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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우리 정부는 재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를 추진하고 있으나,이에 한 경제  분석은 

국내에 무한 상황이다.참고할 해외의 선행연구는 략물자 수출

통제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나, 략

물자의 무역량을 측정할 한 변수와 규제 효과 분석을 한 

조군을 설정하지 못하여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본 연구

도 제도의 시행이 우리나라의 략물자 무역량에 미친 효과를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략물자에 한 한 리변수(proxy

variable)와 조군을 설정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노력하 다.구체  분석 방법으로는 1988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

리나라 략물자  비 략물자 수출입 무역액 비 의 트 드를 살

펴보고, 략물자와 성격이 유사한 조군을 설정하여 제도 시행 

․후에 한 이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한 무역 상 국에 따

른 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미국, 국,독일, 랑스 등 4개 

서방선진국과 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북한 등 5개 테러지원

국으로 구분한 분석도 실시하 다.분석 결과,트 드 찰로는 제

도의 시행이 략물자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만 확인

되었지만, 조군과의 이 차이분석을 통하여서는 략물자 수출의 

감소 효과와 더불어 략물자 수입의 증가 효과도 있음이 확인되었

다.이러한 효과를 국가그룹별로 살펴보면,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가 효과가 증폭되어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

고 있으며,테러지원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나,효율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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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략물자의 무역량을 집계하기 

한 리변수(proxyvariable)를 선정하는 데에는 이에 해당하는 HS

코드를 선별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선별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의 ATP정의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개발한 HS연계표와 지식경제

부와 략물자 리원의 지난 5년간의 정허가 실  데이터에서 추

출한 HS코드를 사용하 다.

주요어 : 략물자,수출통제,수출규제,수출제한, 량살상무기 비확

산,이 차이분석

학  번 :200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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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국제  확산을 

막아 국제평화,안 유지,그리고 국가안보를 도모하기 하여, 량살상

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소 트웨어․기술을 략물자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수출허가 등 제한을 가하는 무역규제를 의미한

다.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1949년 

공산권수출통제 원회(CoordinatingCommitteeforExportControlto

CommunistArea, COCOM)를 결성하고 공산권의 군사력 강화에 이용

될 수 있는 각종 제품  기술의  공산권 수출을 쇄하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이 게 시작된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냉  체제가 종식

된 이후에는 이라크의 미사일․화학무기․핵무기 개발 에 한 응 

방안으로서,우려국이나 테러집단에 한 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통한 

세계평화 실 으로 제도의 취지가 변모하 다.그리고 911테러를 계기로 

2004년에는 유엔안 보장이사회 결의로 채택되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따

라야 하는 국제 규범성을 획득하 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미국과 “ 략물자  기술자료 보호를 한 한․

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 다.그러

나 국회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1992년,제도 이행을 한 독립된 지원 

*본 논문의 집필에 도움을 주신 략물자 리원 원장님 이하 모든 계자분들

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 막연한 아이디어를 경제학 방법론으로 정리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 주신 김 근 교수님,유익한 논평으로 본 연구를 풍요롭게

해 주신 이 구 교수님,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논문을 가다듬어 주신 홍기 교

수님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본 논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오성환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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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설립된 것은 2007년으로,제도가 도입된 후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략물자에 한 수출통제 제도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목 을 표방하나,본질 으로 무역규제의 일종이기에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어 경제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는 비난을 일으킬 수 있다.그러나 

략물자 수출통제가 래하는 경제  효과에 한 연구는 부족한 편으

로,이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더구나 국내 연구 

결과는 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당  미국과의 우호 계를 고려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

을 뿐 극 인 수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으나,이제는 국제  상 제

고를 고려하여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

다.이는 세계평화의 수호자로서 선도국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 바 국가 랜드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

다.그러나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기 이 에,그에 따른 경제

 이해득실에 한 실증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연 에 근거하

여,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향을 무역 데이터를 통하여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그리고 궁극 으로는 이러한 실증 인 분

석 결과를 토 로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

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할 만한 해외 선행연구 역시 략물자 수출통제의 효과를 분석하

기 하여 제도의 시행이 무역량에 미친 생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그러나 략물자의 무역량을 집계하는 통계치가 없는 이 선

행연구들에 나타난 공통 인 난제 으며, 한 조군을 설정하지 않

아 정책의 효과와 기타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 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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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본 연구는 략물자에 한 한 리변수(proxyvariable)를 

설정하고 략물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규제를 받지 않아 정책의 효

과를 분석하는 데에 합한 조군을 설정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기 하여 노력하 다.

본 논문은 1장에서 연구의 배경  목 을 설명하고,2장에서는 수출

통제의 의의  이에 한 경제학  연구를 정리하 다.특히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경제  효과에 한 기존의 실증 연구의 한계를 고찰하

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다.3장에서는 략물자 수출통제가 

래할 수 있는 경제  효과의 인과채 을 제시하 다.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인과채 을 바탕으로 분석 모형을 설정하 다.5장에서는 4장에

서 설정한 모형에 따라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 다.마

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 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정책  

시사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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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략물자에 한 수출통제 제도는 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하여 

략물자의 수출에 허가요건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수출통

제(exportcontrols)”는 “수출제한(exportrestrictions)” 는 “수출규제

(exportrestraints)”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된다.1)무역규제의 맥락에

서는 수출제한 는 수출규제라는 용어가 일반 으로 사용되지만, 량

살상무기 비확산과 련된 문맥에서는 특별히 “수출통제”라는 용어가 즐

겨 사용된다.본 논문에서도 “수출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통상,수출통제는 수출에 직 인 향을 주는 조치  (수출 장려

인 조치가 아니라)수출 제한 인 조치를 의미한다.이러한 수출통제

의 유형으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 지,수출쿼타,수출허가,

수출세,최소수출가격,수출자율규제,수출카르텔,국 무역 등이 있다.2)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략물자 수출통제는 특정 품목의 수출에 하여 

정부가 허가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상기 유형  수출허가에 해당한다.

수출통제의 목 은 경제  이유와 정치・사회  이유로 별된다.경

제  이유로는 국가수입 확 ,가격 통제, 렴한 투입가격 보장을 통한 

후방산업(downstream industries)양성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정치・사

1) Joanna Bonarriva,Michelle Koscielski,and Edward Wilson,Export

Controls:AnOverview ofTheirUse,EconomicEffects,andTreatmentin

theGlobalTrading System,OfficeofIndustries,U.S.InternationalTrade

Commission,2009.

2)JeonghoiKim,RecentTrends in ExportRestrictions,OECD Trade

PolicyWorking Papers,No.101,19July 2010[Kim,J.(2010),“Recent

TrendsinExportRestrictions”,OECD TradePolicyWorkingPapers,No.

101,OECDPublishing.http://dx.doi.org/10.1787/5kmbjx63sl2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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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의 유형 정     의

수출 지
(exportprohibition/
ban/embargo)

수출에 한 완 한 제한.

수출쿼타 
(exportquota),

수출의 최 량을 사 에 규정함.

수출허가 
(licensingrequirements)

상품의 수출에 하여 허가의 형태로 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러한 제도는 승인을 받은 수출자가 생기도록 
하며,정부 등이 수출에 한 비교  희소한 기회로부터 

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수출허가는 종종 수출쿼타와 함께 사용된다.

수출세 (exporttax)

수출 세(exportduties),수출료(exportcharges),수출 수
수료(exportfees),수출에 한 세(customsdutieson
exportation),수출 세(exporttariffs) 는 수출 부담
(exportlevies)등의 용어로 사용됨.수출세는 종가세이거
나 종량세일 수 있으며, 진  방법으로 부과될 수도 있
다.( 컨 ,상품의 가격이 높을 때는 높게,가격이 낮을 
때는 낮게 책정)수출세는 특정 상품에 부과될 수도 있고,
특정 카테고리의 다수의 품목에 걸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지 인 수출세는 수출 지(ban)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재료보다 가공품에 한 수출세가 낮은 경우 (컨 , 보
다 가루에 낮은 수출세 부과)차별 인 수출세라고 한다.

