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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FTA가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0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 

근본적 이유는 양국이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국내수용 능력 증대와 FTA 협상 진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한 ․ 중 FTA는 1단계 협상에서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

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골격(modality)을 도출한 후,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협

상분야별 모델리티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협상방

식의 채택이 양국 간 FTA 협상의 빠른 타결을 유도하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던 농업부

문의 민감성이 반영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FTA, 농업, 민감성, 2단계 협상방식

* 본 연구는 농업통상 50년사(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발간) 공동저자로 참가한 저자의 
｢한 · 중 FTA｣ 관련 부문의 원고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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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 · 중 FTA는 2012년 5월 양국 간 공식협상 개시 선언 이후 2단계 협상 

과정을 거쳐 14차례의 공식협상 끝에 2014년 11월 실질적 타결을 하고, 양

국 간 국내 절차를 마치고 2015년 12월 발효되었다. 한 · 중 FTA 추진 배경 

및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상호 의존관계를 

높여왔다. 2008년 한 · 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양

국은 한 · 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체결이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요

한 나라이다. 1992년 양국이 공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한 이후 쌍방 간 교역이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국은 2006년 이후 한국 제1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

다.

한 · 중 FTA 추진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이 주요하다. 중국은 무

역과 투자에 있어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한국 최

대의 수출시장으로 대중국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0.7%에서 FTA 협상 당시인 2011년에 24.2%로 크게 증가하였

고, 최근에는 26%로 더욱 커졌다. 또한, 중국이 수출-투자 주도에서 민간소

비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해 나감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과 선점을 위한 주

요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중 ·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후속논의가 가속화 중이었고, 

중국과 FTA를 체결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EU(European Union)와의 FTA를 추진함에 따라 EU의 ASEAN을 통한 중

국 우회수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전기전자, 기계부품 등이 일본산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이

에 중국과의 조속한 FTA 체결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 및 우리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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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아세안, 대만, EU, 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한 · 중 FTA 체결 필

요성이 부각되었다. 

아울러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 거대경제권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즉, 한 · 중 FTA

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주요 강대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양국 

간 FTA를 통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 안

정에의 기여이다. 한 · 중 FTA 협상이 개시된 2012년은 한 · 중 수교 20주년

이 되는 해로서 양국 간 FTA 추진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격상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후계구도 공고화 노력 등으로 말미

암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다

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한 · 중 FTA 추진은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EU, 미국에 이어 중국

과의 FTA 체결로 동아시아 통상환경에서 역내 통합논의 주도권 확보 및 글

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 안정에의 기여 등 다양한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우리와 비슷한 맥락에

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중

국의 주요 교역상대 중 하나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한 · 중 FTA 체결로 미국, EU를 비롯하여 한국이 FTA를 체결했거

나 체결할 국가의 시장에 더욱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크다. 또한, 

국제정치 및 지역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

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치 및 안보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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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 등에 대해 ‘대폭 양보’를 

시사하며 한 · 중 FTA에 적극 나선 측면이 있었다. 

한편 한 · 중 FTA는 통상적인 FTA와 달리 양국의 민감산업 분야를 감안

하기 위해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

다. 한 · 중 FTA 양국은 1단계에서 양국의 민감분야 해결 방향에 대한 모델

리티 합의를 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협상 추진 방식으로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가능하던 양국

의 민감분야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가능한 협상 토대를 구축한 상태에서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 · 중 FTA 협상 추진 방식의 특징인 2단계 협상 추

진 방식의 의미와 평가를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산업인 농업분야 협상내용

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한 · 중 FTA 추진 경과 및 특징 

한 · 중 FTA에 대한 첫 논의는 양국이 2004년 ASEAN+3(한 · 중 · 일) 경

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 · 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 추진 가

능성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

의의 후속조치로 한 · 중 양국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차례에 걸

쳐 양국 연구기관 간 민간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사전적으로 FTA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공동연구보고서(Joint Report)를 발표하였다. 민간공동연구 내

용의 핵심은 양국 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GDP는 3.1~ 

3.2%, 중국의 GDP는 0.6% 증가가 예상되며, 소비자 후생은 한국이 3.0%, 

중국이 0.6%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간공동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 · 중 양국 간 FTA 모멘텀을 살려나가면서 한 · 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

