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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상 역

자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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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한 주 역 과 역비 변

자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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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한 본 수 / 역 비

자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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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본 한 수 / 역 비

자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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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주 역 목 (2008)

수출 수입

순위 품목(MTI 2단위) 액수 비중 순위 품목(MTI 2단위) 액수 비중

1 전자부품 5,148 18.22% 1 철강제품 11,686 19.17%

2 광물성연료 3,913 13.85% 2 전자부품 7,817 12.82%

3 철강제품 3,886 13.75% 3 석유화학제품 4,118 6.76%

4 산업용전자제품 2,237 7.92% 4 정밀화학제품 4,022 6.60%

5 석유화학제품 1,621 5.74% 5 정밀기계 3,930 6.45%

6 정밀화학제품 1,045 3.70% 6 수송기계 3,775 6.19%

7 기계요소공구및금형 914 3.24% 7 산업용전자제품 3,583 5.88%

8 비철금속제품 912 3.23% 8 기초산업기계 3,176 5.21%

9 수송기계 801 2.84% 9 플라스틱제품 2,799 4.59%

10 산업기계 722 2.56% 10 산업기계 2,600 4.27%

소계 75.04% 소계 77.93%

자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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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전체 10,419 21,952,734

농・축・수산・광업 117 43,246 서비스업 4,226 9,642,227

농・축・임업 43 25,850 도・소매(유통) 2,068 2,407,081

어업 27 3,409 음식・숙박 314 2,402,827

광업 47 13,987 운수・창고(물류) 205 425,636

제조업 5,883 11,981,305 통신 36 585,400

식품 303 270,438 금융・보험 382 1,527,247

섬유・직물・의류 328 329,626 부동산・임대 115 255,578

제지・목재 80 52,428 비즈니스서비스업 832 1,445,731

화공 858 1,945,142 문화・오락 118 491,497

의약 50 41,152 공공・기타서비스 156 101,229

비금속광물 273 1,375,416 전기・가스・수도・건설 193 285,956

금속 429 673,871

기계・장비 908 895,961

전기・전자 1,717 5,028,148

운송용기계 449 1,087,005

기타제조 488 282,118

본 업 별 한 직 : 1962~2008 누 (단 : 건,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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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계

한 본 직 : 1990~2008 신고 액 (단 :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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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1. 한- 양 계: 계

한 본 직 : 업 별 (단 : 건, 천 달러)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총계 3,007 3,211,448 2,405,116
농업, 임업 및 어업 4 181 172
광업 1 497 497
제조업 581 435,762 403,66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3,032 2,844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119 119
도매 및 소매업 859 764,415 616,0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62 411,380 356,022
금융 및 보험업 13 393,576 33,58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00 660,303 587,3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7 367,805 272,749
기타 373 174,380 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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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2. 한- FTA 진 (김양희 외 (2008) 및 외교통상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v ‘21 새 운 한- 트 십 공동 언’(1998)
• 한-일 FTA 추진을 지지
• 1998.11 양국 통상장관은 민간공동연구 합의

v 민간공동연 진행 (~200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JETRO-IDE) 참여
ü 한국의 GDP와 후생은 각각 0.07%, 0.19% 감소
ü 대일 무역적자는 61억 달러 증가

v 한- FTA 비 니스 포럼 진
• 정부차원의 FTA 논의를 민간차원으로 확대, 민간의 의견을 수렴
• 1,2차 회의를 통해 양국간 FTA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v 산 학 공동연 개 (2002.7~2003.10)
• 양국정상,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 연내 협상 개시와 2005년 말까지 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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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2. 한- FTA 진

v 상 진행
• 제1차 협상 (2003.12)
• 제2차 협상 (2004.2): 의제별 기본입장 교환
• 제3차 협상 (2004.4): 협정문 초안 상호 교환
• 제4차 협상 (2004.6): 협상분과별로 상세 논의
• 제5차 협상 (2004.8): 통합협정문 작성
• 제6차 협상 (2004.11): 상품양허안 및 품목별 원산지규정 협상

v 2004 6차 후 상 단
• 일본 농업부문의 소극적 양허안 및 여타 우리 관심사항에 대한 부정적 태도
• 이후 경제적 요인 외에도 양국간 정치/사회적 문제도 영향

v 상 재개를 한 실 개
•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 개회 (2008.6.25, 