최소수출가격 
(minimum export
prices)

수출되는 상품에 한 최소 허용 가격.이러한 제도는 종
종 수출세와 함께 사용된다.최소수출가격이 강제 이지 
않고 참고 가격인 경우도 있다.

수출자율규제 
(voluntaryexport
restraints(VERs)/orderly
marketingarrangement)

수출국이 거래 상 국에게 어떤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로 동의하는 양자 인 조치로서,종종 수입국으로부터의 
제재 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출카르텔 
(exportcartels)

수출에 하여 특정 가격을 설정하거나 기업간 수출 시장
을 분할하기로 하는 기업간의 정.

국 무역 
(statetrading)

하나 는 그 이상의 제품에 한 수출( 는 수입)을 정부
가 독 하는 것.독  주체는 배타 인 수출( 는 수입)
권한을 가지고,국내 공 ,생산 는 가격에 향을 미치
거나,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을 받기 하여 시장 지
배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표 1]수출통제의 유형

출처 :OECD,"Analysis ofNon-tariffMeasures: The Case ofExport Restrictions,"
TD/TC/WP(2003)7/FINAL,April 4,2003,8; and "Glossary ofIndustrial Organisation
EconomicsandCompetitionLaw,"compiledbyR.S.KhemaniandD.M.Shapiro,commissioned
bytheDirectorateforFinancial,FiscalandEnterpriseAffairs,OECD,1993.[JoannaBonarriva,
MichelleKoscielski,andEdwardWilson(2009)에서 재인용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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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유로는 환경보호,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호,국가안보 등을 열

거할 수 있다.3)정치・사회  이유의 수출통제는 체로 국제 인 조약 

 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4)본 논문에서 살펴보는 

략물자 수출통제 역시 정치․사회  이유의 수출통제로서,국제평화,안

유지,국가안보를 그 목 으로 하며,UN 차원의 국제조약과 다자간 

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5)

무역규제로서의 수출통제는 최근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

다.국제 인 규율도 미비한 형편이어서,WTO/GATT는 원칙 으로 수

출통제를 지하고 있지만,규율의 구체 인 내용에 있어서는 수입에 

3) Joanna Bonarriva,Michelle Koscielski,and Edward Wilson,Export

Controls:AnOverview ofTheirUse,EconomicEffects,andTreatmentin

theGlobalTrading System,OfficeofIndustries,U.S.InternationalTrade

Commission,2009.

4)정치․사회 이유의 수출통제가 국제 조약 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는 다음과 같다.바젤 약(UN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MovementsofHazardousWastesandTheirDisposal)에 따라

환경보호를 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며,워싱턴 조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따라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호를 한 수출통제가 이루어진다.

5)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기본법인 외무역법은 제5조(무역에 한 제한

등 특별 조치)에서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제19조( 략물자의

고시 수출허가 등)에서 지식경제부장 은 계 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

유지와 국가안보를 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즉 략물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수출통제체제는 바

세나르체제(WA),핵공 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오스트 일

리아그룹(AG),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지 폐기에 한 약

(CWC),세균무기(생물무기)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지 폐기에

한 약(BWC)등 6개의 다자간 정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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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에 비하여 외가 무 범 하고 모호하여 거의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6)그러나 최근 국이 희토류에 한 수출통

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한 국제  심이 고조되고 있다.WTO 차

원의 합리 인 규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7)과 더불어 통제의 효율

성과 투명성에 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8)이와 련한 경제학  

논의들도 향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계의 심도 경제  이유에 의한 수출통제에 한

정되는 경향이 있다.정치․사회  이유의 수출통제는 경제학 으로 극

히 제한된 심만을 받아 왔고,이조차도 미국의 특정국에 한 경제제

재(economicsanctions)에 집 되어 있다.이에 미국의 경제제재의 효과

에 한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의 Hufbauer외(1990)9)가 제1차 세계 부터 1990년 걸 쟁까지 미

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분석하여,34% 정도의 경제제재만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다는 을 밝 내며,효율 인 경제제재를 한 제 조건을 도

출하 고,10)Yang외(2004)11)가 양국간의 무역규모 결정 이론인 력이

6) Matsushita, M, Export Control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WTO/GATTDisciplines,AsianJournalofWTO& InternationalHealthLaw

andPolicy,2011.

7)Karapinar,B,ExportRestrictionsandtheWTOLaw:HowtoReform the

'RegulatoryDeficiency',JOURNALOFWORLD TRADE45(6):1139-1155,

DEC2011.

8)JeonghoiKim,RecentTrendsinExportRestrictions,OECDTradePolicy

WorkingPapers,No.101,,19July2010.

9)Hufbauer,Gary Clyde,Jeffrey J.Schott,and Kimberly Ann Elliot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Economics,1990.

10)다음의 조건에서 경제제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조치 발효의 목

이 상 으로 낮은 수 일 때,제재를 받는 상이 경제제재 조치 발효 이

부터 이미 경제 으로 취약하고 정치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제

재를 가하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간에 상 으로 호의 이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무역교류를 실행하고 있을 때,제재를 가하는 쪽이 경제제재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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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Andrew Rose'sGravityModel)을 이용하여 경제재제로 인하여 감소

된 무역량을 추정한 바 있다.

본 논문의 주제와 직결되어 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제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참고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미국 

수출 리법(ExportAdministrationActof1979,EAA)12)의 효력 만료를 

맞아 이의 연장 여부 검토를 하여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Elwell(2003)13)와,미국의 해외 아웃리치에 한 상국 정부의 우려와 

반발에 응하기 하여 국무부14)의 재정지원을 받아 조지아 학교

(UniversityofGeorgia,CenterforInternationalTradeandSecurity)에

서 수행한 Jones& Karreth(2010)15)가 있다.Elwell(2003)은 미국의 략

물자 수출통제가 타국에 비하여 과도하기 때문에,이러한 규제를 피하고

자 하는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처를 미국보다 통제가 약한 나라들로 체

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겨 미국 산업계가 수출기회를 상실하는 효과가 있

다는 제 아래,수출 감소에 따른 후생 손실에서 수출되지 못한 경제자

원이 미국 내에서 이용되어 발생하는 후생 증가를 차감하여 미국 경제 

체 인 후생 변화를 추정하 다16).이에 따르면,미국은 략물자 수출

을 최 화할 수 있도록 빠르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때.
11)Jiawen Yang,Hossein Askari,John Forrer,and Hildy Teegen,“U.S.

EconomicSanctions:AnEmpiricalStudy,”TheInternationalTradeJournal,

Vol.18,No.1,2004.

12)미국의 략물자 수출통제에 한 기본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

공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의 할권에 속하는 략물자 품목의 수출,재수

출 특정 활동을 통제한다.

13)IanF.Fergusson,RobertD.Shuey,CraigElwellandJeanneGrimmett,"

ExportAdministration Actof1979Reauthorization,"CRS reportRL30169,

updated2003.

14)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15)ScottJonesandJohannesKarreth,"AssessingtheEconomicImpactof

AdoptingStrategicTradeControls,"2010.

16)Elwell(2003)은 략물자 수출통제에 의한 純 후생 손실(netwelfarelos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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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 인하여 GDP의 0.0007% 내지 0.2%의 후생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되었다.보고서는 이러한 경제  효과는 국가 체 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손실이라고 평가하며,수출기회를 상실한 일부 이해집단에 의하

여 피해가 과장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Jones& Karreth(2010)은 

략물자 수출통제를 신규 법제화한 14개국17)의 미국  EU 주요 15개

국18)과의 첨단기술 제품(AdvancedTechnologyProducts,ATP)19)의 무

역량을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계량분석하여 일국의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이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수입에

는 일부 정 인 향,즉 EU 주요 1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

는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Jones& Karreth(2010)는 이 결과에 

하여,후진국이 략물자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도입국의 무역을 

해하지 않으며,오히려 선진국으로부터의 략물자 수출허가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첨단 제품 도입과 선진 기술 습득을 통하여 경제발 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 다.

