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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관료가 가진 정책이념(policy idea)과 국가 내에

형성되어 있는 무역정책 제도(institution) 간의 상호작용이 통상협상(FTA)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가(정부)는 대외 경제적 국가이익추구를 위해 외국과 통상협상을 갖고 무

역협정을 체결한다. 무역협정 체결이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통상협상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경제적 요인들 외에

도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가의 무역정책(trade policy)이라는 정책행위가 과거 냉

전시대에는 정치에 비해 경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함에 따라 무역(international

trade)도 소위 하위정치(low-politics)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나 탈냉전 이후

현대에는 무역이 정치와 마찬가지로 상위정치(high-politics)의 영역에 해당하

는 국제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현대 국가들은 무역을 더

이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소위 무역의 정치경제 시대가 도래 했음이다.

둘째, 국가의 무역정책(trade policy) 및 통상협상(trade negotiation)이 가진

속성 자체가 대내적(domestic) 및 대외적(international)인 양 수준(two-level)에

서의 정치협상(political bargaining) 게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인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해당 국

가에 형성되어 있는 무역정책 제도가 국가 간 통상협상의 타결 여부 및 체결된

협상의 시장 개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었음을 실증분석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21세기 들어 새롭게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따른 통상협상들 중에서 특히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 국가들과의

FTA 협상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시기 별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 간 상호작용이 협상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한·미, 한·중 FTA 협상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 통상관료 및 협상상대국 통상관료가 협상 당시 가지고 있던 정책이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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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와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정책 제도의 특성 별 차이에 따라 협상의

타결 여부 및 체결된 협정의 무역 자유화 수준에 있어서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관료의 정책이념이 통상협상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협

상에 임하는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모두 적극적 자유주의일 때 협상타

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소극적

자유주의일 때에는 협상타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방 당사

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은 적극적 자유주의이나 타방 당사국 관료의 정책이념

이 소극적 자유주의일 경우 협상타결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협상이 타결되더라

도 낮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상 당시 각국에 형성되어 있던 무역정책 제도가 가진 특성 별 차

이가 통상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협상 당사국 내에서 무역정

책을 주무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조직의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

보유정도가 통상협상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때 제도가 다른

변수와 무관하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해 제도 자체가 가진 영향력만으로

통상협상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즉 제도의 경우 정책주무부처가

가진 권한의 강약 등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들 외에도 각국의 제도 내에서

제도가 통상관료에게 허용한 재량권(slack)을 관료가 대내외 협상에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협상결과가 다르게 결정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전개되

는 양 수준 게임인 국가 간 통상협상에서, 각국 통상관료의 이념과 제도 간 상

호작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 통상관료가 자신의 지위 및 정책

이념에 입각해 그에게 주어진 제도적 재량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었다. 관료(bureaucrat)라는 공적인 지위를 가진 존재인 통상관료는 개인자격으

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조직의 구성원자격으로 가진 정체성이라는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지고 있다. 이에 통상관료들은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

상협상이라는 정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하되 그가 가진

이중적 정체성에서 오는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을 함께 추구한다. 분석 결과 바

로 이러한 통상관료의 공적 및 사적 지위에서 오는 다차원적 이익추구 동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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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통상협상에 임하는 관료의 전략적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특히 국가 간 통상협상에서는 정부의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정책담당 조직의

수장과 외국과의 협상에 정부를 대표하여 통상협상을 이끄는 교섭수석대표라는

최고위급 통상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결정과 협상전개에 있어 의사결정자

인 이들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무엇이고, 이들이 제도로부터 주어진 재량권을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협상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정책주무부처의 수장과 교섭수석대표는 소속 국가의 대내외 정치협

상 과정을 통해 자국의 최종적인 윈셋(win-set)의 크기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관료의 정책이념(idea), 제도(institution), 그리고 이해관계(interest)

간 동학을 감안하면서 한국정부가 무역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미

국, 중국과 추진했던 FTA 협상에 있어 위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협상

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FTA의 경우 협상 당시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양측 관료들 모두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관료가 국가이익, 조직이익, 개인이익 등을 달성하

기 위한 통상협상을 함에 있어 제도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주

어진 재량권을 활용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중앙 집권형 단일전담

조직인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수장과 교섭수석대표의 제도 활용 수준이 높았음

에 비해 4성 체제라는 분산형 복수조직 형태의 제도를 가진 일본 통상관료들

의 제도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협상 당시 일정한 정책이념을

가진 한·일 양국 관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한을 활용해 전개한

FTA 협상의 최종 결과는 한국 통상관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일본 측이 제안한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이 장기 교

착상태에 빠지고 급기야 현재까지 중단되기에 이르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둘째, 한·미 FTA의 경우 협상 당시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은 모두 적

극적 자유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제도 활용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위상과 정책추진 역량이 한·일 FTA 협상 때보다 강화된

가운데 대내 이해관계 정부부처들을 상대로 한 정부정치에 있어서도 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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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제도 활용 역량을 보였다. 미 무역

대표부(USTR)의 통상관료들 또한 시효가 예정된 무역촉진권한(TPA)을 활

용, 미 의회와의 대내 정부정치 힘겨루기에서 비교우위를 점했다. 그 결과 양

국 간 협상의 최종 결과는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양측 주무부처

조직수장과 교섭수석대표의 제도 활용 수준이 모두 높은 가운데 높은 수준의

FTA로 타결되었다.

셋째, 한·중 FTA의 경우 협상 당시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은 한국의

경우 적극적 자유주의, 중국의 경우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가까운 소극적 자

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 활용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협상

중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교섭본부가 해체되고 신설 산업통상자원

부체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 편제된 통상조직은 차관보

급으로 조직위상이 낮아졌으며 산업부문 출신의 관료들이 교섭권을 이양 받아

협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상교섭본부체제 시절과는 달리 정

책주무조직인 통상조직에 소속된 관료들의 제도적 재량권 활용을 통한 정책갈

등 조정 및 대내 이해관계 부처에 대한 정치협상력도 이전보다 약화되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공산당 일당독재 하에서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 무역

정책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산하 통상전담조직인 상무부 소속 통상관료

들의 제도 활용 수준이 높았다. 이는 중국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

상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결정과 지시 하에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상무부가 별

도로 대내 이해관계 부처들과의 중대한 정치협상을 거칠 필요가 없이 결정된

정책방향에 대한 집행위주의 통상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양국 간 협상의 최종 결과는 한·미 FTA를 거치면서 형성된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졌으나 정권교체로 인한 제도변화에 따라 제도적 재량권 활용에

있어 영향력이 감소한 한국의 통상관료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가까운 소극

적 자유주의 이념성향과 높은 제도 활용 수준을 가진 중국 통상관료 간 협상

의 결과, 당초 양측이 천명했던 높은 수준의 FTA 체결 목표와 달리 타결엔

성공하되 무역 자유화 수준이 낮은 수준의 FTA로 체결되었다.

이상 한국이 추진한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 국가들과의 FTA 협상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간 통상협상의 결과에는 경제적 영향요인 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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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요인으로써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가 관료가 속해 있는 조직

과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interest)를 둘러싸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경험적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이처럼 국가 간에 추진되는 통상협상의 결과가 경제적 이유와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역정책이 가진 정치경제적 속성 때문이다. 국가(정부)

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여러 복잡한 계산과 전략을 통해 외국과 통상협

상을 하게 되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행위를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책

담당자인 관료들이기 때문에 관료의 정책이념이 무엇이냐가 통상협상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친다. 또 통상관료들은 정책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무역정책 제도

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정책행위를 해야만 하기에 각국의 무역정책 제도가

가진 특성과 관료의 제도 활용 수준 또한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통상협상이라는 것이 행위자인 관료가 자신이 가진 고유

한 정책이념 하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제약으로써의 제도가 부여한 권한

과 책임을 행사하는 정책행위의 일환임을 실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통

상협상은 통상관료가 대내(domestic) 및 대외(international)의 양 수준에서 공식

적 또는 비공식적 이해관계 조직들 및 외국 관료들과 벌이는 정책행위라는 점에

서 통상관료와 그가 속해 있는 정부조직의 행위는 제도인 관료제(bureaucracy)

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서도 연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연구방법론에 있어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이 주

로 규범적인 시각에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양적연구를 해 옴에 비해 본

연구는 실증적인 시각에서 무역의 정치경제학 및 행정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질적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그 동안 최소 국가단위 이상에서 연구되어 왔던 국제무역과 국가의 무

역정책 분야들에 대한 연구와 달리 분석단위를 국가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

해 국가 내 정책행위자인 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다. 즉

국제체제, 사회, 국가 등 거시적 분석단위가 아닌 국가 내 관료제(bureaucracy)

와 관료(bureaucrat), 관료 조직(organization)에 초점을 맞춘 행정학 및 협상론

시각의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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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기존의 국

내 선행연구들이 주로 일반연산균형(CGE)모형이나 중력(Gravity)모형 등 주

로 경제학적 계량분석 기법을 취해왔다면, 본 연구는 정부 내에서 집단적 정

책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현상과 과정분석에 대해 의사결정이론 분야의 분석모델

인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과 조직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모

델을 무역정책 결정과정 분석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넷째, 본 연구는 일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다뤘을 뿐 그동안의 국내 선

행연구들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던 무역정책 사상(idea or ideology), 제

도(institution), 이해관계(interest)가 국가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국내 선행연구들에는 없었던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OMT)를 중심으로 약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어 온 한국 무역정

책 제도와 그 제도의 산업통상자원부체제로의 변천이라는 제도상의 통시적

변화가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결과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주요어 : 관료제, 정책이념, 제도, 한·일 FTA, 한·미 FTA, 한·중 FTA

학번 : 2005-30821 1)

1)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SSK사업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았다. 본 논문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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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관료가 가진 정책이념과 국가 내에 형성되어 있는 제도

간 상호작용이 통상협상(FTA)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가 간 통상협상의 성공과 실패에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통상협상이라는 국가의 정책행

위를 수행하는 주체인 통상관료의 이념과 해당 국가에 형성되어 있는 무역정책

제도가 통상협상 타결 여부와 체결된 협상결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

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2)

그 이유는 국가(정부)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여러 복잡한 계산과 전

략을 통해 외국과 통상협상을 하게 되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행위를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책담당자인 관료들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정책이념이 통

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3) 또 통상관료들은 정책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무역정책 제도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정책행위를 해야만 하기

에 제도 또한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 간 통상협상은 행위자인 관료가 자신이 가진 고유한 정책이념

하에서 그에게 주어진 제약으로써의 제도가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수행

하는 정책행위이다.4) 이러한 점에서 통상협상은 이념(idea), 이해관계(interest),

제도(institution) 간 역학을 통해 펼쳐지는 국가 간 상호작용 행위이다. 통상협

상은 또 통상관료가 대내(domestic) 및 대외(international)의 양 수준에서 공식적

2) 통상관료의 정책이념(policy idea)란, 정책담당자인 관료가 정책행위를 하는 데 있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신념(belief) 또는 이념적 지향(ideological orientation)이다. 무역정책 제도란,

한 국가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규범(norms), 규칙(rules), 의사결정

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흔히들 국가(정부)의 정책은 권력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집권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수반으로서 모든 국가행위에 대한 최종 대표성 및 책임성을 가진다고 볼 때 어떤 면

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자가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의 광범위한 세부분야 별

정책들을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권자에게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행위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총체적 역량이 허락되지 않는다.

4) 일반적으로 제도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external constraints)으로

정의된다 (Ikenberry, 1988: 226; North, 1990: 3; 최병선, 1999: 39). 제도적 구조는 사회세력

간의 경쟁조건 또는 그것을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제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조형(shape)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 (Ikenberry, 198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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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공식적 이해관계 조직 및 사람들과 벌이는 정책행위라는 점에서 관료와

그가 속해 있는 조직의 행위는 제도인 관료제(bureaucracy)의 영향을 받게 된다

(Putnam, 1988; Wilson, 1989).

따라서 본 연구의 바탕에 깔린 기본 전제는 정부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여

러 국가행위주체들 중에서도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행위자는 관료(bureaucrats)

라는 것이다 (Ikenberry, 1986; Sabatier, 2007).5) 즉 국가와 국민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정책행위의 주체로써 관료

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들 관료들의 정책행위를 때로는 조형(shape)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약(constrain)하기도 하는 제도와 이들이 속해 있는 제도적

구조로써 관료제에 주목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관료

의 이념과 제도, 무역정책, 통상협상이라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속한 사안

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탈냉전(1989), 아시아 금융위기(1997) 등 세계 정치경제 환경의 격변에 따라

한국도 1990년대 말 국가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무역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큰 틀에서는 GATT/WTO 다자주의를 견지하되 경제적 실

익추구를 위해 정책의 주력 방향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로 전환했다. 이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더불어 출범한 통상교섭본부체제

하에서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14년 말 한국의 글로벌 경제영토는 전 세계 시장

규모의 약 73.4%에 이르게 되었다. 또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은 62.9%에 달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5). FTA에 기반 한 개방화 수준

을 볼 때 한국은 경제영토 기준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20개국

중 1위에 해당한다.6) 이렇게 일견 외형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가 된 데에는 자

5) The State is an organization staffed by ‘executive officials’ positioned to make, when

historical moments allow, strategic choices (Ikenberry, ibid.: 105-137). Ikenberry는 국가에

게 닥친 위기와 위협이 복잡하고 모호한 새로운 위기일수록 정부 관료(government elites)들

은 전략적 조정정책(strategic adjustment policy)을 주도하는 핵심 행위주체이며, 국가가 그

들에게 부여한 정책도구와 조직자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라고 설명했다. 즉 관료

는 정책에 대한 그들만의 핵심 신념(core belief), (개인 및 조직)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책행

위를 하는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라 할 수 있다 (Sabatier, 2007).

6) 2014년 11월 기준 칠레(85.1%), 페루(78.0%)이다. 또 한국의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비중은 62.9%(2014년 11월말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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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영향이 컸다.7)

그런데 왜 어떤 FTA 협상들은 타결되었던 반면 다른 FTA 협상들은 타결에

실패했는가. 또 체결에 성공한 FTA들 중 미국, EU, 칠레 등과의 협정들처럼 어

떤 FTA들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양허율로 체결된 반면, 중국, 인도, ASEAN

등 다른 협정들은 낮은 수준에서 체결된 것일까. 이처럼 통상협상(FTA) 마다의

결과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 무슨 결정요인이 한국정부가 외국과 추진

했던 FTA의 체결 성패와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유발했는가.

그동안 많은 국내 선행연구들이 이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해 왔다. 가장 많

은 유형의 답이 경제학 관점의 답들이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대외 경제 환경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 변화에 조응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서였다는 주장이다. 국제정치경제학 쪽에서는 무역으로 인해 이익 또는 피해를

보게 되는 사회 내 이익집단들 간 힘겨루기에서 자유무역의 수혜를 입는 이익집

단이 승리했기 때문이었다는 답도 있다. 또 집권자 내지는 집권세력의 선호와 의

지 때문이었다는 등 다양한 관점의 답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상의 주장들은 국제

체제, 사회, 국가와 같은 거시적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 부분적으

로 설명력을 갖춘 답들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각의 답이 국가행위 전체를 설명

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 통상협상이라는 정부의 구체적 세부 정책행위에 대한 설

명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는 답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관점과 분석틀에 기반

해 그동안의 한국 무역정책과 무역정책 제도의 통시적 변화, 통상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던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그리고 주어진 제도를 활용

해 협상을 해 나가는 통상관료들의 행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가 추

진했던 FTA 협상의 결과 및 체결된 FTA 별 결과 차이 발생에 관한 설명을 시

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통상협상의 문제를 기존의 경제학 또는 국제

정치경제학 관점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행정학 및 정책학, 그리고 협상론 관점

에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8)

7) 세계무역기구(WTO) 출범(1995)을 기점으로 볼 때, 한국이 현재와 같은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

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20여 년이다. 이는 과거 서구 선진국들이 중상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

로 그들 국가의 무역정책을 변화시켜오는데 걸린 수 세기 동안의 시간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난 변화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현재(2015년 4월) 한국은 11개의 FTA를 발효시켰

고, 4개의 FTA가 체결되어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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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 간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상술하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여러

유형의 통상협상들 중에서도 특히 양자 FTA 협상의 타결가능성 및 타결된

협상의 경우 그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역정책

과 통상협상이라는 국가의 정책행위를 수행하는 통상관료의 정책이념(idea)과

각국에 형성된 무역정책 제도(institution)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또 이

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속에서 통상관료가 제도 내에서 그에게 주어진 제도적

재량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하

기 위함이다. 즉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이들 관료들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인

제도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통상협상 과정에서 통상관료가 그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 등 제도가 허용하는 재량권(slack)을 어떻게 활용해 외국과의 통

상협상을 이끌고, 그럼으로써 협상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한국정부가 추진한 FTA 협상의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세계무역질서는 기존 GATT

를 대체해 1995년 새롭게 출범한 WTO 체제가 기능부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다수 국가들의 무역정책 방향이 기존 GATT/WTO 다자주의

중심에서 양자 FTA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도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하에서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FTA 체결에 성공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협상체결에 실패한 국가들도 있었

다. 또 체결에 성공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역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와 낮은

FTA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한국정부의 무역정책이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조응, 다자주의에서 양자 FTA

중심으로 변화해 오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무역

8) 본 연구가 분석시각과 방법론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학제적 연구를 시도한다는 것

이다. 큰 틀에서 볼 때는 ‘무역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관점이다.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과

국가의 무역정책(trade policy)을 규범적 접근의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행정학의 관

료제, 정책학의 정책과정론(policy process), 제도주의이론, 국제정치학의 외교정책결정론, 협상

론과 같은 여러 학문분야의 시각 속에서 분석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차용해 설명을 시도하려

는 것이 본 연구의 차별화 포인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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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중에서도 ‘국가 간 통상협상’이라는 부분에 집중한다. 통상협상은 일국

대내적(domestic) 측면과 함께 상대국과의 협상이라는 대외적(international) 측면

을 동시에 아우르는 양 수준의 정치협상 게임이다. 여기에는 당사국의 무역정책

제도, 통상관료와 조직을 규율하는 관료제(bureaucracy), 그리고 협상론 차원의

동학이 복합적으로 개입된다.

그 동안국제무역과국가의무역정책에관한국내외 선행연구들은이하 <그림 1>에

서처럼 크게 두 가지 연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축은 주로 경제학 이론

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normative) 접근과 정치학, 행정학, 공공선택이론 등을 중심으

로 한 실증적(positive) 접근 축이다. 두 번째 축은 분석단위와 수준(unit and level of

analysis)에 있어각각국제체제, 사회, 국가를중심으로한국제정치경제학적접근축이다.

<그림 1> 국제무역 및 무역정책에 관한 이론적 시각과 연구방법

이들 이론과 연구방법론들은 각기 저마다의 특징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접근법들은 우선 최소 분석단위가 국가 이상이고, 더 나아가 사회, 국제체제 등

거시적 수준이라 본 연구처럼 특정 개별국가 차원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을 주된 연

구대상으로 설정한 미시적 분석과 설명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점들을 갖고 있다. 또

이론들 간에 서로 주된 분석대상과 관심영역이 다르고, 상호 독립적이어서(mutually

분석 단위
및 수준

체제 중심

사회 중심

국가 중심

연구 접근방법

규범적
접근방법

실증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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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이론들 간 접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절충적(융합적) 연구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기존 방법론들을 활용해 특정 국

가의 무역정책과 제도의 통시적 변화가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국가가 추진

했던 통상협상(FTA)들의 결과와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영

향요인들을 규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컸다.

이에 FTA 협상의 타결가능성과 협상결과의 수준 차이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했다. 통상협상은 그 속성상 정책행위자인 통상관료

가 수행하는 국가의 공적인 정책행위이며, 협상의 전개과정에서는 국가, 조직, 개인

차원의 이해관계(interest)가 반영된다. 그리고 통상관료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

도의 틀 내에서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정책행위를 하게 된다. 그 결과 통

상협상에는 무역정책 사상, 이해관계, 제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역학이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상, 이해관계, 제도 간에 벌어지는 역학을 배경으로 첫째,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 간 상호작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가

간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FTA 협상들

중에서 한·일, 한·미, 한·중 3개의 FTA 사례를 대상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시계열 분석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존속했던 기간을 중심으

로 개별 FTA 협상 당시 일정한 정책이념을 가진 한국의 통상관료들이 그들에게는

정책행위를 하는 데 있어 기회이자 동시에 제약으로 주어진 무역정책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했었는지를 분석한다. 횡단면 분석은 한국정부가 일본, 미

국, 중국 등 각국과 추진했던 FTA 협상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및 협상전략

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것이 협상을 통해 반영되는 내용을 집단적 의사결정

모델(정부정치 모델 및 조직행태 모델)과 양 수준 게임이론의 윈셋(win-set) 분석을

각각 활용한다 (Putnam, 1988; Allison, 1971; Allison and Zelikow, 1999).9)

둘째, 본 연구의 사례로 분석하는 일본, 미국, 중국과의 FTA 협상이 경우에 따

라 체결에 성공하거나 실패했고, 비록 체결이 된 경우일지라도 높은 수준 또는 낮

은 수준의 FTA로 체결된 점 등 FTA 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났던

9) 정책행위주체인 통상관료와 조직의 행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이론 분

야의 연구방법론인 앨리슨 외(1999)의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과 조직행태

(organizational behavior) 모델을 활용한다. 또 각국 정부 간 양자 FTA 협상에 대한 분석

에 있어서는 양 수준(Two-Level) 게임분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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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10)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국가 간 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쳐 온 여

러 형태와 내용 별 원인들 중에서, 통상협상을 할 당시의 각국 통상관료의 정책이

념과 무역정책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협상에서 통상관료에 의해

제도가 전략적으로 활용된 결과임을 주장하고자 한다.11) 즉 협상의 결과를 결정짓

는 주요 변수이자 영향요인이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

다. 또 이러한 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관계에서 각국 통상관료들이 무역정책 결

정과 통상협상 과정에서 관료 개인 및 소속 조직의 이익을 동조화시고, 정부 내의

여타 이해관계 조직과 관료 등을 대상으로 주어진 제도를 활용하여 대내 정치협상

게임을 벌임으로써 통상관료 개인의 이익과 소속 조직의 조직이익을 동시에 추구

해 왔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상협상 과정과 결과가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하되 통상관료 및 통상조직 차원의 이익추구가 반영된 의도적인 정치행위가 집적

된 결과였음을 실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한국이 추진했던 FTA들 중에서 일본, 미국, 중국과의 FTA를 분석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각 사례가 통상교섭본부 체제 15년 동안 초기, 중기,

말기에 협상이 추진됨으로써 한국 무역정책과 제도의 변화, 통상협상의 시계열

적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데 적합한 사례라는 점 때문이다. 둘째, 통상협상의 성

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성공한 협상들 중에서도 시장개방 수

준(양허율)에서 높고 낮은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통상관료

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통상협상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기에 적합한 사례라는 점 때문이다. 셋째, 한국이 지금과 같은 개방형 통상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체 교역 중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거대경

제권과의 FTA 체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들 3국이 단일국가로써는 한

국의 최대 교역국들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12)

10) 체결된 FTA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판별하는 표준화된 기준은 없다. 다만 이 분야 연구에서 ‘높은

또는 낮은’수준의 FTA라 할 때 양적 기준은 전체 양허율 수준 90%를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

다. 대개 양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의 범위나 수, 질적으로는 제도화의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판

단한다. 따라서 높고 낮은 수준의 판별기준은 당사국 간 경제발전 수준, 시장경제화 수준, 해당국의

산업구조와 산업 별 경쟁력 차이 등에 따라 영향 받게 됨을 고려해야 한다.

11) 통상관료가 정책결정과 협상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벌이는 대내외 정치적 흥정(political

bargaining) 과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통상조직의 수장과 협상을

지휘하는 교섭수석대표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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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체 양허율 FTA 전체 양허율
한·칠레 99.8 한·터키 99.6

한·싱가포르 91.6 한·호주 94.2
한·EFTA 99.1 한·캐나다 98.4

한·ASEAN 90.8 한·콜롬비아 99.9
한·인도 84.7 한·중국 77.1
한·EU 100 한·뉴질랜드 78.3
한·미국 99.7 한·베트남 94.8
한·페루 100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연구의 대상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양자 FTA 협상들이다. 한국

은 2014년 11월 말기준으로 발효 FTA 11개, 타결돼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FTA 4개

를 갖고 있다.13) 이상의 FTA를 통해 체결한 한국 자유무역협정들의 무역 자유화 수준

은 이하 <표 1>에서 보듯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비교 시 양허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체결한 대부분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 농수산물 등 가격경쟁력이 약한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개방을 하여 보수

적으로체결한결과관세선기준으로대부분 90%이하의 FTA를 체결했다. 중국도 정치

전략적 고려를 통해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양보했다고 평

가받는 ASEAN국가들, 홍콩, 마카오등과의 FTA 경우에있어서마저도 90% 이하의양

허율구조를가진 FTA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표 1> 한국의 기 체결 FTA 양허율

주: 10년 이내 양허율 기준. 단위 (%)

한국의 일본, 중국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높은 이유는 대외무역의존도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2012년 기준 6.0%

12) EU의 경우 거대경제권이긴 하지만 협상 시기, 전략, 과정, 결과 등이 미국과 유사하고 국가

대 국가라는 양자 FTA가 아니어서 분석대상 사례로 택하지 않았다.