동경)
•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 개회 (2008.1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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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거시경 효과: 연 결과

GDP 성장(%) 후생변화(%)

KIET(1999) -0.07 0.48

KIEP(2000) -0.07 -0.19

IDE(2000) 0.06 0.34

Scally & Gillbert(2001) -0.28 -

Nakajima & Kwon (2001) 0.02 -

ERINA
정태:0.29 
동태:1.09

정태 18.1억 달러
동태: 39.7억 달러

KIEP(2002) 0.02 -0.24

Urata & Abe(2004) 0.27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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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거시경 효과: 모

• GTAP DB Version 6

• 분석 방식:
1) 한-일 FTA만 발효되는 경우
2)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후, 한-일 FTA가 발효되는 경우

• 국가분류

한일 FTA만 발효되는 경우
한미, 한EU FTA 발효후 한일 FTA가 발효

되는 경우

1 한국 한국

2 일본 일본

3 기타세계(ROW) 미국

4 EU(27개국)

5 기타세계



15

3. 한- FTA 거시경 효과: 산업 류

한- FTA 거시경 효과

산업 HS 코드 산업 HS 코드

농

수

산

업

1006

제

조

업

채취업 25~28

유․직물 50~60곡물·과일 채 07, 08, 10(1006제 ), 12 

육 낙농 01, 02, 04 의복 61~63

화학․고무․플라스틱 28~40가공식 15~24

타농업 05, 06, 09, 11, 13, 14 철강 72~73

비철 74~83수산업 03

비

스

업

건 자동차 8701~8708, 840720, 840830

타수 86, 8709~8716, 88, 89유 ( 매)

․창고 전자 85, 901380, 901390

신
계

84(840720, 840830 제 ), 

90(901380, 901390 제 ), 91융

타제조업 41~49, 64~71, 92~97

사업

사회․보건․ 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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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거시경 효과: 시장개 시나리

v 시나리 1: 한- FTA 단독 효 가
• 시나리오 1-1: 양국 농수산업과 제조업 관세 50% 철폐 (정태)
• 시나리오 1-2: 양국 농수산업과 제조업 관세 100% 철폐 (정태)
•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2에 자본축적 효과 감안 (자본축적)

ü 모든 시나리오에서 양국은 쌀을 양허제외

v 시나리 2: 한-미, 한-EU FTA 효 후, 한- FTA 효 가
• 시나리오 2-1: 양국 농수산업과 제조업 수입관세 50% 철폐 (정태)
• 시나리오 2-2: 양국 농수산업과 제조업 수입관세 완전철폐 (정태)
• 시나리오 2-3: 시나리오 2-1에 자본축적 효과 감안 (자본축적)

ü 모든 시나리오에서 쌀은 양허제외
ü 한-미와 한-EU FTA 발효 후 한-일 FTA 발효
ü 한-EU FTA의 경우 시장개방 수준은 한-미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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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경 효과: 시나리 1, 거시경 효과

한 FTA 효 거시경 효과: 실질GDP 후생

실질 GDP 가 (%)
후생수 가액

(억 달러, %)

시나리 1-1

( 태, 50% 감 )
0.05

1.91

(0.04)

시나리 1-2

( 태, 100% 감 )
0.09

3.32

(0.08)

시나리 1-3

( 본 , 100% 감 )
0.71

20.69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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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경 효과: 시나리 1, 산업별 효과

한 FTA 효 산업별 효과: 내생산액 변

내 생산액 화

(%)

시나 1-1

(정태 형, 

50% 감축)

시나 1-2

(정태 형, 

100% 감축)

시나 1-3

(자본축적 형, 

100% 감축)

농수산업 0.62 2.17 2.51 

제조업 -0.03 -0.09 0.64 

비스업 0.22 0.50 0.89 

전산업 0.14 0.37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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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경 효과: 시나리 2, 거시경 효과

한 FTA 효 거시경 효과: 실질GDP 후생

실질 GDP 증가율 (%)
후생수준 증가액

(억 달러, %)

시나 2-1

(정태, 50% 감축)
0.05

1.45

(0.03)

시나 2-2

(정태, 100% 감축)
0.11

5.89

(0.14)

시나 2-3

(자본축적, 100% 감축)
0.70

22.72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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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경 효과: 시나리 1 & 2, 거시경 효과