략물자 수출통제가 선진국들의 기술력 우  유지를 한 통상규제

로 악용되고 있다는 개발도상국의 불만과,불필요한 수출규제로 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미국 내 산업단체들의 성토는 종종 언론 지상에 등

수출기회 상실액(valueoflostexportsales)의 5% 내지 35% 수 일 것이라고

보았다.

17)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기간인 199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략물자 수출통

제를 법제화한 나라들로서,알바니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불가

리아,크로아티아,인도,이스라엘,키르기스스탄,몰도바, 키스탄,싱가포르,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이 이에 해당한다.

18)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핀란드, 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

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 국.

19)ATP는 첨단기술 무역액을 집계하기 하여 1980년 말 미국 통계청이 개

발한 분류법으로,HS코드 6단 219개에 응된다.Jones& Karreth(2010)이

략물자의 무역량이 아닌 ATP의 무역량을 데이터로 사용한 것은, 략물자의

무역량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으로,ATP가 략물자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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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만,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발 이며, 재 가장 진지하게 

략물자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이의 경제  효과에 

한 실증 분석은 상기와 같이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하다.게다가 

Elwell(2003)  Jones& Karreth(2010)의 연구 결과는 략물자 수출통

제의 경제  효과를 실증 으로 수치화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산업계의 불만에 한 정부측 입장  후진국의 불만에 한 선진국의 

입장에서 추진된 연구로 그 립성에 있어서 태생 인 한계가 의심되는 

면이 있다. 한,Elwell(2003)의 경우 정부내 보고서로서 구체 인 분석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 이 있고,Jones&Karreth(2010)는 타당

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략물자의 리변수(proxyvariable)의 설정

과 부 한 통제변수의 사용( 는 조군의 락)이라는 한계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두 개의 선행연구,특히 Jones &

Karreth(2010)을 주로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하여 유사한 분

석을 하되,  선행연구의 방법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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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제 효과

3.1.국가간 교역의 해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후생 극

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체 으로 보아 필연 으로 경제발

과 경제성장을 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1] 략물자 수출통제의 교역 해 효과

[그림 1]과 같이 략물자 수출통제의 효과는 두 가지 채 로 설명할 

수 있다.우선 물품의 수출량이 감소하는 채 이다.특정 품목의 수출에 

한 허가 는 신고제가 실시되면 해당 품목의 수출을 포기할 개연성이 

발생한다.허가 심사의 차나 기 이 까다로울수록 이러한 개연성은 높

아지게 된다.극단 인 경우로, 재 우리나라에서 이란으로의 략물자 

수출은 거의 단된 상태인데,이는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하기 

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기 한 정부의 허가 거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20)물론,다소간의 불법  수출 는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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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그 규모는 제재 이 보다 

폭 축소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이 이 감소하는 채 을 고려할 수 있다. 략물자를 

개발․생산․사용하기 하여 필요한 기술도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나 기 과학연구(basic scientific

research)가 아닌 한 모두 략물자로 통제21)되기 때문에 략물자의 수

출통제는 국가간의 기술이 도 해하게 된다. 략물자로 통제되는 기

술들은 체로 생산유발 효과가 높은 첨단 과학 기술들로서 이러한 기술

이 의 차단은 후진국의 산업발 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된다.실제로,

략물자 수출통제가 후진국의 기술 습득을 방해하여 선진국의 기술우

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비 이 있으며,22)미국의 민군겸용 이

용도 략물자 수출통제의 주무 부서인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andSecurity,DepartmentofCommerce)은 미국의 기술  우

20)이란의 핵 미사일 개발에 하여,UN은 유엔안보리결의 1737호(2006년),

1747호(2007년),1803호(2008년),1929호(2010년)등 총 4차례 제재결의를 채택하

여 핵․미사일․무기 련 물자의 수출통제, 융제재,자산동결,화물검색 등

다양한 제재를 구하고 있다.이에 하여 각국은 자체 인 제재조치를 실시

이다.특히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미국을 선두로 캐나다,EU,일본,우리나라

등이 극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21) 략물자 통제리스트의 일반 기술 해설(GeneralTechnologyNote,GTN)에

따르면 략물자로 통제되는 품목의 개발,생산, 는 사용을 하여 필요한 기

술의 수출도 통제된다.우리나라는 ‘략물자’의 법 정의에 이러한 기술도 아

우르고 있다.일반 으로 물자(material)란 단어가 유형의 물품을 연상하기 때문

에 다소 혼란스러운 명명이라 할 수 있다.기술에 하여는 수출이 허가된 품목

의 설치,운용,유지( 검)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과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기 과학연구 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통제하지 않는다

는 제한이 따른다.

22)우주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는데,우리나라에서 최 로 발사

한 인공 성 발사체인 나로호(KSLV-Ⅰ)의 개발 발사 로젝트에서 공동 개

발국인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을 이 하여 주지 않았음은 물론,발사체

제조 장에 한 한국인의 근조차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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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여 경제  실리를 취하는 것을 기 의 공식 미션의 하나로 

꼽고 있는 실정이다.23)이러한 선진국의 차별  기술이 은 개발도상국

에게는 제도 도입의 유인이 되기도 하는데,이에 한 자세한 인과채

은 3.4 에서 살펴보기로 하고,다음 에서는 규제로 인한 직  비용부

터 살펴본다.

3.2.행정비용과 수비용의 발생

규제 당국인 정부의 행정비용과 제도 수의 주체인 기업의 수비용

의 발생도 경제  손실로 계상되어야 한다.이러한 직  비용은 통제를 

강화시키면 별다른 간 채  없이 바로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2] 략물자 수출통제의 직 비용

[그림 2]와 같이 략물자 수출통제가 직  발생시키는 비용은 두 가

지 채 로 살펴볼 수 있다.우선,정부의 행정비용 발생이다.정부는 

23)미국 산업안보국의 미션 선언문(BISMissionStatement)은 다음과 같다.:

“AdvanceU.S.nationalsecurity,foreignpolicy,andeconomicobjectivesby

ensuring an effective exportcontroland treaty compliance system and

promotingcontinuedU.S.strategictechnology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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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물자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하여 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담당 기

을 설립 는 지정하여야 한다. 수된 수출허가를 심사하는 데도 지속

인 인력이 필요하다.수사기 의 업무량  일부는 불법수출을 단속하

는 데 할애되어야 하며,세 에서 수출통 을 처리할 때 략물자 여부

를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된다.이 모두는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없

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다.통제를 강화하면 즉시 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수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이 략물자가 아닌지 세부 규격을 확인하여야 

하며,자체 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문기 에 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수출하려는 품목이 략물자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신청서류 구비와 결과 회신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허가신청 후 

허가를 득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통상 일주일,미국의 경우 평균 29일이 

걸린다.24)안정 으로 략물자 리 법규를 수하기 하여는 한 

조직,규정,거래심사 제도를 갖추어야 하고,정기 인 교육과 감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정부의 통제 의지가 강할수록 허가신청을 한 구비서류

가 늘어나고,허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진다.자율 수를 한 

사내 리에도 더 잦은 감사와 더 많은 담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 

모든 것이 략물자 수출통제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직 인 

비용이다.