13) 한국의 발효 FTA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이며, 타결 FTA는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다 (http://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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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 평균 4.7%와 비슷하며, 소속 개도국들 평균

10.1%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실행 관세율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1%대

까지 하락해 있어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관세율이 더 낮은 수준이다.14)

지금까지 한국의 FTA를 통한 무역 자유화는 몇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무

역 자유화를 통해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 증가, 국민경제 내 소비자 후생

증대, 산업구조조정 등 국내경제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이익(gains)을 얻는 대신 농업

등 일부 산업에서의 피해 감수와 정치적 비용 지출, 국내 경제 및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지출 등 손실(losses)을 수용하는 정책을 병행해왔다. 둘째, 행정부

주도하에 중앙 집권형 하향식(top-down) 정책추진 전략을 구사해 왔다. 셋째, 무역

자유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이익집단에게 보상과 지원을 통해 반발을 무마하는 매수

전략(bribery)을 취해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 시 결과적으로 한국의 무역 자유화 과

정의 특징은 광범위한 자유화와 불균등한 보호라 할 수 있다 (이승주, 2011b: 357).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정부의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염두

에 두고, 추진했던 FTA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외국과의 통상협상과정에서 있었던 통상관료에 의한 제도의 활용양

태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들 중 한·미, 한·중

FTA를, 그리고 타결에 실패한 한·일 FTA 등 세 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15)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통상교섭본부가 존속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1964년 수출 중심형 공업화 성장전략을 기치

로 표방한 이래 1967년 GATT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무역협정들을 체결해 왔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체제 출범 이후의 시기를 중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분석사례들 중 한·중 FTA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폐지된 후 산업통상자원

부체제 하에서 후속 진행되었기에 한·중 FTA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럴 경우 본 연구가 분석하는 한국 무역정책의 대상 시기는 이하 <표 2>

의 음영처리 된 한·중 FTA 협상이 종료되는 2014년 11월까지가 해당된다.

14) 한국의 농업부문의 평균관세율은 37.7%로 선진국의 8.5%와 중진국의 14.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승주, 2011b).

15) 일본과의 FTA는 2003년 12월 첫 협상을 개시한 이래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한·일 양국은 협상 개시 전 양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약 5년(1998. 11-2003. 10)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민간 및 산·관·학 차원의 공동연구를 시행했었다(대한민국정부 FTA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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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1963~1998. 2) 제 2기(1998. 2~2013. 3) 제 3기(2013. 3~2014. 11)
-박정희 정부(1963)~김영삼
정부(1998)16)
-GATT/WTO-부처별 체제17)

-김대중 정부(1998)~이명박
정부(2013)
-WTO-통상교섭본부체제

-박근혜 정부(2013)~현재
-WTO-산업통상자원부체제

<표 2> 본 연구의 한국 무역정책 분석기간

주: 한·중 FTA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걸쳐 진행되었음을 감안한다.

또 연구의 대상인 각국 정부의 FTA 정책을 분석할 때 살펴봐야 할 것이

해당 국가의 FTA 정책을 산출해 내는 게임의 룰(rules of game)로써의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즉 제도(institution)이다.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은

집권 행정부 당시에 정립되어 있는 해당 정책분야의 제도를 통해 산출된다.

무역정책도 마찬가지다. 즉 무역정책 제도는 무역정책의 산출을 위한 구조

(structure)이고, 무역정책은 그러한 구조가 작동한 산출물(outcomes)이다.

그동안 한국의 무역정책은 변화무쌍한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적응해 오면서 다

자주의에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로 정책의 주요 전략기조가 변해 왔다. 무역정

책 제도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면, 해외협력위원회(1982-1986)18), 대외경제조

정위원회(1994-2001)19), 대외경제장관회의(2001-현재)20) 등으로 변천을 겪어왔다.

한국정부의 대외 무역협상 체계인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총괄·조정하는 통상행정

체계에 있어서는 이하 <표 3>에서처럼 경제기획원21)-상공부 체제, 재정경제원-

16) 첫 번째 시기인 김대중 정부 이전의 한국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를 보면 1994년 김영삼 정

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구 경제기획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시기와 그 이

전 시기(주로 198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최병선, 1999: 1023).

17) 본 논문에서 ‘OOO 체제’의 의미는 국가의 정부조직법 또는 한국의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을 주무하는 부처를 명시

한 것처럼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도하는 해당 정부부처 명으로 상징화 된 무역정책 및 통상행정체

제를 뜻한다. 사례로 보면,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체제, 일본의 4성 체제, 미국의 USTR체제,

중국의 국무원(상무부) 체제 등이 해당한다.

18) 1980년대한국의최고무역정책결정기구는해외협력위원회였다. 1982년위원회와사무국(기획단) 형태로

설치된해외협력위원회는 1986년미국과의시장개방협상이후국내정치적비난여론속에서해체되었다.

19)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시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외경제관계

및 이와 관련된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었

다(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 14268호). 이후 같은 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폐지되어재정경제원산하로 편제되어무역정책결정및 조정을담당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 대외경제장관회의(2001년-현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축소 조정되면서 기존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대체하여 재정경제부에 설치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일환으

로 무역정책을 실무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대외협력위원회

(1986-1994), 대외경제조정위원회(1994-2001)이 대외경제정책조정을맡아왔다 (이송호, 200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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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무역정책 결정구조
(정책조정 기관)

통상행정체제
(교섭수석대표) 부처 간 관계

제 1기
(1964-1986)

해외협력위원회
(의결)

경제기획원
(외무부)

-개별 부처 독립형
-경제기획원, 상공부 주도

제 2기
(1986-1998)

- 대 외 협 력 위 원 회
(1986∼1994)

-대외경제조정위원회
(1994∼1998)

통상산업부
(외무부)

-개별 부처 독립형
-기능 독립형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 
대외경제정책 조정
 ‧외무부: 외국과 통상교섭
 ‧통상산업부: 통상
 ‧농림부: 농산물 협상

제 3기
(1998-2013)

-대외경제조정위원회
(1998∼2001) 심의‧
조정
-대 외 경 제 장 관 회 의
(2001∼) 심의‧조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중앙 집중형(통상교섭본부)
-일부 기능 개별부처 잔존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경제협력국)
 ‧산업자원부:　상업‧무역 및 무
역진흥(무역위원회)
 ‧농림부: 농산물(국제농업국)

제 4기
(2013-현재)

대 외 경 제 장 관 회 의 
심의‧조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강화된 중앙 집중형
 ‧산업-통상 통합관리형

통상산업부-외무부 체제, 통상교섭본부 체제, 산업통상자원부 체제로 변화를 거

듭해 왔다 (최병선, 1996; 김정수, 1998).

<표 3> 한국정부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의 역사적 변화

자료: 해외협력위원회설치령, 대외협력위원회규정,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 대외경제장관회

의규정, 김정수(1998), 최병선(1999) 등을 참고하여 필자 재구성.

이렇듯 내용으로써의 무역정책과 형식으로써의 무역정책 제도의 변화는 서

로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정책변화가 제도변화를 유발하고, 때로는 제도변화

가 정책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등 양자가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발전해 왔다. 이렇듯 그간의 한국정부 무역정책의 통시

적 변화는 무역정책 제도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제도 변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무역정책을 주무해 온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도 변천을 겪어 왔다.

21)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22일 창설되어 1994년 12월 23일까지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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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변수

본 논문의 독립변수는 통상관료의 정책이념(policy idea)과 제도(institution)이다.

국가 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이념과 제도는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정책이념을 가진 통상관료는 대내외 양 수준의

정치적 흥정에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통상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은 협상과정에서 조절변수로써 작용하여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명 대상인 종속변수는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FTA들의 협상 결과이다.

1) 통상관료의 정책이념(policy idea)

통상관료의 정책이념22)이라 함은 통상관료가정책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신념(belief) 또는 이념적 지향(ideological orientation)이다. 즉 정부의 무

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주무조직의 수장과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이끄는

교섭수석대표(chief negotiator)23)가 가지고 있는 무역정책에 대한 사상적 정향, 신념체

계 또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Hartz, 1955: 207; Schurmann, 1966: 18; King, 1973; North, 1981:

48; Odell, 1982; Goldstein, 1988: 182).24) 이는 정치학에서 아이디어(idea) 또는 이데올로기

2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책이념(policy idea)이란, 개인으로서의 관료가 공적 조직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 갖게 되는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된 지적 관념(shared intellectual

outlooks)’이다 (Goldstein, 1988: 182). 이 때 공유된 관념이란 소속 부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자 하는 정부 내 관료조직의 정책적 정향(policy orientation)을 의미한다. J. Goldstein(1988)

은 아이디어에 대해 “ideas refer to shared intellectual outlooks. In particular, the shared outlook

is the efficacy of government pursuing one economic policy rather than another”라고 정의했다

(Goldstein, ibid.: 182). 한편 D. C. North(1981)는 “Ideologies are intellectual efforts to rationalize the

behavioral patterns of individuals and groups”로 정의했다. 인간사회에는 대개 외생적 경제변화(공

황, 전쟁 등)와 내생적 정치격변(중대한 정책실패, 인구구조 변화 등)로 기성 사상과 정책, 정치

제도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될 때 새 아이디어와 정책이 실험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데, 이

때 기성 신념에 도전하는 기업가적 정치인(political entrepreneur)이 등장, 정책담당자와 의식 있는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Goldstein and Keohane, 1993: 17).

23)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있어 수석교섭대표의 정책이념은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 협상에 있어 수석교섭대표는 개인자격이 아닌 정부대표이기에 정부훈령을 기초로 협상에 임

한다. 동시에 교섭대표로서 주어진 제한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협상과정과 내용을 대표단에

소속된 각 부처 관계자들과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료로서 가진 정책이념

이 중요하다 (Koo and Jho, 2013: 65-74). 한국의 외국과의 통상교섭 시 수석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87호) 제 5조 및 제 6조에 따라 지명된다.

24) 정부 부처 장차관 및 교섭대표 외에 해당 부처 하위조직에 소속된 관료들도 넓은 의미에서 통상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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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를 관료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갖고

있는신념체계(belief system)로정의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 (Converse, 1964: 207).25)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념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해 Goldstein(1988)의 아이디어

에 대한 정의와 North(1981)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를 중심 기반으로 삼되,

최병선(1999)이 강조하는 무역정책 사상, 이해관계, 제도 3자 간 역학관계의

긴밀한 연관성과 중요성 측면을 고려하였다. 사실 아이디어(또는 이념)라는 것

은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연구자들마다 그에 대한 관점과 내용에 대

한 정의가 다 달라 무엇이 정책이념다라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획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책이념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개념적 명확성 확보를 위해 몰두하기 보다는, 이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천착을 통해 공통분모로 형성해 온 큰 틀에서의 합의가 가능한 공통

점이 형성되는 수준 정도에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26)

이에 본 논문이 정의하는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은 다음과 같다. 정책이념이란,

통상관료가 국가이익, 조직이익, 개인이익이 복합적으로 투영되는 무역정책에 대

해, 자신의 세계관과 신념체계에 기반 해 자신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

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념 또는 이념적 정향이다.27)

한편 본 연구는 행위자 요인 측면에서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과 통상협상에

들임은 분명하지만 본 연구에서 통상관료라 함은 공식적인 무역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통상교섭을 책임지는 고위직 관료를 주 대상으로 한다. 기타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개인이익이 조직

이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을 기본단위로 한 앨리슨의 조직행태모델을 통한 설명에서 조

직이념(organizational ideology)의 발현을 통해 반영한다(“An organizational ideologies is defined as a

systematic set of ideas with action consequences serving the purpose of creating and using

organization”) (Schurman, 1966: 18).

25) P. Converse는 신념체계(belief systems)를 “개인이 조직 내에서 갖는 제약 또는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로 인해 일정한 형태로 합쳐진 아이디어들과 태도들의 배열(belief system is a

configuration of ideas and attitudes in which elements are bound together by some form of

constraint or functional interdependence)”라고 정의한다(Converse, 1964).

26) J. Goldstein(1988)은 이념(idea)에 대해 “Ideas refer to shared intellectual outlooks, in particular,

the shared outlook is the efficacy of government pursuing one economic policy rather than

another”라 정의했다. D. C. North(1981)는 이념(ideology)에 대해 “Ideologies are intellectual

efforts to rationalize the behavioral patterns of individuals and groups”로 정의했다.

27) 이러한 정의를 수용 시, 어느 국가의 통상관료인가에 따라 정책이념의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음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변호사, 로비스트, 그리고 의회의원 정책보좌진 출신이 대부분인

미국 USTR의 통상관료들과, 국가고등고시를 통해 행정 관료로 임용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

의 통상관료, 또 공산당 일당독재 정치사회시스템 하에서 공산당원으로서 국가의 통상업무를 담당

하는 중국의 관료들 간에 있어 정책이념이 같을 수는 없음이다 (川手 攝, 2012; 송세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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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공적 행위주체로서의 통상관료로 각국 무역정책 주무부처의 수장28)

과 교섭수석대표를 상정했다. 주무부처 수장의 경우 국가 대내적 수준에서 정

부의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소속 부처의 이익을

대표해 타 부처 수장들과 정치적 흥정을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행위자 변수로

설정했다. 교섭수석대표의 경우 외국과의 통상교섭 시 협상단을 지휘하며 협

상의 전개방향과 결과를 결정하는 최고 전략책임자로서 무역협정 체결과 협상

결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위주체로 설정하였다.

무역정책 주무부처 수장과 교섭수석대표의 정책이념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중적 정체성(double identity)이라는 특성에서 볼 때 중요하다. 여기서 이중적

정체성이란, 사회적 또는 개별적 개체인 개인(individual)으로서 갖는 정체성과

정책을 주무하는 조직의 대표(representative)로서 갖는 동시적 측면의 정체성을

말한다. 즉 조직 수장과 교섭수석대표는 먼저 자연인이자 개체적 공인이라는

개인자격으로 갖는 개체적 정체성과 개인이익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조직의 대표 및 협상단 대표로서 갖는 조직이익 추구임무에서 오는 공적 정체

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개인과 조직차원의 이중적 정체성

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직 리더로서의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각각 무역정책

결정과 통상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Putnam, 1988; Koo

and Jho, 2013).29) 30) 이들이 가진 정책이념은 바로 이들의 이중적 정체성과 연계

28) 통상교섭본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체제가

출범하면서 통상조직의 위상은 제 2차관 산하의 통상차관보급으로 격하되었다. 특히 통상차관

보는 한국정부 무역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다. 이는 제도의

무역정책 및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화의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주요 업무는 ①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②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4).

29) Empirically, the preferences of the chief negotiator may well diverge from those of his

constituents. The motives of the chief negotiator include: 1) Enhancing his standing in the

Level I1 game by increasing his political resources or by minimizing potential losses; 2)

locking in domestic reforms or policies that he prefers for exogenous reasons; and 3) pursuing

his own conception of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Putnam, 1988: 456–

457; Koo and Jho, 2013: 70-71). 한국의 교섭수석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현행법률 제 11687호)에 근거해 임명된다.

30)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역사를 볼 때 1998년 통상교섭본부로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권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에는 한국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외무역협상 권한의 획정이 불분명했다. 그 결과 외국과의 협상에서 주요 협상이슈

가 제기될 때마다 협상의 주도권(협상대표권)을 둘러싼 부처 간 마찰이 있어 왔다. 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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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정책결정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조직의 수장과 교섭수석대표의 정책이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들이 후술하는 앨리슨 외(1999)의 정부 내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세 가지

모델들31) 중 ‘사람’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는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에 기반 한 한국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행위자 요인이기 때문이다 (Allison et al., ibid.: 255).32) 특히 이들 통상관료

들이 표명하는 무역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들이 정책결정과 협상

에 있어 평소 보이는 말과 행동 등 언행과 태도는 이들의 정책이념을 판별하

는 데 있어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서이자 측정지표들이다.

사람이라는 행위자 요인 외에 또 다른 정책행위자 요인에는 무역 분야 정

부부처라는 ‘조직(organization)’이 있다. 공공 및 민간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조직은 자체 생존과 발전을 위한 고유한 이해관계(interests)를 가지고 있다.

조직은 조직 자체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한다 (Allison et al., ibid.: 145). 이

때 조직이익이라 함은 해당 조직이 집단이자 세력으로서 갖고 있는 이익으로

써 소속 구성원 전체의 공통 이해관계를 총합화 한 공통이익을 말한다. 조직

이익에는 여러 차원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직은 우선적으로 조

히 외교부와 산업부 간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병선, ibid.).

31) Allison, T. Graham &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Making: The Cuban Missile
Crisis(1999). 앨리슨의 초기이론(1971)은 크게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 조직과정(organizational
process),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의 세 가지 모델로 대별된다. 이 세 모델 중 조직과정 및 관

료정치 모델은 1999년 개정판에서 각각 조직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모델과 정부정치

(governmental politics) 모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최초 제 1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경제

학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론에 기반 해 국가를 인간처럼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

춘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다. 조직과정모델은 정부조직 또는 관료조직이 자체 논리에 따라 움직

이고 조직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이러한 속성이 외교정책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후 1999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 모델의 이름을 조직행태

(organizational behavior)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는 앞선 조직과정모델이 주로 효율성을 위한 조

직구조와 작동원리에 중점을 맞췄던 경제학적 시각에서 후에는 조직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조직

문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3모델인 정부정치모델은 기존 초판의

관료정치모델의 관료 특히 조직의 장이라는 주체에 대해 조직의 대표라는 정체성 외에 ‘개인’으

로서 갖는 개체적 및 사회적 정체성을 가미한 결과로 추정된다. 정부정치모델은 정부 내 정책결

정자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과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의 최종 결정은 조직 내 사람들 간 또

는 조직 간 상이한 입장을 절충한 것인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다(김태현, 2005).

32)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sees no unitary actor but rather ‘many actors as players’:

players who focus not a single strategic issue but on many diverse intranational problems as well;

players who act according to various conceptions of national, organizational, and personal goals...”

(Allison et al., 1999: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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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자체의 생존과 그 조직을 형성한 이유로써의 조직목표 달성을 최우선 이익

으로 한다. 그리고 조직은 조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소속 구성

원들 공통의 개인이익 증진에도 부합하는 조직행위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구동된다. 이렇게 볼 때 조직이익은 조직 전체에 걸쳐 추구되는 공통의

이해관계이다 (Wilson, 1989).

이렇듯 국가 간 통상협상 분석에 있어 통상관료와 통상조직을 주요 행위

자 변수로 삼은 이유는 그 동안 국가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이 국가를 분석단위로 해서 연구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뿐, 실제

정부 내에서 해당 정책분야 별 구체적인 정책행위를 수행하는 관료와 조직

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주목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

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주체로 국가를 설정하고 국가가 마치 사람처럼 살

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이며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과 집행

행위를 하는 생물학적 주체인양 가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이라는 세부 분야 별 정책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제약들이 따르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정책은 외형적으로 볼 때 정부라는 행위주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 내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 참여하는 공적 행위주체들인 관료들과 조직들 간의 정책 갈등

과 조정을 통해 산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중심적 접근법의 틀을 수

용하고 유지하되, 관료제하 무역정책을 결정하고 통상협상을 전개하는 행위주체

로서 통상관료와 통상조직을 세부 분석단위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33)

2) 제도 및 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간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

33) 통상조직도 국가(정부)처럼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속성을 가졌다. 그러나 무역정

책 결정구조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에는 관련 조직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관료)이 있음과 동시에 이들이 대표하는 조직도 있다. 관료가 사인(私人)자격으로 개인의 이익을 대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조직을 대표하고 소속 조직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

는 점에서 분석단위를 통상관료와 통상조직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후술하는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

용되는 앨리슨 외(1999)의 정부정치모델과 조직행태모델에 기반한 논의전개를 감안한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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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무역정책 제도이다. 무역정책 제도는 국가의 무

역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또는 비공식적 관행을

지칭한다. 제도적 구조는 사회세력간의 경쟁조건 또는 그것을 규정하는 규칙

으로서, 제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조형(shape)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 (Ikenberry, 1988: 223). 또한 제도 안에서 상호작용하

는 사회집단(정부관료 집단 포함)의 선호는 더 큰 제도적 맥락에 의해 제약

되고, 조형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제도는 사회세력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반영(reflections)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선호와 세력관계를 굴절(refract)시키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최병선, 1999: 39).34) 이와 같이 정책공급자(정치인 및 관

료)와 정책수요자(경제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은 제도 속에서 굴절되므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정책도 이들간의 세력관계를 직선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Hall, 1989: 233). 이것을 무역정책과 관련해 적용해 보면, 행위자들간

의 상대적 힘의 관계, 권력 분배, 정치적 게임의 내용과 성격은 그 나라의 제

도가 어떻게 짜여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써 정책과정에

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위 또는 열위의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35)

집단 별 우열의 입장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은 통상협상을 하면서 통상관료

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협상을 함에 있어 통상관료

의 정책행위는 주어진 제도의 틀 내에서 통상관료와 정치적 흥정을 하는 이해

관계를 가진 행위자나 그가 속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이해관계자들 간 상

호작용은 대내 및 대외적인 양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는 데 이 때 통상관료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통상협상과 관련한 대내외

정치적 흥정을 해 나가게 된다. 곧 통상관료가 협상의 과정에서 제도를 어떻

게 활용하느냐가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됨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34) Hall(1986: 223)은 “조직은 특정 집단의 선호를 단순하게 전달(transmit)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조합하고 궁극적으로는 변화시키며, 사회세력간의 다툼(struggle)을 굴절시킨다”고 말

한다. Gourevitch(1989: 89)도 “정치가와 경제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은 제도를 통해 굴절된다”고

강조한다 (최병선, ibid.: 39).

35) 이런 면에서 Gourevitch(1989: 101)는 “어떤 제도도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다. 또

Ikenberry(1988: 229)도 “제도의 정책에 대한 영향분석과 제도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권력 및

이해관계의 기저적 구성에 대한 분석은 상호분리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제도은 그 안에서 영

향력을 다투는 여러 사회세력의 입지와 gal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제도 그 자체

는 다양한 권력 및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사회세력들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수의 성격

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병선, ibi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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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통상협상에 있어 통상관료의 제도 활용이 일종의 조절변수(process variable)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통상협상에 대해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통상관료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재량권을 전략적으로 어

떻게 활용하느냐(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에 따라 FTA 협상 별 결

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통상관료가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내용은 해당 국가

에 형성된 무역정책 제도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

는 전술했듯이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조형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는 일종

의 게임법칙이기 때문이다. 즉 무역정책 제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통상관료가 대내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허용된(slack) 재량권의

형식과 내용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제도가 통상협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국가들의 무역정책 제도 내용과 이를 활용하

는 관료와 조직의 행태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연구의 분석틀

부분에서 상술한다.

국가의 무역정책 제도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 무역정책

의 형성, 변화 또는 지속에 있어 정책행위자인 통상관료가 정책결정과 집행

의 여러 공식적 행위주체들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들 관료들에 제도가 미친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는 제도와 관료들의 제도 활용 양태를 무역정책 및 통상협상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로 크게 주목하지 않아왔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국가의 무역정책 제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제도가 정태적(static)으로

주어진 일종의 고정 환경으로 전제되어 불변의 속성을 띤 것인 양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적 구조)는 정부정책 산출의 공급측면을 구성하는 결정요

인으로써 끊임없이 정책과 상호작용 하면서 제도-정책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하는 동학(dynamics)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가의 무역정책에 변화를 유발하고 FTA 등 외국과의 통상협상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념과 제도 외에도 집권자의 선호(preferences)와

의지, 세계무역질서 환경 변화, 그리고 국가 내 무역 자유화로 인한 이익 또는 피

해 이익집단들의 정부에 대한 포획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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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조절 변수 종속 변수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policy idea)
-제도(institution)

-제도의 전략적 활용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

-한·일, 한·미, 한·중 통상협상(FTA)
의 결과와 체결협정의 무역자유화 
수준

이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책이념(idea)과 제도(institution)라는 변수 간 상호

작용이다. 또 이들 변수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만드는 행위주체로서 통상관료

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제약인 제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

한 행태분석이다. 이 때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관

료와 그가 속한 조직의 이해관계(interests)가 개입되는 것에도 주목을 요한다. 이

상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을 정리하면 이하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연구의 주요 변수들

주: 독립변수 중 통상관료로서의 조직수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부처들 중

무역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외교, 산업, 농림축수산, 그리고 재정 분야36) 조직수장을 의미.

제 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분석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요 분석방법은 한

국정부의 FTA 협상 전개과정에 대한 협상과정 추적, 통상관료에 대한 면접 및 설문

조사를 통한 컨텐츠 분석(contents analysis), 문헌자료 분석 등이다. 또 각국 정부에

의해 공개된 자료와 언론보도 기사 내용들을 토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의 전개과

정과 맥락을 재구성해 설명하는 분석적 서술기법(analytic narratives)37)을 활용한다.

36) 한국의 중앙행정부처명은역대정부의출범과더불어거의빠지지않고있었던정부조직개편으로인해

명칭변경이매우잦았다. 이에여기서는부처명을특정하지않고넓은의미에서분야별로지칭했다.

37) 분석적 서술기법이란,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정치학(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활용하던 분석적 기

법과 역사연구에서 사용하는 서술적 형태를 결합한 것이다. 서술적 접근(narratives)이란 맥락

과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하연섭, ibid.: 105). Bates(1998) 등

은 ‘분석적 서술’에서 분석적이란, 합리적 산택의 명제로부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서술

적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례와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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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있어 첫째, 한국이 추진한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과의 FTA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들의 대내 정책결정 과정과 대외 협상과정에 대해 과정추적과 컨

텐츠 분석을 실시했다. 대내정치적흥정과대외 FTA 협상에임하는정책행위자인통상

관료의행태를 대내외양수준에서의 협상게임분석을통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인적 행

위자의경우앨리슨외의집단적의사결정모델인정부정치모델을, 조직행위자의경우조

직행태모델을통해설명했다. 둘째, 한국 통상관료들에 대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38) 셋째, 협상과정 추적을 위해 주요 행위주체인 통상조직의 역대 수장들

과 교섭수석대표들의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등 언행에 관한 자료, 그들의 일정 및

주요 참석 회의와 행사 등에 관한 자료, 그리고 행위자들의 언행을 담은 언론보도

기사, 정부가 발표한 관보 및 보도자료 등 정부문서 문헌조사 등을 실시했다.