요하다는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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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민간공동연구의 제안에 따라 양국은 2006년 11월 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 · 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 중 FTA 산관학 공동연

구 출범에 합의하고,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수

행한 후 양국의 입장을 병기한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 · 중 FTA 

산관학보고서는 7개 챕터로 구성되어 한 · 중 FTA 체결의 산업부문별 영향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 중 FTA 협상의 목표와 원칙, 그리고 권고사

항을 제안하였다.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2010년 9

월부터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012

년 1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먼저,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2012년 2월 21일)하여 한 ‧ 중 FTA 추진에 대한 민간자문위원들의 의

견을 청취하고 한 ‧ 중 FTA 공청회를 개최(2012년 2월 24일)하였다. 한 · 중 

FTA 공청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FTA를 반대하는 단체 등의 단

상 점거로 개회 직후 중단됐다가 오후에 속개되어 우여곡절 끝에 종료되었

다. 이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한 ‧ 중 FTA 관련 총 110회 이상 의견수렴 활

동을 진행하여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한 ‧ 중 FTA 연구지원단을 대외

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을 중심으로 발족(2012년 4월 12일)하여 정부부처 ‧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개 세미나 및 학술 워크숍 지원 및 개최, 對국민 홍보 및 분

과별 협상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후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2012년 4

월 13일)하여 한 ‧ 중 FTA 추진 계획을 심의하였고, 2012년 4월 16일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한 ‧ 중 FTA 추진 계획을 의결함으로써 한 ‧ 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FTA 추진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한 · 중 양국은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2005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 때 양국 통상장

관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한 · 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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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양국의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1단계 협상에서는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골격(modality)을 도출한 후,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협상분야별 모델리티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다. 특히 상품분야 모델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하였

다. 통상적인 FTA는 협상시작과 함께 개별상품의 개방수준, 서비스 ․ 투자 

양허 및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나, 한 · 중 FTA는 협상진행을 이렇게 

2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여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를 보

호할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 · 중 FTA 추진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서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 가능하던 양국의 민감

분야에 대하여 배려와 보호가 가능한 협상 토대를 구축한 상태에서 FTA 협

상이 시작되었다. 

먼저 한 · 중 양국은 FTA 공식협상 개시 선언(2012년 5월 2일) 이후 7차

례의 협상 끝에 제7차 협상(중국, 2013년 9월 3~5일)에서 상품, 서비스/투

자 등 주요 부문에서 협상의 틀(modality)을 결정짓는 FTA 1단계 협상을 타

결하였다. 이때 합의된 한 · 중 FTA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의 주요 결과로서 

상품분야의 경우 협상대상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일

반품목군은 ‘10년 이내 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

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tariff-rate quota, 관세할당량), 계

절관세’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FTA 자유화수준은 품목수(HS 세번)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향후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한 · 중 FTA 1단계 협상의 결과, 전체 협상

대상 품목(1만 2천여 개 HS 세번) 중 약 1,200여 개 품목(10%)을 양허제외, 

부분철폐, 계절관세, TRQ 등을 통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품목수가 적은 농업부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예외품목을 할당받을 경우, 당초 예상보다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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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수준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10년 이내 철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그림 1>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상품분야 협상대상 품목군 유형

한편 한 · 중 FTA 2단계 협상은 2013년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8차 협상

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인 품목별, 분야별 양허협상이 진행되었고, 2014년 11

월 10일 북경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 ․ 중 FTA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한 · 중 FTA 협정문을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22개 장(章)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협

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에 합의하였다. 가장 민감한 농산물은 자유화(발효 후 

20년 이내 철폐) 비율이 64%로 한 · 미 FTA나 한 · EU FTA에 비해 낮은 수

준으로 타결되었다. 그 후 2015년 2월 25일 한 ·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

서명(initialing)과 함께 한 ‧ 중 FTA 협정문이 공개되었고, 양국의 협정문 전

반에 대한 정밀검토와 최종확인 작업을 통해 2015년 6월 1일에 양국은 FTA 

협정문에 대해 정식 서명하였다.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안이 2015년 

11월 30일 통과되었고, 2015년 12월 20일 부로 한 · 중 FTA가 발효되었다.

