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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확대 추진

1. 개 관
2006년 우리 경제는 수출 3,000억불과 무역액 6,000억불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달성
하였으나, 여전히 고환율, 고유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의 부진, 세계경제의 블록화, 신흥공업
국의 추격이라는 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 왔다.
2006년에도 정부는 전략적인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 그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
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 대륙별 거점국가와의 성공적인 FTA
타결에 이어, 미국, ASEAN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현재 EU, 캐나다, 인도 등 41개
국가들과 FTA를 본격 추진중에 있다. 한편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 걸프협
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등 11개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중
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주요 거대경제권 및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중심의 FTA를 전략적으로 확대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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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로드맵
▶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WTO 중심의 다자주의와 함께 FTA를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FTA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8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FTA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였으며, 2003년 9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로드맵 보완
이후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로 지역주의 추세가 한층 심화되고, 칠레와의 FTA 발효(2004년 4월)로
여타 FTA 체결을 위한 국내기반이 일부 조성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FTA 추진을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망 대상국과의 FTA 추진일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2004년

캐나다 등 여건이 성숙되었거나 예상되는 국가와의 FTA 공동연구를 조속 출범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북중미 및
EU 시장의 교두보 확보라는 FTA 추진 1단계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아울러 과거 중장기 추진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인도를 단기 추진대상국으로 재분류하는 등, 신흥거대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도 주목할 만하다.

FTA 로드맵(2003년 9월 제정, 2004년 5월 보완)
2단계 전략
교두보 확보(1단계) →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추진(2단계)
칠레 → 중남미, 싱가폴 → ASEAN, EFTA → EU, 캐나다 → 미국
※ 인도, 중국 등 신흥유망국가는 잠재시장 선점전략으로 진출

대상국 선정 기준
경제적 타당성과 외교적 함의 고려

추진 대상국
단기 : 일본, 싱가폴, ASEAN, EFTA, 멕시코, 캐나다, 인도
중장기 : 미국, EU, 중국, 한중일, 우리와의 FTA 희망국(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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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하였다. 보완된 로드맵은 멕시코와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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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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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타결 및 이행
1) 한·칠레 FTA의 이행 관리
2004년 4월 1일 발효한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2006년 7월과 9월
2차례 화상회의 형식으로 제3차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원산지 통일
규칙 개정에 따른 한·칠레 FTA 협정문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환적(trans-shipment)
규정 개정문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 제3국에서 환적을 거친 경우에도 실제
수출국이 확인되는 경우 환적 기간에 상관없이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2006년 9월
26일 제2차 전기통신표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분야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추진을 위해 MRA 초안을 확정하였다.
2006년 11월 3일에는 제3차 자유무역위원회(FTC: Free Trade Commission)가 산티아고
에서 개최되었다. 자유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위원회와 전기통신표준위원회 등 부문별 산하위
원회를 통해 진전된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한편 양국간 FTA 발효성과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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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한·칠레 FTA에 대한 WTO 지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심사가 2006년 4월 3일~4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심사과정은
미리 준비된 각 회원국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결과 한·칠
레 FTA는 WTO 규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심사절차를 종료하였다.
발효 3년간 양국 교역량을 살펴보면 발효 1년차(2004년 4월~2005년 3월)에 48.8%, 2년차
(2005년 4월~2006년 3월)에 37%, 3년차(2006년 4월~2007년 3월)에 56.9% 증가하여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증가율은 발효 전 9.6%에서 발효
1년차 58.2%, 2년차에는 46.6%, 3년차에는 49.8%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즉시

한편,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FTA 발효전인 2003년 3.0%에서 2006년
4.7%로 급격히 늘어나 점유순위도 7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3년 점유율이 일본에
비해 0.6% 포인트 뒤졌으나, 2006년에는 4.7%로서 1.4% 포인트 앞서면서 5위 자리를 확고
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 후의 성과
● 발효 2년차 대칠레 수출은 발효 전 5억불에서 12억불 수준으로 증가
●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은 1.5배 이상 증가

▶ 한•칠레 FTA발효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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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철폐 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칼라 TV 등 주종 수출 품목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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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싱가포르 FTA 발효 및 이행관리
한·싱가포르 FTA는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5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 실무협상 끝에
2005년 8월 양국 외교장관 서명을 거쳐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발효 후 1년간 우리나라 대싱가포르 수출은 24.6%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증가율이 15.3%임을 감안한다면 FTA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의 경우 협정 발효후 1년간 8.1%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입증가율 1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증가세이다.
당초 싱가포르가 무관세국가이기 때문에 한·싱가포르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수출증가폭이 수입증가
폭보다 월등히 커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2004년 4.0%, 2005년
4.3%에서 2006년 4.4%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확대는 우리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비관세 장벽 개선 등 FTA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양국간 교역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교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를 포함한
최초의 FTA 협정으로서,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EFTA, 한·ASEAN,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선례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3) 한·EFTA 협상 발효 및 이행관리
서유럽 강소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
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는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차
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으
며 2006년 6월 30일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고, 2006년 7월 14일 비준서 기탁이 완
료됨에 따라 한·EFTA FTA는 2006년 9월1일 발효되었다.
한·EFTA FTA는 상품 및 서비스 외에도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등을 포함하는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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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FTA로서 우리는 상품(공산품, 수산물) 분야에서 EFTA에 대해 99.1%의 상품을 양허하고,
86.3%의 상품을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 하였으며, EFTA는 우리 전품목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상호 민감품목을 인정하면서 별도의 양자
협정을 통하여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하였다.
한·EFTA FTA는 동북아권과 유럽권간 최초의 FTA로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호혜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EFTA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동일 경제권인 EU 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각각 2006년 2월 24일과 2006년 2월 28일자로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에 통보되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 대기중이다.

1) 한·미 FTA 협상 출범 및 타결
가. 한·미 FTA 협상 출범
한·미 양국은 2005년 중 세 차례의 실무점검회의와 여섯 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미 FTA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양국간 FTA 추진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3일 FTA 협상 출범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 이어
양국은 2006년 3월과 4월에 한·미 FTA 사전 준비 협의를 두 차례 갖고 협상 일정 및 분과
구성45) 등에 합의하였으며 협상의 공식 영문 명칭(KORUS46) FTA)도 확정하였다.

45) 17개 분과(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및 2개 작업반(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구성
46) 한국(KOREA)의‘KOR’
에 미국(U.S.A)의‘US’
를 더한 것으로 합창(chorus)과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 한·미간 윈-윈 하는 협상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KORUS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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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격적인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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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업체의 대미 진출 확대 및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
하고,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앞

한·미 FTA 협상단(2006.7.10, 서울)

두고 국회에 협상 대응방향을
보고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 FTA 협상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협상 전 과정에 걸쳐
우리 협상대표단의 기본 협상 지침이 되었고, 협상 타결 이후에는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기본
척도가 되었다.

한·미 FTA 협상 목표
■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 접근 조기 확대
■ 경쟁력 취약 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 결과 도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 결과 도출
■ 공산품

나. 한·미 FTA 협상 경과
한·미 FTA는 협상 출범 단계에서부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한·미 FTA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한·미 양국은 상품, 농산물,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지정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 협상 분과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여덟 차례의 공식 협상에
매회 평균 25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였고, 미국측에서도 매회 100명 이상의 대표단이
협상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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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초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말의 마지막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국 대표단은 총 열 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몇 번의 어려운 고비도 있었으나, 양국은
협상 타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침내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전통적으로 FTA로 인해 노동·환경 기준이 약화되는
것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07년 5월 미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신통상정책’
에 합의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의회
와 합의한‘신통상정책’
을 추진 중인 FTA에 반영하기 위하여 6월 중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 4개국에 각각 추가 협상을 제안하였다.