3.3.경제 안 성 증진

앞서 살펴본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경제  인과채 은 략물자 

수출통제가 경제  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규제임을 시사한다.그

러나 경제의 안 성(robustness)이란 에서 바라본다면, 략물자 수

24)U.S.DepartmentofCommerceBureauofIndustryandSecurity,Annual

ReporttotheCongressforFiscalYea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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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략물자 수출통제의 간 효과

출통제가 세계 경제 으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려국과 테러집단의 량살상무기 개발  취득을 

억제하고,군사력 증강을 지하여,이를 통하여 외교  마찰, 쟁의 공

포,그리고 테러와 분쟁의 참사를 방하거나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외교  긴장, 쟁 ,테러 가능성 등은 기업의 안정 인 경 활동을 

해하는 요인으로,평화 인 국제정세는 세계 경제의 안 성을 증진시

킨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인과 계를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다만,이러한 효과를 실증 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와 노력

이 필요한 주제라고 여겨진다.분쟁으로 인한 경제  비용에 한 추산

은 여러 연구에서 시행되었으나,모두 포 성과 일 성에서 문제가 있었

다는 지 이 있으며25), 략물자 수출통제가 실제로 쟁과 분쟁을 얼마

나 억제하고 있는지,그리고 쟁의 험이 증가 는 감소함에 따라 경

제  손실은 얼마나 증가 는 감소하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

학  연구 범 로 볼 때는 상당한 힘든 일이 될 것이다.

3.4.국제 규제환경에 한 일국의 선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제  효과는 규제로 

25)Bozzoli,Carlos,Brüuck,TilmanandSottsas,Simon,A Surveyonthe

GlobalEconomicCostsofConflict,DefenceandPeaceEconomics,21:2,165

—.176,30Apri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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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제 효과 :일국 경제의

인한 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경제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요

약될 수 있다.분쟁 억지를 통한 경제 안 성 도모란 측면에서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일부 정 인 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경제학  

논의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그러나 시야를 일국 정부의 

에 두고,국제  규제 환경이 이미 조성된 가운데 일국이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는 거부(이미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강화 

는 약화)하는 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정   부정  

양 방향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효과는 [그림 4]로 요

약될 수 있으며,본 연구가 실증 분석을 시도하는 경제 효과이기도 하다.

유엔안보리 1540 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2011년 재 유엔 

회원국 193개국  140개 이상의 국가가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확산 방지를 한 조치를 법제화하 고,부분 이나마 략물자의 수출

에 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핵무기에 하여는 90개국,화학무기

에 하여는 91개국,생물무기에 하여는 87개국에 이른다.26)이는 미

26)UN 1540Committee,ReportoftheCommitteeestablishedpursuan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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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독일 등 주요 서방선진국들은 물론이고,기타의 국가에도 략

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상당히 범 하게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상기의 숫자는 2006년 최 의 보고서 이래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유엔  선진국의 아웃리치 결과로 새로이 제도를 도입하

는 국가가 꾸 히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국제 으로 략물자 

수출통제가 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듯 외국,특히 경제․기술  선진국들이 략물자 수출통제를 진

지하게 시행하는 환경에서,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는 강화)할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는 신흥개발국)은 다음의 딜 마

에 처한다.

우선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는 강화)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략물자 수입  첨단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이러한 

효과는 경제 발 과 성장이라는 정  효과를 래한다.이러한 정  

효과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략물자이고,

수출국이 략물자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면,거래의 성사 여부는 일

정 부분 수출국의 허가심사에 달려 있다.수입국이 수입한 략물자를 

우려국가나 테러집단으로부터 안 하게 리할 수 있다는 신뢰는 허가 

가능성을 높인다.이러한 신뢰는 수입국 정부가 략물자 수출통제를 도

입하여 극 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한다. 한,이러한 

신뢰는 부수 으로 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허가심사 기간을 단축

시킨다.27)수출에 한 심사는 허가 당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때로는 기

resolution1540(2004),S/2011/597,12Sep.2011.

27)우리나라의 경우 략물자 수출통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국가(“가”지역)와

그 지 않은 국가(“나”지역)로 구분하고, 자의 국가로의 략물자 수출에는

수출허가 신청서 외의 모든 부 서류를 면제하여 주고,허가 처리 기간도 15일

에서 5일로 단축하여 주고 있다.이처럼 국가 그룹에 한 등 을 부여하고 허

가정책을 차별화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시하여 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

고 있는 보편 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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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자체 으로 거래심사를 한다.미국에 본사를 두고 략물자를 취

하는 로벌 기업으로서 바이어가 신뢰할 만한 트 가 아니라고 여겨

지면 거래를 거부하는 정책을 가진 기업의 사례는 흔히 목격된다.28)이

때 바이어에 한 신뢰도 평가의 상당부분은 소속국가의 정책에 향을 

받는다. 략물자 수출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의 기업은 그 지 

않은 국가의 기업보다 략물자 리를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이러한 양상은 략물자로 통제되는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며,반 로 략물자 수출통제를 등한히 하는 국가는 수입과 기술 

도입에 있어서 패 티를 받는다.그리고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 는 강화)이 선진국으로부터의 략물자  기술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는 교역에 따른 자원재분배를 통하여, 한 생산유발 효과가 

높은 첨단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일국 경제의 발 과 

성장에 기여한다.실제로 1987년 우리나라가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

여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최 로 도입하 을 때 주요 목 의 하나로 

교역 진 효과가 명시되었고,29)이러한 교역 진 효과는 상당한 후

방 경제 효과가 기 되는 탄소섬유 생산기지가 최근 경북 구미에 유치된 

것으로 실화 된 바 있다.30)

28)주형태,"국내외 기업 상 자율 수체제 도입효과 사례조사", 략물자 리

원 내부 보고서,2010.3.24.

29)양해각서의 제1장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Ⅰ.목 ......이러한 보

호조치들은 한 양국간 략물자 기술자료의 교역을 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Ⅰ.PURPOSE ......Suchprotectivemeasureswillalsoserveto

facilitatetradeinstrategiccommoditiesandtechnicaldatabetweenthetwo

contries.)", 략물자 기술자료 보호를 한 한․미 양해각서,조약 976호,

1987.9.11서명,1989.5.11발효.

30)미사일의 동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략물자로 지정되어 있는 탄소섬유

는 일본이 기술력을 독 하고 있는 품목이다.탄소섬유의 표기업인 도 이는

일본의 력난을 피해 구미에 생산기지를 짓고 년 양산을 시작한다.우리

경제에는 이에 따라 일자리 3만개와 10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도 이는 해외 생산기지로 인건비가 렴한 국을 고려하 으나,제품의

유출과 WMD 용을 방지하기 하여 략물자 수출통제 모범국인 우리나라를

선택하 다고 한다. 련기사는 다음과 같다.:“민주당,일본 도 이를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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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품과 기술 도입의 용이성에 따른 정  효과와는 반 로,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는 강화)은 자국의 략물자 수출을 

해하여 경제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우선 략물자를 수출하는 기

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략물자 수출통제에 따른 각종 행정 차(

컨 , 략물자 해당여부 정,수출허가를 한 구비서류 비,수출허

가 신청,수출허가 취득까지의 기 등)와 업리스크( 컨 ,허가심사 

지연에 따른 선  지연의 가능성,수출허가 거부 시의 계약 기의 가능

성 등)는 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업비용을 증가시킨다.그리고 

앞서 언 한 행정 차와 리스크는 바이어 측도 기피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수출자로서는 거래기회가 상실될 험에 노출된다. 컨 ,동일한 

품질의 략물자( 컨 ,드럼통에 담긴 순도 40%의 트리에탄올아민 50

리터)를 같은 가격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시리아의 바이어는 우리

나라보다는 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선호할 것이다.시리아는 독재정권의 

무력진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어,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수출에 한 허

가를 거부하거나 추가 인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국은 국제제재 분 기에 개의치 않는 편이며,시리아의 우방국이

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일국의 략물자 수출통제의 도입( 는 강화)이 

래하는 상반된 효과는 실증 분석을 통한 계량화를 하지 않고는 최종  

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한 실증 분석을 실시

하여,정부가 주장하는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단하고자 한다.

보라”,이철호의 시시각각,「 앙일보」,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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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방법

4.1.자료

우리나라의 략물자 무역량을 살펴보기 하여,본 연구에서는 유엔 

통계과(UnitedNationsStatisticsDivision)에서 제공하는 UN Comtrade

database를 사용하 다.UN Comtradedatabase는 1962년부터 유엔이 

회원국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는 각국의 무역 데이터가 집계된 것이다.

