상의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으
나, 일반세이프가드조치 조항에 의거해 볼 때, 전통적인 세이프가
드조치인 수입제한이나 관세율 조정 이외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업종전환의 촉진을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국내
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 훈련, 국내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81) 등의 구조조정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보완대책으로서 전통적 세이프가드조
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제도와 일치하
므로 문제가 없고, 업종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재교육은 국제
통상법상 문제가 없으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
정지원 및 “국내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치의 경우는 WTO 농
업협정상의 ‘감축대상보조금’ 또는 보조금협정상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를 불러일으키는 ‘제소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에 해
당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현행 제도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매 지역협정 체결
시마다 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몇몇 지
역협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산업의 종사자는 다른 지역협정에 의
해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할 필요 없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정부가 지출해

80)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3.
8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법시행령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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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재정부담은 부당하게 증대되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보상
제도는 결과적으로 개별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산업피해를 신
청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 되어서 개별적 보상이 아닌 산업 분야별
로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가급적 전체 산업 분야별 구조조정의 맥락
에서 구체적 조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술한 국제법적 합치성
측면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적 고찰 : 독립적 통상교섭조직 신설 및 통상절차법
제정 문제
한국 통상교섭조직의 구조개편 논의와 관련, 한국의 경우도 미
국의 USTR처럼 독립된 통상교섭조직을 신설하여 통상업무를 전
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우리도 USTR과
같은 독립된 조직을 만들면 상술한 바와 같은 현재의 많은 문제
점들이 해소될 수 있어 효율적인 통상업무가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독립 통상조직 신설에 반대하는 논거도 만
만치 않다. 그동안 USTR과 같은 독립된 조직의 설치를 주장하는
논거는 많이 소개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의
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당초 취지에 배치한다는 점이다. 일
본의 경우도 1996년 설치된 행정개혁회의에서 별도의 대외통상교
섭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를 1년 이상 장기간 검토한 바 있으나,
정부 축소개편이라는 본래의 행정개혁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6부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 427

1997년말 동 방안은 배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재외공관과의 업무 통솔체제가 없는 신설조직은 효과적
인 경제․통상외교 수행에 장애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136개의
방대한 재외공관망을 효율적으로 통솔하는 것은 대외통상교섭기
능 수행에 필요한 요소인바, 새로운 통상조직을 신설할 경우 이
러한 점이 취약하게 된다. 특히, 경제부총리도 주요 통상문제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에서 불과 100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이 완전히 독립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대내조
정기능을 수행하면서 통상교섭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하기에는 현
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통상업무나 담당인력에 대한 정부 내 일반적인 인식수준
에 비추어 신설될 조직에 우수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
려운 실정이므로 결국에는 각 부처의 비전문 인력으로 충원하여
현행 체제보다 오히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실 1998년 외교통상부 출범으
로 흡수된 정부 내 통상 전문인력과 이후 5년여간 자체 인력으로
육성된 외교통상부의 전문인력 중에서 근무환경이 외교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독립 통상조직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파견근무제로 운영할 경
우, 독립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통상교섭에 있어 대내
외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의
현실하에서, 파견근무 직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직원들이 원소
속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것임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넷째, 출범 후 5년여밖에 되지 않은 통상조직을 또다시 개편한
다는 것은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낭
비일 뿐 아니라, 정부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대외 신인도
를 저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WTO/DDA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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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말 종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시
점에서 통상조직과 인력을 대폭 개편하는 것의 합리성에 대해서
는 비판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USTR은 공격적 통상외교 추진을 위한 것으로
서 미국만의 독특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즉 USTR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각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적 시장개방 외교를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인 것
이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견국가들은 통상기능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외교기능과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
므로 외무부로 통상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
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스웨덴 등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도 이러한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들은 별도의 독립된 통상조직 신설보다는
현 외교통상부 중심의 통상조직을 전술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효율
적인 체제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즉 통상분야 특별법(예 :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통
상교섭 조정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민간 및 관계 부처와의 인력
순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면서,
직렬의 분화 및 이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의 시행을 통해 통상 전
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통상조직을 기능 위주로 운영하여 탄력
성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뉴질
랜드, 캐나다, 벨기에 등 우리에 앞서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흡
수․통합한 국가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의 통상조직 개편에 있어서 이상의 모든 논거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USTR과 같은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는 주장의 배경에 놓여있는 우리 통상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