‘재협상’
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6월 중 두 차례의 추가 협상을
진행, 동 결과를 반영한 협정문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마침내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
에서 우리측 김현종 통 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수잔 슈와브(Susan Schwab) USTR
대표가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국회, 언론,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등 국내적인 의견 조정 노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감안하여국회는2006년6월
29일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
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2006년 7월부터 매 협상 때마다 협상
대응방향과 협상결과를 동 특위에
충실히 보고하였으며47), 위원들의 지적
및권고사항을협상에반영하기위하여
노력하였다.
한·미 FTA 서명식(2007.6.30, 워싱턴)

47) 특위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말 협상 서명까지 총 25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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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일지
구 분
1차
협상

일자·장소

7.10~14

3차
협상

9.6~9
시애틀

4차
협상

10.23~27
제주

5차
협상

12.4~8

7차
협상
8차
협상

서울

몬타나
<2007>
1.15~19
서울
2.11~14

- 관세양허안 작성 기본틀 합의
-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

의약품 문제로
일부 분과 진행 중단

- 관세양허안 교환(8.15) 및 협상 개시
- 서비스/투자 유보안 명료화 작업 진행

미측 수정양허안 제시
(상품/섬유)

- 관세양허안 불균형 문제 개선
-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 진행

미측 수정양허안 제시
(상품)

-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측을 집중 압박
- 상품양허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지재권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 달성
- 핵심 쟁점 진전을 위한 수석대표간 협의
- 상품, 금융 등 여타 분야에서 진전달성
- 상품양허안 개선(즉시철폐율 85%)

워싱턴 DC - 노동, 환경, 경쟁 등 실질적 타결기반 마련
3.8~12
서울

*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 협상 일시 중단
*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
상호 교환
*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 협상 개최하지
않음
* 모든 분야 협상 개최
-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활용

- 경쟁, 통관, 정부조달 타결
- 주요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 달성

고위급
협상

3.19~21 - 양측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진행
워싱턴 DC - 잔여 쟁점 축소 및 의견 접근을 통해 협상 타결 기반 마련

고위급
협상

3.26~4.2
서울

- 4.2 협상 타결 선언

6.21~22
서울

- 6.16 미측이 제안한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협정 문안에 대한 협의

추가
협상

비고

<2006> - 양측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 교환 및
통합협정문 작성
6.5~9
워싱턴 DC

2차
협상

6차
협상

주요 협상 내용

6.25~26 - 추가 협상 결과까지 협정문에 포함하여 6. 30 서명
워싱턴 DC

* 미측제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 환경의무 강화
* 우리측 관심사항도
추가 반영

한편,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도
2006년 6월 한·미 FTA 1차 협상 때부터 협상 관련 보고를 계속하였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의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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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한·미 FTA 공청회48)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만으로
는 국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2006년 3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한·미 FTA 협상
관련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서면 의견을 모집하였고, 총 192건의 의견을 수렴
하여 우리 입장 정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한·미 FTA 협상에 각 분야별 전문적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총 227명, 17개 분과별)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협상 기간 중
총 백여 차례 이상 분과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단이 제기한 전문적 의견을 협상에
활용하였다.

다. 한·미 FTA 협상 주요 결과 및 평가

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양국이 높은 타결 의지를 가지고 함께 유연성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할 것이다.
상품(공산품/임·수산물) 분야에서는 수입액 기준으로 9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
하여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는‘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가 일정 기준 하에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해당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기존 개방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는 사업서비스(법률·회계·세무) 개방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개방을 통한 경쟁
력 강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지재권·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분야 등에 있어서도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48) 1차 공청회 : 2006.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 주관
2차 공청회 : 2006.6.27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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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문별 타결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공산품 시장접근 개선(자동차, 디지털TV, 기계류 등)

상품무역

·양측 관세 3년 내 철폐 94% 수준
·美 물품취급수수료 철폐(4,700만불 부담 면제 효과)
·
‘쌀’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SG) 도입 등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농 업

- 현행관세유지 : 오렌지(수확기), 분유, 천연꿀, 감자, 대두(HS 10단위 15개)
- 쇠고기 : 15년 철폐 + 세이프가드
- 기타 : 관세할당(TRQ), 계절관세, 세번 분리
·美 섬유 관세 철폐(즉시 철폐 61% 확보)
·원사기준 예외 확보

섬 유

·원산지예외 쿼터(TPL) 근거 마련
·우회방지 세관협력 강화
·섬유 세이프가드 반영
·자동차에 대한 美 관세 철폐
- 승용차 : 즉시 철폐(3,000cc 이하), 3년(3,000cc이상)
- 자동차 부품 : 즉시 철폐

자동차

- 타이어 : 5년 철폐
- 픽업트럭 : 10년 철폐
·세제개편 및 표준현안 해결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절차 강화
·의약품 분야 상호인정 협의메커니즘 마련

의약품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윤리적 영업 관행 촉진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
·반덤핑 관련 우리측 요구사항 반영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무역구제

- 가격·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정지
-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 세이프가드 선택적 적용배제 확보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개성공단

원산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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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 메커니즘 마련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및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
·통관절차 신속화방안 반영
-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특송화물 절차 간소화, 원산지 사전판정제 등
·우회수입방지 장치 제도화
- 현지실사제도, 특혜관세 배제조치 등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 명확화

분 야

주요 내용
·표준/기술규정 제·개정과정에 상대국 참여 허용

기술장벽(TBT)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제공
·TBT 위원회 설치

위생검역(SPS)

·SPS 위원회 설치
·SPS 기술협력 강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도입

투자

·간접수용범위 축소
- 건강,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조세 등은 간접수용에서 원칙적 제외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포괄 유보
·법률·회계서비스 개방 계획 반영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제외)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 철폐,

서비스

만화·영화 쿼터 완화, 1개국 쿼터 완화 등
- 단,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은 포괄유보, 더빙은 불허용
·일정 조건 하에 기간통신에 대한 간접투자 100% 허용
※ 단, KT/SKT 제외, 2년 유예
·스크린쿼터 현행 동결(73일)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체계 마련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금 융

·국책금융기관 예외 인정
·제한적 범위 내 국경간 공급서비스 허용
·신금융서비스 허용(일정요건하)

통신

·기술선택의 자율성 반영(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확보)
·통신분야의 공정한 경쟁원칙 수립
·온라인 전송물 무관세 지속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디지털 제품 무관세
·소비자 보호 및 협력조항
·동의명령제 도입

경 쟁

·재벌관련조항 삭제
·독점·공기업 의무조항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 : 발효 후 2년 유예기간 확보
·심사지연시 특허존속기간 연장 : 출원 후 4년, 심사청구 후 3년

지재권

·지재권 비위반제소는 불허용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 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일정수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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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요 내용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20만불→10만불)

정부조달

·지방정부/공기업 양허배제
·입찰·낙찰시 자국 내 조달실적 요건을 배제
·학교급식 및 중소기업 예외조항 반영
·노동·환경 관련 국제기준 및 자국 법의 효과적 집행

노동환경

·공중의견제출제도(환경은 대중참여 확대) 도입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노동·환경 협의메커니즘