HS,SITC,BEC 등 세 가지 품목분류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재 가장 리 쓰이는 분류체계인 HS31)6단 를 사용하

다.HS코드로는 1988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계열 자료가 사용 가능하

다. 한,HS분류체계는 1988년 제정된 이래 총 3회에 걸쳐 개정되었는

데,시계열 분석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HS1988/1992

기 으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보고 

수치를 사용하 다.

략물자 수출통제가 우리나라 무역량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기 

한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가장 요한 문제는 략물자의 무역량을 

변할 한 리변수(proxyvariable)의 상정이었다.이를 하여 본 연

31)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

한 목 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 세기구(WCO)에서 만든 다목 상품분류제

도로서,상품분류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세율 용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여 1988년 제정되었다.우리나라도 국제통상상품분류체

계에 한 국제 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DescriptionandCodingSystem :HS 약)을 체약하여 이를 채택

하 다.우리나라의 HS코드,즉 HSK는 총 10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첫 6자

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이며,뒤의 4자리는 우리나라가 자체 으

로 부여한 코드이다.HS는 1988년 제정된 후 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

었고,우리나라 자체 인 코드인 HSK는 매년 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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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을 검토하 다.

우선 략물자 수출에 한 허가실  액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

다.그러나 략물자에 한 수출허가제가 기업들의 자발 인 허가신청

에 의존하고 있을 뿐 수출통  단계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실 을 략물자의 수출량으로 보는 것은 심

각한 Self-selection의 문제를 야기한다.제도 미인지 는 고의에 따른 

무허가 수출이 만연한 형편이라,단속과 계도에 따른 허가신청 증가의 

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사용 가능한 데이터 자체의 한

계도 있는데, 련 업무가 산화된 2005년 이후부터만 허가실 이 리

되고 있고,연도별 총건수와 총 액 이외의 국가별․품목별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분석을 한 자료로는 충분치 않다.그리고 략물자 수

입은 허가나 신고 등의 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실 치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한 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략물자에 해당하는, 는 이와 

긴 한 연 성이 있는 HS코드를 선별함으로써, 략물자의 무역량을 

집계하는 방법을 고려하 다.물론,이 방법은 략물자 통제리스트의 특

성상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 략물자 통제

리스트는 각 통제품목에 해 상세한 기술사양을 지정해 두고 있어,동

일한 HS코드의 품목이라도 기술사양에 따라 략물자의 해당여부가 달

라지기 때문이다.32)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략물자의 무역

32) 컨 연삭가공 공작기계( 략물자 통제번호 2B001.c)의 경우 HS 코드

8460.1(평면 연삭기),8460.2(기타 연삭기),8460.3(공구 는 커터를 연삭하는 샤

닝 머신)등과 연계시킬 수 있으나,연삭가공 공작기계 첨단무기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 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구체 으로 ‘어느

한 개의 직선축이라도 모든 가능한 보정 후 치정 도가 ISO230/2(1988)이나

국내 동등 규격에 따라 4㎛ 이하(같거나 더 우수한)이고,윤곽제어를 해 동시

제어될 수 있는 축이 3개 이상인 것’만 략물자로 통제되기 때문에 연계된 HS

코드로 집계되는 연삭가공 공작기계 무역량의 얼마만큼이 실제 략물자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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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고유한 통계치가 없는 실에서 이외의 안을 생각하기는 어려

운 바,Jones& Karreth(2010)역시 동일한 근법을 사용하 다.본 연

구에서는 HS코드 선별을 해 다음의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교집

합(core)을 략물자의 리변수로 상정하 다.

첫째,Jones& Karreth(2010)이 사용한 ATP분류기 을 사용하 다.

ATP(AdvanceTechnologyProducts)는 첨단기술이 체화된 품목들의 무

역량을 집계하기 하여 미국 통계청이 개발한 분류법33)으로,그 정의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 략물자가 첨단무기류를 개발하기 한 핵심 

물품과 기술로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목들이라고 볼 때,

ATP와 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란 에서 이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ATP2012년 버 을 사용하 는데,이에 따르면,

HS10단 로 수출에 해 389개,수입에 해 511개의 코드가 ATP로 

정의되지만,국제  통용 기 에 맞추기 하여 HS6단 까지만 사용하

다. 한,6단 만 사용 시 수출과 수입의 ATP코드가 부분 복되

는 바,수출 ATP와 수입 ATP를 별개의 변수로 분석하지 않고,이를 합

집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 다.그리고 시계열 분석을 하며 HS

1988/1992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둘째, 략물자 리원의 HS연계표를 사용하 다.HS연계표는 각 

략물자 통제품목에 해서 이와 련성이 있는 HS코드를 찾아 놓은 

표이다.하나의 략물자 통제품목에 다수의 HS코드가 연계될 수 있으

삭가공 공작기계의 무역량인지 알기 어렵다.심층 인 산업계 조사를 통해 이를

추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이러한 산업계 조사는 상당 규모의 인력

과 산을 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33)미국 통계청은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생명과학(LifeScience),

자공학(Opto-Electronics),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s), 자공학

(Electronics),유연생산(FlexibleManufacturing),신소재(AdvancedMaterials),

항공우주(Aerospace),무기(Weapons),핵기술(NuclearTechnology)등 10가지

첨단기술 분야를 상정하고,이와 련된 물품의 HS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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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동일 HS코드가 여러 략물자에 연계될 수도 있다.연계표에 나타

난 HS코드를 모아 복을 제거하면, 략물자 해당 가능성이 있는 HS

코드 리스트를 구할 수 있다.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 략물자 리과

와 한국무역 회 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국내 략물자 무역 황을 

악하기 하여 지난 2005년 략물자 통제리스트와 HS코드 간의 연계

표를 개발하 고, 략물자 리원을 통하여 매년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34) 재 본 연계표는 온라인 자가 정 시스템, 략물자 취

기업의 사내 리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되고 있다.최신 버 인 2011년

도 HS연계표에 의하면,HS-Korea10단 로 1891개의 HS번호가 연계

되어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국제  통용 기 에 맞추어 HS6단 까지

만 사용하 다. 한,시계열 분석을 하여 HS1988/1992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셋째,최근 략물자 리원이 제도의  홍보 상을 선별하기 

하여 지난 5년간의 략물자 리원과 지식경제부의 략물자 정  허

가 실 을 분석하여 343개의 HSK10단  코드를 선별하 는데,본 연구

에서는 이 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하 다.343개의 HSK코드(이후, 정허

가 HS)는 온라인을 통한 략물자 정․허가 업무가 안정화된 2007년

부터 축 된 략물자 해당 정  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데이터에서 

민원인들이 기입한 신청품목의 HSK코드를 추출하여 복을 제거한 것

으로,우리나라의 산업 실을 반 한 략물자 제조․수출 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역시 국제  통용 기 에 맞추어 HS6단

까지만 사용하 고,시계열 분석을 하여 HS1988/1992로 변환하 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선별된 HS코드의 로필을 간추리면 

[표 2]와 같다.각 품목그룹별 HS코드는 200여개 내지 800여개이며,이

34)당 략물자 무역의 황 악을 하여 개발된 HS연계표는 재 략물

자 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온라인 자가 정, 략물자 수출기업의 경

리시스템의 거래심사 로세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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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합치면 총 951개가 된다. 체 HS1988/1992의 코드가 4623개인 

바,ATP 는 략물자와 련 있는 HS코드는 체 HS코드의 약 

26%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품목그룹명 HS10단
HS6단

HS2007 HS1988/1992

ATP 618개
(수출 389,수입 511)

248개
(수출 219,수입 243)

208개

HS연계표 1891개 933개 844개

정허가HS 343개 236개 224개

ATP∪HS연계표
∪ 정허가HS

- - 951개

체 HS 국가별로 상이 5052개 4623개

[표 2]품목그룹별 HS코드의 개수

[그림 5]품목그룹 벤다이어그램 :숫자는 품목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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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세 가지 략물자 

선별 방법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코어는 68개뿐으로,그 개수는 합집합

(ATP∪HS연계표∪ 정허가HS)의 7%에 불과하다. 한,ATP에 포함되나 

HS연계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코드와 정허가 데이터에는 나타나지만 

HS연계표에는 락되어 있는 코드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이 무역 상

국에 따라 차별 으로 나타난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표 3]과 같이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서방선진국 그룹과 량살상

무기 개발 우려가 높은 테러지원국 그룹으로 국가를 구분하 다.