성을 바탕으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강조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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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관계 수립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비
판과정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실로 미국의 USTR의 경우 대
외통상교섭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내 부처간
의 이견조정 및 협상안 도출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USTR이 잘 기능
하고 있는 것은 해외시장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국내 업계와 관계 부처가 교섭 주무부처인 USTR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고, 이 같은 공동 목표의
실현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국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공공 부문의 구조 및 일반적 문화가 상이
한 우리나라가 USTR에 버금가는 조직(가칭 “KTR”)을 설립한다
고 해서 그 효율성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로 한․미 농산물
검사․검역 분쟁82) 의 경우를 들고 싶다. 이 당시 한국과 미국 양
측은 일반적 WTO 협의와 더불어 검역전문가 회의를 별도로 개
최하여 전문적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양측
은 1995년 11월 미국 리버데일(메릴랜드)에서 한․미 식물검역전
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의 성격 및 토의 범위에 대해서
도 사전 국내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 재경원측은 각 부처 관련자
들이 모두 참석하여 미측 초안상의 식물검역관련 모든 문제를 논
의할 것을 주장하였는 데 반해, 외무부와 농림부측은 한․미
WTO 협의와 전문가들의 회의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물검
역소 직원들을 위주로 한정된 의제(과실파리 위생증명문제, 검역
병해충 개념문제)에 관해서만 논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

82) Korea-Measures concerning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T/DS3/1, WT/D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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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차이는 결국 당시 통상교섭권이 어느 부처에 귀속하느냐
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재경원은 국내 부처간 의견조정권이
재경원에 있음을 내세워, 전문가를 비롯한 가급적 여러 부처 관
계관을 대미교섭 과정에 참여시켜 이들의 조정을 통해 통상교섭
을 시행하려는 것이고, 외무부는 외교교섭의 일환인 통상교섭을
행하는 데 있어 외무부가 대미교섭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고 만일 관계 부처가 미국 정부를 접촉할 경우에는 가급적 전
문가회의로서의 성격에 국한시키려 했던 것이다. 결국 양 부처는
합의에 도달하였는바, 대표단 구성에서는 재경부측의 주장대로
검역전문가 외에 재경원 및 농림수산부 관계관을 포함하되, 협의
의제에 있어서는 외무부 입장을 반영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전 관계 부처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
작 식물검역전문가회의가 개최되자, 한․미 양측간의 논의는 전
문적 사항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미측은 플로리다 산 감귤류
과실파리 문제 등 전문적 현안을 제기한 데 이어 우리측의 검사
및 검역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미측은 이러한 문제가 현재 WTO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전문
가 회의에서 한국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
측의 우려와 관심을 재차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첨언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 대표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검역문제에 대해 비전
문가간 논의를 통해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embarrassing” 방향의 결론이 도출될 우려도 있음을 지적한 후 논의
를 WTO 협의사안으로 이끌어 갔다. 따라서, 양측의 논의는 샘플
링의 범위, 검역 소요시간, 부패와 선별문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
하는 병해충, 항온기 배양검사 문제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문가 회의가 양 정부간 교섭의 성격으로 바뀐 것에
대한 미측의 우려표명으로 인해, 양측은 회의결과에 대한 합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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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문안의 조정을 통해 양측이 WTO 사안에 대한 어떠한 합
의도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미측이 우
리측 제도개선 계획에 관한 설명을 이해했으며 우리측 답변을 고
려하기로 동의했다(U.S. understood the explanation and agreed to
take the answers into consideration)”는 수준으로 회의 합의록 문
안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상기의 “전문가” 회의 과정으로부터 필자는 한․미 양국간의
통상협상 체제의 상이점 내지는 공공 부문의 일반적 업무처리 문
화의 차이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간의 업무한계
를 의도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때그때의 세력관
계에 따라 통상협상 업무처리 권한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부처
간의 타협과 총의가 업무처리의 필수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USTR이 통상협상권을 전유하고 있고 이를
타 부처들이 존중해 주는 체제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
한 독립과 분업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
다. 상기 미국 대표의 우려표명으로부터 USTR의 통상협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
한 차이는 협력과 타협 위주의 우리 정부 부문의 풍토에 기인하
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대외통상협상 기능의 전문적 성격이 발
달하지 못해 국내 산업정책 및 경제부처간 이해조정 기능과의 경
계선이 불분명하였던 데 주요 요인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우리나라도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하여 통상교섭권을 주
도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많이 해소된 것이 사실이
나, 아직도 관계 부처간 통상업무에 대한 잠재적 갈등관계 및 기
본적 업무처리 문화가 변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적 구조만 변경시킨다고 해서 과연 미국과 같은 통상협상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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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문제의 핵심은 조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정문화와 풍토 속에서 최대의 효율
성을 발휘하도록 기능적 협력관계를 형성시키느냐에 있는 것이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통상교섭 조정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실
물경제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통상교섭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 및 강화하고, 통상교섭조직의 탄력성을 제고하
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반개방 정서에 대한 논리적이고 일관
된 대응 등을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러한 기능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개선방향
을 골자로 한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
로는 가칭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즉 특별법에 의한 통상정책 수립․조정․시행절차의 제
도화를 통해 통상정책의 효율성, 대표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각료급 협의
체의 법적 제도화,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중요한 통상문제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각료급 협의체를 신설, 통상정책자
문위원회, 공청회 등 민간 부문과의 체계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주요 통상협상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여 협상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의 차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개선노력이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든 신설된 KTR에서 이루어지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
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기능적 혼선관계를 그