투명성
/총칙

·입법예고기간 연장(20일→40일)
·효율적 분쟁해결절차 마련
·한국어·영어 동등 정본

라. 한·미 FTA의 기대 효과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FTA로서,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49) 진출 입지를 크게 개선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
의 선진화를 촉진하며,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
써,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2007년 4월 30일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장기적으로는 발효 후 10년간에
걸쳐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는 소비자 후생수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후생수준은 수입상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 폭

49) 2005년 기준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7조 달러 (일본+중국+ASEAN 수입시장 규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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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2005년 GDP 대비 2.9%(약 20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34만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는 발효 후 10년간 연평
균 대미 무역수지 4.6억불 흑자 및 대세계 무역수지 20억불 흑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와 같은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미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우리 경제의 신인도 제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타결 후 동향 및 과제
협상 타결 후 정부는 국회 한·미 FTA 특위 및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국회 상임

설명해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하였으며 국문본과 영문본을 모두 정본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법률 검토 작업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07년 5월
25일 국·영문 협정문을 양국이 동시에 공개하였으며, 법률검토 작업 및 추가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30일 서명 후 7월 2일 최종 협정문도 일반에 공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함께 협정 발효 및 이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국내 보완대책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증가
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재경부, 농림부 등 소관부처별로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이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발효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FTA 허브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은 2007년 6월 말에 종료되었고 이후 미
국이 TPA를 갱신하여 새로운 TPA에 따라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를 통한 미국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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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국의 비준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어 하루 빨리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와 미국 TPA
■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란?
● 미국 행정부의 통상 협상 권한으로 미국은 통상 협상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 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의 의사표시만 하게됨.
● 미 행정부가 부여받은 TPA는 2007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었음.
■ 한·미 FTA와 미국 TPA의 관계
● 정부는 미국의 TPA 시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 실익이 될 때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다만 미국의 TPA가 만료되는 경우, 협상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협상 비준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양측 모두 이 점을 감안하여 한·미 FTA를 TPA 시한 내에 타결함.

2) 한·EU FTA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출범
EU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농업 등 민감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EU 회원국의 확대로 역내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FTA를 통한 시장 진출이 긴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EU는 WTO/DDA 타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FTA 협상 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양측간 FTA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DDA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고, 특히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FTA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EU측은 2006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U FTA 추진 문제를 주요 의제
로 다룰 것을 제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5월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FTA 추진을
전제하지 않고 사전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7월 및 9월에 두 차례의 예비
협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상호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점검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 세미나(2006년 6월 12일, 8월 25일) 및 경제적 효과 용역 연구 진
행,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2006년 11월 24일) 등을 통하여 한·EU FTA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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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EU의 시장규모 및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고려할 때
한·EU FTA가 GDP와 수출의 증가를 통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U측도 2006년 10월 4일 DDA와 함께 WTO-plus의 양자주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내용의
신통상정책 제안을 발표하였고, 2006년 11월 13일 ASEAN, 인도,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
국으로 적시하였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한국에 대한 구체적 협상지침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EU 내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으며, 2007년 4월 23일 EU 일반이사회
에서 협상지침을 최종 부여하여 한·EU FTA 출범 준비를 완료하였다.
우리 정부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협상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양측이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Peter Mandelson) EU 집행위 통상담당집행위원은 5월 6일 서울에서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5월 7일~11일)에 이어 2차협상은 7월 16일~20일간
브랏셀에서 개최되었다. 향후 한·EU 양측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를 추진할 예정이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동아시아 FTA 허브’
로 부상
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 제2대 교역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인
EU와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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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ASEAN FTA 상품협정 타결 및 서비스·투자 협상 진행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2006년 5월 최종 타결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아울러‘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이행에 관한 교환각서’
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무역의 자유화가 진전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 예정 품목(232개 품목) 중 ASEAN 각국이 선택한 100개
품목(의류, 시계, 신발 등)들이 ASEAN 회원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상품협정은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과 함께 2007년 4월 2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7년 6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ASEAN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서비스·투자분야는 2006년 2월 제9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자유화 방식 및 자유화 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협상중이다.
ASEAN은 인구 5억의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우리의 제5위 수출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ASEAN FTA 발효로 인해 우리의 대ASEAN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약 42억불, 대 ASEAN 무역흑자는 약 15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ASEAN FTA는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축(hub)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ASEAN FTA를 매개 삼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 시장과 동
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면, 이는 장래에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4) 한·캐나다 FTA 협상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4월까지 10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상품, 원산지,
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분과별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1월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현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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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과 미래유보 초안을 교환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 하였다.
한·캐나다 FTA 체결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상호 보완
적인 산업구조를 토대로 상호 실리적인 교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 민감품목을 충분히 고려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 한·인도 CEPA 협상 출범

전략적 가치를 가진 인도와의 FTA는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Joint Study Group) 출범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된 공동연구그룹회의 결과 2006년 1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연구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는 양국간 교역 및 경제구조의 보완성
을 감안할 때,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경제관계의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CEPA가 필요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2월 6일 인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은 한·인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2006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4월까지 6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한·인도 CEPA 체결시 양국간 교역증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품목에서, 인도는 섬유,
석유제품, 광물, 농산물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1조 3천억원의 GDP 증가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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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멕시코 FTA 협상 진행
2005년 9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시 양국 정상은‘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05년 11월 SEC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 초
공식 협상 개시와 협상 진행의 기본틀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6년 2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다.
협상은 2006년 6월 제3차 협상까지 개최되어, 상품·투자·서비스·경제협력 등 협정문안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상품양허 수준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차후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멕시코의 제안으로 협상 재개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였다.

4. 중국, MERCOSUR, GCC와의 FTA 여건 조성
1) 한·중 민간공동연구 완료 및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과는 2004년 11월 ASEAN+3 계기 한·중 정상
회담에서‘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외
경제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민감분야 등 양측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
며, 2006년 12월 최종 보고서에서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FTA 산·
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07년 3월부터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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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중 FTA의 협상 개시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 및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 수준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내 각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완료
우리나라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이자 인구 2억 2천만명의 거대 신흥시장인
MERCOSUR와의 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남미 방문
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상과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4차에 걸친 정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및 관세·비관세 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협상개시 여부는 MERCOSUR측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MERCOSUR와 FTA를 체결할 경우, 인구 2억 2천만명의 떠오르는 거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공산품 수출 증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수입
선을 확보하고, 나아가 심화되는 미주지역 경제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사전 예비협의 추진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2007년
3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GCC간 FTA 출범이 합의됨에
따라 현재 2007년중 한·GCC FTA 협상 출범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석유
및 석유류 제품에 대한 우리의 높은 GCC 의존도50)와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이 이미
GCC 국가들과 FTA 협상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FTA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50) 원유 수입의 68%, LNG 수입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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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강화

1. 한·미 통상 관계
한·미간 경제교류는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6년 한·미 교역규모는 768.3억불
에 달했다. 미국은 우리의 3대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다.