1. FTA 협상사례 분석

사례분석은 한국정부가 외국과 추진했던 FTA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

서도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 국가와의 FTA를 주요 사례로 선정했다. 사례

선정 이유는 전술했다. 사례분석에 있어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FTA가 국가

간 협상행위인 만큼 일국 내 정태 분석이 아닌, 양국 간 대내외 양 수준의 동태적

협상과정(bargaining process)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1) 대내 협상게임 분석

양 수준의 협상과정 분석에서 먼저 대내(domestic) 협상과정을 들여다본다.

정부는 외국과 협상에 앞서 대내 이해관계자들 간 정치협상을 통해 무역정책

석적 서술은 이론중심이 아닌 문제(사례)중심이며, 일반이론화 추구가 아닌 구체적 사례(사건)에

대한 중범위 수준의 분석(meso-level analysis)을 의미한다 (Thelen, 1999).

38) 현직에 있는 한국 관료들의 속성(?)상 조사에 응해주기로 했다가도 취소하는 등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시행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면접조사는 대부분 전직 관료들이었으며, 설문조사는 유

의미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10명의 전현직 통상관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

구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기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참여위원, 전직

경제통상계 고위관료들에 대한 몇 건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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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상전략을 결정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FTA 협상을 했던 일본, 미국, 중

국과의 FTA 사례 별로 각국에서 행해졌던 대내협상에서의 이해관계자들 간

행태를 분석한다. 이 때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행위주체들 간의

대내정치 협상과정(bargaining process)을 통상조직과 통상관료의 두 부분으로 나눠

접근한다. 대내 협상에서 통상조직의 이익추구 행태에 대해서는 앨리슨 외의 조직

행태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통상관료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치적 흥정행위에 대해

서는 정부정치 모델을 활용해 설명한다.39)

대내협상 분석에 있어 정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을 적용하는 이유

는 분석단위를 국가(정부)가 아닌 관료(사람)와 조직(집단)으로 한 단계 더

세분화해 분석하기 위함이다.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이 통

상협상 결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 결정과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관료와 협상에 조직이익을 투영하는 이해관계 조직들 간의 이익추

구에 대한 행태분석이 함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단위를 국가가

아닌 통상관료와 통상조직으로 설정하였다. 대내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 통

상관료와 조직들의 이익추구는 이들이 정부 내에서 상대하는 각 이해관계

정부부처 조직 수장들과의 정치적 흥정(정부정치)과 무역정책 주무조직 대

기타 이해관계 조직들 간 조직이익 추구행태를 통해 표출된다.

2) 대외 협상게임 분석

국가 간 대외(international) 협상게임은 협상단끼리 벌이는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양 측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쟁점을 둘러싸고 벌이는 밀고 당

기는 협상과정과 이를 통해 각국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협상타결을 위한

전략적 포지션이 분석내용이다. 이에는 협상 타결여부를 결정할 각국의 전략적 포지

션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윈셋(win-set)개념이 차용된다.40) 특히 협상을 하는 행위

39) 협상과정에서 관료의 정책이념이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전략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있어서는

앨리슨 외의 정부정치 모델을, 그리고 관련 정부조직들 간 조직이익 추구 행태와 그것이 FTA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있어서는 조직행태모델을 각각 적용해 분석했다. 특히 조직의 이

익추구 행태에 대한 분석은 조직의 루틴(routines) 즉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로 대별되는 조직의 행동원리에 기반 해 논증한다.

40) 국가 간 협상의 타결과 실패를 Edgeworth box analysis를 토대로 한 정치적 무차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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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겉으로는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국 협상파트너들과 정치적

흥정을 하는 각국 협상단 소속의 교섭수석대표 등 통상관료들임에 주목을 요한다.

교섭수석대표를 포함한 협상의 행위주체들인 통상관료들은 협상에서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이익과 관료

자신의 개인이익도 내재화되어 있다. 이는 의도했건 또는 의도하지 않았건 행위

주체가 갖고 있는 조직 대표성과 개체적 정체성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서 오는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협상을 총괄하는 교섭수석

대표의 역할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Putnam, 1988: 457).41) 협상에서 쟁점을 두고

협상 당사국이 충돌할 경우 각국 정부의 정책입장, 집권자와 주무조직 수장

의 선호와 의지 등이 양측 교섭수석대표를 통해 표출되기 때문이다.42)

2.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 파악과 무역정책 제도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 측정을

위해 통상관료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영역은 크게 두 가

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 범주는 행위자의 이념이고 두 번째 범주는 시기 별 범주다.

첫째, 행위자의 이념 범주에 있어서는 과거 통상교섭본부 또는 현 산업통

상자원부에 소속된 통상관료들이 대상이다.43) 또 무역정책 제도의 변화와 관

(political indifference curve)의 이동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협상하는 양 측의 무차별곡선

이 서로 겹치게 되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뜻한다 (Putnam, ibid., 446-448).

41) 본국 정부의 훈령과 지침에 의해 제약을 받으나 그 범위 내 재량권을 가짐에 따라 일종의

veto power를 가지고 있다.

42) 교섭수석대표 및 분과별 교섭관료들에게는 전체 정부차원의 요구, 각 부처차원의 개별 요구들

이 집중되며 수석대표는 다양한 요구를 조율하며 전체로써의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과 통상조직의 조직이익이 협상과정에 내재화 된다. 이 때 관

료의 이념과 조직의 이익은 그 전에는 없다가 해당 협상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미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라는 제도 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유된 지적 관념(shared intellectual outlooks) 즉 정책이념(policy idea)을 가

지고, 그리고 조직들은 소관사무와 관련된 자기조직의 이익과 그들을 둘러싼 고객으로써의 외

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한 입장을 전제로 상대국과의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43) 이상적으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고위급 관료를 조사하는 것이 분

석의 정확성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접촉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이들

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물론 전직 관료라 하더라도 면접조사 접촉시도

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고위관료는 전·현직 관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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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되어 당시 상

황과 배경에 관한 정보를 취재할 수 있는 대상들도 포함된다. 한편 제한적이

지만 일본, 미국, 중국정부의 통상 조직에 소속된 관료들, 통상 분야 전문연구

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둘째, 시기 별 범주에 있어서는 본

연구가 통상교섭본부 15년이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에 이 기간

동안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세 개 행정부 별 무역정책 제도현황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박천오, 2011).

3. 문헌조사

문헌자료들의 경우 한국정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4성의 내각대신,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USTR),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상무부장 등의 기고문과 연설문, 강연회

등 행사참석에의 발언, 이들의 언론 인터뷰, 회고록 등 개별적 인물중심 차원의 행

태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문헌자료들을 조사, 활용했다. 또 일본, 미국, 중국 등 3

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 각국 정부에서 발간한 FTA 협상관련 관보 등 정부 발

간문서 등을 조사했다. 한국 외교통상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4성인 경제산업

성/외무성/농림수산성/재무성, 미국 USTR 및 중국 상무부 등 통상관련 부처, 그리

고 각국의 통상관련 기타 이해관계 부처들에서 발간한 문헌들과 기관 별 언론 보

도자료 등도 조사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각국 입법부 차원의 무역정책 개

입 관련 문헌자료들도 조사했다. 기타 연구대상 국가들의 통상 관계 법령, 학문분

과 별 이론서,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전문 연구기관 발간물,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등도 참조했다.44)

다. 설문조사는 전·현직 중급 관료들(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부)을 중심으로 실시

했다. 물론 이들조차도 조사에 응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의 대상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표본수가 적은 탓에 결과의 일반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설명에 참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제약이 생겼다. 한편 과거 통상교섭본부 소속으로 있다가 산업통상자원

부 소속으로 전배되었거나 외교부에서 일정 기간 파견된 관료들의 경우 두 개의 무역정책 결정구조

와 통상행정체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에 양 체제 하에서의 차이에 대해 비교답변이 가능했다.

44) 정무문서의경우많은부분이외부공개가되어있지않아해당부처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일부수령했

다. 언론보도기사의경우, 네이버검색(제목또는제목및본문기준검색어: 한·일 FTA, 한·미 FTA, 한·중

FTA, 통상교섭본부장(한덕수, 황두연, 김현종, 김종훈, 박태호))을 통해기사를 조사했다. 기사의경우일본



- 24 -

제 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과 국가의 무역정책(trade policy)에 대한 선

행연구는 경제학은 물론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

다. 연구영역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도 국가수준을 넘어 국제체제 수준에 이

르기까지 중층적이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지리적 이동성이

확장되면서 국제무역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수세기 동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경제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이다.

또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 무역정책은 자국민의 경제적 후

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학문분야에서의 연구 폭이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분야를 좁게 구

획해 보더라도 국제경제 분야(Hall, 1989; Goldstein, 1986; Milner, 1997), 외교정

책 분야(Allison, 1969; Goldstein and Keohane, 1993), 규제정책 분야(Hood,

1994) 등 다양한 학문분과를 아우르고 있다 (Wilson, 1980; 최병선, ibid.: 6).

이 분야 선행연구들의 범위를 대범주로 나누어 살펴만 봐도 첫째, 순수 경제학

적 측면에서 국가 간 무역을 통한 국민경제의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들(Kuznets, 1926;

Viner, 1937; Leontief, 1953; Heckscher, 1994; Ohlin, 1968) 둘째, 정치경제학적측면에서무역

을 소위 상위정치(high-politics)와 하위정치(low-politics)가 결합된 분야로 접근한 연구들

(Cooper, 1972; Lindblom, 1977; Frey, 1984; Dixit, 1996) 셋째, 무역정책 사상, 이해관계, 제도

간 역학에 관한 연구들(Schattschneider, 1935; Waltz, 1959; Hayek, 1973; Wallerstein,

1974; Gilpin, 1975; Krasner, 1976; Katzenstein, 1978; Gourevitch, 1978; Keohane,

1984; Lake, 1988; Rogowski, 1989) 넷째, 국가 간 협상론 분야 연구들(Schelling, 1960;

Putnam, 1988) 등어느한학문분야로범위를특정하기힘들정도로광범위하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이 분석하고 있는 관료제 하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조직의 이해

관계, 제도 간 역학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만 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넓다.45) 이처럼

관련(제목기준약 700건, 제목및본문기준약 1만여건), 미국관련(제목기준약 5만여건, 제목및본문기

준약 18만여건), 중국관련(제목기준약 7천여건, 제목및본문기준약 3만여건) 기사를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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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범위의 광범위함과 부문 별 연구의 심오함을 감안할 때, 본 연구자의 역량 제약 상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의 범위조차 좁게 한정해서 살펴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제

무역과 국가의 무역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선행연구들 중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학문분야들로 선행연구의 검토범위를 한정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본 논문과 연구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 분야로는 첫

째, 국가의 대외경제정책46) 중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분야

둘째, 제도로써 관료제에 관한 연구 분야 셋째, 국가 간 무역협상을 다루는 협

상론 분야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하 선행연구 검토는 이 분야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규범적 및 실증적 접근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국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국제정치경제학적 연구방

법론은 크게 규범적(normative) 접근법과 실증적(positive) 접근법으로 나뉜다.

먼저 규범적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주로 경제학적 연구들이 해당한다. 그 이

유는 규범적 논의의 핵심이 국제무역의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Helpman, 1995; 최병선, ibid.: 8).47) 규범적 접근법은 엄밀한 경

45) 더욱이 이분야는무역정책 사상과 이념이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구

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무역정책을 둘러싼 정책담당자의 선호, 조직 이해관계 등 넓

은 분야에 걸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과 구조, 의사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봐야 한다 (최병선, 1999: 6-7). 더욱이 사상은 제도에 투영되고, 역으로 제도는 사상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형성,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및 그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제약요인

으로 작용하는 등 사상, 이해관계, 제도 3자는 상호 긴밀한 역학관계에 있다 (최병선, ibid.: 7).

46) Ripley외 Franklin(1991: 22, 151-181)은 미국의 외교, 국방, 무역(통상)의 분야를 포괄하는 ‘대외

정책(Foreign Policy)’을 위기관리 정책과 비위기관리 정책 분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분배정

책의 성질을 띤 구조적 정책과 규제정책의 속성을 띤 전략적 정책으로 분류했다. 무역정책은 이

중 전략적 정책에 속하며, 그 결정과정에는 행정부, 의회, 사회세력 간 관계 속에서 특히 대통령

과 의회 간 상호작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47) 국제무역 분야에서 비경제학적 성격의 규범적 연구가 있을 수 있다. 단지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on)의 모호성(ambiguity)으로 인해 연구의 정치함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게 제약사항이다

(최병선, ibid.). 실증적 연구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러한 제약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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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적 방법을 통해 내놓은 정책대안을 채택하면 국제무역이 바람직한 최적

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라는 ‘현실’ 세계에서

이론적 엄밀성만을 가지고 제시하는 대안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불가측한

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비록 개별국가의

무역정책이 해당국 국민경제의 후생극대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지만, 실제

결정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반드시 효율성 가치만을 절대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역정책은 그 정책을 통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극대화라

는 총론적 목표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정된 정책으로 인해 이익

또는 피해를 보는 사람과 집단이 생기는 등 배분적 가치로써 형평성(equity)

의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결과를 둘러싼 실증적 연구

가 필요해 진다. 즉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참여자들 상호

간의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을 고려해야 함이다 (Dixit, ibid.: 8). 이러

한 정치적 과정은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언

론, 시민단체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위주체

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최병선, ibid.: 12).

한편 실증적 접근법은 현실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에서 목도되는 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과 결정요인(determinant)들에 대

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제학적 세계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사회적 세계

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개념과 연구 틀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왜,

누구에 의해 특정한 무역정책이 산출되며, 그 정책이 산출되는 데에 영향을 미

치는 메커니즘(아이디어, 이해관계, 제도)과 정책 산출과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경험적(empirical), 귀납적(inductive)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접근법

이다. 이에 실증적 접근의 무역정책 연구는 정책결정 구조(structure)와 과정

(process)에 주목한다. 그 구조와 과정 속에서 정책결정 참여자들이 가진 사상

있을지라도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관점과 집단적 의사결정론(정부정치모델, 조직행태모

델)이라는 비경제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아직까지 국내에 선행연구사례가 없었던 한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이념, 제도, 이해관계 간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이론적 분석틀

과 연계한 중범위 분석(meso-level analysis)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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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념)과 그에 기반 한 행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들이 자신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그들 간에 어떠한 정치적 상호작

용을 펼쳐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추적(process tracing)해 나간다.48) 이 과정에

서 정책결정을 위한 구조적 및 절차적 틀인 규칙과 절차 곧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병선, ibid.: 15).

그러나 실증적 연구들은 수학적이고 계량적인 모델에 입각해 있는 연역적

방식의 규범적 연구에 비해 아직 이론적 체계에 있어 분석방법의 정교함이 부

족한 경우가 많다 (Frey, ibid.: 222-223).49) 이는 실증적 접근법이 갖고 있는 정

성적, 직관적 접근방식 때문에 이 분야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가설이 경험적으

로 검증해 볼 만한 가설(empirically testable proposition)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마는 근원적 제약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영역과 주제에 따라서는 규범적 접근

법에 비해 때로는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접근이 정치라는 현실세계에서 벌어지

는 여러 현상들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더 유효적절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강한 이론적 엄밀성을 갖춘 경제학을 제외한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등 나머지 사회과학 학문분과에서 활용 중인 실증적 접근법이 갖는 나

름의 가치가 분명 있다.

이와 같은 규범적 및 실증적 접근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범적 접근의 경우 이론적 엄밀성과 정교함에서 우수한 반면, 완전경쟁시장과

완전정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을 위한 이

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실증적 접근은 이론적 엄밀

성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실상황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할 수는 있었으나, 그 대

신 규범적 접근이 가진 연역적 일반화에서 오는 과학으로써의 힘이 상대적으

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접근법 모두 본 연구의 대상인 국가 간 통상협상의 결

48) 과정추적에는 첫째, 결과(정책)로부터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방법(backward mapping) 둘째, 어

떤 정책의 계기로부터 최종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forward mapping)이

있는데, 본 연구는 첫째, 결과(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로부터 원인(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통상조직의 조직이익 추구)을 추적해 나가는 것과 둘째, 계기(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체제의

출범이라는 제도 변화)로부터 최종 정책이 결정(기존 WTO 다자주의 중심에서 FTA 정책 중심

으로)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나간다는 면에서 양 방향의 추적방법을 동시에 갖고 있다.

49)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연구접근방식의 한계는, 이런 연구들이 계량적 자료가 이용

가능한 좁은 연구영역에 한정되고 주로 미국 사례를 연구하는 비중이 많다는 점이다 (Frey,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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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결정하는 결정요인(determinant)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즉 각국 정부 내부의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결정된

무역정책의 출현 배경, 추진됐던 통상협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 그리고 체결

에 실패한 또는 체결에 성공했을지라도 통상협상의 결과마다 왜 그와 같은 내

용상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앞의 <그림 1>에서 보듯 규범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 모두

자기 이론의 영역에서만 중복과 누락 없이(mutually exclusive, comprehensively

exhaustive) 일반화를 추구하다 보니 그동안 각기 자체 이론의 정합성 확보에

만 집중해 왔고, 그러한 나머지 국가 단위에서 펼쳐지는 정책현상들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설명에 그치게 되는 제약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

다. 둘째, 이들 접근법이 일반이론화를 추구하다 보니 개별 국가의 무역정책이

라는 특정한 세부영역 내에서 무역정책 사상, 이해관계, 제도가 빚어내는 대내

외 동학의 분석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이론화와 현실

설명력 사이에는 근원적인 상쇄관계(trade-off)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경우 통상협상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규범적 또는 실증적 접

근법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개별국가 정

부의 무역정책과 FTA 협상이라는 특정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이론화를 추구하는 규범적 접근이나 계량적인 방법론 등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아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하는 만큼 큰 틀에서 실증적 접근에 입각한

질적 연구에 가깝긴 하지만,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라는 변수와 통상협상

결과라는 설명대상 간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 규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부

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규범적 연구의 속성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정치경제학적 접근

분석단위와 수준(unit and level of analysis)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무역정

책 결정요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시각들에는 크게 국제체제 중심적, 사회

중심적, 국가 중심적 시각들이 있다. 이들 각 접근시각에 속한 기존 선행연구들

은 국가 간 국제무역과 특정 개별 국가단위에서의 무역정책 결정과 관련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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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제체제, 사회, 국가를 분석단위로 해 접근하고 있다. (Ikenberry, Lake and

Mastanduno, 1988; Singer, 1961: 77-92).

(1) 체제 중심적 접근

국제체제 중심적 시각은 국제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국제정치경제 체제가

개별국가의 무역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연구시각은

국제체제와 국내구조 간 인과관계의 방향에 따라 먼저 국제체제가 국내구조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보는 시각과 그 반대로 국내구조가 국제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는 관점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의 입장은 국제체제

인 국제경제 질서는 국제사회의 제도적 구조로써 작동하여 개별 국가들의 국

내 무역정책을 제약한다고 보았다 (Gourevitch, 1978; 박재영, 1996).

국제체제는 레짐(regime)의50) 구축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개별

국가 정책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즉 세계무역질서에 있어 자유무

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사이의 결정은 국제 경제질서 레짐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레짐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레짐을 주

도하는 패권국가(hegemony state)의 존재이다. 세계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막강한 헤게모니를 가진 패권국가가 존재하고, 그 패권국가가 지향하는

무역사상에 바탕 해 국제체제(레짐)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국제무역질서도 패

권국가가 원하는 쪽으로 구축되어 구동된다는 것이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부

상한 미국은 힘의 헤게모니에 바탕 해 패권국가가 되었고, 구축한 팍스 아메리

카나(pax Americana)체제 하에서 GATT 체제를 국제무역 레짐으로 형성했다.

미국은 GATT체제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 경제질서가 자유무

역주의 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권적 구조와 무역

질서가 개별국가들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체제 중심

적 접근은 개별국가의 무역정책을 패권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라는 국제체제

의 거시적 구조 속에서 고찰하는 데 유용하다 (Gilpin, 1971; Kindleberger, 1973;

50) Krasners(1983)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어떤 주어진 의제영역에 있어서 참여자들

(actors) 간에 공유되고 있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원리(principles), 규범(norms), 규칙(rules), 의

사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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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ner, 1976; Keohane and Nye, 1972; Wallerstein, 1974; Lake, 1988).

그러나 체제 중심적 접근은 분석단위와 수준이 국제체제라는 거시적인 것

이고, 정책결정에 대한 주권국가의 독자성과 자율성 문제에 소홀했으며, 무역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국가구조 내부에서 벌어지는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영향

력을 간과한 채 국가를 암흑상자(black box)화 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체제

중심적 시각은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관료제 하 국가의 무역정책과 통

상협상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설명의 분석틀로 활용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 본 연구에서 개별국가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한편 양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팽배한

현 국제사회는 미 소 간 냉전시대와 같은 패권적 구도가 약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개별국가 국내구조가 갖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체제 중심적 시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국내구조의 국제체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강해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Katzenstein, 1978).

(2) 사회 중심적 접근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51)를 전제로 하는 사회 중심적 접근은 실증

적 정치경제학 연구의 주된 시각으로써, 국가의 정책을 집단이익의 확보를 위해 정

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해관계 집단들이 벌이는 경쟁의 산물로 보고 있

다 (Schattschneider, 1935; Baldwin, 1988; Lindblom, 1977; 최병선, ibid.). 무역정책

결정과정의 수요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 중심적 접근법이 탐구하는 것

은,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 정책을 요구하는 세력이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이 관점은 무역정책을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다툼의 산물이라고 봤다 (Ikenberry et al., 1988).

따라서 연구 분석단위는 무역정책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익집

51) 이익집단정치 모형은 David Truman, Robert Dahl, Theodore Lowi, Charles Lindblom, Peter

Gourevitch 등 자유주의적 다원론자(liberal pluralist)에 속하는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이

분석방법을 무역정책에 적용한 연구에는 Schattschneider(1935), Gourevitch(1986), Baldwin(1985)

등이 대표적이며 주로 영·미권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병선, 199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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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된다. 사회 중심적 시각은 국가의 무역정책이 국민경제 내부와 경제주체들

간 소득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내 제 이해관계집단들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

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들 간 경쟁, 타협, 연합하는 등 갈등과정을

겪게 되고, 무역정책은 그 경쟁과 갈등의 산출이라고 보았다 (Rogowski,

ibid.; Gourrevitch, 1986, Destler and Odell, 1987).

사회 중심적 접근은 무역정책으로 인해 이익집단이 받게 되는 소득분배의 효

과 측정, 이익집단 별 선호,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의 경로와 방식 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가 Gourevitch(1986)의 연구인데, 무역

정책에 따른 이익집단들의 반응에 대해 연구한 바, 반응이 결정되는 배경은 각

집단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 정책에 대한 선호, 다른 이익집단들과의 갈등관계,

그리고 타 이익집단과의 잠재적 연합의 여지가 있느냐 등이라고 보았다.52)

이러한 사회 중심적 접근법의 결론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을 자기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

적인 연구가 Milner(1988)의 기업의 수출의존도(export dependence)와 다국적

성(multinationality)이 무역정책 선호에 미친 사례연구이다. 그녀는 패권안정이

론의 수정, 국제레짐의 존재, 국내정책 결정구조의 변화 등 그 어떤 것으로도 1920

년대의 보호무역주의와 1970년대의 자유무역주의라는 양 시대 무역정책 사조 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자국시장 개방 또는 폐쇄가 기업의 무

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양 측면에서 기업의 정치적 비용과 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

고, 그것이 기업들의 무역정책 선호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Milner, ibid., 18-44).

또 다른 연구는 실증적 접근시각의 연구임에도 규범적인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정치적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한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과정을 내생변수로 삼고 정책결정 제도 하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참여자들이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자기에게 유

리하게 이용하는지, 또 구체적인 정책결정 상황에서 정책 참여자들이 보이는

반응과 행태는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고 있다. (Buchanan, 1987; Mayer, 1984; Frey,

52) 비슷한 연구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에 기초해 세계무역의 팽

창과 축소가 국내의 여러 이익집단, 정치세력들 간 연합과 재편, 이들 간 균열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Rogowsk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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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Rodrik, 1986; Anderson and Baldwin, 1987; Hillman, 1989; Grossman and

Helpman, 1995).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정책이 국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이익집단들에 의해 포획(capture)됨으로써 이익집단 정치화 한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이 간과한 점은 산업자체의 특성이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의한 포획 외에 정부 관료로 대표되는 정책담당자들의 선호와 이

들이 가진 권한의 자율성도 정책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Baldwin,

1985). 즉 관료는 주인(principal)인 국가(국민)에 대한 충실한 대리인(agent)으로

써 행동할 임무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관료 개인의 이익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

는 개체적 존재이기에 주인의 이익 외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공선택이론은 규범적 이론 틀인 경

제학적 요소를 실증연구에 가미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 연구의 이론적 엄밀성

을 한 단계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Frey, ibid.: 222-223).53)

한편 사회 중심적 연구들 중 규제정치상황 이론에 따르면, 기업가적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상황이 전개되면서 무역자유화가 확산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기업가적 정치인(political entrepreneur)이 등장하게 되면 이익집단 중심

의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상황이 제어를 받아 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병선,

1999: 32).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관료는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인 대리인으로 남게 되기 쉽다는 주장을 한다 (Wilson, 1980; 최병선, 1992).