국가그룹 해당 국가

서방선진국 미국, 국,독일, 랑스

테러지원국 이란,이라크,시리아,북한,리비아

세      계 유엔 회원국 체

[표 3]국가그룹 분류

4.2.모형

Jones& Karreth(2010)은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이 략물자

의 무역에 미친 향을 분석하기 하여,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에 략물자 수출통제를 신규 법제화한 14개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

가 미국  EU 주요 15개국과 첨단기술 제품(ATP)을 수출입한 무역액

을 고정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 다.수입과 수출을 각각 회귀분석하

으며,미국과 EU 15개국을 별도의 국가군으로 분리하여 분석하 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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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식에는 GDP,인구,외국인직 투자 등의 거시경제 변수와 기의 

ATP수출액  수입액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고,제도의 도입년도 이

은 0,이후는 1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를 사용하 다.구체 인 회귀식과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입]

ln ln  lnln
lnln

[수출]

ln ln lnln
lnln

[변수의 정의]

Imports,Exports:i국가의 t년도의 수입액  수출액

XC:i국가에 하여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도입 이 은 0,이후는 1

GDP,GDPp.c.,Population,Industry,FDI:i국가의 t년도의 GDP,1인

당 GDP,인구,공업부문생산액,외국인직 투자

상기 분석모형의 특징은 14개국의 국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별 특

이 을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ATP

가 과연 진실한 략물자 무역량을 리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와 략물자라는 실험군(treatmentgroup)에 한 조군(controlgroup)

을 설정하지 않아 분석결과가 제도의 시행보다는 략물자( 는 ATP)라

는 품목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본 연구는 우선 략물자의 무역

량으로서 ATP와 더불어 HS연계표, 정허가 HS를 모두 고려하여 선행

연구보다 개선된 리변수(proxyvariable)를 도출하고자 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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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물자 품목군에 한 한 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 자체의 특성

을 배제하고자 하 다. 조군의 설정이 가져다주는 추가 인 편익은,선

행연구가 통제변수로 제시한 거시경제지표에 하여 략물자 품목군과 

동일한 향을 받는 조군을 지정하는 경우,이러한 통제변수를 분석모

형에 명시하지 않고도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차이분석만을 통하여 제

도 시행의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이다.본 연구는 이를 토 로,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 과 후의 특정 연도에 하여 략물자 

품목군과 조군 간의 수출입 무역액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 차이분석

(Differences-in-Differences)을 실시하 다.제도 시행 후를 표하는 특

정연도로는 1992년과 2008년을 선정하 는데,이는 우리나라의 략물자 

시행 연 을 고려하여,1992년 이 의 데이터와 2007년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특히 제도 도입 이

후의 연도로 2008년을 선택한 것은,2009년에 략물자 확인,수입신고,

거래통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이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한 것이다.

구체 인 분석모형은 다음의 [식 1]  [식 2]와 같다.식 자체는 더미변

수를 넣은 회귀식과 유사하나,실제로는 4개의 측치에 한 평균값 비교

라는 에 주의를 요한다.

[수입]   ∙ [식 1]

[수출]   ∙ [식 2]

[변수의 정의]

i:품목군 ( 략물자 품목군인 경우 1, 조군인 경우 0)

t:연도 (1991 는 2008)

Import,Export:i품목군의 t년도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각각 t년도

의 체 수입액과 수출액으로 나  값

S: 략물자 품목군인 경우 1, 조군인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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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략물자 제도 시행 인 경우 0,시행 후인 경우 1

[식 1]과 [식 2]에서 략물자 품목군의 수출입액을 체 수출입액으

로 나 어 비 을 구한 것은,품목군별 무역량의 격차와 시간에 따라 

반 으로 무역량이 증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이를 최 한 정규화

(normalization)하기 한 조치이다.

한,선행연구에서는 제도 도입국가와 서방선진국 간의 무역량만 고

려하여,기타의 국가군,즉 세계  우려국가에 한 차별성은 분석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의 무역 상 국에 한 차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으며,이를 하여 일단  세계에 한 무역효과를 추

정한 후, 략물자의 수입에 있어서는 서방선진국에 하여, 략물자의 

수출에 있어서는 테러지원국에 하여 효과의 증감 여부를 조사하 다.

이상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설 1]우리나라는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으로 다른 품목

에 비해 략물자의 수입이 증가되었다.

[가설 1-1]이러한 수입 증가 효과는 서방선진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설 2]우리나라는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으로 다른 품목

에 비해 략물자의 수출이 감소되었다.

[가설 2-1]이러한 수출 감소 효과는 테러지원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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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과 [가설 1-1]은 우리나라가 당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할 때 상정하 던 정책효과를 검증하며,[가설 2]는 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하 던 부작용을 검증한다. 한 [가설 2-1]은 부작용이 우려거래

에 집 되어 정책이 효율 으로 시행되었는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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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증 분석

5.1.분석자료 기본 정보

본 연구는 4.1 에서 제시한 세 개의 품목군이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

이하 코어(core)를 략물자의 리변수(proxyvariable)로 상정한다.[그

림 5]를 참고하며 코어를 구성하는 HS코드군의 구체 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ATP에 포함되나 략물자와 련지을 수 없는 HS코드는 51

로 체 ATP개수의 약 1/4을 차지한다.구체 인 품목을 살펴보면 주

로 생명과학(lifescience)과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로 분류되는 품

목이 이에 해당한다.

한,HS연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략물자 해당 정과 수출

허가 실 이 있는 HS코드는 56개로 나타난다.개념 으로는 정허가 

HS는 HS연계표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분류상의 오류

를 암시한다고 하겠다.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정이나 허가

를 신청한 민원인의 오기에 의한 오류이다.그러나 56개란 숫자가 정

허가 HS 체의 1/4을 차지할 만큼 큰 숫자인 바,HS연계표 작성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여 볼 수 있다.HS연계표는 당  일

본의 연계표 등을 참고하여 업종별 단체,연구소 등 18개 단체  기

35)의 업으로 작성되었고,제1차 고도화 과정에서 주 사업자인 세

연구원이 지 한 바와 같이,작업자들의 HS분류체계에 한 이해가 부

35) 자산업진흥회,기계산업진흥회,공작기계 회,철강 회,석유화학공업

회,정 화학공업진흥회,바이오산업 회,반도체산업 회,섬유산업연합회,요업

(세라믹)기술원, 산업진흥회, 기산업진흥회,비철 속 회,항공우주산업진흥

회,원자력연구소, 기연구원, 학기기 회,조선공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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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각 품목그룹별 실제 무역량의 요도를 가늠하기 하여 제도 시행 

과 후를 표하는 연도로 선정한 1991년과 2008년의 코어와 주변 품목

군이 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코어에 

해당하는 HS코드는 그 개수로는 세 품목군 합집합의 7% 수 으로 매

우 작지만 무역량으로는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
룹

∩ core
ATP
HS연계표
정허가HSC

ATP
HS연계표C

정허가HS

ATP
HS연계표C

정허가HSC

ATPC

HS연계표
정허가HS

ATPC

HS연계표
정허가HSC

ATPC

HS연계표C

정허가HS

수
입　

1991
11.3%
(100)

6.4%
(56.3)

0.1%
(1.2)

1.1%
(10.1)