한·미 통상 관계
(2006년 기준)

한 국

미 국

수출액

431.8억불

324.6억불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투자액

21.5억불

17억불

투자 누계액

206.7억불

366.3억불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부품

(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2006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431.8억불로 전체 수출의 13.3%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
으로는 자동차(87.5억불), 무선통신기기(48.2억불), 반도체(38.9억불) 등 예년과 동일한 품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324.6억불로 전체수출의 3.1%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58억불), 반도체 제조용 장비(28.5억불), 항공기·부품(26.7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의 농·축산물 6대 시장으로서 2005년 기준으로 21.9억불 상당의
농·축산물을 미국으로 부터 수입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투자국(누계상)으로서 미국의 1962년~2006년간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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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액은 366.3억 불(신고기준)로 우리나라의 총 외국인 투자액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 대상국(누계상)으로서 1968년~2006년 간 대미 투자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206.7억불에 달했다. 2006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대비 36.8% 감소한
17억 불을 기록한 반면, 우리의 대미국 투자는 삼성전자, 한국석유공사, 효성 등의 신규 투자에
힘입어 전년 대비 49% 증가한 21.5억 불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미 교역동향
(단위:억불)

(단위: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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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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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2006년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미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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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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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 기준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중국과의
급속한 교역 확대, 미국내 한국 상품의 점유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국간 상호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시장(2005년 기준 1.7조불의 수입시장)인 미국에서의 우리의 입지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는 목표 하에 2006년 2월 3일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출범시켜, 2007년 6월 30일 최종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미 FTA 협상과 더불어 200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이래 수입이 전면 금지
되어 오던 미국산 쇠고기가 2006년 1월부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에 한해 수입 재개가
허용되었으나, 2006년 중 3차례 반입된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대상인 뼈 조각이 발견됨으로써
모두 불합격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쇠고기 문제는 양국간 최대의 통상 현안으로 비화되었다.

2. 한·일 통상 관계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는 수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 왔으며51), 투자, 사회
보장, 세관분야 등 각종 분야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01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에는 784.6억불로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달성하는 등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역 구조가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2006년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약 254억불을 기록하는 등 대일 무역역조 문제는 여전히 해결
이 필요한 과제이다. 동 과제의 해소를 위해 한·일 양국은 산업기술 협력재단간 교류, 한·일

51)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2.2억불에 불과하던 교역 규모가 2006년 784.6억불까지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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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회의 및 한·일 재계회의 등 한·일간 산업협력 지원을 통해 일본의 대한 투자유치 및
한·일 산업간 기술제휴 확대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교역동향
(수출,수입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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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대한 투자는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분야 중심에서 최근 부품소재 분야 및 기업간 협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3년
한·일투자협정 발효 이후, 일본의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일 투자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투입 비용, 일본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한·일 투자협정 발효이후 증가하였다.
양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일 경제통상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
12월 한·일 FTA 협상 개시와 함께 중단되었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2006년 12월 동경에
서 재개하였다. 동 협의회 재개는 양국간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통상 협의채널이 복원되었다
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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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일본의 대한 투자 동향
(단위 : 건수)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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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 투자 동향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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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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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통상 관계
한·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는‘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구축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제반
분야에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통상분야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시현하고 있다. 한·중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래 2006년까지 연평균 25% 수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교 당시의 64억불에서 2006년 1,180억불을 기록, 약 18배 이상 증가
하였다.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의 최대수출시장, 2004년부터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하였고, 우리는 중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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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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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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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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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수

지

-10.7

209.0

-

총

액

63.7

1180.2

▲18.5
(출처 : 한국무역협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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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 2 절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강화 181

제4장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통상외교

한·중 교역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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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양국간 무역액이 1천억불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 11월 양국 정상은 2012년
까지 무역 목표액 2천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무역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04년 202억불, 2005년 233
억불, 2006년 209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양국은 무역을 확대하는 기조하에 점차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구매사절단, 서부 대개발
조사단 파견 사업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양국간 투자에서도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2006년말 현재 신고기준 약 17,837건(254.5억불)에 달하였다. 인적교류에서도 2005년
425만명, 2006년에는 482만명에 이르렀으며, 양국 간 항공 운항편수는 주간 779편을
상회하고 있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5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한·중 경제 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
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다소간의 통상 현안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10월)을 비롯하여 통상장관회담(5월, 9월, 11월, 12월), 경제장관회의(8월),
산업협력위원회(8월), 투자협력위원회 등의 장관급 협의채널 및 경제공동위원회(12월), 무역
실무회담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식품 위생 안전 및 검사
검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통상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 1월 양국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협의체 및 산하 조기경보체제’
를 발족하여
운영함으로써 식품관련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 및 고위인사 상호 방문, 실무진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 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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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EU 통상 관계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52) 인구 4억 9천만 명(2006년 기준)의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EU 통상관계도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과 EU는 2001년 이후 양측간 교역액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상호 주요 교역국으로 급성장
하면서, 긴밀한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앙측 간 교역규모는 2001년
이래 2006년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또한 2001년 당시 47
억불에서 2006년 183억불로 약 4배 증가하였다. 특히, EU는 2006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있으며,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수출시장, 일본·중국·미국에 이어 제4위 수입시장
이 되었다.53) 2006년 기준으로 우리는 EU의 교역 상대국중 역내 국가를 제외하면 제8위 수입국,
제12위 수출 대상국이다.
한·EU간 투자에서도 EU는 누계 투자액 기준 세계 1위의 대한 투자국으로서 2006년 약 50
억불, 누계 투자액은 404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EU 누계 투자규모는 약 1,075건
(133억불)에 이르고 있다.
양 지역간 경제 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한·EU FTA 추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15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한 FTA 예비협의가 2006년 7월과 9월 두차례 개최되어
양측의 FTA 추진시 기대수준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6년 9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ASEM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 양측간 주요 통상현안과 한·EU 교역·투자 및 경제·통상

52)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신규가입으로 27개 회원국으로 확대
53)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신규 무선 통신기기,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반도체, 농약,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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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전반에 관해 협의하면서 한·EU FTA 추진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양측은 한·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적 절차를 개시하였다.
한편, 제5차 한·EU 공동위가 2006년 6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한·EU간 경제동향 및
정책,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및 양자간 통상현안 등에 관해 논의함
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EU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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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3,424

19,627

21,694

24,887

37,830

43,660

48,450

수입

15,788

14,920

17,107

19,380

24,187

27,295

30,110

무역수지

7,636

4,707

4,587

5,507

13,643

16,365

18,340

총교역량

39,212

34,547

38,801

44,267

62,017

70,955

78,560
(출처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대한 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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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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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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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자원부)

이와 더불어, EU 회원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과의 정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통상현안 및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2006년 10월 19일 개최된 제19차 한·불
경제공동위에서는 한·불 사회보장협정 조기 비준, 한·불 항공기 복수취항 및 노선증편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및 자동차·화장품·의약품·농산물 등의 통상현안 해결방안
을 협의하였다. 2006년 12월 1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영 경제협의회에서는 농산물,
의약품, 서비스 등 양자 통상현안 뿐만 아니라, WTO/DDA 협상·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정보통신·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EU의 수입규제조치와 관련 EU측과 양자협의, 정부입장서
제출, 우리 업체에 자문 제공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111건

적인 양자교섭 노력을 통해 2006년 한·EU 수입규제 최대 현안인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케이
스에서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별도로, EU의 하이닉
스 DRAM 중간재심 관련, 11월에 수입규제대책반을 EU에 파견하여 EU측과 협의하고 우리 입장
을 전달하였다.
정부는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제기하는 통상현안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연례통상환경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서를 작성,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각종 투자 및 통상관련 애로
사항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EU측 요구 사항 중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그 수용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5. 수입 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외국의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9월에 정비된
수입규제대책반은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사안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입규제 조치국과의 양자교섭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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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인 10건 포함)의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 중 EU가 6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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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대책반 주요 활동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사개시 이전, 조사 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 구성
● 수입규제국과 정부간 양자협의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이 방문하여 정부간 양자 협의를 가지고 우리 업계 및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
● 서한, 정부입장서 전달
•사안이 중대한 경우,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는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피력