III. 한 · 중 FTA 농산물 시장개방 양허의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FTA 협상에서 상품 관련 시장접근 협상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년도의 품목별 세번(tariff-line)별로 양허협상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한 · 중 FTA에서 양국은 2012년 기준으로 상품별 관세양허 협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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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연도 내용

2005~2006년 민간공동연구(4차례) 2012. 8 제3차 협상(웨이하이)

2007. 3 산학관공동연구 제1차(북경) 2012. 10 제4차 협상(경주)

2007. 7 산학관공동연구 제2차(서울) 2013. 4 제5차 협상(하얼빈)

2007. 10
산학관공동연구 

제3차(웨이하이) 
2013. 7 제6차 협상(부산)

2008. 2 산학관공동연구 제4차(제주) 2013. 9
제7차 협상(웨이팡)

1단계협상 종료

2008. 6 산학관공동연구 제5차(북경) 2013. 11 제8차 협상(인천)

2010. 2
산학관공동연구 수석대표 간 

협의(북경) 
2014. 1 제9차 협상(서안)

2010. 5
산학관공동연구 종료     

통상장관회의(서울)
2014. 3 제10차 협상(일산)

2010. 9
한 · 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북경)
2014. 4 회기간 실무 회의(북경)

2011. 4
한 · 중 FTA  

통상장관회의(북경)
2014. 5 제 11차 협상(쓰챤성 메이샨)

2012. 1
한 · 중 FTA 추진합의  

양국 정상회담
2014. 7 제 12차 협상(대구)

2012. 2 한 · 중 FTA 공청회 개최 2014. 9 제 13차 협상(북경)

2012. 3~4
한 · 중 FTA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 3차례

(서울, 북경)
2014. 11

제 14차 협상(북경)
협상타결 선언(APEC 

정상회담 참여 양국정상)  

2012. 4
한 · 중 FTA 추진 의결

대외경제장관회의
2015. 2 한 · 중 FTA 가서명 

2012. 5
한 · 중 FTA 협상개시 선언 

통상장관회의(북경)
2015. 6 한 · 중 FTA 정식 서명(서울) 

2012. 5 제1차 협상(북경) 2015. 11
한 · 중 FTA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 

2012. 7 제2차 협상(제주) 2015. 12 한 · 중 FTA 발효 

<표 1> 한· 중 FTA 협상 경과

자료: FTA 포털 등 내용 정리(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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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표준품목분류(Har- 

monized Tariff Schedule of Korea, HSK)에 따른 전체 관세양허 대상 품목 

12,232개 가운데 한 · 중 FTA 체결로 인해 시장개방 양허 대상 농산물은 

1,611개였다. 이는 세번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의 13.2%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 중 FTA 협상에서 합의된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시장개방 양허수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 · 중 양측의 1단계 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협상대상 품목군을 우선 ‘일반/민감/초민

감품목’ 세 가지로 나누어 양허하였다. 일반품목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민감품목은 10년 초, 20년 내 관세철폐 품목, 그리고 초민감품목은 20년 이

상 장기 관세철폐와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구분된다.1

일반품목은 즉시철폐와 5년 철폐, 그리고 10년 철폐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민감품목은 15년 철폐와 20년 철폐라는 원칙하에 20년 철폐 품목을 20년 균

등 감축과 11년차부터 감축, 그리고 13년차부터 감축으로 구분하여 양허하였

다. 초민감품목은 5년간 10% 감축과 10년간 관세율 130%로 감축, TRQ 조

건부 현행관세 유지, 그리고 양허제외로 구분하여 양허하였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는 전체 농산물(1,611개) 중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 589

개(36.6%), 10년 초과 20년 내 관세철폐 품목인 민감품목 441개(27.4%), 그

리고 양허제외 등 관세철폐의 예외조치를 적용받는 초민감 품목은 581개

(36.1%)로 합의하였다. 농산물 양허 수준은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

목 수 기준 64%(수입액 기준 42%)였고, 양허제외 비율은 34%이다. 