대로 방치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모양새 내기에만 급급하는
식으로의 명목적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또다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한다는 교훈은 이미 우리의 과거가 충분히 입
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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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출발점
“WTO에 쌀 관세 6.7% 감세 제안,” “차 관세인하 등 요구,”
“교육개방안 정부의견 모아,” “미 철강수입제한 WTO 협정 위
반,” “미․EU․아시아 하이닉스 협공,” 이상은 2004년초 국내 언
론에 보도된 통상관련 기사의 머리기사들이다. 개방경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외국과의 통상 이슈가 발생하며 그
에 관한 보도들이 홍수를 이룬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보도들은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다루는 정부부처나 수출입 업무에 관여하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만 중요한 내용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
나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항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처음 3개의 보도는 각각 우리의 농산물 시
장, 공산품 시장,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관한 내용들이다. 즉 이
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상품
의 가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또한 나머지 2개의
보도도 우리 상품의 수출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의 생산과 소득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이와 같이 통상문제가 우리 생
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하며 극히 일부만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
마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도 자신과 연관이 있을 때만 일시적일
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중요성을 잊는 일이 반복되곤 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통상문제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비
슷한 일이 반복되면서도 늘 새로운 것 같으며 그때마다 소란스럽
게 해결책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
은 뒤로 미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문
제의 해결은 항상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통상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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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게 되며 각각의 사안에 대한 대응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왔다. 그러한
열악한 사정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문제로 인해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다루었던 정부와 민간의 관련
담당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제까지
의 국제통상환경이 그렇게까지는 열악하지 않아 어정쩡한 대응이
받아들여졌던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고 하겠다. 그 덕분에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
가 가운데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했
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호의적인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개방화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동안은 WTO를
비롯한 다자간 체제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 성장하여 경제규모
가 커져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와 같은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책
임이행의 요구도 그만큼 점점 더 많이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책임은 작게 지면서
혜택은 많이 받고자 하는 주장을 더 이상 펴기가 어렵게 되어가
고 있다. 그래도 다자간 체제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다자간 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강대국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
하고 관철시킬 수는 없다. GATT와 WTO의 호혜원칙은 가난하고
힘없는 회원국들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강대국들도 다자간 체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주
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다자간 체제에서는 힘의 논리
만이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 중요시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약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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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체제는 양자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
치에 놓일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를 제공하
여 왔으며 한국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WTO의 회원국 수가 점차 늘어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을 합의하고 그 일정을 논의하는 일이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또
한 협상이 장기화되어 갔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국은 자신의 입
장을 고려한 적절한 전략의 구사를 통해 개방의 속도를 나름대로
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WTO 회원국의 수가 148개나 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
협상의 지연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
며 따라서 일부에서는 다자간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당장 세계적으
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 등 지역주의 전략은 한국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즉 그동안은 다자간 체제의 환경 속에
서 어느 정도 안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수
동적인 대응만으로는 생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
고 있다. 환경의 변화를 뒤늦게 인지하고 여러 국가와 FTA를 동
시에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준비가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협상인력과 조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추
진되고 있는 FTA 전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의
검토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비단 FTA 전략뿐만 아니라 WTO
의 다자간 전략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능동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개방
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간만
보낸다면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 수도 있다. 지금
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경제적 성과를 지키고 더욱 발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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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라도 개방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통상문제가 막연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통상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으며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
는지 해답을 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이 본 보고
서를 계획하게 된 처음의 동기이며 또한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전체 보고서의 제1부는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이 그동안 우
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원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
한 부작용만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다.