외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국별/조치별 수입규제 현황
(2006년 12월 현재)

순 위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1

중국

21

0

0

0

21

2

인도

19

0

0

1

20

3

미국

12

1

5

0

18

4

호주

9

0

0

0

9

5

EU

5

0

1

0

6

6

터키

6

0

0

0

6

7

말레이시아

4

0

0

0

4

8

남아공

4

0

0

0

4

9

파키스탄

3

0

0

0

3

10

캐나다

3

0

0

0

3

※ 전 세계적으로 총111건(조사 중 10건 포함)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6년에는 EU,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 8개국에 수입규제
대책반이 파견되었고 여러 양자교섭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 개진한 결과, 2006년도 34건
의 수입규제 최종 판정 중 23건이 관세철회, 조사종결, 관세인하 등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정되
었다. 특히 2005년 5월부터 문제가 되어온 EU의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EU
시장점유율 최대 업체인 삼성의 양문형 냉장고 및 LG의 3도어 냉장고가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186

제외되고, 대우 및 LG 양문형 냉장고의 확정 관세율(각각 3.4%, 12.2%)이 잠정관세율(각각
9.1%, 14.3%)보다 대폭 감소된 것은 업계의 대응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양자교섭을 통
해 얻어진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54)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앞으로도 수입규제 관련 업체 및 협회와의 공조 하에 주요 교
역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수입규제 건수 추이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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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현재

※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2004년 이후 감소 추세

54) 그밖에 러시아 시안화나트륨 세이프가드 조사종결(7월), 인도 나일론 필라멘트사 반덤핑 관세 하향(태광 : 52%→49.9%, 효성 : 62.55%→47.47%)
판정(7월), 중국 페놀 반덤핑 규제대상에서 LG 석유화학 제외(9월), 남아공 카본블랙과 PVC 반덤핑 관세 종료(7월, 11월), 호주 철강파이프 반덤핑
조사 종결(12월), 터키 폴리에스터 원사 반덤핑 관세 하향(7.06%~17.96%→5.2~5.7%) 판정(5월) 등도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과 더불어 수입규제 대책반활동 및 적극적인 업계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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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수입규제 조사·조치 철회 사안
▶ 반덤핑
제소국가

피소품목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호주

EU

종료시기

구분

H형강

3월

규제 종료

Stainless Steel Angle

6월

규제 종료

6월

무혐의 판정

동관

3월

규제 철회

철강파이프

12월

조사 종료

3.5 플로피 디스크

2월

규제 철회

PET필름

8월

규제 종료

양문형 냉장고

8월

규제 종결/미소마진

칼라TV용 음극선관(CPT)

11월

조사 종결

크래프트라이너보드(골판지)

1월

규제 철회

EPDM(유기합성고무제품)

2월

조사 종결

냉장고

6월

규제 종료

세탁기

6월

규제 종료

PVC

11월

소급 종료

카본블랙

7월

규제 종료

아르헨티나

아세테이트염색직물

6월

규제 종료

브라질

데기덱스나일론 6사

6월

규제 종료

캐나다

자전거

9월

규제 종료

중국
뉴질랜드
남아공

※ 덤핑율이 아주 적은 마진일 경우(약 2%) 덤핑 조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말함.

▶ 세이프가드
제소국가

피소품목

종료시기

구분

러시아

시안화나트륨

7월

조사 종결

일회용라이터

1월

조사 종결

Cast Glass & Rolled Glass

9월

조사 종결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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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국제경제기구 및 다자통상협상 주도적 참여

1. 2006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경과

에서 공식 출범한 이래, 세계무역질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다자무역체제에 대
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2006년 4월말까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
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을 채택하고
2006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상반기에 협상이 집중적
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제안서 제출, 공조그룹 협의 등을 통해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
다.
그러나 농업 시장접근, 농업 국내보조,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의 3대 핵심 이슈에 대해
EC, 미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국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2006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가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2006년 7월에는 DDA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EC, 인도, 브라질 등 주요 협상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히 개도국의 위상이 높아져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협상 중단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모든 참가자들의 이익과 입장을 조화시켜야 하는 다자협상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DDA 협상 일시 중단이
다자무역자유화를 통한 선진 통상국가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APEC DDA 정상 특별성명 채택을 주도하는 등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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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제4장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통상외교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국내적·국제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DDA 협상 중단의 장기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회원국들은 2006년 11월 DDA 협상
을 실무차원에서 기술적 사안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2.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우리의 대응
1) 농업
2006년도 상반기 농업협상은 협상 중단선언으로 인해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홍콩
각료선언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 되었다. 관세감축률,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특별품목 등 핵심이슈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세부적인 이슈들도 협상테이블로 올라옴에 따라 모든 쟁점들이
문서형태로 총망라되어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11월에 DDA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재개된 이후에도, 농업협
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팰
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
의 복수국간 협의(fireside chat)55)와
협상 진전을 위해 출범한 오슬로그
룹56) 협의가 비공식차원에서 개최되
농업 협상 전체회의(2006.5.30, 제네바)

55) 주요국간 대사급 비공식회의
56)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케냐, 인도네시아 등 대륙별 대표성을 띤 6개국
57) 농산물 수출국 중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Cairns시에서 공식 결성되었으며, 회원국은 18개임
58)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나이지리아 등 20여 강경 개도국 그룹
59)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농산물 수입국 그룹
60)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 공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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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여기에 미국, EC, 케언즈 그룹57), G2058), G1059), G3360) 등 협상 그룹내 또는 그룹간에 기
술적 사안에 대한 실무수준의 협의가 병행되는 상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업 협상의 성공은 DDA 협상 타결의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분야에서의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농업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균형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수 및 대우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입국과 개도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G10, G33등 우리와

관세 및 농업보조금 관련 G-4 입장

자국의 농업보조금 총 170억불로
낮출 용의

농업보조금
120억불로
감축 요구

EU
농산물 관세를 평균 50%이상
감축하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 확보

농업보조금 대폭
(150억불 이하) 감축 요구

개도국
공산품 계수
20이하 요구

개도국
공산품 계수
20이하 요구

선진국 농업관세
대폭 감축 요구

인도·브라질
개도국 공산품 계수 25~30 고수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2006년 NAMA 협상은 6월까지 6차례 개최되었으나, 관세감축공식61),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61) 관세감축공식 관련,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

t1 =

A × t0
A + t0

A : 계수,

t0 = 인하전 관세율,

t1 = 인하후 관세율

관세감축공식의 계수(A)는 관세 상한으로, 예를 들어 공식의 계수가 10일 경우, 비농산물 품목의 관세율은 10%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까지 선
진국과 개도국에 각각 다른 계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나, 계수의 범위, 즉 관세감축 수준에 대해 미국·EC 등 선진국과 인
도·브라질 등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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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세
60% 이상 감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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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허 품목 등 이른바 NAMA 핵심 3대 이슈에 대한 진전은 별로 없었다. 특히 2006년 6월 제
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좁
히지 못해, NAMA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DDA 협상이 중단되
고 말았다. 그러나 2006년 11월 DDA 협상이 실무차원에서 재개된 이후, NAMA 협상그룹 의
장주재 전체 대표단 비공식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국가간 입장 대립이 극명하지 않
으면서도 논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술적 이슈인 비관세장벽(NTB),
분야별 무세화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비농산물은 품목 수나 교역규모면에서 농업보다 월등히 많고, 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NAM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세적인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진전을 위해 유사 입장
그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였다.