위와 같은 한 · 중 FTA의 농산물 개방수준은 이전에 체결된 한 · 미, 한 ·

EU 등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

중이 63.5%(1,022개)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중장기적 관

세철폐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이 많다. 특히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581개 중 548개(94.3%)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7개(1.2%) 품목에 대해 

 1. 이러한 농업분야 관세양허에 대한 기본 원칙하에 전체 농산물 시장개방 대상 품목에 
대해 합의된 관세양허 유형은 관세철폐(즉시철폐부터 20년 이내 철폐품목까지), 부분
감축, TRQ, 양허제외 등 모두 11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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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제공 후 관세철폐 예외, 26개(4.5%) 품목에 대해 관세부분감축으로 합

의되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개방수준을 대폭 낮추었다. 예를 들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과일류, 고추, 마늘, 양

파 등 채소류, 인삼 등 특작류 등이 양허제외 되었다. 이로 인해 협정에서 제

외된 쌀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의 현행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 농산물 대비 양허제외 품목 수와 비중(548개, 34%)은 기존 

미국(16개, 1.1%), EU(41개, 2.8%), 호주(158개, 10.5%), 캐나다(211개, 14.1%)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한 · 중 FTA의 농산물 개방수준이 다른 FTA

에 비해 낮은 것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한 · 중 FTA 1,611개 양허대상 농산물 중에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신선 농축산물이 양허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의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의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육류, 인삼, 버섯 등의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협상 개시 전 우려와 달리, 기존의 한 · 미 

FTA, 한 · EU FTA에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였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전분,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의 

주요 초민감 품목들이 모두 관세철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지만 현재에도 상당량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특히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7개의 품목에 대해선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차원에서 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팥(3천 톤), 맥아(5천 톤), 고구마전분(5천 톤), 대두(콩나

물용 7천 톤), 대두(기타 용도 3천 톤), 참깨(2만 4천 톤), 사료용 식물성 부

산물 기타(3만 8천 톤) 등은 현행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중국산 해당 품목

에 무관세 부과조건으로 TRQ 물량이 제공되었다. 이들 품목은 이미 WTO 

TRQ 대상품목이고, 상당부문 중국으로부터 이미 수입되던 품목들로서 한 ‧
중 FTA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고,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개방피해 최소

화 차원에서 관세 부분감축으로 합의하였다. 현행 양허세율이 280% 이상 높

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 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귀리(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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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양허유형 한 ‧ 중 FTA 한 ‧ 미 FTA 한 ‧ EU FTA

일반

품목

즉시 철폐
216

(13.4)
550

(37.9)
610

(42.1)

5년 철폐
209

(13.0)
329

(22.7)
295

(20.4)

10년 철폐
164

(10.2)
384

(26.4)
334

(23.1)

소계
589

(36.6)
1263
(87.0)

1239
(85.5)

민감

품목

15년 철폐
202

(12.5)
148

(10.2)
146

(10.1)

20년 철폐
239

(14.8)
10

(0.7)
10

(0.7)

소계
441

(27.4)
158

(10.9)
156

(10.8)

초민감

품목

TRQ
7

(0.4) 15
(1.0)

14
(1.0)

부분 감축
26

(1.6)

양허 제외
548

(34.0)
16

(1.1)
40

(2.8)

소계
581

(36.1)
31

(2.1)
54

(3.7)

총 합계
1,611

(100.0)
1452

(100.0)
1449

(100.0)

<표 2> 한 ‧ 중 FTA 우리나라 농축산물 양허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a), 한 · 중 FTA 상세설명자료. 

플레이크), 밀(조분, 팰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얌, 매니옥, 토란 등

은 10년간 관세율을 130%까지로 인하하는 부분감축 조건으로 양허하였다.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당면,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

은 5년간 현행 관세율을 10% 인하하기로 하였다. 김치, 혼합조미료 등은 현

행 관세율을 1%만 인하하는 부분감축으로 양허되었다. 

한 · 중 FTA에서 합의된 우리 측 농산물 시장개방 양허는 주요 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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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낮은 수준의 FTA’로 평가된

다. 관세철폐 양허유형이 모두 11개로 기존에 미국(22개)이나 EU(21개)와 

체결된 FTA에 비해 단순화되었는데, 이는 주요 품목들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나머지 품목들은 양허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었기 때문이다.2

IV. 평가와 시사점

한 · 중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안 된 상태로 구체적인 이행평가를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한 · 중 FTA 농업분야 타결 내용을 중심

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 · 중 FTA가 협상 선언 이후 30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합

의에 도달한 근본적 이유는 양국이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국내 수용능력 증

대와 FTA 협상 진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기 때

문이다. FTA 협상 시작과 함께 개별상품의 양허 수준을 논의하는 통상적인 

FTA와 달리 한 · 중 FTA는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양국의 민감분야를 상호 보호할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한 · 중 FTA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가