Ⅱ. 연구의 특징과 구성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서는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반
을 망라해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작업을 시
작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FTA나 WTO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
한 연구를 통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수 있었지만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
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고 본다. 물론 좌승희(1995), 손찬
현과 송유철(1998), 최낙균(2001) 등 시장개방 전반에 걸쳐 다루
고 있는 연구들도 여럿 있으나 대부분 연구시점이 오래되었거나
또는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들을 소개함
으로써 개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이번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전반에 걸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점검하는 종합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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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개별주제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고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한 방식의 개방이 필요한지 이유가 궁색해
지기 쉬우며 각각의 해결방안이 종종 이율배반적인 경우도 발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러한 연구에서는 FTA 협정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른 국가들이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
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막연한 느낌을 주게 된다. 또한 칠레
와의 FTA 협정은 농업 분야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산품 분
야에 이득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일본과의 FTA는 공산품 분
야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농업 분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서로 상충되는 논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정국가
와의 FTA는 단기적으로 어려운 만큼 10년쯤의 장기계획으로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사실 WTO의 다자간
개방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10년 후의 FTA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통상정책에 있어 개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다. 제1부에서는 자유무역의 이익
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더불어 통상문제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
고 그 결과 우리의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제2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객관적인 사
실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이를 평가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제3부
에서는 계량적 기법을 동원하여 그동안 한국의 개방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보았다. 이어서 제4부에서는 한국
이 역점을 두고 있는 통상정책인 FTA 전략에 대해서 점검해 보
았다. 그리고 제5부에서는 WTO의 다자간 체제에 있어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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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상정책을 다루었다. 한편 제6부에서는 한국의 통상정책 시
스템을 살펴봄으로써 대외정책의 수행에 있어 내부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7부에서는 앞선 각각의
주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이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음의 제7부 제Ⅲ장에서는 앞서 보고
서 전체에서 논의된 각각의 연구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Ⅲ. 연구내용의 요약
1. 자유무역과 통상정책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은 생산의 특화를 강
조한 아담 스미스와 비교우위론을 주장한 R. 리카르도의 저서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이론은 국가간 무역을 통해 유한한 자
원의 이용효율성이 촉진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로를 밝혀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을 유추해 보면 자유무역에 대한 산
업간 또는 기업간 대립이 사실은 유한한 자원을 놓고 생산성이
서로 다른 집단간의 대립이라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이론 이후의 현대경제학에서는 자유무역이 생산
성과 소비자 효용의 증대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부각
되고 있다. 자유무역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는 시장의 확대를 통
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도 발생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 스스로의 생산성 증대노
력이다. 자유무역에 따른 소비자 효용의 확대는 더욱 좋은 품질
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접할 수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소비자 잉
여의 증대를 통해서도 발생하지만 자유무역을 통해 접할 수 있는
444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데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은 상호접촉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며 저개발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자유무역이 환
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 등 자유무역에 따른 무형의
이익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은 현실적
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상정책의 어려움이 따
른다. 우선 자유무역을 최고선으로 하는 이상적인 세계와는 달리
실제 통상문제에서는 규모가 큰 국가의 주장이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를 강자들의 힘의 논리만이 앞서는 새
로운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규모가 큰 국가
들은 교역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OPEC이 국제
유가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
제무역에서의 강자의 논리는 반드시 군사적 힘이나 정치적 영향력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통상문제에 있어서의 힘의 논리는
한 국가 내의 이해집단간의 갈등에서도 나타난다. 즉 개방을 통한
이익이 전체에 대해 이익이라고 해도 피해를 보는 집단에서는 자
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집결하여 개방을 막으려고 시도한
다. 그러나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사후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여러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
하고 개방은 여전히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2. 한국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전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한국의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은 당시 GATT와 UNCTAD에서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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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이 강조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수출지향의 강력
한 대외경제정책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국제통상환경
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 까닭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이 GATT에 가입한 1967년의 케네디라운드와 그 이듬해의 뉴델
리 UNCTAD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논의되는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통한 세계 경제회복이 중요한
과제였다. GATT에의 가입도 그렇지만 1960년대는 한국의 통상정
책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제정된 각종의
수출 관련 제도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수출지원
정책의 기초를 형성한다. 특히, 당시는 수출실적 100억 달러 달성
이 국가경제 지상의 목표였으며 수출입은 물론 외환, 투자 등 모
든 대외정책이 그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졌
다. 또한 이 시기에도 도쿄라운드에서 선진국의 관세를 1/3 인하
하여 공산품의 관세가 평균 6%에 도달하게 하는 등 개발도상국
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한국에게
있어 물론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통상환경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특히, 1970년대말 3년간 교역수