그러나 사회 중심적 접근법에 비판적인 연구들은 이 접근법이 정부조직과 관

료가 정책 의제의 형성, 결정 및 집행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

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이익집단보다 정책담당자인 관료가 오히려 이익

집단의 형성, 변화, 소멸에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도 경시했

다고 비판한다. 실제 정부조직과 관료는 법규범에 의해 공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틀 내에서 이익집단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 중심적 시각은 정책의 수요측면 설명에 있어서는 설명력

이 높을 수 있으나, 정책의 공급측면에 대한 설명에는 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사회 중심적 무역정책 결정이론은 지배적 이익집단에 대한 사후적 확인

이 어렵고,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객관화 할 수 있는

53)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연구접근방식의 한계는, 이런 연구들이 계량적 자료가 이용

가능한 좁은 연구영역에 한정되고 주로 미국 사례를 연구하는 비중이 많다는 점이다 (Frey,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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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정밀성이 약하며, 국가의 무역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

는 결국 정부라는 점에서 국가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에 있어 제약점을

갖게 된다 (Ikenberry et al., ibid.: 7-9).

한국의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사회 중심적 접근법은 한국의 FTA 추진과정

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정부의 사회와의 소통 등 절차적 투명

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책 환경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지금까지 한국 무역정책 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선진국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설명하고

자 하는 통상협상 결과의 결정요인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시각으

로는 1998년 한국의 무역정책 주무기관으로 발족한 통상교섭본부가 시간이 감

에 따라 FTA 정책 추진 확산에 대해 찬동하는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지닌 새로운 조직수장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점차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통상관료들을 규합, 그 속에서 FTA로 대별되는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강한 조직적 정책실행력을 바탕으로 조직이익 추

구 행위를 해왔던 점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3) 국가 중심적 접근

국가 중심적 접근시각은 크게 국가 중심적 접근과 국가 중심적 접근법의 한

부분인 제도 중심적 접근법으로 나뉜다.54) 국가 중심적 접근은 무역정책 결정의

핵심 행위자를 국가로 보며, 정책결정은 제도와 국가 관료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써 산출된 것으로 본다. 실제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 관료들의 역할이 중

54) 공급측면의 이론들로는 크게 국가 중심적 접근시각과 제도론적 접근시각을 들 수 있다. 국가 중심적

접근법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사회 중심적 접근법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국가(또는 정부)는 이익집

단의 압력과 상관없이 대내외적 주권행사자로서의 자율성(state autonomy)을 지닌 존재이며, 국가를 운

영하는 국가행위자인 정치인과 관료 등은 독자적 선호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보았다.

특히 무역정책 분야에서는 국가의 능력을 분석의 중심개념으로 삼고 국가 간의 정책차이를 강

한 국가와 약한 국가라는 국내 구조적(domestic structure)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국가론자들은 국가 유형의 차이가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가와 사회 간 관계의 균형 또는

불균형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는 외교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에도 적용된다고 보았

다. 실제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사회가 국가에 비해 우위에 있어온 탓에 정책의 일관성이 떨

어지고 경제적 고려요인들로 인해 좌우되지만, 프랑스의 대외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높고 정치적 고려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강했다고 한다 (Katzenstei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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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반면 그들이 부여받은 권위적 정통성은 국가-사회 간 관계, 중앙집권화 수

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의 범위, 국가의 자율성(state autonomy) 등 제도적 요인들

에 의해 달라져 결국 국가 관료와 제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Katzenstein, ibid.). 이런 점에서 국가 중심적 접근과 제도 중심적 접근법은 점차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최병선, ibid.: 25).

국가 중심적 접근시각은 제도와 구조라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공급측면에 연

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공급측면 이론이 보는 정책결정에 대한 기본시각은, 정

책은 사적 이익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이들로 구성

된 집단으로서의 정부조직이 결정하는 공적 영역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

무리 업계, 언론, 시민단체 등 사적 이익집단들의 압력이 강하고, 정치권과 행정

부를 포획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결국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국가행위자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중심적 접근법은 국가를 제도적 장치와 조직적 구조의 일체로 파악

하며 제도가 정부 관료들의 정책결정 기반이라고 본다. 또 제도는 일단 형성되고

나면 잘 변하지 않으며, 변하더라도 중대한 계기로 인해 변하기 때문에 그 양태

는 비선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고 보고 있다 (North, 1991). 또 이 시각은 분석

단위인 국가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일종의 유기체적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관료를 정책결정 과정의 독립적 참여자로 상정하고 있다 (Lake,

ibid.). 즉 관료는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존재이며, 자

신과 소속 조직의 이익선호에 맞게 정책이 결정되도록 대내외적 제약요인들을 의지

적으로 활용하는 목적 지향적 존재들로 보고 있다 (최병선, ibid.: 26).

그러나 국가 중심적 접근법은 국가를 일종의 유기체적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과

국가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정책결정에 있어 이 시각이 강조해 온 정치적 고려요인들을 제외시켜버리게 되는 오

류를 범한다. 그 결과 정책의방향성을 설명해낼 수없게되는환원주의(reductionism)

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Putnam, ibid.: 432-433).55)

55) Putnam(1988)은 국가 중심적 연구시각이 중요 정책결정자로서의 국가가 대내외적 압력에 대해

동시에 대응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국가능

력(state strength)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역정책과 같은 이슈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책의 변화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Putnam, ibid.: 4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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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적 접근의 특성을 전제로 할 때, 이 접근법은 앞

에서 다룬 체제 및 사회 중심적 접근법과는 달리, 본 연구의 목적인 개별국가 무

역정책의 변화와 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규명에 관료라는 행위

자와 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접근시각과 가장 유사한 접

근법이라 하겠다. 특히 정책과 제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였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주장하기 위한 분석틀 형성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비록 국가 중심적 접근시각의 선행연구들이 국가구조와 제도를 중

심으로 한 많은 유용한 연구 틀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는 특정 개별 국가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과 관련한 특수하고 구체적인 내용

들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문제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단위와 수준을 국가가 아닌 국가보다 세분화 된 국

가내부의 하위단위로 설정해 분석해야 한다. 더욱이 이제는 국가 간 통상협상

도 과거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자유화 정책에만 국한되었던 논의로부

터 취급분야가 영역 별로 매우 다양해졌고56), 국가 관료조직 내 하위조직 별

행위주체들의 정책이념과 조직이익도 다양해진데다가, 무역정책이 가진 구도

적(compositional) 특성상 국가의 대내적 측면 외에 국제사회라는 대외적 측면

도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연구의 분석단위를 국가만으로 놓고 접근하기엔

제약이 많아졌다. 특히 본 연구처럼 한국 등 특정 개별국가의 무역정책 변화

와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석단위에 있어 국

가 내부의 정책행위자들(관료와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점

에서 본 연구와 같이 분석수준에 있어서는 국가를, 그리고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통상관료와 조직이라는 행위자 변수를 통해 이들 변수와 제도 간 상호작용이 통

상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시도의 의미가 있다.

56) 무역정책의 영역이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등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영역 외에도 최근에

는 노동, 환경, 경쟁 등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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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제 분야 연구

본 연구는 통상관료와 통상조직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관료제(bureaucracy)

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제는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은 물론 대부

분의 사회과학 제 학문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사안이

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국가 간 통상협상인 만큼 관료제에 관한 선행연구

에 있어서도 국가의 무역정책 및 국가 간 통상협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는 관료제 선행연구 분야인 정책학의 의사결정이론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들

을 주요 검토대상 영역으로 삼았다.

우선 의사결정론 분야에서의 관료제에 대한 연구도 범위가 넓다. 일부만

예를 들어도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싸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 등이 있

으며, 점증주의(Incrementalism), 혼합탐사 모형(Mixed Scanning Model)과

최적 모형(Optimal Model),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앨리슨 모형 등 다양하다 (Braybrooke and Lindblom, 1963; Simon, 1976;

Wiener, 1948; Lindblom, 1968; Etzioni, 1967; Dror, 1968; March and Simon, 1958;

Cyert and March, 1963; Cohen, March and Olsen, 1972; Allison, 1971; Janis, 1982).

또한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관료제 선행연구들도 다양

하다 (Peters, 1999).

국가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적 구조)로써의 관료제는 정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일종의 정치협상 게임 룰(rule)이다. 본 연구

와 관련해서 볼 때 무역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론 분야에서의 관료제는 통상

관료제인데,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통상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일

부 연구가 있을 뿐 통상관료와 통상조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

피하다 (이승주, 2007; 구민교, 2013). 다만 거버넌스(governance) 차원의 연

구는 조직이론 관점에서 본 통상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있다 (최병선, 1996; 김정수: 1998).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및 통상행정체계를

규율하는 통상 분야 관료제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후술하는 제 3장 한국 무

역정책과 제도의 변화 부분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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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론 분야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가 외국과 추진한 통상협상(FTA)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기에 무역협상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무역협상은

대내외 양 수준에 걸친 정치적 흥정(political bargaining) 게임이다 (Putnam, 1988).

협상이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의존

적인 두 당사자 이상이 처한 상황을 지칭한다.57) 협상론 일반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여러 학문분과에 걸쳐 국내외 선행연구가 많다(Olson, 1965; Allison, 1971;

Stewart, 1994; Odell, 2000, 2002; 1993; 이달곤, 1995; 안세영, 2009). 이들 선행

연구들에는 국제정치학, 무역학 등 국가의 대외활동 영역 별 협상에 대한 연구

는 물론 협상전략론, 협상기술론 등 협상분야 가치사슬(value chain) 별 정책담

당자들의 실무와 관련된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협상론분야 선

행연구들을 연구접근시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역사적(historical) 접근법, 구

조적(structural) 접근법, 전략적(strategic) 접근법, 행태적 기술적(behavioral-skill) 접

근법, 과정 변수적(process variable) 접근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달곤, ibid.).

무역협상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연구방향성을 띠고 있

다. 첫째는 게임이론 관점의 접근이며 둘째는 이슈연계 전략관점의 접근이다.

1) 양 수준 협상게임

게임이론(game theory)은 무역협상을 당사국의 전략을 상대국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전략적 상황하의 게임으로 본다. 경제학에서의 일반

적인 게임결과가 한편이 이익을 취하면 상대편은 손해를 보게 되는 영합

(zero-sum) 게임의 형태임에 비해 무역협상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무역협상도 보통은 상대편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

57) Robert O. Keohane은 “정책 조정을 통해 다수의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라고 협상을 정의했다(R. O. Keohane, 1984). Thomas C. Schelling은 협상이 두 가지 측면을 동

시에 포함한다고 한다. 하나는 효율성 측면으로 양자의 정책조정을 통해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추구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분배의 측면으로 이렇게 하여 얻어진 이득을 어떻게 나누느냐하

는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이익은 타방 당사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

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이 된다 (T. C. Schelling,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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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쉬우나 그렇게 될 경우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상대방은 협상을 중도 파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게임 참여자들 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상호 이익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상 무역협상에서의 게

임 상황은 경제학에서의 게임과는 차이가 있다.58)

국가 간 협상게임은 최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인 정치군사적

분야에서 발달되었다. 대표적인 연구가 T. Schelling(1960)의 갈등의 전략에 관

한 연구이다.59) 한국정부가 FTA 등 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맞게 되는 대

내외 갈등상황 속에서 어떠한 협상 전략적 대응을 해왔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

같은 게임이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60)

이렇듯 다양한 수준과 접근시각에서의 협상과 관련된 게임이론 분야 연구들

중 대표적인 연구사례로는 크게 두 사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국가 간 무역협

상을 대외적 수준(Level I)과 대내적 수준(Level II)이라는 양 수준(two-level)에

서의 정치게임으로 본 R. D. Putnam(1988)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WTO 다

자간 무역협정에서 국가 간 협상전략에 대한 J. S. Odell(2000)의 연구이다.

첫째, Putnam(1988: 435)은 무역협상을 그 속성상 정부가 상대해야 하는

협상 대상이 외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내 이익집단들은 물론 전략적인 차원

에서 외국의 이익집단들까지 포함하는 대내외 양 수준(two-level)에 걸쳐 있

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국가가 무역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대내외적 갈등상

황에 직면케 되는가를 양 수준 게임이론을 통해 규명하고, 어떠한 전략적 포

지션 하에서 협상전략을 결정하면 협상타결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윈셋

58) 여러 게임 상황들 중 특히 이슈연계 게임은 기왕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호이익의 장(region of mutual

advantage)을 만들어내거나, 앞서이루어진합의의영역을확장시켜협상의교착상태를해소하는데기여

한다. 또한 이슈연계는 교환의 등가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곁다리 제공(side payments)을 가능케 해

줌으로써협상타결가능성을높여준다. 무역협상에서당사자들은보통상대편에불리한영향을주지않고

서는더나은상태에도달하기어려운상황인파레토최적(Pareto-optimality) 상황에처하게되는데, 이슈

연계는 당사자들 간 파레토 우위적 대안(Pareto-superior alternatives)에 도달케 해줌으로써 협상을 정합

(positive)게임상황으로변화시켜줄수있게되는것이다 (최병선, 1999: 532-533).

59) Schelling, Thomas C.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60) 게임이론관점의무역협상연구와관련한국내선행연구로써는비협조(non-cooperative) 게임인죄수의딜레

마게임상황을전제로, 양 수준게임이론분석을 통해 한 중 FTA 협상 전략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박승락,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는 순수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협상에 있어서

협상교섭자(통상관료)들의 독립적 행위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슈연계를 통해 협상의

구도가 변할 수 있는 동태적 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일종의 규범적 연구일 뿐 실증적 접

근시각의 귀납적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취하는 정치적 흥정게임과는 구별된다.



- 39 -

(win-set)61)이라는 협상 존(bargaining zone)과 에지워스(Edgeworth)의 정치

적 무차별 곡선(political indifference curve) 개념을 활용, 협상의 동태적 과정

을 분석했다.62) 그는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결정이 국제수준의 외교(international

diplomacy)와 국내수준의 대내정치(domestic politics) 간 복합작용 속에서 이뤄

진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의 대외 협상전략 형성과정(Level I)63)과 협상과정에

서 정부가 대내적으로 취하는 정치적 행태(Level II)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최병선, 1999; 구민교, 2013). 즉 국가 간 통상협상을 그 사회 내 이해관계집단

들 간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하는 것64)으로 설

명하였다. 이 같은 접근시각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단일한 정책결정 행위자인 국

61) Putnam이 말하는 ‘윈셋’은 국내수준(Level II)에서의 주요 행위자들로부터 ‘비준(ratification)'을 받

아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합의점들의 집합’이다 (We may define the "win-set" for a given Level

II constituency as the set of all possible Level I agreements that would "win"-that is, gain the

necessary majority among the constituents-when simply voted up or down.). 그는 양 수준 게임

이론을 적용, 무역협상에서 협상담당자들 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의 과정을 윈셋 크기의 변화를 통

해 측정함으로써 해당 협상의 체결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utnam, 1988: 435-441).

62) Putnam은 자신의 논문(The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1988)에서 자신의 "Two-level" 게임과 유사한 연계게임들(linked games)과 관련한 여타 학자들의

게임이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Kenneth A. Shepsle et al.은 “interconnected games"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두 개의 게임에 동시에 관여하는 입법자의 전략을 분석했다. 이 때 입법자는 legislative

arena와 electoral arena라는 2개의 게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Arthur Denzau, William Riker,

Kenneth A. Shepsle 등은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개념에 기반 한 게임 상황을 상정하며 정부는 한

편으로는 외국정부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무역 조합(domestic trade unions)을 동시에 상대로 경

쟁하게 된다고 한다. 그 추체적인 사례연구들로는 Kenneth Rogoff(1985), Ronald Vaubel(1986)을

참조. 한편 무역협상의 게임적 속성에 대한 추가 선행연구들로는 George Tsebelis(1988)의 경우

“nested games"이론을 제시했는데, 두 연합집단이 이익을 놓고 벌이는 게임 속에서 각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2중 게임을 가정했다. Fritz Scharpf(1987)는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한편으로는 노조를 상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를 상대로 벌이는 2개의

동시게임을 한고 봤다. James E. Alt와 Barry Eichengreen(1987)은 보다 광범위한 또 다른

linked game을 제안했는데, 하나는 ‘동일한 수준의 경쟁 상대방이 한 이슈를 가지고 동시에 서로

에 대해서 벌이는 게임(parallel game)’으로, 다른 하나는 ‘한 특정 주체가 명백한 상대방과 동시

에 게임을 하되 이 때 사용한 전략이 다른 게임에서는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게임(overlapping

game)'임을 상정했다.

63) “It is convenient analytically to decompose the process into two stages: 1. bargaining between the

negotiators, leading to a tentative agreement; call that level I. 2. separate discussions within each

group of constituents about whether to ratify the agreement; call that level I(Putnam, 1988: 436).

64) 의사결정이론의 가장 핵심 질문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다(김정수,

1996). 김정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정책이 결정되는가? 즉 국가의 정책이 어떤 과정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 정책결정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강조하

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접근법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다. (1) 심리학적

접근방법(인간의 마음상태 강조) (2) 조직론적 접근방법(조직현상 강조) (3) 정치적 접근방법(사

람들간의 갈등 강조) (4) 문제해결적 접근방법(정책은 문제해결책이라는 관점) (김정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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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관련 이해관

계자들을 전제로 하여 결정되는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

서 기존의 국가 중심적 시각과 구별된다.65) 이는 앞서 설명한 국내구조에 초

점을 맞추는 연구들 중에서 약한 국가 혹은 사회 중심적 정책 망을 가진 국가

내부구조를 전제로 하는 시각과 유사하다 (Katzenstein, 1978).

둘째, Odell(2000)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협상의 과정(process of economic

negotiation)이 세계정치경제를 구동해 왔다고 하며, 1944년 이후 대표적인 10 개의

협상사례 분석을 통해 왜 동일한 전략이 상황에 따라 다른 크기의 결과로 나타났

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협상가에 의한 전략의 선정과정을 중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세 가지 협상 전략(strategy)과 결과(outcomes)의 결정요인을

제시했는데 첫째, 시장조건의 변화(changing market conditions) 둘째, 협상가의 신념

(negotiator's belief) 셋째, 국내정치 상황(domestic politics)이 그것이다. 특히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제약 상황 하 전략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통찰력 있는 협상전략이론을 제시했다 (Simon, 1985). 그는 또 세계 정치경

제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한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협상

전략(strategies developing countries use), 연합의 형태(coalition formation), 협상 상대

국의 신념에 대한 인식과 대응(influence of other participants' beliefs)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Odell, 2006).

65) Putnam(1988)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관련 협상에 대한 개

념적 수준에서의 발전과 실제 사례연구 시도를 촉발시켰다. 몇몇 예로는, Meyer, W.

Frederick. 1992. "Managing Domestic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e

Strategic Use of Internal Side Pay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Autumn);
Friman, H. Richard. 1993. "Side-payments versus Security Cards: Domestic Bargaining

Tact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Negotiations," and Leonard J. Schoppa. 1993.

"Two-level Games and Bargaining Outcome: Why Gaiatsu Succeed in Japan in Some

Cases But Not Oth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7(3): 353-386; Howard P. Lehman
and Jnnifer L. McCoy. 1992. "The Dynamics of the Two-Level Bargaining Game: the

1988 Brazilian Debt Negotiations," World Politics 44(4): 600-644; Michael D. McGinnis
and John T. Williams. 1993. "Policy Uncertainty in Two-level Games: Examples of

Correlated Equilibr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7(1): 29-54; Keisuke Idia. 1993.
"When and How Domestic Constraints Matter? Two-Level Games with Uncertain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7(3): 403-426; Jeffrey W. Knopf. 1993. "Beyond

Two-Level Games:Domestic-International Interaction in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4): 599-628; Jongryn Mo. 1994.
"The Logic of Two-Level Games with Endogenous Domestic Coali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8(3): 4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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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거래 ‘무역협상’에서의 거래

거래 파트너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
각 최소 하나 이상의 거래당사자
로 존재

-한 국가가 관심이 있는 대상물
에 대해 공통관심을 가진 타 국
가가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음

거래 대상물

-재화와 용역 형태의 거래 대상물
이 반드시 존재하며 복수의 거래 
대상물과 거래 대상주체가 존재

-거래 대상물이 명확히 구분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존재하더라도 거래 대상자가 반
드시 자국과 거래를 원한다는 보
장이 없음

거래의 균형 방식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거래 -非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거래

2) 이슈연계 전략

무역협상론 분야의 또 다른 연구경향으로는 이슈연계(issue-linkage) 전략과 관

련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슈연계전략은 FTA와 같은 통상협상을 정치경제적 갈등

상황 극복을 위한 쟁점이슈들 간 연계차원으로 접근한다 (Aggarwal, 2013; Koo and

Jho, 2013). 과거 전통적인 통상협상에서는 상품분야 관세인하가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통상협상에서는 상품분야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서비스 및 투자, 무역

규범,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가 협상의제에 포함된다.66)

<표 5> 무역협상 거래와 시장 거래 간 차이

주: 최병선(1999: 532-538)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재정리 및 편집.

국가 간 통상협상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영역 내에서 또는 정치와 경제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협상 당사국간 주고 받기식 교환의 유인이 생기기 마련이

다. 전술했지만 통상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학에서처럼 가격기구라는 조정메

커니즘이 있어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요-공급 균형점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연계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67) 그 결과 실제 대부분의 통상협상 거래들은 바터교환(barter exchange)

66) 이러한 특징적 현상을 반영한 최근의 FTA를 일컬어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부르는 이유다.

67) 경제학적으로는 이러한 균형상황을 일컬어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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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야 이슈(이슈 영역)

정치·안보 분야
-동맹 등 공통 목적 하 상호 우호관계 증진의 수단 목적(예, 테러리즘 
대처)(대외적)
-역외의 제 3국에 대한 세력균형의 목적(대외적)
-상대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지원의 목적(대외적)

경제·산업 분야

-FTA로 인해 얻는 순수 무역 및 투자측면의 이익 추구 목적(대외적)
-FTA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이익집단과의 갈등조정 목적(대내적)
-무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경제적 이슈들까지의 이슈범위 확
대 목적(대내적, 대외적) 
-다른 역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 목적(대외적)
-협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경제적 
차별)을 상쇄시키기 위한 대응 목적(대외적)

사회·문화 분야

-민주주의 증진 및 법의 지배 실현 목적(예, 인권 문제)
-영토 갈등
-역사 문제
-민족 정체성의 상이함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식으로 이뤄진다 (Tollison and Willet, 1979).

바터 교환적 성격을 갖고 있는 통상협상은 동등 가치에 기반 한 거래가 본질적

으로 어려운데다가 협상과정에서 협상담당자들이 국가 대내외 양 수준에서 갈등상

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이슈연계는 부등 가치를 가진 대내외 이슈들 간 연계를

통해 협상 타결을 유도해 내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6> 무역협상에 있어 이슈연계(issue-linkage)의 형태

주: Vinod. K. Aggarwal 교수의 ‘U.S. Trade Linkage Strategies in FTA’(2013)의 방법론을

토대로 작성.

구체적으로 이슈연계는 협상당사국들이 협상에서 얻게 될 이익에 있어 상호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호혜적 이익

균형 달성에 기여하며, 상호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재적 및 잠재적 총 이익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이슈연계의 필요성은 거래로 인한 이익이 비대칭적(asymmetric)

인 데에서 출발한다. 일례로 과거 제 7차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던 도쿄라운드에서 허

용보조금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 절차에 대해 산업피해조사

(injury test)를 도입하기로 한 것, 관세평가(customs evaluation)와 관련해 미국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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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관행을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유럽공동체(EC)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인하를 제공하되 캐나다가 관세평가규약에 가입하기로 한

것 그리고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농산물협상, 무역관

련 지적재산권협상(TRIPs), 섬유무역협상(MFA) 간의 이슈연계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

다 (최병선, 1999: 533-534; Winham, 1986: 372; Hoekman and Kostecki, 1995).

무역협상에서 이슈연계는 협상의제로 올라 온 개별 분야 내에서도 가능하

고(intra-domain), 이질적인 성격의 의제분야들 간에도(inter-domain) 가능하

다. 즉 경제적 의제분야 내에서도 하위 경제적 이슈들 간 연계가 가능할뿐더

러 무역과 환경(최병선, 1995), 무역과 정치·안보(성기영, 2012; 홍우택, 2008),

무역과 인권 등 경제와 비경제 의제들 간 이슈연계도 가능하다.