3) 서비스
2006년도 서비스 협상은 2005년 12월 개최된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이 채택한 복수적 요청/양허 협상62) 2차례를 포함하여 총 6차례 개최되었다. 회원국
들은 총 20개의 복수적 요청/양허 협상그룹을 구성하였던 바, 우리나라는 해운, 통신, 금융 등
10개 분야에서 양허요청국으로, 법률, 시청각, 항공운송 등 8개 분야에서 양허요청 대상국으로
각각 참여하였다. 2006년 7월 협상중단 전까지 각 회원국은 2005년 제출한 수정양허안을 토
대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양자간, 복수국간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4개월간의 협상중단 기간을 거쳐 DDA 서비스 협상은 2006년 11월 재개되었고, 구체적 양
허협상과 더불어 제2차 수정양허안 제출시한 재설정 문제 등 협상 모멘텀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62) 복수적 요청/양허 협상이란 말 그대로 각 서비스 분야별로 관심이 높은 복수의 국가들간 협상으로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이들 국가들로
부터 시장개방 요청을 받는 국가들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들로부터 시장 개방 요청을 받게 될 경우, 1대1 양자협상에 비해 양허요청
대상국이 시장개방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효과가 있어 기존 양자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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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선도 산업이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해외진
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신, 금융, 유
통, 건설, 해운의 5대 인프라서비스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동 분야에 대한 각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여타 협상 분야
여타 협상분야로는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이행, 지식재산권, 환경 등이 있다. 규범분야에

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2006년 하반기 협상이 다시 재개되자 규범 협상그
룹은 논의현황이 가장 뒤쳐져 있다고 평가되는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협의가 진행
되었다. 수산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것은‘지속가능한 개발’
과 개도국에 대한
S&D 대우63) 문제로, 향후 협상에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제도 그리고
지식재산권 협정(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총 3회에 걸쳐 TRIPS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역점
을 두었다.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하는 경우, 생산
지를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EC 등 구대륙 국가는 기존의 포도주 및 증
류주에 대한 특별보호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를 구속적인 다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보호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호주 등 신대륙은 이에 반대함으로써 구대륙 국가와 신대
륙 국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TRIPS와 CBD와의 관계에 관한 협상에서도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보유국의 주권

63)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개도국의 경제 상황이나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협상의무 이행에 있어
여타 선진국 보다 관대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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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반덤핑 Friends그룹을 형성해 반덤핑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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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를 인정하는 CBD 협정 이행을 위해 TRIPS협정 개정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협정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선진국 입장이 대립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개발·이행 분야에서는 개도국이 제출한 총 88개의 협정별 제안을 중심으로, WTO 협정상
의 개도국 우대 조항의 내용과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2006년에는 기합
의된 35개 제안을 제외한 53개 분야에서 협의가 지속되었다. 11월 협상이 실무차원에서 재개
된 이후에도 개도국 우대 협상은 농업, NAMA 등 DDA 협상내 주요분야의 진전 상황에 영향
을 받으며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환경 협상에서는 WTO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정(MEAs: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상의 특정 무역의무(STO: Specific Trade Obligation)간의 관계문제,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자유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MEAs와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2004
년 6월 이후 특정 무역의무 이행과정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소개하는 제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문제는 환경상품의 정의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환경상품 정의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으나, 06.12월
회원국들은 각국이 제출한 환경상품 리스트를 축소하고 선별하여 향후협상의 기초로 삼자는데
합의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 8, 10조의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 수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함께 콜로라도 그룹64)을 형성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 해 동안 9회에 걸친 무역원활화 협상에 참석
하면서 위험관리, 단일 서류접수 창구, 통관시간 등 총 3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여타
5건의 제안서에 대해 공동제안자로 참여하였다. 주요 개도국들은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을 강조하고 있는바, 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가 협상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64) 콜로라도 그룹이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결성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칠레, 홍콩,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모로코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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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활동 성과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70%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DDA 협상이 성공리에 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6년 상반기 분야별 협상에 총 30건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2006년 7월 DDA 협상이 중단된 이후 우리는 각종 양자회담 계기에 DDA 협상의 조속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APEC DDA 정상 특별성명 채택 등 다자차원에서 DDA 재개 노력에 앞장서
왔다. 동시에 WTO 주요회원국의 고위관리 및 담당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DDA 협상의 조속

진전시키면서 각 분야별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업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발도상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NAMA 및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규범협상에서는 협정개정을 주장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와 공조해 왔으며, 계기별로 개최되는 소규모 각료회의 및 각료급 협상과
정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국내적으로도 관계부처와 업무협조, 이해집단과 협의 및 대국민
홍보 등 제반 노력을 통해 국내의견을 수렴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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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를 희망하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등 DDA 협상 재개를 우리나라는 DDA 협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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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
출하며, 투자 유입과 함께 관련 기술 및 경영 노하우가 이전되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창
출한다. 이러한 FDI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대내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대외
적으로는 유리한 투자여건과 개혁·개방적 정책을 홍보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외국인 투자유
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1998년~2006년 투자 유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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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98년 4월에 제정한‘기업
활동 지원준칙’
을 발판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 우리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널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에 설치되어 있는‘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
을 통해 공관 소재 지역내 유수
외국기업을 접촉, 투자정보 제공, 유치활동 전개 등 이들을 적극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관계부처와 민간경제단체가 해외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 경제설명회를 지원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파견하는 투자유치사절단에 대해서도 주재국 법령·
제도 정보제공, 현지 활동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112억불(신고기준)에 달하였다. 이는
전년도 수준(약 115억불)보다 감소한 수치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필드형65)
중심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과 외국 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외교통상부-해외진출
기업-외국 정부’
간 삼각 협력체제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해외진출 기업대표와 해당지역의 주한
공관장들을 초청, 사업 발굴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설치된‘통상·
투자진흥종합지원반’
을 활성화하여
통상현안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직접 해소하
거나 해결을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외교통상부와 해외건설협회간 업무협력 약정식(2007.7.18, 서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5)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설립 등이 수반되는 투자로 M&A 형태의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 및 기술 유입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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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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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신흥 유망시장 및 틈새 시장의 개척,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진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영업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력약정 체결66)을 토대로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각종 입찰 정보, 재외공관이 보고하는 주재국의 경제통상 관련 법령·
제도·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단체와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해 외교
통상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의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함으로써 제공
되는 정보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서울과 부산
에서 UN 조달시장 공동 개최 등 상호
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유엔사무국 조달국의 세미나 자료 표지(2006.2, 서울)

시장 개척과 확대, 수출선 다변화를 돕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출범과 함께
1998년부터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경제단체,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통상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체제하에 2006년에는 중남미 전자정부 및 IT 솔루션 시장 조사단을 파견
하였으며, 북경 하이테크 엑스포 및 동경 국제 게임전시회 등 해외 유수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단을 구성, 파견하는 등 총 11차례의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사업을 지원하였다.67)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출유망 분야의 전략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66) 2004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와 각각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2007년 7월18일에는 해외건설협화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67) 통상투자사절단은 북미, 유럽 등 전통적인 시장이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거대시장,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1998
년부터 2006년까지 총 130여 개국에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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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남아, 중국, 스페인, 인도 등 4개 전략시장에 34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였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장기간의 시장조사와 현지 수요 파악을 거쳐 실리콘밸리 지역에
파견한 투자유치 사절단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현지 유수 기관인 SD Forum과의
연계, 설명회를 기획하여 기술과 콘텐츠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정보기술 업체들과 온라인
게임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을 직접 찾아가 1:1 상담회를 통해
투자유치를 추진함으로써 중개자(match-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2001년 12월부터 전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도 제공하고 있다. 2006년에는 경제·통상제도, 법률규정, 시장정보 등에 대해 총 11,475건의
문의가 접수되었고, 재외공관은 이에 대해 충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였다.