6.5%
(57.7)

12.4%
(109.4)

0.7%
(6.5)

2008
13.6%
(100)

2.3%
(16.9)

0.2%
(1.4)

0.9%
(7.0)

7.7%
(57.0)

8.3%
(61.0)

0.7%
(5.2)

수
출　

1991
15.0%
(100)

3.8%
(25.4)

0.0%
(0.1)

1.3%
(8.6)

4.8%
(31.9)

8.3%
(55.4)

0.5%
(3.1)

2008
16.9%
(100)

7.5%
(44.2)

0.1%
(0.6)

0.5%
(2.9)

12.9%
(75.9)

15.0%
(88.6)

0.7%
(4.2)

[표 4]품목그룹별 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무역액 비

* 호 안은 core를 100으로 두었을 때 각 비 값의 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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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트 드 분석 결과

[그림 6]품목그룹별 수입액 추이

(우리나라-세계)

[그림 7]품목그룹별 수출액 추이

(우리나라-세계)

4.1 의 [그림 5]에서 상정한 품목그룹별36)로 1988년에서 2011년 사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입한 액과  세계로 수출한 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각각 [그림 6]  [그림 7]과 같다.2008년 일어난 소  리먼

러더스 사태에 따른 융 기의 충격으로 2009년 무역량이 히 감소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그룹에 있어서 무역량은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는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는 이러한 반

 증가 경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그룹별 수입액 는 수출액을 각각 체 품목의 수입액 는 수출

액으로 나 어 얻어진 비 을 살펴보기로 하 다.[그림 8]은 198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연도별로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수입한 체 품목 수입

액을 100으로 두고 당해 연도의 각 품목그룹별 수입액을 비 으로 나타낸 

그림이며,[그림 9]는 수출에 하여 수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품목그룹별 

비 을 나타낸 것이다.

36)이하 모든 그림에서,품목그룹은 [그림 5]에서 사용한 방식(색깔 는 음 )

로 구분하기로 한다.



-33-

[그림 8]품목그룹별 수입액 추이

(우리나라-세계,비 )

[그림 9]품목그룹별 수출액 추이

(우리나라-세계,비 )

[그림 8]을 살펴보면,[가설 1]과 달리 제도가 본격 으로 시행된 

2000년 에 코어(분홍색 는 에서 첫 번째 역에 해당되는 은 회

색 부분)의 비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략물자와 련된 모

든 품목( 랑색  는 아래에서 첫 번째 역에 해당되는 짙은 회색 부

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다소간의 감소 경향이 보인다.이는 략물자 수

출통제 제도가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그림 9]를 살펴보면,코어 비 이 차 증가하다가 2000년

을 기 으로 정체 내지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반 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략물자와 련된 모든 품목에서 유사한 경향이 찰된다.이

는 [가설 2]와 같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부작

용이 다소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책효과와 정책부작용이 무역상 국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림 10]과 [그림 1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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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품목그룹별 수입액 추이

(우리나라-서방선진국,비 )

[그림 11]품목그룹별 수출액 추이

(우리나라-테러지원국,비 )

[그림 10]역시 제도의 도입이 략물자 수출통제를 극 으로 이행

하는 미국, 국,독일, 랑스 등 서방선진국으로부터 략물자 수입을 

진시킨다는 정책목 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그리고 

[그림 8]과 [그림 10]을 비교하면,오히려 제도의 본격 인 시행 이  

(즉,1990년 )의 코어의 증가 경향이  세계에서의 추이에서보다 서방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두드러진 것이 찰되는데,이는 제도의 시행이 

략물자의 수입에 끼친 감소 효과가 서방선진국과의 교역에서 더욱 크다

는 것을 보여주어,[가설 1-1]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림 11]은 안정 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이는 테러지원국으로 

선정한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북한 등 5개국이 우리나라와 무역

량이 작고 연간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따라서 [가설 2-1]를 검

증하는 자료로는 치 않다.

이상의 트 드 분석은 략물자 무역 비 의 추이를 단순히 체 품

목과 비교한 것으로, 한 조군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다음 에서는 코어와 코어에 근 한 품목군을 각각 실험군과 

조군으로 설정한 이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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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이 차이분석 결과

제도 시행 후의 코어와 조군의 이 차이분석을 하여 총 4가지

의 조군을 고려하 다.case1은 ATP,HS연계표, 정허가 HS  어

디에도 속하지 않아 략물자와 무 한 품목군,case2은 ATP에서 코어

를 제외한 품목군,case3은 HS연계표에서 코어를 제외한 품목군,case

4는 정허가 HS에서 코어를 제외한 품목군이다.

[표 5]는 각 조군에 하여 이 차이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S

∙T의 계수,즉 beta_3값이 제도 시행의 효과를 의미한다.beta_3값이 

양수이면 제도 시행의 효과로 해당 무역(수입 는 수출)이 증가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고,음수이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5]의 

결과치를 살펴보면,제도의 시행으로 case1에서 코어의 수입은 감소하

고,수출은 증가하 다.반면,case2,case3,case4에서 코어의 수입은 

증가하고,수출은 감소하 다.case1의 결과는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의 시행이 략물자의 수입을 진하지도,수출에 장애가 되지도 않아 

정책효과는 물론 부작용도 없었음을 보여 다.그러나 case2,case3,

case4의 결과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략물자의 수입이 진되었고,수

출에는 장애가 발생하 음을 보여 다.case1과 나머지 case들과의 이러

한 상반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ATP,HS연계표, 정허가 HS의 품목군은 체 무역량에 한 비

을 취하여 정규화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는 품목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경제의 성장과 발 에 따라 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 이 수입에서

는 감소하고 수출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지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37)

37)ATP,HS연계표, 정허가 HS에 속하는 품목들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

제품군, 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공업생산품이란 특징을 가진다.따라서 이러한

산업군은 노동집약 경공업산업이나 농림수산업과 차별화되는 발 특징을 지

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즉,우리나라의 산업발 에 따라 이러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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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조군 

설정

S=1 Core

S=0
(ATP∪HS연계표

∪ 정허가HS)C
ATP
-Core

HS연계표
-Core

정허가HS
-Core

수입

T=0
(1991년)

S=0 0.6131 0.0766 0.2534 0.0742

S=1 0.1134 0.1134 0.1134 0.1134

T=1
(2008년)

S=0 0.6622 0.0344 0.1834 0.0864

S=1 0.1359 0.1359 0.1359 0.1359

beta_0 0.6131 0.0766 0.2534 0.0742

beta_1 -0.4997 0.0368 -0.1400 0.0392

beta_2 0.0491 -0.0422 -0.0699 0.0122

beta_3 -0.0266 0.0647 0.0924 0.0103

수출

T=0
(1991년)

S=0 0.6621 0.0514 0.1696 0.0529

S=1 0.1505 0.1505 0.1505 0.1505

T=1
(2008년)

S=0 0.4641 0.0808 0.3534 0.1366

S=1 0.1694 0.1694 0.1694 0.1694

beta_0 0.6621 0.0514 0.1696 0.0529

beta_1 -0.5116 0.0991 -0.0192 0.0976

beta_2 -0.1979 0.0294 0.1838 0.0838

beta_3 0.2168 -0.0105 -0.1649 -0.0648

[표 5]제도 시행 후의 코어와 조군의 이 차이분석 결과 (세계 체)

모델 :y=beta_0+beta_1S+beta_2T+beta_3S∙T

따라서 보다 엄 한 분석을 해서는 최 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품목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런 에서 case2,case3,

case4가 조군을 구 하 다고 할 수 있다.즉,case2,case3,case4

의 결과는 한 조군과의 비교 결과 제도의 시행으로 기 되었던 정

책효과와 부작용이 모두 실 되었음을 보여 다.