이처럼 이슈연계전략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는 무역협상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

라 비경제적 측면으로까지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Aggarwal(2013)은 다

음 장의 <표 7>에서처럼 미국이 1947년 GATT 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협

상과 국제정치경제적인 이슈들을 연계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1980년 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타국과 FTA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슈와 비경

제적인 이슈를 연계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럽연합의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이슈의 범주를 크게 경제적 분야, 정치안보적 분야, 환경 사회

적 분야의 세 범주로 나누고, 미국의 FTA 협상과정에서의 이슈들 간 연계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무역협상에 임하는 국가는 이슈연계의 결과가 반드시 의도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내적 압력, 협상 당사국간 힘의 비대칭성,

이슈연계전략의 강도에 따라 이슈연계를 반드시 의도한 결과 도출용으로 쓸지

(substantive linkage),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버리기 전략용으로(tactical

linkage) 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Koo, 2013).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FTA 협상 시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관세율 간 이슈연계를 통해 협상타결에 성공한 사례

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여기에는 교섭수석대표의 권한자율성, 선호, 양국 제도

상의 차이 등을 토대로 한·미 간 양 수준 게임분석을 통해 이슈연계로 협상당

사국의 윈셋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협상타결에 성공한 사례를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해 시점 간 비교연구를 했다 (Koo and Jho,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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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산업 분야 정치·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

US 
FTA 

Partner

FTA
를 

통한 
순수
무역
이익

이익
또는
손해
를 

보는 
이해
관계
집단
과의 
갈등

무역
의 

범위
를 

넘어
서는 
경제
협력
확대

역외
국과
의 

FTA 
체결
확대

제3
국간 
FTA
체결
로 

인한 
경제
적 

차별 
상쇄

우호
관계 
증진
수단

제3
국에 
대한 
세력
균형

상대
국 

경제
개혁
지원
목적

민주
주의

&
법의
지배

환경 노동 인권

이스라엘 0 - +++ +++ +++ +++ ++ 0 0 0 0 0
캐나다 ++ - +++ +++ 0 + 0 0 0 0 0 0
NAFTA +++ --- +++ +++ 0 + 0 ++ ++ --- --- -
요르단 0 - +++ 0 0 +++ +++ 0 0 --- --- 0
칠레 0 - +++ +++ + + 0 +++ +++ -- -- 0
싱가포르 ++ - +++ +++ 0 +++ +++ + 0 - - 0
호주 ++ -- + ++ 0 +++ ++ 0 0 0 - 0
모로코 + - 0 +++ + +++ +++ 0 + - - 0
CAFTA ++ --- + +++ ++ ++ ++ ++ ++ --- --- --
바레인 0 0 + ++ 0 +++ +++ +++ +++ 0 - -
오만 ++ - 0 ++ 0 +++ +++ +++ + 0 - 0
페루 + - 0 ++ 0 ++ + + ++ --- --- -
콜롬비아 ++ -- 0 0 0 +++ + + +++ --- --- ---
파나마 + 0 0 0 + +++ ++ ++ +++ - - 0
한국 +++ --- 0 +++ ++ +++ +++ 0 0 - - 0

<표 7> 미국의 FTA 협상에서의 이슈연계 전략

주: (+)값은 해당 이슈가 무역협정의 체결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강도를 의미하며 (-)값은

해당 이슈가 협상을 제약하는 강도를 의미함. 각 값들의 척도는 영향력 측면에서 강(+++

또는 ---) / 중(++ 또는 --) / 약(+ 또는 -) 값을 가지며 중립적인 경우 0의 값으로 표시.

이상에서와 같이 협상론 분야에 있어 게임이론과 이슈연계전략 등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 비해 국내 선행연구들의 축적은 상대

적으로 아직 빈약한 편이다. 특히 FTA와 같은 통상협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

의 경우 전략적 게임상황 하에서의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시각에서

의 동학(dynamics) 연구는 매우 드물며, 주로 경제학과 같은 규범적 시각에서의 경

제적 이익과 소비자 후생 등 효용에 관한 양적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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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제약점 및 문제제기

이상 살펴본 것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은 국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국

제무역과 국가의 무역정책 일반이라는 거대수준의 설명에는 적합하나 통상

협상과 같은 개별국가 단위의 특정한 정책행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규범적 접근법의 경우 경제학적 관점에서 양적 연구방식을 취함

에 따라 국가의 무역정책이 통시적으로 변화해 온 원인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무역정책이 국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규범적 접근법은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설명이 어렵다. 또 ‘무역의 정치경제’가 더 이상 과거처럼 하위정치의 영역

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 점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무역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정책이 산출되는 제도적 구조 속에서 통상관료에 의해 진행되는 통상협상

속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경쟁과 갈등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국제체제, 사회 및 국가 중심적 연구의 경우 규범적 접근법이 가진 경제학

적 제약을 벗어나 국제정치경제학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결정 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는 점에서 실증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학, 정치학 등 이 분야 연구들

의 경우도 국가의 무역정책과 FTA와 같은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거시적 분석

단위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해 정부 내 정책결정을 둘러싼 행위주체들 간 상호작용

과 통상협상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는 역시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그동안 경제학 및 정치학적 접근시각68)의

연구들이 국가의 무역정책에 대해 국가단위 이상을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정

책결정 과정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관료)과 조직 등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이다.69) 규범적 접근법과 체제/사회/국가 단위의 접근법을 취

68) 또 국가가 무역협상을 하는 목적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과 효용측면에

만 관심을 두었거나, 무역협정을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국가들 간 권력경쟁의 부차적 수단으로

본 나머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부 내부의 구조(제도)와 과정을 들여다보는 데에 상대적으

로 관심이 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69)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일종의 암흑상자(black box)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은 정부 내에서 저마다의 이

해관계를 가진 여러 하위 조직들과 그 조직에 속한 관료들 간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쟁과 갈등 그리고

타협의 상호 조정(coordination)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국제체제, 사회, 국가를 분석단위로 할 경우 정부

내에서정책결정을두고벌어지는복잡다기한현상들을 설명하는데일정한한계를 가질 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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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합리적 단일행위자로서의 국가에 의한 무역정책을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특정 개별 국가 내에서의 무역정책 변화와 국가 간 통상협상 결과의

차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은 어렵게 된다.

특히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요인과 무역정책 제도의 변화과정 등에 대해 외국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 분야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왔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가 많지 않고, 있어도 주로 경제

학적 시각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머지 학계의 연구결과 축적은 아직 빈

약한 수준과 단계에 머물러 있다 (Goldstein, ibid.; Goldstein and Keohane, ibid.; North,

ibid.; Putnam, ibid.; Koo, ibid.; 최병선, ibid.; 이승주, ibid.). 물론 앞서 살펴 본 기존

선행연구들도 해당 분야 고유의 연구영역에서는 각기 많은 장점과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경우 특정 국가 내에서의 무역정책 결정이

어떠한 제도적 구조와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결정된 정책은 외국과 통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변하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측면의 설명에는 일정한 제약과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방법론, 이론적 분석단위

와 수준에 있어 서로 분절화(fragmented) 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경제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접근은 연역적 및 양적 연구방법 중심으로 되

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행정학, 정치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접근은 귀납적 및 질적 연구방법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 연구

접근시각이 서로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인 위치에 있고 그 결과 설명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분석단위에 따라 체제, 사회, 국가로 구분해

접근하는 정치경제학적 연구들도 분석단위를 위 세 가지 대상으로 배타적으

로 구분해 놓고 접근함에 따라 상호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그 만큼 전체

대비 부분적 설명만 가능해짐으로써 설명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체제, 사회, 국가 중심적 선행연구들은 특정 개별 국가들이

체결한 FTA 협상결과에 대한 설명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추진할 때 취하고 있는 하향식

(top-down) 의사결정 및 협상전개 방식에 대해 체제, 사회 중심적 접근은 설

명에 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체제 중심적 접근법은 GATT/WTO와 같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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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중심적 시각에 적합한 다자주의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높으나, 개

별 국가들의 양자 FTA, 더욱이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국가들 간 양자 FTA

추진의 결과, 그 결과의 내용 차이에 대한 설명 등에 있어서는 제약점을 갖는

다. 사회 중심적 접근의 경우도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에 대해서는 이익집단 정치로 설명하는 데에 있어 역시 한계가 있다.

셋째, 따라서 국가 간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국가

중심적 접근연구가 그나마 가장 유사한 접근법에 해당하는 데, 동아시아 특

정 국가들의 FTA 정책에 대해 기존 국가 중심적 접근의 경우 국가 단위에

서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효한 측면이 있으나, 특정 개별 국가들의 양자

FTA가 왜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는 지, 통상협상의

결과에 있어서 FTA마다 서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개별 국가 단위의 무역정책 변화와 FTA와 같은 무역협정의 결과에

대한 인과적 분석과 설명을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을 취하되 국가단위보다 더 세분화 된 분석단위와 수준의 융합적(integrated)

및 절충적(hybrid) 관점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

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라는 변수들 간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한국정부의 일본,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한 FTA 추진을 놓고,

각국의 대내외 양 수준에서의 정치협상 게임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무역정책

및 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했다.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모델인 정부정치 모델

을 활용해 설명한다.70)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할 분석틀을 설명한다.

70) 정책학 및 정치학의 집단 의사결정론은 통상관료의 정책이념(policy idea)에 관해, 행정학의 조직이

론은 정부부처의 조직이익(organizational interests) 추구, 신제도주의 제도이론은 제도(institution)에

해당한다. 이는 결국 아이디어(idea), 이해관계(interests), 제도(institution) 간 역학관계가 국가(정부)

의 무역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경험적) 접근법에 의해 찾아내는 작업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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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본 연구의 분석틀

그 동안 한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제도변화를 연구해 온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

들은 주로 수요측면에서 경제학적 규범접근 연구들에 집중해 왔고, 이 문제를 무역

의 정치경제학 또는 행정학적 관점, 그리고 정책의 공급측면에서의 실증연구 측면에

서는 잘 다뤄오지 않았다.71) 그 결과 사상(idea), 이해관계(interests), 제도

(institution) 간 동학에 대한 연구에 소홀했다. 본 연구는 국가의 무역정책과

국가 간 통상협상이라는 문제가 이념, 이해관계, 제도 간 상호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FTA 정책과 통상협

상의 경우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통상협상의 타결 여

부와 결과 차이를 유발해 왔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다루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를 변수로 삼아 한국이 일본, 미국,

중국과 추진했던 FTA 협상사례 분석을 통해 이념, 이해관계, 제도 간 역학이 무역

정책과 통상협상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연구의 주요

변수 및 대상, 가설, 분석틀에 대해 설명한다.

1. 연구 대상: 통상협상(FTA)의 결과

설명대상은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일본, 미국, 중국과의 3개 FTA 협상의 결

과이다. FTA 협상의 결과 양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별 FTA 체결

의 성공과 실패 여부다. 둘째는 체결에 성공한 FTA 중에서도 시장개방 수준

즉 자유화 수준의 높낮이라는 협정 수준의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FTA 협상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71) 국제정치경제학 시각에서의 한국 무역정책과 제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사례는 드물다. 무역정치

경제론 시각에서의 최병선(1999), 정책 및 제도론 관점의 이승주(2007), 통상행정체계 개선 관점의

구민교(2013) 등 소수 연구자들의 연구사례가 있다. 기타 개별 FTA 협상사례에 있어서의 국내 제

도적 문제점에 관한 협상사례 연구가 있다 (Jung and Bong, 2005; 최태욱, 2007). 한편 정부조직

내 정책담당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와 기준에 대한 국내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고길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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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결과
성공 실패

높은 개방화 수준 낮은 개방화 수준 협상 시도 협상 非시도

양허율 90% 이상
(10년 이내)

양허율 90% 미만
(10년 이내) 중단 또는 결렬 추진 시도 안 함

FTA 한국 양허율(%) 외국 양허율(%)
한·칠레 99.8 96.3

한·싱가포르 91.6 100.0
한·ASEAN 90.8 90.1

한·미 99.7 100.0
한·EU 100.0 100.0
한·중 79.2 / 92.2 71.3 / 90.7

FTA 체결의 성공과 실패 결과를 측정하는 세부 기준이다. 먼저 실패한 경우

의 기준은 FTA 자체를 처음부터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경우와 추진했더라도

중간에 중단되거나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경우이다.

둘째, 체결에 성공한 FTA에 있어서도 자유화 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측정지표이다. 즉 체결한 FTA의 결과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것인지, 아

니면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측정기준이 필요하다.

FTA 수준의 높고 낮음은 시장개방의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 지표는 양허율 수준이다. 보통 체결 후 10년 이

내에 전체 관세 양허율 수준이 90% 이상의 수준이면 높은 수준의 FTA로, 그

미만이면 낮은 수준의 FTA로 구분한다. 이 같은 FTA 협상결과를 측정하는 기

준을 표로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표 8> FTA 협상 결과 측정지표

주: FTA의 시장개방 수준은 일반적으로 최장 10년 내 90% 이상의 개방 양허율을 설정했

느냐를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FTA와 낮은 수준의 FTA로 구분함.

<표 9> 한국의 기 체결 주요 FTA의 무역 자유화 수준

주1: 전체 품목 수 기준

주2: 중국은 10년 내 철폐 및 20년 내 철폐 기준으로 분리해 표시. EU는 7년 내 기준

주3: 한·중 FTA 수입액 기준 시 10년 이내 양허율 (한국: 77.1%, 중국: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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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정책이념 및 제도

1) 정책이념

근대 민족국가(nation state) 체제에서 국가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단일

의 합리적 행위자의 가정 하에 국가로 보는 시각은 정치가 및 관료 개개인들을

분리해 개별 정책행위 주체로써 인정하기 보다는 그들 전체를 하나의 집합적

의사결정주체로 뭉뚱그려 취급한다.72)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의 무역협정 체

결행위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공적 계약행위를 하는 주체들은 무기체인 국가가

아닌 정부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73) 속에서, 국

가를 대표해 정책행위를 하는 집권자, 정치인, 관료 등 사람(human being)이다.

국가행위의 영역을 대외경제정책 내 무역정책 분야 중 외국과의 통상협상

(FTA)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정책을 결정하고 협상을 주무하는 정책행위자의

범위는 더 좁혀져서 집권자와 일부 관련 정치인, 무역정책 주무조직과 그에 소

속된 통상관료들, 기타 통상관련 이해관계 부처와 그 소속관료들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정책행위자를 비공식적 참여자까지 포함시켜 넓게 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적격성의 범위를 공식적 참여자로 좁게 보고자 한다.74) 국가

의 정책산출 과정에는 어디까지나 국내 법규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공식적 참여자

들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곤, 1995: 195-209).

한국정부의 경우 무역정책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은 대외경제장관

회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조직 수장들이다. 현 집권 박근혜 정부를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구조, 통상행정체계, 통상협상 교섭단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72) 국제정치경제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 역시 국가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지도자들의 집

합(a set of top-level leaders who make important national policies)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단일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전제로 한 연구접근 방법은 정치적 현실주의에서의 국가개념을 답습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김정수, 1996: 39; Gilpin, 1981: 16; Morgenthau and Thompson, 1985: 5).

73) 제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누가 정당하게 그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참여자들의 범위, 자격, 역할을 규정한다. 즉 제도는 주어진 정책의제 영역에서 정책결정

의 기본 방향, 구도, 과정을 특징짓는 거시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74) 국가행위자를 이처럼 공식적 참여자로만 제한해서 보더라도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들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와 직위/직급 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공식적 참여자에는 의회, 집권자, 행정기관, 사법부를 비공식적 참여자에

는 정당, 이익집단, NGO, 전문가, 언론, 일반 국민을 들 수 있다 (정정길 외, 200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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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음의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2>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구조

주: 박근혜 정부 기준. 실선은 제안 보고 및 명령 지시 방향을, 점선은 비공식적 영향 관계를 의미

위 <그림 2>와 같은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구조를 토대로 볼 때, 무역정책결정

의 실질적 최고 의결기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이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가 형식

상 더 높은 조직위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심의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무역이라는 특수

분야 지식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정책의사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전

에 결정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 보고 및 결재를 위한 형식적 회의체라고 보는 것이 정

확한설명이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무역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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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결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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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등 이례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으나75), 대부분의 이슈는 사전에 청와대비

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관련부처 장관 간 정책조정이 되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되고, 대통령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올라간 결정안 내용이 갑자기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림 3> 한국정부의 통상행정체계

주1: 실선은 안건 제안 보고 및 명령 지시 방향을, 점선은 비공식적 상호영향 관계를 의미

주2: 박근혜 정부 현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외교통상부산하 통상교섭본부가 위

산업통상자원부 대신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주무를 담당했음.

주3: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

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주4: 통상추진위원회구성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등부처)

주5: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 이행에관한법률」제 21조에 근거, 30인 내외

주6: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 산하 (무역구제제도 운용,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이상과 같은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제도를 볼 때 무역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

75)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구조 상 중요 정책이 사전에 청와대비서실

과 조정되지 않고 즉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조율과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

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와대는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비서실

장 아래 정부 각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진들을 우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두었다.

사실상 소내각(mini-cabinet)과 같이 운영되었다 (정정길 외, ibid.: 463).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각 부처를 관할하는 직제를 폐지했으나 아직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구 통상교섭본부)

대통령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청와대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통상추진위원회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무역위원회

국회

정당
(집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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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행위 주체는 집권자인 대통령,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원들인 행정 각 부처

의 고위급 정무직 관료들(장·차관), 청와대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부처는 현 박근혜 정부 들

어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이고, 이전 세 개 행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였다.76)

<그림 4> 한국의 무역협상 교섭단 구성

주: 정부조직법, FTA 및 WTO 협상단 구성 방식을 기초로 작성

반면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는 무역정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의

회와는 달리 정책결정의 사전 단계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 참여자 자격이 없

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의 행위주체로 볼 수 없다.77) 결국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결정의 공식 행위주체는 대통령과 무역관련 행정부처의 수장들이다. 이들 정책

행위 주체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무역정책 결정주체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이다. 일견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문제를 삼으면 현실적

76) 정부조직법(법률 제 12844호, 2014. 11. 19. 시행) 제 37조 제 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

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

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무역정책의 주무부처임을 명시하고 있다.

77) 한국 국회의 무역정책에 관한 전문성 강화 필요성, 정책결정 과정에의 사전적 참여 필요성 등은 그동안

꾸준히지적되어온문제이지만, 본논문의연구주제와는별개의영역이기에추가적인논의에서제외한다.

교섭 총괄‧조정

교섭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분과 별 작업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별 장차관/실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소속부처 
소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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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어떤 정책도 채택될 수 없는 한국 정치문화의 현실에서 보면 대통령을 무역

정책 결정의 최종 결정자라고 보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

부가 수행하는 모든 분야의 정책을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FTA 협상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행위주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설명력 있는 답은 위 <그림 2>에서 보듯 한국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

위주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정책

을 주무하고,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교섭수석대표를 지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

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한국 무역정책 결정의 주무조직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개 행정부 시절에는 이 역할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78)가 맡았었다. 그렇다고 통상교섭본부가 단독으로 최종 정책결정권한을 갖

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통상교섭본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를 반영

해 무역정책을 입안, 보고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했던 만큼, 결국 한국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 대외경제장

관회의를 구성하는 정부 각 부처의 수장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무역정책

결정의 공식 행위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정책행위주체는 정책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며 국가 간 통

상협상을 이끄는 교섭수석대표이다.

본 연구에서의 통상관료란, 정부조직 법규에 근거해 공식적인 무역정책 결정과

정에 참여하고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수행하는 주무 행정부처의 고위급 정책행위자

를 지칭한다.79) 또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란, 위와 같은 통상관료들이 정책 의사결

정을 하는 데 있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신념 또는 이념적 지향이다. 그렇다면 비가

시적이고 비정량적인 사람의 의식 상태인 이들 통상관료의 통상협상 당시 정책

이념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포착하고 판별할 수 있는가. 이념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영역에 대해 비록 완전하고 정확한 수준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

78) 현 박근혜 정부 집권 이전의 15년 동안(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기간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통상교섭본부 이전에는 현재 일본의 4성체제와 유사한 외무부,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농림부로 구성된 분산체제(대외경제조정위원회 1994-2001)를, 그 이전

1980년대에는 해외협력위원회 등의 우리나라 무역정책 결정체제가 있었다.

79) 통상관료는 정부 엘리트(government elites)에 속한다. 정부 엘리트는 최소한 관료들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는 선호에 기반 해 ‘국가 이익과 공익(national or “public” interests)’을 실현하기 위해 행

동한다. 이 가정은 어떻게 정부 엘리트가 국익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관한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에 관한 논쟁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Ikenberry, 198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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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통상관료 개인의 정책이념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인

지 아니면 중상주의적이거나 더 나아가 완전히 시장폐쇄형의 보호주의적인 성

향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성향 판단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파악해야 할 대상의 수를 핵심 의사결정행위자들로 한정해 줄이는 방법이다.80)

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과 통상협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통상관료들 개개인

의 정책이념을 포착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최종 정책의 결정과 협상전략은 해당 조직의 수장과 협상을 이

끄는 리더가 조직 전체의 총의를 모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수행하는 것

이기에 한 국가의 무역정책을 총괄·주무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이나, 외국과의 통

상교섭에 있어 정부를 대표하여 협상단을 이끄는 교섭수석대표와 같은 관료의

정책이념을 파악하면 정책 및 협상전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

정책 주무부처 수장과 협상단의 교섭수석대표는 실제 정부조직의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들이고, 이들이 정책과 협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둘째, 통상조직의 수장과 교섭수석대표의 정책이념 파악에 있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있어서는, 조직 수장과 교섭수석대표가 해당 통상협상을 둘러싸고 정책방

향과 협상전략 차원에서 행한 통시적인 언행 등 정책이념 파악에 활용 가능한 관련

근거들을 찾아내어 판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활용할 경우 각국 FTA 정책 결정과

정과 외국과의 협상에 참여하는 무역정책 주무조직의 수장급 행위자들 및 교섭수석

대표들의 언행과 활동 행태에 대한 여러 출처에서의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해당 FTA 정책 및 협상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당시 사건들의 내용과 맥락, 그리

고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과정추적(process tracing)함으로써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

지라도 정책행위자의 이념이 수긍할만한 정도까지는 파악 가능하다 (Burgin, 1993;

Bates et al., 1998).81)

80) 본 논문이 정의하는 협의의 행위자인 ‘통상관료’는 한국의 경우 ‘통상조직’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및

교섭수석대표 등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속한 통상조직은 정부조직법 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권’을 주무하는 정부조직인 통상교섭본부(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산업통상

자원부)를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통상관료는 정부부처 소속 전체 통상관료를, 통상조직은 외국과의 무

역협상시한국정부 협상단을구성하는여러부처의통상관료들이 소속된조직들전체를 의미한다.

81) 정책결정에 있어 대통령, 정부부처 수장, 기타 영향력 있는 고위직 관료와 같은 공식적 행위자들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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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 자유주의 요소 중상주의 요소
1. 무역 자유화에 대한 언행 -FTA 추진 찬성

-공격적(적극적) 시장 개방
-FTA 추진 반대
-방어적(소극적) 시장 개방

2. 출신 성분(배경)
-개방 지향의 업무 경력
-개방정책 지향 기관 출신
-수출산업 또는 수출산업 지역 
연고

-보호 지향의 업무 경력
-보호정책 지향 기관 출신
-수입대체산업 또는 피해산

업 지역 연고

위와 같이 한국의 무역정책 제도 속에서 정책행위를 하는 행위자로서의 통

상관료와, 정책 주무조직으로써의 통상교섭본부에 관한 논리를 일본, 미국, 중

국 등 사례연구 대상 국가들에 동일한 논리로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외국의 무

역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한 주요 정책행위자를 판별하고 그들의 언행과 출신

성분 등을 토대로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에 대한 정책이념을 측정, 평가할 수 있

다. 물론 국가마다 정치체제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정책행위자

에 대한 분석결과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특수성은 감안해야 한다.

FTA 협상을 이끄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 각국의 통상 주무부처 수장

과 교섭수석대표의 정책이념이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

해 있는가를 판별하는 측정기준과 지표는 이하 <표 10>에서와 같이 설정했다.

<표 10> 통상관료의 정책이념(policy idea) 측정지표

주1: 무역 자유화에 대한 언행 측정 방법: 통상관료 의식의 발로인 언급과 행위(인터뷰, 연설문,

기고문, 행사참석 시 언급 등)

주2: 출신성분에 대한 측정 방법: ① 경력 배경을 통한 측정(전·현직 소속 부처 또는 전 직장·

직업), ② 특정산업 또는 지역 등과의 연고 여부를 통한 이해관계(interest) 연관성 측정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첫째, 무역 자유화에 대한 관

료의 언행을 선정했다. 측정방법은 관료의 소관업무에 대한 의식의 발로인 언

급과 저술, 행태적 행위 등을 추적해 판별하는 것이다. 관료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인식 판별, 연설문 및 기고문 등 저술을 통해 나타난 수행업무 추진에 대

한 생각,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 등에 참석해 하는 발언 등을 통해 그의 정책

에 대한 사상적 정향으로써의 정책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변(회의체 진술, 성명 등 발표, 언론인터뷰, 기록 및 기술)과 행위(누구를 만났고, 어떤 공식 및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고,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가 등의 행태)는 정책결정과정의 배경, 맥

락, 결정 내용의 원인 등을 추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Burgin, ibid.: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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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료의 출신 성분(배경)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관료가 자신의 경력개

발 과정을 통해 몸 담았던 전·현직 소속부처나 전 직업 등의 경력이력을 파악

하면 그가 통시적으로 형성해 온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특정 산업이나 지역 등과의 연고를 통해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파악해서도 정책이념을 추정, 판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이념 측정방법을 통해 통상관료의 이념이 자유주의 이념과 보호주의 이념 사이

의 어느 위치쯤에 놓여 있는지 판별할 수 있다.

2) 제도

제도(institution)는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조화 또는

조직화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고안된 제약들(constraints)이다 (North, 1991).82)

이러한 정의를 따를 경우 국가의 무역정책 제도는 국가가 무역정책의 방향과 내

용, 외국과의 통상교섭 전략 등을 결정하는 정책의사결정 구조(structure)라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는 정부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일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 주체들 간 이익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의 상호작용을 정책적으로 조정

(coordinate)하기 위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 규범체계이다.

이처럼 제도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정책은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는 제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조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약하기도 하기에 제도 안의 개인인 통상관료와 집단인 통상조직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 안의 통상관료는 그가 가진 정책이념 하에서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일정 시

점에 정립되어 있는 제도 속에서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은 제도에 의

해 그들의 행동반경(area of action)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되는데, 기회이자 제약으로

82) D. C. North는 “Institutions are the humanly devised constraints that structur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이라정의했다. 또제도는비공식적제약들(informal constraints)-sanction, taboos, customs,

traditions, and code of conduct-과공식적규범들(formal rules)-constitutions, laws, property rights-로구성

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제도는 교환(exchange)에 있어 질서를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간에 의해 고안되어 왔다(North, 1991: 97). 제도는 대개 조직의 제반 특성과 더불어 정책

결정자들의 행위,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규범이나 규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

다 (Ikenberry, 1988). 이에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통상행정체계’라는 시각에서 FTA 정책 등 무역

정책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제도주의 시각의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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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제도 속에서 관료가 자신에게 허용된(slack) 재량권(institutional autonomy)을

조직과 개인의 목표(이해관계) 달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management of institution)

하느냐에 따라 통상협상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83)

여기서 제도의 활용이란, 기 정립되어 있는 제도 내에서 제도가 강제하는 의무적

지침(mandate)을 준수하되 제도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관료가 소

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의 여백(slack)을 포착, 이를

관료 자신과 소속조직의 이익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역량(capacity)측면의 행태를 의미

한다. 즉 정책행위자로서 관료는 자신의 지위에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제도

가 허용하는 융통성(flexibility)과 모호성(ambiguity)의 범위 내에서 때로는 주어진 권

한의 행사를 통해, 때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연합 형성(coalition-building)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전략적인 정책조정 역량(coordination capability)을 발휘함으로

써 외국과의 통상협상 목표실현과 그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의 이해관계를 추구 한다

(Zahariadis, 2014: 26; Feldman, 1989).