한 FTA 효 거시경 효과: 시나리 1, 2 비

실질 GDP 증가율 (%)
후생수준 증가액

(억 달러, %)

시나 2-1

(정태, 50% 감축)
0.05  (0.05)

1.45     (1.91)

(0.03)   (0.04)

시나 2-2

(정태, 100% 감축)
0.11   (0.09)

5.89      (3.32)

(0.14)     (0.08)

시나 2-3

(자본축적, 100% 감축)
0.70   (0.71)

22.72     (20.69)

(0.53)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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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경 효과: 시나리 2, 산업별 효과

한 FTA 효 산업별 효과: 내생산액 변

내 생산액 화

(%)

시나 2-1

(정태 형, 

50% 감축)

시나 2-2

(정태 형, 

100% 감축)

시나 2-3

(자본축적 형, 

100% 감축)

농수산업 -0.04 3.75 4.93 

제조업 0.02 -0.26 0.38 

비스업 0.18 0.57 0.97 

전산업 0.10 0.43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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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3. 한- FTA 경 효과: 시나리 1 & 2, 산업별 효과

한 FTA 효 산업별 효과: 시나리 1,2 비

내 생산액 화

(%)

시나 2-1

(정태 형, 

50% 감축)

시나 2-2

(정태 형, 

100% 감축)

시나 2-3

(자본축적 형, 

100% 감축)

농수산업 -0.04 (0.62) 3.75  (2.17) 4.93 (2.51)

제조업 0.02 (-0.03) -0.26 (-0.09) 0.38 (0.64)

비스업 0.18 (0.22) 0.57 (0.50) 0.97 (0.89)

전산업 0.10 (0.14) 0.43 (0.37) 0.97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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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4. 한- FTA 주 슈: 철폐 ( 업)

한 일본

계 일 계 한

농업 94.46 ＞ 35.70 7.26 ＜ 10.05

5.00 = 5.00 0.00 = 0.00

곡물 280.80 ＞ 2.25 1.37 ＜ 8.47

채 ․과일 78.60 ＜ 102.86 8.06 ＞ 5.13

육 ․낙농 33.31 ＞ 12.44 13.13 ＞ 11.49

식 27.75 ＜ 39.47 6.89 ＜ 11.18

• 계 가중 균 율
• 한 : 94.46%, 일본: 7.26%

• 양자간 가중 균 율: 한 의 일본è 35.70%, 일본의 한 è 10.05%

자료: UNCTAD TRAINS 이 하여 작 . KIEP 역보고 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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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4. 한- FTA 주 슈: 철폐 ( 업)

자료: UNCTAD TRAINS 이 하여 작 . KIEP 역보고 에 인

한국 일본

대세계 대일 대세계 대한

제조업 4.14 ＜ 4.39 1.24 ＞ 0.95

채취업 4.07 ＜ 6.32 0.44 ＜ 2.02

섬유․직물 10.46 ＞ 9.33 9.24 ＞ 7.30

화학․고무 6.24 ＞ 5.30 1.79 ＜ 2.18

철강․금속 2.42 ＞ 1.74 0.75 ＞ 0.37

수송기기 4.75 ＜ 6.31 0.00 = 0.00

전자 2.39 ＜ 3.13 0.15 ＞ 0.06

기계 4.72 ＜ 5.52 0.02 ＞ 0.01

기타제조업 4.64 ＜ 6.50 2.23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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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거시경 효과

4. 한- FTA 주 슈: 한 FTA 양허안 ( 목수 )

자료: 최낙균 (2007), p129에 인

FTA 양허수준 전체 공산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한ㆍ

한
양허율 99.8 100.0 100.0 100.0 98.5

즉시철폐 87.2 99.9 58.2 69.5 15.6

양허율 99.0 99.8 100.0 100.0 94.2

즉시철폐 41.8 30.6 100.0 99.0 92.9

한ㆍ싱가포

한
양허율 91.6 97.4 82.9 56.2 66.6

즉시철폐 59.7 68.8 53.7 13.8 16.0

싱가포
양허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즉시철폐 100.0 100.0 100.0 100.0 100.0

한ㆍEFTA

한
양허율 99.1 100.0 100.0 88.4 84.2

즉시철폐 86.3 92.3 45.5 27.1 15.8

EFTA
양허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즉시철폐 - 100.0 100.0 100.0 35-55