다음으로,[표 6]에서 수입국을 서방선진국,수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단제품군에 한 해외 의존도가 어들고,국내 생산 능력이 신장되어 수입 감

소 수출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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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조군 

설정

S=1 Core

S=0
(ATP∪HS연계표

∪ 정허가HS)C
ATP
-Core

HS연계표
-Core

정허가HS
-Core

서

방

선

진

국

수

입

T=0
(1991년)

S=0 0.4770 0.1504 0.3339 0.0872

S=1 0.1623 0.1623 0.1623 0.1623

T=1
(2008년)

S=0 0.4551 0.1365 0.2807 0.1119

S=1 0.2138 0.2138 0.2138 0.2138

beta_0 0.4770 0.1504 0.3339 0.0872

beta_1 -0.3147 0.0119 -0.1715 0.0752

beta_2 -0.0219 -0.0139 -0.0532 0.0247

beta_3 0.0733 0.0654 0.1047 0.0268

테

러

지

원

국

수

출

T=0
(1991년)

S=0 0.6788 0.0091 0.2314 0.0653

S=1 0.0818 0.0818 0.0818 0.0818

T=1
(2008년)

S=0 0.6845 0.0308 0.2616 0.0319

S=1 0.0444 0.0444 0.0444 0.0444

beta_0 0.6788 0.0091 0.2314 0.0653

beta_1 -0.5970 0.0727 -0.1496 0.0164

beta_2 0.0057 0.0217 0.0302 -0.0335

beta_3 -0.0431 -0.0590 -0.0675 -0.0038

[표 6]제도 시행 후의 코어와 조군의 이 차이분석 결과

(서방선진국 수입,테러지원국 수출)

모델 :y=beta_0+beta_1S+beta_2T+beta_3S∙T

한정하 을 때,4가지 조군 모두에서 beta_3값이 수입에 있어서 양수,

수출에 있어서 음수 값을 가져,기 했던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결과를 [표 5]와 비교하면,case2,case3,

case4에서는 수입에 있어서 일 되게 beta_3의 값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즉,서방선진국에서는 수입 진의 효과가 증폭된 것이 확

인되어 [가설 1-1]이 지지된다.그러나 수출에 있어서는 증감의 방향이 

일률 이지 않다.즉,테러지원국에 하여 수출 장애의 부작용이 증폭된

다는 [가설 2-1]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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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코어와 코어에 근 한 품목군을 각각 실험군과 조군으

로 설정하여 제도 시행 후의 무역량 차이를 분석하는 이 차이분석을 

통하여 5.2 의 트 드 분석과 다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이는 

략물자의 품목  특수성을 고려한 조군을 설정하여 품목  특수성에서 

기인한 무역량 증감 효과를 배제하고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추출하 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 략물자 품목군의 특수성에 하여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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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시사

지 까지 우리나라의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이 우리나라 

략물자 수출입에 미친 향을 살펴보았다.2012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

에서 개최되는 등 평화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상이 강

화되는 가운데,국제  안보 규범의 하나인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도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  선택에 있어서 경제  향에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바,본 

논문의 실증 분석은 의미 있는 연구 다고 할 수 있다.

한,실증 분석을 한 략물자의 리변수들을 발굴하고 각각의 

특징과 상호 련성을 살펴보아,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경제 효과 

분석에 가장 큰 장애요소인 략물자 무역량 악에 진일보한 해결책을 

제시하 다는 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1988년~2011년 우리나라의 무역량 자료를 사용하여 략

물자 수출입 추이에 한 트 드 찰과 제도 시행 후의 이 차이분석

을 실시하여, 략물자 수출통제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 다.연구 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이 차이분석을 통하여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이 략

물자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단순한 

트 드 찰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략물자 품목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가설 1]의 검증)

그리고 이 차이분석 결과,이러한 수입증가 효과가 서방선진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증폭되었음을 확인하 다.이 역시 트 드 찰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략물자 품목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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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가설 1-1]의 검증)

둘째,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이 략물자의 수출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이는 트 드 찰과 이 차이분석에서 일

되게 나타난 결과이다.([가설 2]의 검증)

그러나 이러한 수출감소 효과가 량살상무기 우려국과의 교역에 

하여 증폭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 다.이 역시 트 드 찰과 이 차이

분석에서 일 되게 나타났다.([가설 2-1]의 검증)

상기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시행이 소기

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바,수출업계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

어야 할 제도임을 시사한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통제의 부작용이 극소

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즉, 략물자 수출통제가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테러지원국으로의 수출에 집 되지 않는 실

은 효과 인 규제,즉,거래의 험도에 따른 차등 인 규제 설정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재 4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30개 국가

(“가”지역)와 그 이외 국가(“나”지역)로만 나뉘어져 있는 국가구분을 보

다 세분화하여, 험도가 낮은 국가로의 수출에 하여는 허가제를 폐지

하고, 험도가 높은 국가에 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에 따른 차등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고,품목의 민감

도와 거래 상 방의 우려 정도 등에 등 을 매겨 역시 차등  규제를 실

시하는 방안도 생각하여 볼 수 있겠다.

한편,본 연구를 한 기  자료 수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이는 후속의 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제 효과 분석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ATP,HS연계표, 정허가 HS각 그룹에 속하는 HS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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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복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다.이는 

략물자를 한 HS코드 추출을 하여 하나의 선별법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을 보여 다. 한 HS연계표에 속하지 않지만 정허가 HS

에는 속하는 HS코드가 존재하여 HS연계표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

사한다.

둘째,ATP,HS연계표, 정허가 HS가 우리나라의 무역량에서 차지

하는 비 을 살펴보면,세 그룹이 복되는 부분은 그 비 이 상당히 큰 

반면,HS연계표에 속하지 않지만 정허가 HS에는 속하는 품목,그리

고 ATP에는 속하나 HS연계표나 정허가 HS에는 속하지 않는 품목은 

무역량의 비 이 매우 미미함이 찰되었다.이는 ATP,HS연계표,

정허가 HS가 무역 실에 있어서 상당부분 유사 을 가지고 있는 바,상

호 보완 인 HS선별법임을 시사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앞으로 품목,국가 등의 세분화와 최근 동향을 반

하는 등 좀 더 유연한 제도 시행으로 략물자 수출통제의 정  효

과를 늘리면서 부작용을 이는 시도와 HS연계표 등 기  자료의 보완

이 필요하다는 이 발견되었다.  시 은,단순한 집행 강화보다는 규

제 효율화를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한 시 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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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conomicEffectsof

ExportControlonStrategicTrade

Kim,So-Yun

DepartmentofEconomic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urrentl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considers

strengthening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trade to support

internationaleffortsforWMD non-proliferation.However,notmany

empiricalstudieshavebeen doneon theeconomiceffectsofsuch

regulation.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implementationofexportcontrolsandthetradingvolumeofstrategic

items.In orderto analyze this relation empirically,we examine

Korea'stradeflowsofstrategicitemsfrom 1988to2011andtrace

theirstructuralpatternbyadoptingdifferences-in-differencesanalysis

foryear1991and2008.Toinspectdistinctiveeffectsacross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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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lassify three different groups of countries. First, Western

industrialcountries such as US,UK,Germany and France are

considered as the prime source for advanced and/or strategic

technology.Next,terrorism-sponsoring countriessuch asIran,Iraq,

Syria,LibyaandDPRKareconsideredasWMD proliferators.Thirdly,

allotherUN membercountriesaretreatedasgeneralones.

ThisstudyuseATP definitionofUSCensusBureau,HS-ECCN

correlationmatrixdeveloped byKoreaStrategicTradeInstituteand

thecollection ofHS codeson Ministry ofKnowledgeEconomy's

licensingrecordstoselectrelevantHScodeforstrategictradedata.

A majorfindingofthisanalysisisthatexportwasnegativelyand

importwaspositively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strategic

tradecontrolswithsomeambiguityinthelatter.Wealsofindthat

thereissomemeaningfuldistinctionfortradepartnersbycomparing

countrygroups.

keywords:strategictrade,exportcontrol,exportrestriction,WMD,

non-proliferation,differencesin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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