통상관료가 통상협상을 하는 데 있어 기 형성된 무역정책 제도 내에서 제도가 허

용하는 재량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협상 타결을 촉진하는 쪽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비되어 있는 협상촉진기제가 있

느냐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정책 주무조직이 제도의 일환으로 구비된 협상촉

진기제를 가지고 있고, 통상관료가 이를 통상협상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설정해 놓은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도 활용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 주무조직이

기타 이해관계 정부조직들과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에게 갈등

을 조정(coordinate)하는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느냐의 여부이다. 정책조정권한

의 정도가 클수록 관료가 통상협상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량적 행위를 할 여지도 커지게 된다. 셋째, 해당 국가에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단일의 중앙집권적 전담조직이 있거나 없는 가운데, 관료가 정책결정과 통상

협상을 허용된 재량권 하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

83) 다소 복잡하지만 ‘제도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개념을 “통상조직과 관료가 주어진 제도적 제약

(mandate)에 대해 그 제약적 범위 내에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획정되지 않은 틈(slack) 또는 모호성

(ambiguity)을 찾아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적 재량권(discretionary authority), 제도적 자율성(autonomy),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위임(delegation or empowerment) 등에 해당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

단(기제)들을 동태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coordinate)해 나감으

로써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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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활용의 수준이 달라진다. 넷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주무조직의 수장이 무역정

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무조직의 관료

인 경우 참여할 수 없는 조직의 관료인 경우보다 대내외 정치협상에서 주어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준이 높아진다. 이를 정리하면 이하 <표 11>과 같다.

<표 11> 무역정책 제도 및 통상관료의 제도 활용

주: 촉진기제(*)는 국가별로 정치경제적, 역사·사회적 맥락과 배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일례로, 오랜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형성된 미국 정부의 협상 촉진기제(TPA)와 사

회주의 공산당 일당독재 권위주의 정체인 중국의 협상 촉진기제가 같은 형태와 내용이긴 어려움.

3. 연구 가설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변화는 관료가 그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인식론

상의 신념 변화를 뜻한다. 만약 무역정책 주무조직에 기존의 조직 수장과 다른 정책

이념을 가진 조직 수장이 새로 부임해 그의 정책이념에 바탕 한 정책을 펼칠 경우, 해

당 정부조직의 정책방향과 내용도 변하게 되고 조직문화와 루틴도 변하게 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즉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변화는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와 정책행위의 표출인 국가 간 통상협상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국의통상교섭본부가대내외양수준에서외국과벌이는 FTA 협상게임의결과는

협상을 할 당시 한국 및 협상 상대국가에 각각 형성되어 있는 무역정책 제도 내에서

각국의 통상관료가 통상협상에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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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이 통상협상 타결여부 및 체결된 협정의 수준

차이를 유발하는결정요인이라는본 연구의주장에기초한 가설은다음과같다.

<연구 가설>

1.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모두 적극적 자유주의일 때,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1-①. 양측의 제도활용 수준이 모두 높은(낮은) 경우, 높은(낮은) 수준의

FTA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예, 한-미 FTA)

1-②. 일방의 제도활용 수준이 높고 타방은 낮은 경우, 낮은 수준의

FTA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모두 소극적 자유주의일 때, 타결 가능성이

낮아진다.

2-①. 양측의 제도활용 수준이 모두 높은(낮은) 경우,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렬 가능성이 높아진다)

2-②. 일방의 제도활용 수준이 높고 타방은 낮은 경우, 타결 가능성이 낮아

진다.(예, 한-일 FTA)

3. 일방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적극적 자유주의이고 타방은 소극적 자유주

의일 경우,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타결 되더라도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①. 양측 모두 제도활용 수준이 높은(낮은) 경우, 낮은 수준의 FTA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렬 가능성이 높아진다).

3-②. 일방의 제도활용 수준이 높고 타방은 낮은 경우, 낮은 수준의

FTA 타결 가능성(또는 결렬 가능성)이 높아진다.(예,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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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분석틀

1) 대내 및 대외 협상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일정한 정책이념을 가진

통상관료가 주어진 제도 안에서 갖게 되는 재량권을 활용하는 방식에 기반 해 있다. 국

가 간 통상협상은 대내외 양 수준으로 나뉘어 병행해 전개된다. 먼저 정부 내 이해관

계자들 간 대내 정치협상을 분석하는 틀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축은 독립변수인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FTA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축이다. 정책이념이 통상협상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

은 대내 수준에서 벌어지는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흥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데에 앨리슨 외의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을 활용한다. 두 번째 축은 일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통상관료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하여 통상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 관련한 분석이다.

통상관료에 의한 제도의 활용이 통상협상 결과에 미치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

용되는 방법은 조직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모델이다.

이념과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국가의 무역정책과 협상전략이 결정되는

대내 정치협상에 대한 연구 분석틀을 도식화 하면 이하 <그림 5>과 같다. 이는

국가 내에서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관계 주체들 간 대내 정치협상을 분

석,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개별 국가가 외국과 통상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협

상에 앞서 자국 내에서의 무역정책과 협상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 과정

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행위주체들(관료 및 조직) 간에는 정치적 흥정

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흥정게임의 과정은 이해관계 정부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수장

들이 제도로써 주어진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자기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호 경

쟁하고 갈등하는 정부정치 행위를 통해 일어난다. 즉 정책행위자들 간 정치적 협상이

있음이다. 이하 <분석틀 1>은 이 과정을 앨리슨 외의 정부정치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또 대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부조직들이 어떻게 조직이익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흥정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앨리슨 외의 조직행태 모델을 적용한다

(Allison and Zelikow, 19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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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석틀 1 : 대내 정치협상(무역정책 및 협상전략 결정)

한편 국가 간 대외 협상과정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이하 <그림 6>과 같은

분석틀을 활용한다. <분석틀 2>는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기 형성되어 있는 제도

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주어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관료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재량권을 관료가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통상협상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그

리고 그 과정에서 통상관료의 제도에 대한 활용을 반영한 대외 협상의 분석틀이다.

위 <분석틀 2>에서 정책이념과 제도의 전략적 활용 간 조합에 따라 4개의 사

분면 차원이 형성되는 데 첫째, 소극적 자유주의 하 낮은 제도 활용 수준 사분면

은,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소극적, 제한적 무역 자유화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는

84) G. T. Allison(1971)의 제 1(rational actor), 제 2(organizational behavior), 제 3(governmental

politics) 모델은 관료제(bureaucracy) 하 정부의 정책의사결정(policy-making)에 대해 과학적 방법

론에 기초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앨리슨 이전의 관료제와 외교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적(descriptive)일뿐 이론적 정교함이 부족했다. 앨리슨은 외교정책에 관

한 관료제의 영향을 과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설명함으로써 그 이전의 정부정책결정의 이론들에게

서 부족했던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줬다. 그러나 이론형성에 있어 가정의 엄밀성 등 몇 가지 측면에

서 방법론적 완결성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Bendor and Hammond, 1992). 이들 비판론에서는

첫째, 가정의 불명확성 둘째, 모델들로부터 도출된 가설들이 초기 가정들과 논리적 연결성이 약하

다는 점 셋째, 제 2모델에서 제시하는 몇몇 주장들의 부정확성 넷째, 이론으로서의 간결성과 복잡

성 사이의 불균형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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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국가 내에 형성된 제도를 협상타결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의 입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적극적 자유주의 하 낮은 제도

활용 수준 사분면은, 통상관료가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 추진의사를 가

지고 있으나 해당국의 제도가 가진 구조 상 통상관료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재

량권의 범위가 좁고 제약이 많아 제도 활용의 수준이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그림 6> 분석틀 2 : 대외 통상협상(양 수준 협상 게임)

주: ‘제도 활용 수준’에는 통상관료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내 정치협상에서 펼친 제도의

전략적 행위가 내재화(embedded)되어 있음을 의미.

셋째,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 하 높은 제도 활용 수준 사분면은 정부가 무역정

책 제도를 무역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기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형성해 놓아 통상

관료가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좋아진 반면, 아직 통상관료들

의 정책이념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화 정책을 추진할 정도의 자유화 이념수준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넷째, 높은 제도 활용 수준 하 적극

적 자유주의 정책이념 사분면은 외국과 무역협상에서 통상관료가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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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제가 잘 갖춰져 있어 통상관료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

을 활용하기 용이하고 관료들의 정책이념도 적극적이고 폭넓은 무역 자유화를 추

구하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한편 각 시기 별로 있었던 FTA 협상사례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떤 정

책결정구조 속에서, 어떤 행위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어 왔었는지 정부 내부

에 벌어졌던 정치협상과정(political bargaining process)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하 <그림 7>과 같이 앨리슨과 젤리코우(1999)의 관료제 하 정

부의 정책결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했다. 앨리슨 외는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 분석에 3가지 유형의 의사결정모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제 3

모델인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과 제 2모델인 조직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모델을 차용, 연구 분석틀에 반영해 각각 한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변화와 통

상조직의조직이익추구행태를설명하는데적용한다. (Allison et al., 1999). 이들 의사결

정모델을 토대로 국가 별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그리고 협상과정에

서통상관료가제도를활용하는방식이통상협상의결과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그림 7> 정부 내 집단적 의사결정 유형 분류

주: Bendor and Hammond(1992)를 기초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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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두 모델을 적용해 정부 내부의 이해관계 조직들과 조직을 대표하는 행위

자들 간의 대내 정치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최초앨

리슨(1971)의 세 가지 의사결정 모델 중 제 2모델이었던 조직과정(organizational process)

모델의기본 전제요건중 하나는인간이 제한된합리성(bounded rationality)하에서 하나의

의사결정 룰(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을 사용한다는 조직 목표의 단일성

(unitarity)이었다 (Allison, 1971: 71, 83). 즉 단일의 표준행동절차는 관료의 행위를 제약

하여단일의 예측 가능한행위를생산하게된다는것이다 (Allison, ibid., 78-79, 87-91).

그러나 이는 사람과 조직의 복잡한 행위(complex behavior)가 어떻게 단일한 하나

의 틀로부터 산출되는지에 대한 설명에 제약을 갖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 의

사결정자들은 그들의 인지능력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개인이 직면한 정보처리 과정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 시 조직의 단일한 루틴(routines)

에 기반 한 조직의 행위가 단일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산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례로 단순한 구도의 전략게임 중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만 보더라도 일회성 게

임이 아닌 치고받기 식 보복전략(Tit-fro-Tat) 게임을 가정할 경우, 단일 게임 룰에

기반 한 게임임에도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목표의 단일성과 단

일한 의사결정 룰 가정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Bendor and Hammond, 1992: 309-313).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 목표의 복수성을 고려하게 될 경우,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정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 간 구분 실익이 모호해진다는 점 때문이다.

즉 통상관료라는 사람이 갖는 행위 주체성과 통상조직이라는 조직이 갖는 행위 주체

성을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무역정책 결정이나 통상협상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 행위를 하는 주체들은 한편으로는 정부조직들이고, 다른 한편으

로는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공적 행위자들인 사람들 즉 관료들이다. 따라서 무역정책

을 주무하는 조직이 다른 이해관계 정부조직을 상대하여 대내 정치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조직의 수장 등 해당 조직의 대표자들이 다른 이해관계 정

부조직들의 대표자들(counterparts)을 상대해서 벌이는 게임이기에, 분석단위를 조직

(organization)으로 잡아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관료(bureaucrat)로 잡아 설명할 것인

가의 형식적 구분의 의미가 있을 뿐, 실제 정치적 흥정게임 내용상의 본질에 있어서

는 구분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모델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이 있은 이후 앨리

슨 외가 기존 이론의 수정을 통해 제 2모델과 제 3모델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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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85) 이렇게 보면, 결국 무역정책과 협상전략 결정을 위

한 정부 내 대내 정치협상 게임의 형식과 내용은 위 <그림 7>에서처럼 인간의 제한

적 합리성, 복수의 의사결정자(동일 또는 상충된 목표를 가진), 그리고 불완전 정보라

는 제약 하의 조합인 음영처리 된 부분에서의 조직행태 모델과 정부정치 모델 영역에

해당하는 게임이 되게 된다.

이상 정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속성을 감안하여, 구

체적인 대내 정치협상에서 정부조직들 간에 그리고 조직을 대표하는 관료들 간에 벌어

지는정치협상게임의상세한 발현과정에 대한 설명은후술하는 사례분석에서다룬다.

한편 본 연구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가 정책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만큼, 통상관료가 대내외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 관료가 취하는 행태이다.86) 특별히 통

상관료가 주인(principal)인 국가(국민)의 대리인(agent)으로서의 지위를 가졌

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내 무역정책 결정과정과 대외 FTA 협상에서 이들이

정책기회의 창이 열릴 때 이를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와 관련시켜 제도를 어

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정론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정부에게 FTA 정책은 기존 다자주의 정책으

로부터 양자주의 정책으로의 정책변동이었다. 정책변동의 창이 열린다는 것은 특

정정책(FTA)을 지지하는 정책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대책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변동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승일, 2013).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책문제흐름(policy problem stream), 정책대안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이 상호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참여자들

이 다가온 기회를 구체적인 행위로 대응했을 때 가능하다 (Kingdon, 1984).

85) 이는 앨리슨이 1971년 최초 모델을 개발할 당시 제 2모델(조직과정 모델)과 제 3모델(관료정

치 모델)로 구분했던 데에서 1999년 젤리코와 초판을 수정할 때 제 2모델(조직행태 모델)과 제

3모델(정부정치 모델)로 모델명을 변경한 데에서도 제 2모델과 제 3모델 간 구분실익의 모호성

을 감안했을 거라는 추측의 단초를 파악할 수 있다. 최초에는 이론의 엄밀성을 위해 경제학적

연구에 의존하다 보니 이론적 엄밀성과 힘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의 단일 의사결정 룰(routines,

SOPs)을 고수했으나, 이후 조직구조만이 아니라 조직원들 사이의 조직문화 등 사회학적 측면

도 가미하여 이론적 엄밀성을 일부 완화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김태현, 2005: 10-11).

86) 정책학에서 정책과정론 분야는 정책의제설정, 의사결정, 집행, 정책변동 등의 영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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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정권교체와 같은 전환기적 정치흐름 현상은 가장 현저하고 광범위

한 정책변동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

에 따른 통상교섭본부체제의 출범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책의

창이 열려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1998년 한국정부의 FTA 정책으로의 전환

은 바로 정권교체와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정치경제적 정치흐름에 의해 정책

의 창이 열린 사이에 통상교섭본부가 낚아 챈 기회였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롭게 형성된 제도를 국익을 명분으로 조직과 개인의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활용한 한국의 정책선도자(public entrepreneur)들은 통상교섭본

부의 수장들을 포함한 통상관료들이었다 (Schneider, Teske and Mintrom, 1995).

정책선도자는 정치와 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변화시키고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개

혁적 성향의 정책행위자(refrom-minded policymaker)이다 . 따라서 이들은 정치와 정

책 혁신(political and policy innovation)을 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이해관계자를 설

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Polsby, 1984). 정책선도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와 정책의

혁신은 첫째, 발명의 과정(process of invention) 둘째, 체계적 탐구의 과정(process of

systematic search)으로 구성되어 있다 (Polsby, ibid.). 이것이 한국에서는 통상교섭본

부의 정책선도자들에 의해 기존 GATT/WTO 다자주의를 대신해 새로이 발견한

FTA라는 상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하제 3장에서상술한다.

2) 종합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대내 정치협상의 분석틀로 앨리슨 외의 의사결정 모델인 정

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을 활용한다. 국가 간 대외 통상협상인 한국정부

가 추진했던 FTA 협상들에 대해서는 각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

호작용 속 관료들의 전략적 제도 활용 행태를 분석한다. 대외 협상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협상전개에 따른 쟁점 중심의 과정추적기법을 활용한다.87)

87) 과정추적(process tracing)은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로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

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정치사회 현상들에 대한 기술(describe)과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데 유용

하다. 과정추적에 있어서는 현상의 변화와 인과관계 간 궤적을 동태적으로 세심하게 기술

(careful description)하는 것이 중요하다 (Mahoney, 2010: 125-131; Collier, 2011: 823). 더불어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들의 배열(sequence)에 주목하여 ‘가설(hypothesis)-단서(c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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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부정치 모델을 통해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식 참여

자인 통상관료, 그 중에서도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장과 FTA 협상단의 교섭수석대표

에게초점을맞춰이들이대내외정치적협상과정에서보이는협상전략행태를분석한다.

둘째, 조직행태 모델을 통해 무역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직이익을 추구하는 정

부 조직들의 행태를 분석한다. 정부조직의 이익에는 인력과 예산, 정부 내 조직위

상, 중요 의사결정구조에의 참여 여부 등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다.

특히 소관업무의 범위변동에 따라 부처에 속한 하위 조직들의 수와 소속 인력,

그리고 예산 등에서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만큼, 정부조직도 기존 소관업무를 유

지하고 새로운 업무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부 내에서 일종의 이익집단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이에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정부조직들은 조직이익확보라

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관료의 정책이념(policy idea)과 통상조직의 조직이익

(organizational interests) 추구행태가 조직을 매개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조직수장 및 교섭수석대표는 조직

대표이자 개인으로서 갖는 중층적 차원의 이익에 기반 한 정책이념을 갖고 있

고, 그에 따라 주어진 제도적 환경과 부여된 권한 및 책임 내에서 자신과 소속

조직의 이익실현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 이를 발전국가론 관점에서 보면, 관료는

정치인이나 민간기업인들과는 달리 사회의 직접적인 압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

음에 따라 분절된 중립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익보다는 국가이익의 관점에

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료는 주어진 임무 상 당연히 국가이

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개인과 조

직의 이익실현을 위해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승주, 2012:

165; 임혜란·이하나, 2009).88) 이 때 관료는 FTA와 같은 무역협상에 대해 기

회이자 제약으로써 주어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이익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상협상의 대상 및 범위선정, 그리고 시장개방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결론(summary)’순의 분석과정을 전개한다.

88) 한편 한국의통상관료와조직(통상교섭본부)은 다자주의약화와양자 및지역주의확산이라는대외환경

변화를전략적으로활용, 점차조직을인력규모나예산측면에서확대할수있고조직의위상도제고할수

있는계기로활용했다. 또 통상관료는대통령, 국회의원등 정치인보다상대적으로더오랜시간 동안현

직에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해 정치권으로부터의 통제를 기존에 형성해 놓은 권한과 제도를 통해 벗어날

가능성이높으며, 기존제도도자기들에게유리한쪽으로변화시켜나가는데성공할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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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과 같은 협상결과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 한국의 FTA 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할 본 연구의 분석틀로 첫째, 정부의 대내외 양 수준의 정치협상 분석을

위해 이념-제도 변수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을 활

용하고자 한다. 둘째, 대외협상에 있어 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 간 상

호작용 속에서 통상관료의 제도적 재량권 활용 행태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한국정부라는 국가수준 분석단위의 가

장 바깥 단에 있는 마트료쉬카(matryoshka) 인형을 열고, 거기서 한 수준 더

내려가 통상관료와 통상조직이라는 다음 수준의 마트료쉬카 인형을 열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정책행위자들 간의 대내 정치협상과 대외 통상협상을 통상관

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속에서 관료가 그들에게 주어진 재량을 활

용하는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한국정부가 추

진했던 무역정책의 일환인 FTA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관료의 정

책이념과 제도였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접근법을 토대로 구성한 본

연구의 종합적 분석틀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8> 및 <그림 9>와 같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을 활용해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한 미, 한 중

FTA 사례를 대상으로, 각 FTA 협상결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영향요인이 한국 통상관료

의정책이념과제도, 그리고관료에의한제도의전략적활용이었음을실증하고자한다.

<그림 8> 종합적 분석틀: 정책이념과 제도가 통상협상 결과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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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 및 국가 간 통상협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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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범위

협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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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정치

한국정부
교섭단

외국정부
교섭단

대외 정치

국가 간 무역협상의 대내외 협상게임 구도

분석틀 1
(대내 정치협상) 

분석틀 2
(대외 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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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한국 무역정책과 제도의 변화

제 1절 발전국가 한국의 전략적 무역정책

1. 발전국가 한국과 중상주의 무역정책

1) 물적, 제도적 토대 형성과 중상주의 무역정책

제도 측면에서 근대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든스(A. Giddens)는 자본주의, 산

업주의, 감시능력의 증진, 폭력수단에 대한 독점을 제시했다 (Giddens, 1990:

1-4, 55-63).89) 근대성의 산물인 국민국가(nation state)는 시대와 지리적 위치

에 따라 자유방임국가, 복지국가, 신자유주의국가, 발전국가90) 등의 형태로 발

현형태를 달리해 왔다 (김일영, 2000: 88). 특히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

는 시대부터 일부 국민국가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형태로 발전되

기 시작했다. 이들발전국가는산업화과정에있어정치경제적으로후발(late development)

또는 후후발(late late development)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이었다.91)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발전국가 전략으로 산업화와 경제성

장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 정통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 자유방임주의국가

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정치경제체제 하 명령경제(command economy) 국가에

89) 틸리(C. Tilly)는 감시능력의 증진과 폭력수단에 대한 독점이 Weber의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

요소라고 하며, 근대성의 구성요소로 자본주의, 산업주의, 국민국가(nation state)를 들기도 한다

(Tilly, 1990; Weber, 1958).

90) 발전국가론의 등장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정치학계로부터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동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사회주의 소비에트 국가들과 대비됐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 내에서

자성장을 보이던 라틴 아메리카와도 비교되자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와 달리

경제성장에 성공할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제도에 천착하던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국가론이 싹트게 되었다.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의 Patrick & Rosovsky(1976)가 일

본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며 정부(관료제)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자 Johnson(1982)이 일본의 경제성

장을 ‘계획합리성(plan-rational)’으로 설명하면서 발전국가론이 시작되었다. 발전국가론은 신고전

파 정치경제학의 설명에 반발했다는 점에서 수정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발전국가론이 등장하

면서 신고전파 정치경제학 연구와 발전국가론은 국가 중심적 연구와 시장 중심적 연구의 분명

한 대립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배관표, 2014).

91) 일반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시장경제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에서 복지주의, 신자유주의로 변천

을 겪었으며, 사회주의계획경제 사회에서는 명령국가 형태를 띠었다 (김일영, ibi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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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은 제 3의 속성을 띤 국가였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신고전파 경제

학의 주장과 달리 일본이 자본주의 시장합리성(market-rational), 사회주의 계획이

데올로기성(plan-ideological)과는 다른 경제체제 유형인 계획합리성(plan-rational)

경제에 속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속성에 대한 위 세 가지 경

우에 대해 각각 규제국가, 명령(경제)국가, 발전국가라 칭했다 (Johnson, 1982).92)

발전국가론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할 때 후발 산업화 국가였던 일

본 외에 동아시아에서 후후발 산업화에 성공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NIEs,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중 하나인 한국도 발전국가로 분류된다. 한국

은 5·16 군사쿠데타(1961) 이후 그 주역들과 추종세력이 정치집단화 됨과 동시에

민정(1963)으로의 정권이양 과정에서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

부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로 형성된 박정희 정권은 정부

로서의 역량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으며, 그 일환으로

민정 이양 이전 해인 1962년부터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민

정 이양 후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바탕 한 개발원조정책에 기반 해

경제성장 전략을 기존 내수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서 수출지향형 경공업

화 전략으로 전환 시도했다.93) 1963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위해 그 직전

해인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수정하여 대내적으로는 재정안정화 정책

을, 대외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증대 정

책을 추진하였다 (Satterwhite, 1994).

92) 김일영(2000)은 발전국가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김일영, 1996,

495-496). 그는 부국강병에 대해 후발 내지 후후발 산업화국가들이 한편으론 경제발전 면에서

선발국가를 추격(catch up)하고, 다른 한편으론 선발국들의 정치경제적 팽창으로부터 자국을 보

호하기 위해 국가적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서, 방어적 근대화(defensive modernization)로 환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방어적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시장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state autonomy)이 커야하며, 이 때 자율성은 반드시

상당한 국가능력(state capacity)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치폴(T. Skocpol)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국가가 지배계급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의사에 반해 목표를 세우고 정

책을 입안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국가능력은 ‘국가의 정책집행능력’으로서 그것의 크기는

국가가 제도(특히 기획(planning)제도 면에서)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정책결정구조가 어느 정도

응집적인가, 국가 보유 자원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Skocpol, 1985: 9-16).