우리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실적
(단위 : 지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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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해 고객지향형 1:1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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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통상 정보 제공
외교통상부는 경제·통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중동지역내 공관을 비롯하여
130여개 재외공관이 보고한 각국의 개발 프로젝트, 정부조달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관련부처와
경제단체, 기업 등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최근 시장정보란 및
해외입찰정보란에서는 보고한 각종 경제통상, 산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사례집」
은 50개 재외공관
에서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겪은 다양한 유형의 통상마찰과 애로사항 관련 114건의
사례를 수록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담고 있어 이들
기업들에게 해외진출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
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
력을 감안, 베트남 경제
와 외국인투자환경 등
을 포함하여 부동산 및
건설관련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한「베트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사례집」
,「베트남 부동산·건설시장 진출가이드」

남 부동산·건설 시장
진출가이드」
도 발간하
였다.
한편, 주요 교역대상
국인 70개국의 통상환
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분석한「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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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 통상·투자 진출안내서」

통상환경」
의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고, 200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인도 통상·투자진출
안내서」
도 발간하여 급부상하는 인도 시장에 대한 통상정책 및 투자환경을 우리 업계 및 모든
경제통상 유관기관에 널리 배포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영업활동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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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외국의 통상환경」은 CD 형태로도 발간하여 관련부처, 기업은 물론 연구소, 학계, 국회, 언론, 지방자치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었고,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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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글로벌 및 지역 이슈에 대한 대응강화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 참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 회원국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선진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들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규범
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세계화 연구의 중추적 기구로서 무역, 환경, 사회복
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화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
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로 도약할 수 있는 선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각료이사회(2006년 5월), 개발환경장관회의(2006년 4월), 고용전략 관련 고위급포럼(2006년
6월)을 비롯하여 25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OECD 선진 논의와 규범
등을 국내정책에 반영하고 수용해왔다.
2006년 5월 23일~24일간 개최된 각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을 수임하여 OECD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DDA 협상대사가 참가하여
OECD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제 개혁, 거버넌스 개선 및 세계무역기구 DDA 협상 진전방안 등
이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선진화 촉진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10주년을 기념한 국제회의를 2006년 9월 22일 서울에서 개최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등 OECD 관계자, 주한
외교단, 정부인사, 경제계, 국제기구, 학계, 연구소 등 각 분야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여
OECD 가입 성과와 우리의 당면 현안, 향후 한국과 OECD간의 협력방안을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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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규제개혁 검토회의 이후 OECD는
권고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정부
역량, 시장개방, 경쟁, 정보통신, 교육
분야에 있어 규제개혁 진전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OECD 가입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시 한명숙 총리 축하 메시지 방영
(2006.9.22, 서울)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선진국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세청장회의를 9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국제적 조세회피 대처방안, 조세행정조직의 혁신 방안을 논의
하였다. 10월에는 서울에서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OECD 회원국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등 OECD 중견회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선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OECD 사무국 진출확대 추진, OECD 사무국 공무원 파견제도 개선, OECD
센터통합 등을 통해 OECD에 대한 참여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에게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유가의 지속, 자원 확보 경쟁 격화, 자원 민족주의 대두 등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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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우리 사회를 전환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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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06년에도 자원 정상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자원 확보의 비약적
증가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6년 정상외교 5대 성과사업

정상외교 5대 성과사업

주요내용

추정매장량(한국지분)

나이지리아 OPL 광구

2006.3, 본 계약 체결

20억 배럴(12억배럴)

카자흐 잠빌 광구

2006.9, 공동개발합의의정서 체결

16억 배럴(4.5억배럴)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

2006.12, 세부계약 완결

37억 배럴(15억배럴)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

2006.8, 본 계약 체결

14억 배럴(2.8억배럴)

아제르 이남광구

2006.5, 지분참여 독점협상권 확보

20억 배럴(최대4억배럴)

1) 주요국과의 에너지 대화 구축
국제 에너지 시장은 자원 수출국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공급자 시장(seller's market)으로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소비 대국간 연대를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2006년 12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국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를 열어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과 역내 에너지 안보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국가간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과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다.

2) 러시아, 아·중동 국가등 자원부국과 전략적 에너지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신흥 에너지자원 부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동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부국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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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러시아와의 자원협력 강화
러시아 극동 지방은 석유, 가스 등 자원의 보고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가스 등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 조사단
파견(2006년 7월), 한·러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2006년 11월) 등을 통해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2006년 10월)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캄차카 유전

게 진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세미나(2006.11.22, 서울)

나. 아·중동 국가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
정부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의 산유국과 기존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
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잠빌 광구 개발 프로토콜 체결(2006년 9월), 블록 8(Block 8) 광구 한국컨소
시엄 100% 지분매매계약 체결(2006년 8월), 새로운 우라늄 광구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및 2010년~2016년간 우라늄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2006년 9월)하고, 아다(Ada)
광구 등 주요 육상광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는 아랄해 유전
공동개발 사업 관련 생산물 분배계약(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수르길 광구
공동사업추진 양해각서, 한디자 아연 광산 공동개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였다.

3) 원자력,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협력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하여 원자
력, 핵 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을 개발, 활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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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사할린산 LNG 도입 사업이 순조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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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현재 총 22개국(발효 19개국, 미발효 3개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는 양국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원자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OECD 원자력위원회(NEA: Nuclear Energy Agency), 아시아
원자력 포럼(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아·태 원자력 협력 협정
(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 등 다자간 원자력
에너지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또한, 정부는 핵융합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
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핵융합 발전이 실용화될 경우 핵융합 발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막대한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ITER 사업의 참여는 ITER 설계 및 건설과정에서 생성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핵융합기술의 도약 계기를 마련하고 ITER 장치
제작, 공급에 국내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첨단 원천 기술의 이전과 축적을 통해 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선진국들의 정책, 기술 등을 수집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제공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파트너쉽(REEEP),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
파트너쉽(IPHE), APEC 재생에너지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다자간 협력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의 정보교환,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 몽골과 실증연구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4)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지원 체계화 추진
정부는 효과적인 에너지 외교 추진을 위해 32개 자원거점 공관을 운영중이며 아제르바이잔
등 자원부국에 공관을 신설하고 자원관을 파견하여, 주요 자원부국의 에너지·자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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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찰 정보를 파악,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총 25개의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카타르와 자원
협력약정 및 한·러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에너지 외교의 성과를 내실화·다각화하기 위해 민관 자원협력
조사단을 러시아, 아프리카, 아제르바이잔에 파견한 바 있다. 또한, 국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외교통상부·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에너지 토론회도
지원한 바 있다.