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수입억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1985년에는 보험시장을 문제로 삼아 미국의 통상법 301
조가 발동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한국 정부로 하여
금 제한적이나마 국내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한편
대미수출자율규제와 같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수정하게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대외지향적 수출정책
은 여전히 효과를 나타내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까
지 한국 경제는 호황을 이어간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자신감은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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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수입 자유화로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모두
기록적으로 증대되기는 하였지만 교역적자는 기록적으로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세계화는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이 측면이 상당히 강하였으며
이는 당시의 기록적인 교역적자와 더불어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를 맞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한
국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라 FTA 등 지역협력과 WTO의 다자간 협력을 모두 중요시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은 개방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
을 잡지 못한 가운데 경제의 근간을 개혁하는 수준의 진정한 경
제개방이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3. 한국의 경제개방 효과의 계량적 추정
기존의 CGE 모형 등을 이용한 연구는 개방을 일시적인 교역
체제의 변화에 따른 시장충격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것이 대부분
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개방을 경제체제의 지속적인 변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이번 연구에서는 Logistic Smooth Transition
모형을 채택하여 개방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경제체제의 변화를 추정해 내고자 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경제의 개방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GDP 대비
총무역액의 비중을 개방화 정도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번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50년간의 시계열 기간을 일관된 기준
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변수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변수가 이번 연구에서 논의된 한국 경제의 개방화
가정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한
국 경제의 개방 정도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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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속도로 높아진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사
이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방의 정도가 질적인 차이
를 나타내게 된다. 1990년대는 한국 경제의 개방화가 단순히 상
품무역에서뿐만 아니라 금융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외
국인과 내국인간의 상호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개방화가 대폭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화의 정도와 실질 GDP의 성장률을 Logistic Smooth
Transition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개방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성장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의 체제로 전환된다.
1960년대 이후 고성장 체제에서는 연평균 5.9%의 성장률 가운데
개방에 의한 성장이 1.1% 포인트에 이른다. 그리고 연평균성장률
이 4.3%로 떨어진 1990년대 이후의 저성장 체제에서는 개방에 의
한 성장률이 2.2%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고성장 체제인 1990년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개방은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저성장 체제로 들어선
199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에 있어 개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방이 수출, 가계소비, 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생산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개방화가
수출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지역주의 속에서의 한국의 FTA 추진전략
한국이 FTA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우선 국제적인 추세에
서 고립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특히, 최혜
국 대우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입을 경제적 손실을 피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이유보다는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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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이유에서도 적극
적인 FTA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FTA는 값싼 외국물품
을 들여옴으로써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안정도 추구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퍼트남
의 2단계 게임이론에 따르면 FTA는 내부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대외정책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FTA는 승자와 패자의
산업이 양극화되고 또한 협정의 경제적 예상효과가 다소 불확실
한 가운데 두 집단의 반응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위한
내부협상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얻어진 경험과 미국의 무역조
정지원제도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향후 FTA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출시장 확보, 사
회적 구조조정 비용, 정치군사안보 효과, 지역진출교두보 효과,
상대국의 협상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에게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클러스터형 3극 연계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과의 FTA를 고려하는 한편, EU를 중심으로는 동구권 및 구소련
권 국가와의 FTA도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및 중국과
의 FTA를 추진하면서 성단국가인 싱가포르, ASEAN, 인도, 러시
아 등과의 FTA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FTA
의 추진시기에 있어서는 한․일, 한․싱가포르 FTA의 협상은 예
정대로 진행하되 그 발효시기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멕시
코나 ASEAN과의 FTA 추진은 조기에 실시하되 그 밖에도 러시
아, 인도, 미국, EU와의 FTA도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중
또는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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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O 다자간 통상협상과 한국의 통상정책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른 DDA 등 다자간 협상의 각 분야
별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 부문에서 한국은 각종 농업관
련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우대
조치의 강화로 그만큼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의 정의와 관련해 WTO 회원국들은 한국에게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국은 UR 협상
타결 당시와 OECD 가입 이후에도 농업구조개선, 농가소득, 농가
부채 등의 농업지표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선책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신축성을 보여 중국의 제안과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단계 지위를 유지하여 이행하는 방안이나 개도국을 선발개도국과
후발개도국으로 세분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시장개방에 앞서 관련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대외개방효과 및 대
응정책의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긍정적으로는 국내에서 외국 변호사의 불법영업 관행을
제거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증대하며 국내 법률 서비스의 질
이 향상됨은 물론 법조인의 취업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소송문화의 상업화, 질 낮은 외국 변호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시청
각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
와 각국의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될 가능성을 갖고 있