93) 미국의 대한원조는 1957년(3억 8,200만 달러)을 최고점으로 1958년(3억 2,100만 달러), 1959년(2

억 2,200만 달러), 1960년(2억 4,500만 달러), 1961년(1억 9,900만 달러), 1962년(1억 6,500만 달

러), 1963년(1억 1,900만 달러), 1964년(8,800만 달러), 1965년(7,10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합동

연감, 1967: 165; 김일영,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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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중 무역 분야 정책은 박정희 정부 출

범 이듬해인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지상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을 가동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국정부 무역정책 기조의 근간을 형성하는 무역정책 사상은

유치산업보호 중심의 중상주의였다.94) 비록 한국정부가 외화획득과 치열한 경

쟁의 해외시장에서의 한국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ATT가 지향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가입(1967)했지만, 이 당시 한국의 무역정책 기조는 무

역 자유화 지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철저히 발전국가적 산업화와 무역수지 흑

자를 지향하는 중상주의 전략이었다.95)

2) 중상주의 무역정책과 수출지향형 성장 전략

1960년대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한국은 수출지향형 경제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은 한국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구조적 현실이

다. 한국경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이다.

훗날 남북 간에 통일이 되면 인구와 부존자원 등 여러 물적 토대가 변하게 됨에 따

라 내수 중심의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이미 무역의존도가 국내

총생산(GDP)을 초과할 정도로 한국경제는 명백한 개방형 통상국가적 속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은 그것이 산업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94) 중상주의(mercantilism)은 특정 학설이나 사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양한 경향과 주장들을 폭

넓게 포함한다. 경제정책으로써 중상주의는 15세기 후반 대항해 시대의 도래(왕실중상주의, royal

mercantilism)에서 18세기 후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는 기간(의회중상주의, parliamentary

mercantilism) 동안 귀금속을 축적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대외경제정책

을 의미 한다. 산업화 시대 이후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19세기 이후 국가 간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자유무

역주의 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이를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라고 한다. 무역정책에

있어 중상주의는 17세기 초 Thomas Mun(1621)이 주장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국부를 늘려

야 한다’는 무역차액설(theory of the balance of trade)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Mun, 2009).

95) GATT 가입 외에 서독에로의 광부, 간호사 파견, 브라질 이민선, 원양어업 개척과 선원 수

출, 울산정유공장 건설, 환율현실화와 외자도입법 제정,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 파병을 통

한 외화획득과 베트남 현지에로의 한국산 물품 수출 등은 모두 1960년대 후후발 발전국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국가역량의 총동원 체제였다. 일례로 한국은 약 5만 여 명의

파병(1964년∼1969년)을 통해 군인 급여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

무역 2억 8천만 달러, 참전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공공차관 11억 달러, 상업차관 19억

달러 등을 얻어냈으며,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서는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민간상업차관 1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김일영,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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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이든 영역을 불문하고 무역(통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발전국가 한국은 1967년 GATT 가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 체

제로 편입되었다. 한국은 후발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일반특혜관

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96) 등 GATT와 미국 등 선진

국들이 허용하는 예외규범의 적용을 받으며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기반 한

무역정책을 통해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약 20년 동안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8.3%라는 압축 고성장을 해 올 수 있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6.5%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5.9%, 북아메리카 3.8%, 유럽 4.1%

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이었다. 이는 곧 한국정부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로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림 10> 지역별 경제성장률 비교(1961∼1980)(단위: %)

자료: Thomson Datastream, 배관표(2014)

96) GATT는 1971년부터 주요 선진국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해

GATT 제 1조(MFN 원리)의 의무면제(waiver) 결정을 내렸다. Cooper(1981)는 GATT가 GSP에

일반적 의무면제를 부여한 것은 GSP가 GATT체제에서 벗어났다 라기 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들

이 냉전 시대 체제 경쟁 속에서 소위 고위정치영역인 외교정책적 고려에서 개도국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봤다. 여하한 이후 GSP는 제 7차 다자간 협상인 도쿄라운드(1973-1979)의 GATT

구조협정(Framework Agreement)인 ‘개도국 우대, 상호주의, 그리고 개도국의 완전한 참여에 관

한 양해각서(보통 수권조항(Enabling Clause)으로 약칭함)’에서 ‘GSP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에

부여한 특혜관세에 대해 GATT 제 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제 2항 a)’고 명시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Jackson, 1989: 139; 최병선, 1999: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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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경제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지향 정책을

펼쳐 경제성장을 했다는 수출입국 전략과, 발전국가론에서 말하는 중화학공업화

중심의 공업입국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했다는 주장 모두를 포괄하는 사례가

되었다. 한국경제 도약의 바탕에는 박정희 정권이라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자율성을 갖춘 정부가 선택적 개입(selective

intervention)을 통해 산업화 정책을 폈고,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이 가능했

다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가설이 깔려있다 (Haggard, 1990).

한국경제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기존 경공업 중심의 수출지향형 성장전략

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다시 한 번 경제성장 전략에 수정을 가

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 체제로 대별되는 제도적 구조를 활용, 한국의

경제적 변화를 전략적으로 관리했다. 이러한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는 시기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가 구분된다.

첫째, 1970년대에는 수입자유화(import liberalization) 정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속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구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

는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을 펼쳤고 재벌 등 대규모 기업집단과 자본 세력에게 각

종 혜택을 부여했다.97)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혜택에 걸맞는 성과를 요

구했다. 한국정부는 수출 기업들에게 목표실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경

우 포상을, 실패할 경우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의도된 상대가격 왜곡 구조 속에서 개

별 산업과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태적 비교우위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취했다 (Amsden,

1989).98) 이러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일반에서 무역정책에까지 이르는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과정관리는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관료들(reform-minded policymakers)

로 구성된 전위기관(pilot agency)이었던 경제기획원이 주관해왔다 (Choi, 1987).

97) 재벌 등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에게 한국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사채시장 연 대출금리 55%,

일반 은행권 연 대출금리 25%보다 크게 낮은 정책금융을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에게 제공된 정

책금융의 대출 금리는 연 6∼7%수준으로 낮았으며 차관금리 역시 7%선이었다. 이러한 정부지

원을 얻어내기 위해 수출지향형 자본 세력과 권위주의적 정권은 정경유착을 하게 되었다. 정부

는 이외 정부보증, 은행 창구관리 등을 통한 발전국가전략을 지속했다.

98) Amsden(1990)은 기업의 행동에 규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경쟁시

장을 통해 규율을 부과하는 시장 패러다임 둘째, 신기술 발견을 통한 슘페터적 패러다임 셋째,

정부에 의한 지원과 벌칙을 통한 시장 확장적(market-augmenting) 패러다임이다.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는 세 번째 패러다임을 활용, 성공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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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80년대 한국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기조는 점진적 경제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였다 (Choi, ibid.). 박정희 정권의 비극적 몰락에 따른 정치사회적

소요와 불안으로 1980년 마이너스 1.5%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는 신군부

세력의 집권 이후 지속되던 정치사회적 혼란과는 거리를 둔 채 다시 성장세를

빠르게 회복했다.99) 더욱이 세계경제가 소위 3저 호황시대를 맞아 한국 수출산

업 분야 중 전기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공업 등 주력 수출산업 주도의

고성장세가 이어졌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노동숙련도의 고도화와

자본축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앙집권화 된

권위주체 체제 하 한국정부의 하향식 위계질서에 토대를 둔 관료제도 속에서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등 경제 및 통상 분야 부처의 개혁적 성향

을 가진 전문화 된 관료들이 펼친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의 결실이었다

(Johnson, 1982; Choi, ibid.; Wade, 1990; Evans, 1995).100)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하듯 반드시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희소성, 부존자원의 양 등 생산요소 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사회의 정치적인 제도와 이에 대한 전략적 운영관리(strategic management)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보여준다 (Cline, 1987; Ricardo, 2004; Choi, ibid.;

Hecksher, 1994; Hecksher and Ohlin, 1991). 즉 비교우위의 세계에서도 경제학적 요인

외에 사회적, 정치적 제도들과 이러한 제도들이 총합화 되어 있는 국가(정부)가 관료

제에 기반 한 전략적 정책운용을 통해 얼마든지 국제적 분업구조 속에서의 비교우위

와 전문화 역량을 축적, 창출해 낼 수 있음을 뜻한다 (Porter, 1990).

그러나 한국경제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새로

운 외부로부터의 도전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101)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99) 이것이 가능했던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혁적 마인드의 엘리트 의식에 입각한 조직목표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등 경제부처 조직과 관료들이 있었기 때

문이다 이 당시 한국의 관료들은 정치사회적 격변의 영향이 경제부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차단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국가 능력(state capacity)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

도 안정적 제도화 체제와 운용 및 관리 역량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00) 브라질, 인도 및 한국의 산업전환 정책을 분석한 Evans(1995)는 체화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가진 국가의 경우 비교우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전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국가의 전형으로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율성과 역량을 갖춘 관료제(bureaucrat

as demiurge and custodian)가 사회와 경제 구조 및 제도 속에서 체화되어 가장 성공적인

산업전환(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산업으로)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101) 한국은 GSP 등의 수혜를 입어왔지만 한편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를 시행해 오기도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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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GATT 체제의 WTO 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이라는 다

자주의 국제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였고, 둘째는 탈냉전의 도래와 쌍둥이 적자

등 미국의 경제력 약화 등 패권국 미국의 상대적 힘의 약화 등에 따른 팍스 아메

리카나 질서에 수정이 생기는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전환기 도래였다. 특히 국제무

역에 있어 1980년대 말 미국의 수퍼 301조로 대별되는 공정무역(fair trade)론에

입각한 공격적 상호주의(aggressive reciprocity) 추구는 한국과 같이 GATT 체제

하에서 수혜를 누려온 후후발 발전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환경변화였다.

2. 한국 관료제, 개혁적 경제관료 및 전략적 무역정책

1) 1960년대∼1980년대 한국 관료제와 무역정책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라는 구조 속에서 형성, 발전해 온 한국의 관료제

는 특이한 속성을 가졌다. 제도와 구조는 결정론적(deterministic)이기 때문에

공적인 제도로써 한국 관료제가 가진 관료제 일반이론 차원에서의 특성은 여

느 국가들과 다를 바 없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한국 관료제 또

한 그 구성원들인 관료에게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위계적 구조였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 하향식(top-down)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는 관료제 일반의 공통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한국 관료제가 여타

국가의 관료제와 구별되는 특징에는 품의제102)라는 상향식(bottom-up) 정책기

획과 입안 및 결정과정이 제도로써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어디까지

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조직의 수장에게 있었지만, 국가고등고시를 통해 등용된

한국의 관료들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관료사회의 문화 속에서 소명의식과 인

국은 UR협상에서 총 관세품목의 92%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고정하였다. 이는 기타 개도

국들의 평균인 59%(공산품 고정율은 7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1997년

8.44%, 1998년 8.47% 수준이었다. 2004년 최종 고정관세율 목표관리치는 무역액 가중치 계산

평균 8.3%로 설정되어 있었다 (USTR, 1998: 253; 최병선, 1999: 1011; WTO, 1996).

102) 우리나라 행정부의 각 부처들이나 기관들의 내부의사결정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품의제도이다. 품의(稟議)라는 말은 ‘상관의 재가를 받기 위해 논의를 드린다’라는 뜻이다. 이는

부하가 의견을 제시하고 상관이 그 의견을 검토하되 부하와 상의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는 제도

이다 (정정길 외, ibid.). 이러한 과정은 계서제 아래 부분에서 시작해 장관에게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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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이 요구되는 긴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념과 관

료로서의 전문성을 학습, 단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전문성 개발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 계층상승의 길이라는 지도자

(learning leader)로서의 성장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경력성장의 경로를

도모할 수 있었다 (Wade, 2004; 정정길 외, 2007: 442).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 있어 한국 관료제의 제도적 뿌리는 경제기획원(EPB, Economic

Planning Board)이었다. 1961년 7월에 창설된 경제기획원은 발전국가 한국의 경제성장

을 목표로 한 개혁적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관료(reform-minded policymaker)들이 모

인 산실이었다. 이들 관료들에 의해 전체 국익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행정 및 조직적 자

원, 사회통제 수단들이 동원됨으로써 부처들 간 부성할거주의103)를 억제하고 정책을 조

정하는 등 경제성장 전략을 총괄적·중립적으로 관리하였다. 한 마디로 경제기획원은 보

유하고 있는 기획(planning) 및예산(budgeting) 총괄기능을 활용해 한국경제정책 전반

에대한전략적관리(strategic management)를 주도하는사령탑이었다.

경제기획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planning)

과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 부처들 간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policy coordination)

이었다. 경제기획원은 부총리급 장관 주재 하 회의(EMC, Economic Ministers’

Conference), 경제부총리 자문회의(EMCM, Economic Ministers’ Consultation

Meeting), 산업정책심의위원회(IPDC, Industrial Policy Deliberation Council),

국가위원회 및 차관회의(State Council and Vice-Ministers’ Conference), 당정

회의 등을 통해 경제정책 조정 메커니즘을 구성해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등

개별 부처 간 부성할거주의를 견제, 조율하며 한국경제정책을 주도해 왔다.

103) 정부 부처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관할권존중주의라 한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 대해 2개 부처 이상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부처

간에는 자기 조직이익을 우선시하려는 부성할거주의(sectionalism)가 나타난다. 부성할거주의(部省

割據主義)란, 하위조직들이 자신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 하위조직,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전

체를 대상으로 대항하려는 경향이다. 근본원인은 분업화에 따라 조직이 여러 하위조직으로 세분

화되기 때문이다. 분업화된 하위조직은 특유의 규범(또는 조직문화)을 생성, 발전시켜 조직성원의

의식을 통일시키는 데, 이것은 자기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특히 부처 내

에서보다 부처 간 할거주의가 더 크고 심하다. 그 이유는 첫째, 전체 최적화 방법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각자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논란을 벌일 때 판단이 어려움)이며, 둘째, 독자성(autonomy)이 더

욱 강해 할거주의가 강화되는데, 이는 부처 간에는 인사교류가 없어 이러한 현상을 더 심화시기 때

문이다. 셋째, 부처들 간에는 수혜집단이 명확히 다르고(산업부는 기업, 농림부는 농민 등), 이 때문

에 정치적 지지집단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정정길 외, ibid: 452). 괄호 안 내용은 필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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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등 한국의 경제통상 관료들은 1960년대 중반부

터 1980년대의 약 사반세기를 겪어 오는 와중에 각 시기 별로 펼쳐졌던 국제

경제질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발전국가 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적 대응

을 위해 기본적으로 환경 적응적 정책을 통한 생존지향의 정책이념과 제도적

대응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림 11> 한국정부의 경제 부처들과 경제기획원(1982년)

주1: 인원수는 중앙부처 소속 인원에 한함.

주2: 경제기획원은 2개 실(예산실, 공정무역실)로 구성. 각 부처는 기획 및 조정실(OPC,

Offi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보유. 실 단위 수장은 차관급 관료.

자료: 최병선(1987)

수시로 밀려오는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경제통상 관료들은 끊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

외무부(9국 656명)

재무부(6국 457명)

농림수산부(6국 3,858명)

상공부(7국 576명)

동력자원부(1실 3국 353명)

건설부(7국 637명)

보건사회부(6국 521명)

교통부(4국 293명)

노동부(5국 347명)

경제기획원 부총리
(2실 4국, 636명)

과학기술부
(1실 4국, 3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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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새로운 대응정책을 기획, 주도해야 하는(policy initiating) 개혁적 마인

드를 갖춘 정책행위자로 변신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1960년대 경공

업 중심의 수출지향형 성장전략,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 성장전략 및 수입 자

유화(import liberalization) 정책, 1980년대 초 경제적 초기 자유주의화(economic

liberalization) 정책 등은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개혁적 마인드를 갖춘 경제통상 관

료들이 주도해 온 정책적 변화의 산물이었다 (Choi, 1987).

일례로 1978년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내각을 재정

비하면서 경제기획원에게 신속한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권한을 위임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 부총리는 개혁적 마인드를 갖춘 관료들을 주요

직책에 직접 보임하여 수입 자유화 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한 경제안정화 정책

을 펼쳤다. 이는 결국 1980년대 들어 경제적 자유주의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 정책기조가 점차 전환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물론 정책기조 전환을 주도

했던 세력은 정책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기획원 주도하의 상공부, 재

무부 등 경제부처였으며 이들 부처의 수장과 고위급관료들은 엘리트주의적 소

명의식과 개혁적 마인드를 갖춘 전문 관료들이었다 (Choi, ibid., 261-262).

발전국가 한국의 무역정책 또한 이러한 개혁적 마인드를 갖춘 경제기획

원과 상공부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다. 전두환 정부 들어 경제기획원

과 재무부를 한 축으로 하고, 상공부를 상대 축으로 한 경제부처들은 각각

한국개발원(KDI)와 산업연구원(KIET)을 대리인격으로 내세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 최

종적으로는 전두환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선진국가 창설이라는 정치적 상

징 하에서 점진적인 경제 자유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신경제정책 방향을 설

정함으로써 경제기획원의 상대적 우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그 결과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재무부는 공산품 및 소비재 분야에서 1982

년 당시 평균 40∼80% 대에 있던 수입관세율을 1984년 평균 40%대로, 1988

년에는 20%대까지 낮춘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또한 이자율 인하, 고정환율

제의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은행 민영화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정책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기획원은 또 산업 및 무역정책과 관련

해 상공부와 상호조정을 위해 부총리 산하에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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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농림수산부 등 개별 경제통상 부처들의 정책행위를 조정하였다.

2) 1990년대 이후 한국 통상관료제와 무역정책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을 폐지하고

재무부와 통합, 재정경제원을 발족시켰다. 또한 상공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

했다. 한국의 무역정책은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미국과의 양

자 간 무역협상 등을 거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다.

1994년 정부조직 개편은 무역정책 측면에서 볼 때 1995년 발족할 WTO 체

제에 대한 대응준비의 성격도 있었다.

위와 같은 통시적 제도적 변화와 함께 수반된 한 가지 중대한 변화는 그

동안 한국 통상관료제를 구성하고 있던 통상관료들의 인적 세대에 변화가 있

었다는 점이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권위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성장한

산업화·중상주의 세대의 통상관료집단은 국제통상직과 외무직에서의 국가고

등고시제도를 통해 선발된 차세대 통상관료들로 서서히 대체되었다. 이는 관

료제 내부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구성변화와

도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이라는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 1987년 민주화라는

한국 정치구조의 변화, 1988년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 등에 따른 폐쇄적 한국

사회의 외부와의 교류확대 등은 제도로써의 한국 통상관료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에

따라 집권하게 된 김대중 정부에서의 외교통상부 신설과 그 산하조직으로써

신설 통상교섭본부체제의 발족이었다. 통상교섭본부체제 출범은 한국 통상관

료제와 무역정책에 있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제도와 정책 간 상호작용 시대

의 도래를 의미했다. 또한 새로운 인적구성으로 교체된 통상관료들의 정책이

념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 시대의 출범을 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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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국가/비중 논의 
개시 1차 협상 타결 비준 발효 협상

기간

발효

칠레/0.7% 98. 11. 99. 4. 02. 10. 25. 04. 2. 16. 04. 4. 1. 42/70
싱가포르/

2% 99. 9. 04. 1. 27. 04. 11. 29. 05. 12. 1. 06. 3. 2. 10/26
EFTA/1% 04. 5. 05. 1. 18. 05. 7. 8. 05. 12. 15. 06. 9. 1. 6/20
ASEAN/
12.3% 03. 10. 05. 2. 23. 07. 1. 31. 07. 4. 2. 07. 6. 1. 23/28

인도/1.8% 03. 12. 06. 3. 23. 08. 9. 22. 09. 11. 6. 10. 1. 1. 30/46
EU/9.3% 06. 5. 07. 5. 7. 09. 7. 13. 11. 5. 4. 11. 7. 1. 26/50
페루/0.3% 05. 11. 09. 3. 16. 10. 8. 30. 11. 6. 7. 11. 8. 1. 17/29
미국/9.6% 04. 11. 06. 6. 5. 07. 4. 2. 11. 11. 22. 12. 3. 5. 10/69
터키/0.5% 08. 6. 10. 4. 26. 12. 3. 26. 12. 11. 22. 13. 5. 1. 23/35
호주/3% 06. 12. 09. 5. 19. 13. 12. 4. 14. 12. 2. 14. 12. 

12. 55/67
캐나다/

0.9% 04. 11. 05. 7. 28. 14. 3. 11. 14. 12. 2. 15. 1. 1. 104/1
14

타결

콜롬비아/
0.2% 08. 7. 09. 12. 7. 12. 6. 25. 14. 4. 29. - 30/-
중국/
20.1% 04. 9. 12. 5. 14. 14. 11. 10. - - 30/-

뉴질랜드/
0.3% 06. 12. 09. 6. 8. 14. 11. 15. - - 65/-

베트남/2% 08. 6. 12. 9. 3. 14. 12.10. - - 27/-

협상 
중

한·중·일 09. 10. 
10. 13. 3. 26. - - - -

인니/2.8% 11. 5. 12. 7. 12. - - - -
RCEP 11. 11. 13. 5. 9. - - - -

재개 
여건
조성 

일본/9.7% 98. 11. 03. 12. 22. - - - -
멕시코/1.1% 03. 11. 07. 12. 5. - - - -
GCC/9% 07. 3. 08. 7. 9. - - - -

제 2절 21세기 한국 무역정책과 제도의 통시적 변화

21세기 들어서면서 국제무역질서는 FTA 중심의 양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가 동시에 성행하는 형태로 질서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그

와중에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정부의 무역정책도 대외환경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 변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표 1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주1: ASEAN과는 상품협정 기준. 2015년 1월말 기준.

주2: 교역비중은 2012년말 기준(IMG DTS, WB, WDI 및 중국 상무부 통계 종합)

주3: ‘협상기간’ 중 앞 수치는 공식협상 기간, 뒤는 1차 협상부터 발효까지 소요시간. 단위: 개월 수.

주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자료: FTA 홈페이지(http://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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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정책의 변화: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진보적 성향의 정권이라 칭할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

서 그리고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이양된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의 박근혜 정

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FTA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정부주도의

중앙집권형 하향식(Top-down) 정책추진방식을 통해 신속한 변화와 전개를

해왔다(Koo, 2009). GATT/WTO 다자주의에서 양자 FTA로의 무역정책 기조

전환의 결정적 분기점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이었다. IMF 외환위

기는 한국 정치사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구조변동 상황에서 맞

이한 뜻하지 않은 거대한 외생적 충격이었다. 급격한 경제구조와 사회전반의

제도개혁 압력에 직면한 김대중 정부는 앞선 정권들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기초한 방어적 무역정책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성금으로 낼 정도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처한 한국정부가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단기간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무

역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다. 지금도 그

렇지만 이 당시 무역은 한국경제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기제였던 셈이다.

집권 후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시절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무역

정책과 통상교섭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신설 외교통상부 발족과 더불어 산하

기관인 통상교섭본부로 통합해 일원화 시켰다. 무역정책을 주무하게 된 통상

교섭본부 수장들은 양자 FTA 정책으로 무역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조직문화와 소속 관료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이전 수동적 조직문화 속 중상주의적 정책대응 행태에서 점차 능동적 조직분

위기 속 자유주의적 대응 쪽으로의 무역정책에 대한 통상조직 내 문화혁신과

관료들의 의식 및 태도변화를 주문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

다.104) 마침 김대중 정부 출범 이듬해인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있었던

104) 산업부 출신으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한덕수(1998. 3. 3～2001. 2. 21)와 제 2대

본부장이었던 황두연(2001. 2. 21～2004. 7. 28) 등은 통상산업부 및 상공부 관료로 재직 시에도

무역자유화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시도를 꾸준히 해 온 인물들이다. 또한 제 3대 김현종

(2004. 7. 28～2007. 8. 8)은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FTA정책

을 주도했다 (파이낸셜뉴스 기고문, 2006. 6. 21). 이후 제 4대 김종훈 및 제 5대 박태호 등도

각각 경제통상 분야 전문 관료 및 대학교수 출신으로 FTA정책의 확대를 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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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후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 출범 시도 실패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1967년 GATT가입 이후 지속되어 온 다자주의중심의 정책기조로부터 독자적

인 국가단위 무역정책으로의 전환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

게 만들었다 (Cheong, 1999; Sohn, 2001).

그 결과 김대중 정부가 새로 설정한 무역정책 방향은 FTA 중심의 양자주의

와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지역주의화 움직임에의 참여였다. 1990년대 말 싱가포르

와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FTA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한 것에 대해

신경제 관점(neo-economic perspective)의 연구들은 정치적으로는 탈냉전의 도래,

경제적으로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무역정책에 있어 새로운

인지적 변화(cognitive changes)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Acharya,

2007: 371; Higgott, 2007: 378; Ye, 2007: 121-149).

이러한 신경제 관점의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정치경제

적 헤게모니 즉 패권의 약화가 동아시아 FTA 확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GATT/WTO 체제를 주도하던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감소된 탓에 동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은 무역특혜와 더 다양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FTA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Aggarwal, Koo, Lee and Moon,

2008). 이 같은 무역정책 사상측면에서의 인식 변화는 각국에서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통상관료 사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 통상조직 내 관료들의 정책에 대한 신념체

계 변화가 새롭게 등장한 동아시아 각국 집권자들의 정책이념 변화와 상호 맞물림으

로써 FTA로의 본격적인 정책기조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Weiss, 1998).105)

한편 한국의 양자 FTA로의 무역정책 방향전환에는 집권자와 통상관료들의 위

기의식도 작용했다. 전후 세계무역의 규모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약 스무 배 가

까이 성장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전 세계 무역증가는 탈냉전 이후 더욱 가

속화되었으며,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빠른 속도로 심화시켰다. 상호의존

105) 21세기 초 일본에서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 미국에서는 2001년 부시 정부, 중국

에서는 2003년 후진타오 제 4세대 지도부,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은 2003년 노무현 정

부, 싱가포르는 2004년 고척동 정부의 출범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들로 구성된

정부들이 출범했다. 그리고 이들 정권은 변화된 국제정치구조 상의 역학관계 속에서 파생된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 대외 환경변

화에 대한 국가의 변환능력(transformative capability) 차원에서 볼 때 당시 집권자와 정책관

료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볼 수 있다 (Weiss, 1998).