남미자원협력센터는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순방 이후 남미국가들과의 자원협력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
에서 2006년 4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설치되었다. 동 센터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농축산, 임업, 수산자원
분야 조사활동을 통해 대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에 투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남미 10개국 자원현황」
,「아르헨티나 23개 주 자원 현황」
,「2006년 아르헨티나 국제광업회의 결과」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남미자원 웹사이트(saresource.mofat.go.kr)를 통해 남미자원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3. 분야별 경제협력 강화
1) 항공·해운·철도 등 물류협력 강화
국가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항공, 해운,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0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에서 3국은 효율적인 동북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에 합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파악, 개선해 나감
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교역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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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자원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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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분야의 경우 정부는 2004년 11월 김포-도쿄간 셔틀 노선 개설에 이어 김포-상하이 셔틀
노선 개설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 항공 협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 항공시장의 60%
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EU간 항공자유화 합의 등 세계적 항공 자유화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미국과의 항공자유화 실시(1997년)에 이어 중국과 2010년까지 전면적 항공자유화 추진에 합의하고
ASEAN 국가와의 항공자유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EU 국가 중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항공대국과 항공회담 등을 개최하여 항공 노선 확대 및 공급력 증대에 합의한 바 있다. EU
국가와의 협상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EU 국가 간 항공분야 정책 통일을 추진하는 EU
공동체 규범을 고려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인천-파리 노선의 경우
승객 편익 증진, 항공 산업 발전등을 고려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해 복수취항과 증편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해운분야의 경우, 정부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양자간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그리스와는 2006년 5월 그리스 해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해운협정에 가서명하고,
2006년 9월에 동 협정을 정식 서명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ASEAN 등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해운 분야의 국가 이익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한편, 정부는 철도 분야에서도 남·북·러간 추진 중인 TKR-TSR(Trans Korea RailwayTrans Siberian Railway)를 연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6년 3월 남·

항공자유화 현황
구분
여객·화물 자유화
화물자유화

체결국가
미국(1998), 몰디브(1990), 칠레(2001), 페루(2002), 베트남(2006. 4),
태국(2006. 5), 중국(산동성, 2006. 6), 캄보디아·미얀마(2006. 9)
인도(1991), 오스트리아(1996), 스리랑카(1997), 호주(1998),
독일(2001), 북유럽3국(2002), 케냐(2005)

※ 항공자유화 : 항공사 보호 및 안보 등을 위해 운항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통적인 체제를 철폐하여 항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
적으로 운항하도록 허용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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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3자 철도운영자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나진-하산간 철도 개량 사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 나진-하산간 철도 개량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부산-나진간
운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선을 이용, 부산-나진간 해상수송 후 TSR을 경유한 화물 수송이
가능하게 되어 TKR-TSR이 본격적으로 연결뿐만 아니라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UNESCAP 교통장관회의를 적극 지원하여 교통 분야의
새천년 개발목표를 설정, 향후 회원국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아시아 횡단
철도망 정부간 협정 서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장관선언문

2) 과학 및 우주분야 협력 강화
정부는 과학·우주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21세기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과학기술을 개발 도상국에 이전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양자간 협력으로 한·EU 과학기술협력 협정 서명, 한·튀니지, 한·인도, 한·이탈리아 과학
기술 공동위를 개최하는 성과가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우주 기술 선진국과의 우주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는 2006년 9월의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발효,
한국인 우주인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특히 2006년 10월에 체결된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위성발사체계 능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자 외교 노력으로 정부는 2006년 9월 갈릴레오 협력협정69)에 공식서명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국내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제공, 국내 기업 연구
기관의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참여를 통한 기술축적 및 수신기 원천 기술 확보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9) EU 갈릴레오 프로그램 :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지구 상공 23,222km에 30기의 위성을 배치하여 2010년부터 위치확
인 서비스 및 시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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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태지역의 교통개발을 위한 부산선언문 채택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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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인 후보 선정의 의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6위, 과학 경쟁력은 세계 12위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이미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은“어렵고 복잡한 것”
이라는 인식이 국민 저변에 깔려있다. 이는 우수한 청소년들의‘이공계 기피현상’
을 초래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2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주인 배출사업에 나선 것은 이같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고 더 나
아가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주인 배출사업이 이벤트성 전시행
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과학과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범국가적인 과학기술 행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대중화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동경하는 미지의 세계인‘우주’
를 선택, 지난해부터‘스페이스 코리아’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리랑 2호를 발사하고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등 각종 우주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스페이스 코리아 운동의 최고 이벤트는 역시 우주인 배출 사업이었다. 국민적 축제 형식을 빌어 2006년 4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주인 후보를 공모, 9개월 동안 4단계의 선발절차를 거쳐 우주인 후보를 선정하는데 36,206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선발 절차만으로도 과학대중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은 우주정
거장에서 지구로 귀환한 후‘과학홍보 대사’
로서 과학대중화에 앞장 서게 된다.
우주인 선발은 과학대중화 효과 외에도 우리나라 우주개척 사업의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정
부는 2015년까지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해 20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을 개발, 발사하고 고흥에 우주센터를 건설
하는 등 세계 10위권의 우주강국에 진입한다는 국가 우주개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 일정 : 2006년 4월 21일 ~ 12월 25일
접수 및 등록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

최종 선발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

기초체력평가
필기전형(영어,상식)
기본신체검사

심층체력평가
정신/심리검사
심층면접

정밀신체검사
우주적성검사Ⅰ
상황대처능력

우주적성검사Ⅱ
(합숙평가/훈련기탑승)
현지적응평가

245명 통과

30명 통과

10명 통과

2명 통과

9.3~10.15

10.21~22

10.28~11.23

11.23~12.25

4.21~7.14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2명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가가린 센터에서 우주적응 및 우주과학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훈련을 받게 되며, 이 중 1명이 탑승우주인으로 선정되어 2008년 4월경에 러시아 소유즈호에 탑승하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7일~8일간 머물면서 과학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3) 수산분야 협력강화
정부는 지역수산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책임있는 원양조업국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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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로 어획쿼터가 설정되어 있는 5개 국제수산기구70)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3만 8천톤의 현행
쿼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설립 추진 중인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아·태 양식기구(NACA: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 in Asia and the Pacific) 및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
구 회의에도 적극 참여, 기구 설립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5년에 가입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의 제74차 연례회의를 2006년 6월 부산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
의 영향력 증대 및 국제적 위상강화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양자 협력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근국가와 주요 수산국과의 양자 수산협력에

동북아 수역에서의 지속적인 어장과 어획량을 확보함과 아울러 주요 수산국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우리 근해 및 원양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수산분야 협력 현황

어업협정
이행

제9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양국간 상호 입어척수 및 쿼터량 설정

(2006년 12월, 동경)

(각 1,025척 60,500톤)

제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양국간 상호 입어척수 및 쿼터량 설정

(2006년 12월, 서울)

(한：1,600척 68,000톤, 중：1,917척 71,930톤)

제16차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

2007년도 러시아수역 어획쿼터 34,115톤 확보

(2006년 12월, 모스크바)

(명태, 꽁치, 대구, 오징어, 가오리, 청어, 복어, 가자미)

파푸아뉴기니 수역 입어료 인하(전년대비 5.8%) 및 키리바시 수역 입어료 인상 최소화
솔로몬 및 나우루와 장기 입어약정 체결(현행 1년 단위 → 5년 단위)
수산협력
약정 이행

제4차 한·노르웨이 수산협력회의 개최
(2006년 2월 17일, 서울)

양국간 수산과학기술 분야 협력 및
한·EFTA FTA 후속조치 이행 방안 논의

호주, 솔로몬 및 베트남과의 수산고위급 면담 개최

신규

우루과이, 콜롬비아와 수산협력약정문안 최종합의, 알제리, 브라질과 수산협력약정 체결 추진

수산협력

태평양 도서국(키리바시, 솔로몬), 아프리카 연안국(기니, 기니비사우, 앙골라) 등에 컴퓨터 및

모색

통신기기 등 원조

70) 5개 국제수산기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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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통상외교

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