능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 빠른 협상타결을 유도하게 한 주요 요인이다. 그 

후, 양국은 1단계 협상의 합의 틀에 근거하여 본격적인 2단계 협상을 통해 

품목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한편, 한 · 중 FTA가 한 · 미 FTA나 한 · EU FTA보다 개방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취약산업인 농업분야의 보호를 위해 제조업 분야

의 이익을 양보한 듯한 기사를 내보냈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낮은 수준

의 시장개방이 됐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충

 2. 한 · 중 FTA에서 합의된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관세양허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
(2015a) 또는 이상현 · 정대희(2015)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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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아주경제, 2014/11/10; 파이낸셜뉴스, 

2015/02/25). 이런 해석은 사실과도 멀고 불필요한 국내 산업 간 갈등을 조

성해 향후 통상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 간 낮은 개방

수준은 구체적 상품 양허가 논의되기 전인 이미 1단계에서 결정됐다. 중국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등 민감 제조업종에 대

해 높은 수준에서 개방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

연적으로 우리의 민감분야인 농업의 개방수준도 우려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

다. 실제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공산품분야에서 즉시철폐를 44% 했지만 

이 중 38.8%는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한 · 중 FTA로 인해 즉시 철폐한 것은 

5.2%에 불과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5a: 15). 또한 중국이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그리고 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한 대부분의 품목이 우리의 주력 수출 

공산품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중국 측이 자국의 민감 공산품에 대해 

개방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된다. 한 · 중 FTA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경

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정세를 감안한 정치적 측면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

다. 당시 한 · 미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좁혀져 오던 상황이라 우리 측보다

는 중국이 한 · 중 FTA를 더 간절히 원했고, 이런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라도 

조속한 타결을 바랬다는 평가도 있다(최원목, 2016). 이런 관점에서 농업 때

문에 제조업을 희생했다고 하는 것은 협상 진행 과정과 두 나라의 기본 입장

을 잘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협상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 산업 때문에 다른 산업이 손해를 봤다는 식의 단편적 평가는 부적절하다.

어찌되었든 한 · 중 FTA의 농산물 개방수준은 이전에 체결된 한 · 미, 한 ·

EU 등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농산물 개방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아무리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도 한국농업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 농산물 중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부분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농업부문을 상당히 보호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한 · 중 



86   임 정빈

FTA는 한국 농업이 개방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한 · 중 

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

에서 8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낮은 개방수준의 FTA라 할

지라도 중국과의 FTA 타결은 한국 농업에 큰 위협요인임에 틀림없다. 

한 · 중 FTA 발효 이후의 본격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추세는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무엇보다 한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

화를 요한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과 동시

에 품질이나 유통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와 유통효

율화가 요구된다. 실제 우리 농업여건에서 가격경쟁력 증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농업의 지속적 발전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질 및 유통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아울러 한 · 중 FTA 체결은 상대국인 중국의 농식품 시장도 개방하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자,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 농기계, 사료 및 농

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 

세계 주요 농식품 수입시장으로 부상 중이고, 우리나라와 가장 거리가 가까

운 나라로서 한국산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게다가 중

국은 이미 거대한 농식품 수입국으로 2004년 이후 농식품 순수입국으로 전

환되었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 증가,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농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

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증대는 우리 농식품을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

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

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한 · 중 FTA 타결이 우리 농업의 체질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동시

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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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Two-Stage Negotiation on the Korea-China FTA: 

Focusing on Agricultural Sensitivity

Jeongbin Im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China FTA reached an agreement sooner than expected, after 30 
months since the declaration of negotiation in May 2012.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two countries adopted a step-by-step negotiation method in order to increase the 
domestic acceptability for sensitive sectors in each state and to facilitate the progress 
of FTA negotiation. In particular, a two-stage approach was agreed upon.  for the 
Korea-China FTA.  In the first stage of the negotiation, the Korea-China FTA built 
its negotiation framework (i.e., modality) around market access, service, and 
investment, with considerations of the sensitivities in each country. In the second 
stage, a full-fledged, item-by-item negoti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modality 
built during the earlier stage of negotiation. This step-by-step negotiation method 
led to a quick settl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it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deriving negotiation results that reflect the sensitivity of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which was initially expected to receive the most negative 
impacts.

Keywords: FTA, agriculture, sensitivity, step-by-step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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