한ㆍASEAN

한
양허율 99.2 100.0 100.0 100.0 94.1

즉시철폐 90.8 96.6 60.4 60.8 63.2

ASEAN
양허율 99.2-100.0 - - - -

즉시철폐 89.9-100.0 - - - -

한ㆍ미

한
양허율 99.8 100.0 100.0 100.0 99.0

즉시철폐 78.2 90.6 26.8 15.4 37.9

미
양허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즉시철폐 81.3 87.9 73.0 72.8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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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FTA 주 슈: 본 EPA 양허안 ( 목수 )

구분 즉시철폐 단계적철폐 관세인하 관세할당 재협의 제외 합계 양허율

싱가포르

농수산업 17.6 35.9 0.0 46.5 100.0 53.5

제조업 92.1 2.9 0.0 4.9 100.0 95.1

합계 75.4 10.3 0.0 14.3 100.0 85.7

멕시코

농수산업 31.4 10.1 0.4 3.8 1.7 52.6 100.0 45.7

제조업 89.2 8.1 0.0 0.1 0.0 2.7 100.0 97.3

합계 76.1 8.5 0.1 0.9 0.4 14.0 100.0 85.6

말레이시아

농수산업 30.5 23.3 0.3 0.1 7.5 38.3 100.0 54.2

제조업 94.9 2.8 0.0 0.0 0.5 1.8 100.0 97.7 

합계 80.5 7.4 0.1 0.0 2.1 10.0 100.0 87.9 

칠레

농수산업 29.9 20.1 0.2 1.6 12.3 35.9 100.0 51.9

제조업 93.8 3.5 0.0 0.0 0.1 2.6 100.0 97.3 

합계 79.4 7.2 0.1 0.4 2.8 10.1 100.0 87.1 

태국

농수산업 31.0 24.5 0.7 0.3 14.5 28.9 100.0 56.5 

제조업 94.2 3.3 0.0 0.0 0.9 1.7 100.0 97.5 

합계 80.0 8.1 0.2 0.1 3.9 7.8 100.0 88.3 

인도네시아

농수산업 30.4 19.8 0.0 0.1 12.6 37.0 100.0 50.3 

제조업 94.1 3.5 0.0 0.0 0.5 1.9 100.0 97.7 

합계 79.8 7.2 0.0 0.0 3.2 9.8 100.0 87.0 

6개국평균

농수산업 28.5 22.3 0.3 1.0 8.1 39.9 100.0 52.0 

제조업 93.1 4.0 0.0 0.0 0.3 2.6 100.0 97.1 

합계 78.5 8.1 0.1 0.2 2.1 11.0 100.0 87.0 

자료: 양희 (2008), p139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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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FTA 주 슈: 타

v 특별 프가드(Special Safeguard)
• 각국은 자국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SSG 요구

ü 일본è농업, 한국è제조업

v 원산지규
• 일본은 ASEAN과 체결한 EPA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유지è한-일에 적용(?)
• 한국의 기존 FTA는 원산지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

ü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consistency를 유지할 필요
• 각국의 상충되는 입장이 협상의 어려움으로 예상됨

v 비스, 
• 일본의 이해관계가 크게 얽힌 부분은 아닌 것으로 여겨짐
• 서비스개방의 방식 (Positive or Negative), Ratchet Mechanism 도입 여부 등은 주

요 관심사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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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FTA 주 슈: 타

v 지식재산
• 지식재산권 문제는 일본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할 분야 중 하나

ü 지식재산권 위반상품에 대한 국경에서의 조치 강화
ü 위반상품 단속을 위한 형사상의 법집행 강화
ü 신품종 등 일본에 민감한 품목수의 확대 및 보호 강화

v 상
• 한국의 적극적인 요구 분야
• 기존에 진행된 양국간 MRA 논의를 넘어서는 합의 추진

v 산업 , 비 장벽, 달 등 단 균 한 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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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v 한- FTA에 한 견해
•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한-일 FTA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 단기적으로 피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이득과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

v 동아시아 경 통합 과 한- FTA
• 미국발 금융위기 è 지역 경쟁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 한-일 FTA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정

v 한- FTA 타결 가능
• 여전히 양국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FTA 재개를 가로막는 요인
• 협상재개 è 중단이 반복될 경우, 한-일 FTA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 높음

v 변 경 고 한 신 하고 합 검토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