다. 스크린쿼터는 단지 시장개방을 저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
지 말고 ‘최소한의 한국 문화 정체성 보호’와 시청각 서비스 산
업의 발전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덤핑협정의 경우 반덤핑의 기준 및 발동규정이 모호하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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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반덤핑제도를 국내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을 엄
격하게 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 한국은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 규율의 강화는 중국 경제에 대
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수산보조금의 주요 쟁점은 수산자원의 고갈문제이
나 수산보조금과 수산자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동 보조금
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을 감축 또는 철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 규율에
지지하고 있어 우선 국내적으로 국내 수산보조금을 검토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분류방법 선정시 한국 수산업에 유리한 방
법을 예측하여 협상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DDA와는 별도이지
만 쌀 시장 개방협상은 근본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것
인지 아니면 쌀 관세화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관
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이해관계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접
근 양허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위
해 노력하되,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의 증량을 최소화하
고, 유예기간,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등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세유
예에 따른 요구조건이 너무 과도할 때는 실리적 관점에서 쌀의
관세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
외교부 내의 통상교섭본부는 그동안 외무부, 재경부, 통산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통상교섭채널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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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설립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치․안보 이익과 경
제․통상 이익을 총체적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으
며 통상 전문인력의 보강과 양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WTO 한국 주세 분쟁, 한․중 마늘 분쟁,
한․칠레 FTA 체결협상 등에서 나타났듯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경제․
통상전략의 미비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업무추진이
미흡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추진환경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가
칭) 통상정책법무실을 두어 지속적으로 전체 국익차원에서 통상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
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통상정
책 관련 부처간 의견조정이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
정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교부 실무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대외경
제장관회의의 3단계로 되어있는 형식적인 의견 조정절차를 미국
식의 USTR 실무회의, TPSC(국장급), TPRG(차관보급), NEC 차석
회의, NEC 등의 5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
게 함으로써 부처간의 이견이 조정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직접 개입이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정책에 대한 대내적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위원회제도 개선을 통해 통상정책 기본 계
획의 국회보고를 실시하고 상임위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국회와의 상호작용의 빈도를 가능한 한 최대화하여
야 한다. 또한 업계에 코멘트를 적극 요청하고 로비스트 활동을
양성화하며 민간경제 전문가와의 파견근무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계와의 통상정보 공유를 실시하며 외국의 통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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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대한 민간의 청원제도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공보기능을 활성화하여 통
상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펼쳐야 한
다. 통상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및 관리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문기구의 실질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외교통상부 내 통상직렬과 외교직렬을 구
분하며 과장급 이상의 장기 보임, 조직의 탄력화, 권한의 위임 등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통상정책의 수립, 조정, 시행절차
를 제도화하고 통상정책의 효율성, 대표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
편 민간 의견수렴, 각료급 협의체, 대통령의 개입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조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는 것
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정문화와 풍토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기능적 협력관계를 형성시키느냐에 있다고 하
겠다.

Ⅳ. 한국의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 형식적 개방정책과의 단절
본 보고서의 제6부 한국의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
은 “정말로 중요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중략)… 모양새 내기에
만 급급한 식으로의 명목적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또
다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한다는 교훈은 이미 우리의 과거
가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직 개편에 국한된 저자의 결론이지만 다시 보
면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 및 개방정책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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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1960년대 이후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개방경제의 중요성
을 강조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 온 개방
경제는 항상 밖으로 나가는 개방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즉
우리 시장은 가능한 한 닫아놓은 채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만을 확
대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워낙 가난했던 초기에는 우리의 이
러한 정책추진이 국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이
와 같이 밖으로만 진출하는 개방은 상대국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늘어나는 통상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를 더욱 많이 여는 방법밖에 없었다.
본 보고서의 제2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1980년대부터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여 우리 시장의 개방을 확대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장개방 확대는 어디까지나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준의 소극적인 개방이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1990년대의 문민정부에서는 세계화가 중요한 화두였으
며, 그 다음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이 최
우선의 정책과제였다. 적어도 이들 정부의 초기에는 우리 내부를
여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의 세계화 수준이나 외국인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의 통상외교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
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고 평가
하기도 어렵다. 현재의 참여정부도 출범초기부터 동북아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갖가지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진행중인 FTA나 DDA의 협상
에서 과거의 틀을 크게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
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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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형식적인 모양새 내기에 급급한 개방정책과의 과감한 단절
을 시도할 때이다.
2.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적 합의
우리 사회 내부의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현실에 입각한 대안을 모색하
여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개방 확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업 분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앞서서 살펴본 지역주의 정책, 다
자간 정책, 그리고 내부의 시스템에 관한 점검에서 농업문제는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문이다. 그만큼 농업 부문은 구조조
정이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방문제에 있어 가장 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농업 부문에 대
한 정부의 개방대책은 언제나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확
보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우리의 농업 부문 전체
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부분이 공감한
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부대책과는 다른 농업 부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
선 현재보다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앞
부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정도로 시장을 닫아놓고서는 어떠한 통상정책도 원만한 진전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에 대
해서도 어느 수준으로, 어느 시기까지 보호할 수 있음을 정확하
게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이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농민
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농민들도 스스로를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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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은
농업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의 발목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향후 DDA의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 등에서도 쟁점사항이 될 것
이다. 지금 당장은 한․미 투자협정을 미루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만이 낙오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대책보다는 통상
문제에 대한 솔직한 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대
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3. 과감한 대내 경제개방의 추진
이상에서 예를 든 농업 분야처럼 경쟁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경제개방을 통해 외국에 시장을 열면서 구조
조정이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당
초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에게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손발은 묶어놓은 채 외국인
과 외국기업들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풀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로 대외경제개
방을 통해 우리의 시장을 여는 것은 동시에 우리 시장 내부의 대
내 경제개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방이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 제도적 보호 속에 안주하여 생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비효
율적 요소들도 함께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 기업규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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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도권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
도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금융의결권제한 등 대기
업에 대한 규제도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전략적 대응에 많
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국내
의 전반적인 기업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
로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
입이 활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외개방을 통한 국내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장애를 주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외국과의 열린 경쟁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상
태에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고 또한 우리의 내부문제로만 여
겨졌던 각종의 반경쟁적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즉 대외개방과 동시에 대내개방을 중요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내부조직의 정비와 역량의 강화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해 앞서서 지적한 내용들은 개방정
책에 대한 우리의 내부의지를 다지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
나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통상정책의 현실은
때때로 이상주의적 사고와 괴리를 보일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의지만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6
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루었으며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6부에서의 내용은 시스템적 측
면에서 문제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내부의 개방
의지 문제가 해결될 경우 거기서 다루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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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6부에서는 독립된 통상조직의 필요
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통상정책을 수
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무부서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처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미국의 USTR식의 다섯 단
계의 실무절차와 마지막 단계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제도화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 조직의 현실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의 대안이다.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부 개방의지에 관한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USTR과
같은 통상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6부의 저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어떠한 형태의 조
직을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기
능을 하게 하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
의 아래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통상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권한은 외부협상에 대한 조
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내부 시장개방에 대
한 조정도 함께 하는 권한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개방을 통해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방을 계속적으로 추
구해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보다 강력한 조직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
이 현재 정부의 어떤 부처에 속해있든 또는 소위 한국무역대표부
KTR 와 같은 독립조직이든 말이다. 그렇게 될 때 전문성 제고와
인력의 확충이라는 우리 통상조직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도 자연
스럽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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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
이상에서 우리는 개방정책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이를 추구하
기 위한 내부조직의 강화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제는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통상이익을 추구하는 방
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4
부와 제5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4부에서는 한국의 FTA 추진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제5부에서는 다자간 통상전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6부에서도 그러했듯이 이들 내용
역시 현재 우리의 현실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각각 관점
에서 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4부에서는 한․
중 또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국내
외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이의 실현을 중․장기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개방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큰 FTA일수록 조기에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5부에서의 다자간 통상전략에서
는 농민집단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여 쌀의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하되 그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가 너무 지나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농민과 정부가 현재 우
리가 직면한 현실을 함께 이해하고 생산적 대안에 합의한다면 반
드시 그와 같이 수세적인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방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책적 결단과 합의가 어
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통상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즉 개방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그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에 깔린다면 우리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
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미국, 중국 등 거
대경제권과의 FTA를 보다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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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수 있으며 DDA 협상에서도 농업 분야의 방어에만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
는 보다 실용적인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여기서 주장되고 있는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는 앞서서
언급한 내부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하고 있다.

Ⅴ. 마무리하는 글
이번 제7부의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은 본 보고서
의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대한
최종 집필원고가 취합되고 나서 그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에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부문의 집필내용에 대해서 앞선 다른 부문의 저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생략되었는데 이는
각 부문의 저자의 관점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
는 문제의 해결방식도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들
이 협의를 거쳐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제1부부터 제6부까지
각 부분의 집필내용은 그 부분의 저자의 개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의 제7부도 앞부분의 집필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것 또한 이 부분
의 집필자이며 동시에 보고서의 편집자인 개인 견해에 따른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7부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앞선 다른 집필자의 결론과 반드시 일치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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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7부에서 제시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앞서 개별적인 집필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
에 그만큼 더 광범위한 시각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
에 제7부에서는 앞선 각 개별 부분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제7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상정책
의 바람직한 방향은 한국의 통상정책의 취약성의 근원을 살펴보
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형식적 개방정책과의 단절,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감한 대내 경제개방의 추진, 내부조직의 정비와
역량의 강화,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 이상 다섯 가지의 통상
정책 방향은 차례대로 연속적인 정책방향이다. 즉 처음의 형식적
으로만 개방을 추진하는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단절하겠다는 정책
적 결단이 내려져야만 그 다음의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의 설
득과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바탕이 되
어야만 그 다음의 과감한 대내 경제개방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는 이상에서의 결단과 합의 그리고 경제구조조정의
의지가 어우러졌을 때 거기에 알맞은 통상조직의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의 모든 전제조건이 해결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각 부문별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는 부문별 통상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앞선 각 개별 부분의 저자들이 각자 맡은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능동적인 방
안과 수세적인 방안이 함께 나열되고 있지만 집필내용의 행간을
이해한다면 독자들이 이들을 충분히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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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의 각오
와 의도했던 바를 되돌아보게 된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계획했
던 모든 것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방 및 통상정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
로 검토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
의 통상정책이 개별적인 사안에 집착한 나머지 통상정책의 전체
적인 윤곽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는
우리의 통상정책의 전체적인 구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개방정책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계량적인 기법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그동안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일부의 논란을 불식시킬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주의 전략과 다자간 전략의 대
외적인 통상문제와 함께 우리의 통상 시스템 내부의 문제를 각각
살펴보았으며 개별 사안별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전체 결론을 통해 앞선 사안별 대안에서 놓치기 쉬운 통상
정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번 연구로 처음에 의도했던 바를 모두 만족시키
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 번의 시도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하기는 힘든 일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통상정책의 전체적인 측면
을 들여다보는 종합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
는 희망을 가지며 이번 연구가 그러한 방향으로의 또 다른 연구
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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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International Trade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 has been a most successful story of the externally
oriented trade policy in the modern world history. From less than
US $100 million in 1964, Korea's export to the world splendidly
reached at more than US $200 billion in 2004. This skyrocketing
increase of the external export certainly helps this country out of
the world's deepest poverty and now places her near the global
top ten economies. Since Korea's accession into the GATT
system in 1967, when Kennedy Round just completed, the world
trade environment had been favorable for developing countries to
pursue an outward oriented growth approach, and Korea definitely
benefited from such a friendly condition. However, in recent years,
voices against free trade have grown high within Korea. These
groups with their own purpose often attack the policy of global
market liberalization as harmful threats to Korea's agriculture,
environment, cultural heritage, labor forces, and so on. However,
those accusations are groundless and even pose a great danger to
the future economic growth for Korea. Against such a
misguidance, this report on Korea's International Trade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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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Present, and Future attempts to analyze Korea's free trade
policy from the early 1960s to the contemporary and seek a
desirable future policy direction. After the brief survey of theoretical
support for the free trade and reality check in a practical policy
arena in the part one, this seven parts reports look at the past of
Korea's trade policy. The chronological description of Korea's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 the part two reveals that her export
led growth strategy was well suited with the international
atmosphere of aid through trad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Since the 1980s, however, as Korea's trade surplus turns into
black, international pressure for domestic market opening increases.
To ease the trade frictions, Korea started to pursue domestic
market liberalization policy. Nevertheless, Korean market has not
been liberalized fully to the level of surviving in a world of
borderless competition yet. Using a logistic smooth transition
model, the part three of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economic growth effects of the free trade policy in Korea. Not
surprisingly, the estimated result shows that free trade positively
affects the Korea's economic growth rate. Especially after the
1990s, when Korea settled into a low growth equilibrium path,
market opening has contributed more than half of her economic
growth. The part four through the part six of this report examines
the current issues of Korea's international policies, such as FTA
and DDA negotiations and the internal decision making system of
trade policy. Each of these parts well describes the difficulties
that Korea faces in the races for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these days. Together with policy prescriptions in each of these
parts, the final part seven of this report conclude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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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international
trade polic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 Departing from the
imitation only policy; Being frank with what it can do and not;
Seeking a full scale industrial restructuring; Building strong
organizational capacity for trade policy; and Pursuing active
national interest at the trad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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