- 85 -

된 세계에서는 선발주자의 성공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주변에 확산시키게 된다

(Baldwin, 1997; Ikenberry, 1990). 선제적인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세계 1, 2위 규

모의 지역경제공동체을 형성한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와 EU(유럽연합)의

사례는 다자주의가 정체된 가운데 세기적 전환점을 맞이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양자 및 지역주의를 통한 무역활로 모색의 계기와 방향성을 제공했다.

21세기 들어 FTA를 중심으로 한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체결이 급속히 확산되는 지역주의화 추세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더불어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정치지도자들과 통상관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외시할 수

없는 환경변화였다. 급변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 움직임을 경시한 채 마냥 다자

주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당시 한국의 경제통상 분야

관료들 사이에서는 다자주의에만 묶여 있다가는 국제 무역질서 변화로부터 소외되

어 무역을 통한 국익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우려

가 빠르게 퍼졌고, 이에 대응하고자 FTA를 중심으로 한 무역정책으로의 전환모색

이 관료사회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전통상교섭본부관료인터뷰, 2013. 11. 6).

국제 무역질서의 격변은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이후 1990년대 말의 한국정부

로 하여금 대외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해 기존 다자주의 현상유지(status quo)가

집단행동의 비용대비 효과가 큼에 따라 더 선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

대되는 양자 및 지역주의에 대한 대처가 더 급박해짐에 따라 국내 사회경제적으

로 미처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와

개혁적 성향을 가진 고위급 통상관료들 주도로 양자 FTA 정책으로의 무역정책

방향전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Gruber, 2000; 외교통상부, 1998).106)

그러나 사전에 정치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정책적 미세조정을 통해 미리 전략적

으로 세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기조 전환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FTA 정책은 첫 협상 대상국 선정에서부터 논란과 갈등에 휩싸였었다.107) 농수산업

106) 김대중 대통령과 Eduardo Alfredo Juan Bernado Frei Ruiz Tagle 칠레 대통령은 1998년 11월

17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나라는 그동안 일본, 중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어떠한 자유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 칠레와의 협정체결 추진원칙 합의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함”이

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나가되, 확

산되는 지역주의 경향을 감안하여 무역과 투자를 확대, 진흥하는 차원에서 주요국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외교통상부, 1998. 11. 17. 보도자료).

107) 최초 FTA 협상 대상국 선정 후보국은 칠레,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터키, 이스라엘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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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계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의식, 한국의 첫 FTA 정책

은 경제학의 중력(Gravity) 모델이 주장하듯 인접 국가끼리의 경제통합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기존 통념과는 달리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 원격지 무역협정

을 체결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Aggarwal and Koo, 2005; Sohn and Yoon, 2001).

이후에도 한국의 FTA는 중거리 국가들인 싱가포르(2004)와 ASEAN(2006)을 제외하

고는 EFTA(2005), 미국(2007), 인도(2008), EU(2009), 페루(2010), 터키(2012), 콜롬비아

(2012), 호주(2013), 캐나다(2014), 뉴질랜드(2014) 등 모두 원격지 국가들과 체결되었다

(Park and Koo, 2007). 그러다가 2014년 11월 중국과의 FTA가 실질적 타결 형식으

로 체결됨에 따라 비로소 동아시아 중심의 근접지 무역협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FTA 중심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집권 행정부마다 차이

가 있었다. 최초 정책 전환을 시도한 김대중 정부는 명분과 정책기조 상으로는

적극적인 FTA 추진을 표방했었다 (Chung, 2003: 74; Sohn, 2001:7). 마침 아

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노동계, 농업계 등 국내 부문 별 이익집단의 시장개방

에 대한 반발과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자 국민의 정부는 이

를 정책방향 수정의 기회로 삼았다 (Mo, 1999: 53).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출범 시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와중에 국민의 정부는 양자 및 소다자주의

지역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한국을 교통과 국제무역의 역내

허브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을 도모했었다 (Koo, 2006: 148; 2013: 150).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거대경제권 국가들도 양자 FTA로의 정책전환을 시

도했고 특히 중국의 경우 동일민족(홍콩, 마카오, 대만) 간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김대중 정부는 한국이 중 일 양자

간 무역에 있어 경제적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에 있어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했다 (Rozman, 2006).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FTA 정책은 임기 막바지 칠레와 사상 최초의 FTA 협상

타결에는 성공했으나 농민단체 등 국내 피해 이익집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임기 내 발효에 실패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크지 않게 되었다.108)

다.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국가들 중에서 선정하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농촌경제연구원, 2004).

108) 2002년 10월에 타결선언, 2003년 2월 서명된 칠레와의 FTA는 김대중 정부 임기 내 국회비준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3년 7월 어렵사리 국회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으

나 2004년 2월 비준안이 통과될 때까지 약 1년 7개월 여 동안 치열한 정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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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동시다발적(multitrack) FTA전략

을 정책기치로 내세워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03년 12월 일본과 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고, 2004년 1월 싱

가포르, 11월 ASEAN, 12월 EFTA, 2006년 2월 미국과 인도, 2007년 5월 EU

로 이어지는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양자 및 소다자 FTA 협상

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2001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2003년 중국 제 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

출범이라는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국제정치 환경이 큰 변화

를 겪는 와중에 진행되었다. 동북아시아 정치경제환경에서 이들 각국 지도자

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향이 서로 첨예한 경쟁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각국 간 무역정책의 상호 조화와 협력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저

마다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정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 사회경제적 환경은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무리 없이 수용할 만큼 우호적인 환경은 못 되었었다 (Rozman, 2006).

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2003년 10월 거대

경제권 국가와는 최초로 개시된 일본과의 FTA 협상이 결국 양국 간 경제적

이익균형 달성 실패와 역사 및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2004년 11월 협상이 교

착상태에 빠져 결국은 오늘날까지 중단되는 결과를 빚어냈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대내외 환경여건이 좋은 여건이 아니었었다는

것은 2006년 5월 양국 통상장관 간 최초 FTA 추진논의가 있었던 중국과의

사전 협상개시를 위한 사전 조율작업이 그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

해 끝내 무산된 채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양국 간 민간공동연구를 산 관

학 차원의 연구로 이행하는 선에서 멈추게 됨으로써 한·중 FTA 협상 개시

논의가 잠정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등의 결과를 볼 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을 의지적으로 추진

해 나갔다. 참여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본, 중국과의 FTA를 잠정 유보시키

되 신속하게 협정체결 대상을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함께 기타 아시아·태평

양지역 국가들로 전환해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 이처럼 21

세기 들어 한국정부 무역정책의 전략적 방향은 다자주의에서 양자 FTA 정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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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전개되었다. FTA 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모방

적(emulative)이고 소극적인 FTA 정책을 펼쳐왔던 데에 비해 노무현 정부는 보

다 경쟁적(competitive)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Koo, 2009: 187-192).

참여정부의 적극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추진은 기본적으로 집권

자인 대통령의 선호와 의지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109) 그보다 더 중요하게

는 집권자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선호와 의지에 힘입어 당시 세계사적 주

류 경제질서 사조로 부상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하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발전국가적 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FTA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대통령의 관심을 유도하고, 집권자로 하여

금 외부영향으로부터 정책추진 의지를 고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종

용해왔던 한국정부 정책주무조직과 통상관료들의 유인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1970, 80년대 GATT체제 시절부터 1995년

WTO출범을 거쳐 2000년대 초 양자 FTA 확산기에 이르기까지 세계무역질

서의 격변을 몸소 체험해 온 통상전문가들이다. 통시적으로 그들의 무역정책

사상은 국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약했던 1960, 70년대 수입대체산업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에서 출발, 이후 유치산업보호론으로 대별되는 발전국

가적 중상주의를 거쳐, 동시다발적 FTA 정책이라는 자유무역주의에 이르기

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정책이념의 궤를 맞춘 채 점차 변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과거 보호주의 및 중상주의적인

신념체계에서 점진적으로 자유주의적 이념으로 확산되어 이것이 조직문화와

관료의 의식세계에 내재화(embedded)됨으로써 통상관료 개인차원의 무역 자

유화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들이 속해 있는 통상조직의 조직이익 추구행태

에 대해서도 영향을 줌으로써 무역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

다 (전통상교섭본부관료 인터뷰, 2013. 12. 4). FTA로 대별되는 김대중, 노무

현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와 방향전환은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에 있어

서의 속성변화와 통상교섭본부로 대표되는 정책주무조직의 조직이익 추구가

109) 노무현 대통령의 한 미 FTA 협상 추진 승인은 동북아시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그의 긴장

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있은 연설(2006. 3. 28.)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은 부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한 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에

서 중국, 일본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Koo, 200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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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자인 대통령들의 정책 선호와 의지와 상응, 집권자들의 지지를 매개로

정책실행에 투영된 결과였다.

한국정부 무역정책 방향변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

에서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업무수행의 신념체계

화 한 통상교섭본부 관료들은 과거 한국 행정부들이 GATT/WTO 다자간협상

에서 그랬듯이 한편으로는 FTA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

해를 보는 국내 산업계와 농어민 단체 등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지원(side-payments)을 제공함으로써 대내적 저항을 무마시켜

나가는 매수(bribery)정책을 펼쳐왔다 (이승주, 2011b).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이한 한국의 무역정책은 시장개방에서 오

는 외생적 충격을 완화시켜냄과 동시에 이전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에

서 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책노선으로 전환해 왔다. 이 가운데 FTA 중심의 무

역정책기조가 행정부 전체와 통상조직 자체에 점진적으로 확산, 정착되어갔

다. 그 결과 FTA 중심의 무역 자유화라는 한국정부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

향은 진보정권 10년은 물론 이후 보수정권에서도 지속될 수 있었다. 동시다

발적 FTA 정책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의 정책의지는 심미선·신효순양 장갑차

압사사건(2002. 6)과 한·미 FTA 협상 도중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집회 파동

등 한국사회 내 극심한 반미 정치사회적 격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미 FTA 체결을 추진하였고, 보수성향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FTA

확대정책은 지속되었다. 이로써 통상교섭본부가 존치했던 약 15년 동안 한국정

부가 추진해 온 FTA 정책은 대내외 양 수준의 정치경제적 갈등을 동시에 아우

르는 중층적(multi-layered) 구도 하에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Putnam, 1988; Koo, 2009: 192)110).

110) 일례로 한국-칠레 간 FTA에 대한 2004년 2월 비준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

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 재정적 손실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향후 10년에 걸쳐 총 800억 달러

의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미국 FTA에서도 적용되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을 위해 약 4천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4년 1월 27일자 보도인용). 또한 협정 발효 후 농수산업 부문의 손실예상액의 85%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7년에 걸쳐 해당 산업부문에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만약 한-미 FTA로 인

해 산업에서 퇴출되는 농수산업 가계에 대해 퇴출 후 향후 5년 간 정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한

농업부문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모농업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농업관련 회사에 타 산업분야 출신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25% 이상의 영업 손실을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금을

제공하고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피고용인의 재배치를 위해 연간 근로소득의 75%에 상응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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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변화: 통상교섭본부 체제의 형성, 진화, 해체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국의 무역정책 제도111)에 큰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3개 행정부를 거치면서 ‘통상교

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업무를 주무해왔던 통상교섭본부가 해체

되고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112)

박근혜 정부의 무역 분야 정부조직개편은 기존 통상교섭본부체제 내에서의 조

정형식이 아닌, 약 15년 동안 한국의 무역정책을 주무해 온 외교 및 경제통상 연

합체적 조직을 해체하고 그중 통상기능을 산업 부문 쪽으로 이관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제 바깥 단에서 일어난 구조적인 변화였다. 물론 한국정부는 과거에도 정

권이 바뀔 때마다 무역 분야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산업 부문과 외교 부문 정

부부처들 사이의 주도권 쟁탈 경쟁이 빠지지 않고 있어왔다.

1964년 박정희 정부가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 지향형 공업화 전략113)으로

전환한 뒤 한국정부의 무역정책은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등 경제 산업부문 소속부처

가 주도해 왔었다.114) 이후 1980∼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성 지원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농수산업으로부터 전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월 600달러의 현금을

전업 유인금으로 제공키로 했다 (조선일보 2008년 5월 18일자 보도 인용) (Koo, 2009: 197).

111) ‘무역정책제도(정책결정구조및통상행정체계)’에대한개념정의는학자들마다다양하다. 본 연구에

서의무역정책제도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정책결정구조(structure)는정부의각조직들이국가

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책대안을 탐색, 그 결과를예측․분석한 후, 조직 간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

을 통해의사결정권자가최종의사결정을하는일련의정책결정과정(policy decision-making process)의틀

로정의한다. 둘째, 통상행정체계(system)라 함은국가의무역정책업무를주무하는정부부처에의해상

징화되는 제도적 명칭을 의미한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체제, 일본은 4성 체제, 미국은

USTR 체제, 중국은 상무부 체제 등으로 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행정학사전, 2014).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무역정책제도’를 ‘무역정책결정구조와체제’와같은의미로사용하고있다 (필자주).

112) 통상교섭본부(the Office of the Minister for Trade)는 통상교섭을 총괄, 조정하는 우리나라 중

앙행정기관으로 1998년 3월 3일 발족, 2013년 3월 23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소관업무가 산업

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으며 조직구성은 제 2차관 산하 통상차관보, 2국(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1실(통상교섭실) 16과 1단으로 편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113) 1961년 약 3,600여 명의 군인으로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3년 박정희 본인이 대

통령에 당선되고 그의 세력 역시 총선에서 압승을 통해 민정으로의 이양에 성공했다. 이로써 쿠데

타 세력은 절차적 정당성(state autonomy)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 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강권

을 수용, 1962년 시작된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을 기존 수입대체 중심의 내수중심에서 수출지향형 전

략으로 수정했다. 군사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발전국가정책이 조합을 이룬 구조 하에서 한국정부는

발전국가로써 인적, 제도적, 정치적 능력(state capacity)을 구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김일영, 2001).

114) 1964년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 1653호)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제 19조)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

계획의 수립과 발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 투자 및 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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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이라는 국제 경제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한국정부가 감당해야 할 통상행정 업무의

폭과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는 1994

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이전 경제기획원 중심의 중앙 집권형 경제정책 조정체계를

폐지하고 개별부처 별 분산형 정책 조정체계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전반

에 걸쳐 부처 간 갈등에 대해 정책조정을 담당해 왔던 경제기획원115)과 무역실무를

관장해 온 상공부를 폐지하고, 대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외무부 등 개별 부처 차

원의 무역정책 및 통상행정업무 수행체제로 소관업무 기능을 분산시켰다.116)

이러한 현상은 ‘무역정책은 곧 유치산업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수출 진흥정책과 같

다’ 라는 표현의 1960년대 중반 이후 약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산업부처 중심의 한

국 무역정책 제도가 산업세력 주도로부터 탈피하여 외교 분야 등 기타 영역으로 확대,

분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정수, 1998: 38-41). 이처럼 한국정부의 무역정책이 단순한

경제정책 차원의 영역을 벗어나 외교정책이라는 정치안보 분야와의 연관성을 심화·

확대시킨 것은 국제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그동안한국의무역정책이전통적인

의미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해왔던 소위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영역에서 고위정치

(high politics)의 영역으로 질적인 변화를 맞이했음을 뜻했다 (Cooper, 1972: 18-36; Lee

and Sato, 1982: 152; Stephenson, 1994).

문민정부 이후 한국의 무역정책 제도는 다시 한 번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김

영삼 정부 임기 말에 즈음해 발생한 아시아금융위기(1997)를 거치면서 집권하

게 된 김대중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무역정책 업무를 외무부가 흡수·

통할케 하고,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 하면서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으로써 무역정책 기능과 책임을 통합·일원화 했다.117)

종합적 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

에 경제기획원을 둔다.’라는 규정을 통해, 상공부(제 31조)는 ‘상업·무역·광업·공업 및 전기에 관한 사무

를 장리한다.’라고 규정, 각각 한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조정하고 실무를 주무하도록 했다 (법제처).

115) 경제기획원은 표면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재무부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됨으로써 이전

보다 거대조직화 되었다.

116) 1994년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 4831호)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제 23조)은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

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로, 통상산업부(제 37조)는 ‘통상·상업·공업·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로, 외무부(제 30조)는 ‘외국과의 통상교섭,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각각 관세, 통상, 통상교섭 및 조약체결권한을 분산시켰다 (김정수, 1998: 40; 법제처).

117) 김대중 정부 출범 시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권상)에서는 세 가지 안(1안: 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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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출범 당시 통상교섭본부 조직도(1998)

주: 청와대 보고반, WTO분쟁협상단, 서비스지재권협상단, 반덤핑세이프가드협상단, 자동차협상

단, 농산물협상단 등은 필요시 구성해 운용.

자료: 김정수(1998), 구민교(2009) 온라인행정학사전 No. 613

통상교섭본부 체제로의 한국 무역정책의 제도(적 구조) 변화는 한국경제의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 심화 현상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현 박근혜

정부 출범 전까지 약 15년 동안 한국의 무역정책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해 왔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상교섭본부 폐지는 경제기획원체제 이후 3개 행정부

에 걸쳐 장기간 동안 정착되어 온 한국 무역정책 제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중

대한 변화였다. 이 같은 한국 무역정책 제도의 통시적 변화는 단순히 통상행정

기능의 효율화 차원이라는 문제로만 국한해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왜냐하면

제도(적 구조) 변화의 필요성과 명분은 정책행위를 하는 행위주체(조직과 관

료)가 몸담고 있는 정부조직의 주변 구조적 질서와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행위자(부처와 소속관료)의 정책선호가 선택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명제에 따른다면,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정책이 선

택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제도이기 때문이다 (Milner, 1988: 242).

USTR과 같은 대통령직속 한국무역대표부, 2안: 신설 부처 창설, 3안: 외무부 내 편제)의

통상조직 개편방안이 논의됐었다. 그 중 최종적으로 제 3안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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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법규범에 의거해 미리 제도화 된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체계 속에서 결정된다.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은 개별 부처차원에서

품의를 통한 정책입안, 정부조직 별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입안된 정책들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 정책조정, 조정된 정책의 국무회의 심의절차

그리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치는 순서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와 과정

속에는 한국의 무역정책 및 외국과의 통상교섭 등 제반 업무인 통상행정체

계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

책주무부처이며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개 행정부에서는 통상교섭

본부(OMT, the Office of the Minister for Trade)였다. 118)

통상행정체계는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목표와

실행전략을 통상관련 부처들이 공유하고, 관련부처 별 하위조직과 소속관료

들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게끔 법규로 규정하여 정립된 제도이자 업무수행시

스템이다. 따라서 통상행정체계의 변화는 정부 내 무역정책 주무부처와 소관

업무 기능 및 정책행위 주체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무역정

책 제도의 변화는 기존 각 정부조직들마다 조직 자체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정립해 놨던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한 절차인 루틴(routines) 즉

조직의 이익인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직이 일종의 업무수행 프

로그램과 레퍼토리(programs and repertoires)119)로써 설정해 놓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지침인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의 변화를 수반한다 (Allison and Zelikow, 1999: 169).

조직 루틴의 변화는 소속관료들의 소관업무 수행 절차인 표준운영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관료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업무수행 행태,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과 소속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제도변화 이전과는 다른 인식과 행태 상의 변화를 유발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제도변화는 관료들의 인식체계와 정책행위에 변

화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정책 메커니즘 구조와 과정인 정책결정구조와 과정에 환

118) 기타 외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개별 이해관계 부처가 무역정책 결정구

조(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19) “program”(in the language of drama and computers) that the organization has available

for dealing with a situation. The list of programs relevant to a type of activity, e.g.,

fighting, constitutes an organizational repertoire (Allison et al., ibid.: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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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feedback)되어 영향을 미치는 순환작용을 겪게 된다. 제도(적 구조)가 조직과 구성

원의 정책에 대한 선호(preferences)와 능력(capabilities)을 제약하게 됨이다 (Ikenberry,

ibid.).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제도가 변하면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관료들의 인식체

계와행태도변할가능성이그만큼높아지게된다 (Goldstein, 1988; North, 1990, 1991).

이처럼 제도가 정책과 정책행위 주체들에 미치는 구조적 제약을 감안하면, 정

부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들 간 쟁점이슈에

대해 각 부처들 간 입장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 을 어느

부처가 주무하느냐가 정책주도권 확보경쟁의 핵심이다 (최병선, 1999: 1024).120) 이

런 점에서 볼 때,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교섭본부 발족은 무역정

책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문과 산업부문간의 오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한국정

부 무역정책 및 통상행정체계의 주무권한을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로 통

합·일원화 시켰다는 점에서 무역정책 제도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였다.121)

통상교섭본부체제 출범 이후 한국 무역정책 결정과정은 통상교섭본부에의한국가

무역전략의 대위적 의사결정(vicarious decision-making)의 모습을 띄었다 (최병선,

1999: 1041). 무역과 관련된 기타 정부부처들의 조직이익과 산업계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과거 산업부문이 무역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정

120) 그동안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조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띠어 왔다. 첫째, 부처 간

위원회를 통한 공식적 조정 둘째, 주무부처 차원의 준공식적 조정 셋째, 개별부처 수준에서의 조정

이 그것이다. 이러한한국무역정책의조정체계는과거중상주의발전국가전략을 정책기조로 했을 때나,

현재의 자유무역주의 발전국가전략을 기조로 했을 때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한국정부가 역사적으로 최근까지 네 차례 정도의 무역정책 제도상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도 이러

한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 왔으며, 단지 정책조정의 주무부처가 시기에 따라 바

뀌는 형태를 취해 왔을 뿐이다. 위 세 가지 정책조정 방식 중 두 번째 조정방식의 해당 부처들이

곧 통상조직들이며, 그 중에서도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한국 무역정책 주무부처이다. 현 박근혜 정부를 기준으로 볼 때 기획재정부, 산언통상자원부, 외

교부가 정책조정과 관련된 부처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기타 정부부처

들은자기부처와관련된특정무역이슈에대한정책조정인개별부처수준에서의조정에해당한다.

121) 한국 통상행정체계에서의 부처 간 경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 개편 방향과 폭을

둘러싸고 관련부처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모습을 띠어 왔다. 핵심쟁점은 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구조

내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점하면서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주무

부처를 어느 조직으로 획정하느냐의 문제였다. 정권 교체시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들은

자기 부처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이 같은 한국 통상행정체계 개

편 과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외교부와 산업부 간 조직 갈등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조직과

인력, 예산을 자기 부처로 가져오기 위한 조직이익 차원의 의도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 이처럼한국의무

역정책제도가관련정부부처간업무권한다툼의장으로형성되어온이유는, 한국의경제사회구조자체는

경제성장과사회발전에따라점차다원화되어있으나정책결정의구조나패턴은그러한다원화된사회구조

를제도적으로반영하지못한채주로관계부처간협의만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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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주무조직에 대한 포획이 가능했던 시절과 달리 특정한 이익집단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 서있는 통상교섭본부체제에

서는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대한 이익집

단들의 이익반영 노력은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포획을 통해 반영되게 되는데,

포획을 위해서는 최종 정책결정과정을 조정하는 주무부처가 산업분야 부처여야

원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이익집단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관련

성이 없어 소위 포획의 주체인 이익집단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지 않은 통상교섭

본부와 같은 중립적 입장의 부처가 정책주무부처일 경우에는 이익집단들이 비록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개별 산업관련 부처들에 대한 1차 포획에 성공했을지

라도, 최종 정책결정과정과 통상협상에서 중립적 입장에 있는 정책주무부처에

의해 이익집단의 이익반영이 축소되거나 아예 무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22)

한편 한국의 무역정책이 제도의 영향 하에서 정부관료 중심의 대위적 의사결

정과정을 거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부압력으

로부터 중립적 입장에 있는 통상교섭본부는 순수한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물

지 않고 통상교섭본부라는 조직 자체의 이익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활

동해 왔다. 이는 지난 시기 한국 무역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결정해 온 내생요인

이 흔히들 생각하듯 집권자인 대통령의 선호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국

회나 이익집단의 영향력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음을 뜻한다. 곧 한국정부의 FTA

정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등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의 결과를 결정해 온 주요 행

위자 요인은 조직으로서의 통상교섭본부와 그에 소속된 개체적 행위주체로서의

통상관료들이었다.

물론 한국의 무역정책과 관련 제도의 변화가 주로 정권교체기를 틈타 있어왔

고, 특히 한국의 중앙집권적 정치권력구조라는 현실에서 볼 때 최고 집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선호와 의지가 뜻하는 바대로 무역정책과 외국과의 통상교섭 과정에 올곧이 반

영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와 의지는 국정에 대한

철학과 가치라는 큰 틀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세세한 전문지식과 상

황에 대한 대응을 다루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정책주무조직과 소속관

122) 이 때 통상행정체계의 중심 주무부처는 전형적인 이유로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로써 균형

잡힌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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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의 선호와 의지가 대통령을 설득하고 유인하는 쪽으로 전개되었었다.

비록 이런 일들이 정부라는 거대한 암흑상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외

부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오히려 무역정책에 대한 대통령

의 선호는 여러 통상관계 부처들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굴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과 정책에 대한 정향이 무역정책 주무부처의 정책지향과

방향을 같이 하면 원활하게, 그렇지 않고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정책조정과

정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선호가 정부조직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경우였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무역정책과 무역정책 제도변화 여부에 대한 의

사결정의 근저에는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통상전문 관료들의

정책의제 형성과 전략기획, 그리고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의 이익과 관료 개인의

이익을 국익이란 명분에 얹어서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조직 수장들의 적극적인

이익 추구행위 등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집권자로 하여금 정책결정과

제도변화에 있어 자기 부처의 조직이익을 반영해주도록 유인하려는 유인기제의

설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들도 동시에 작용했다. 이처럼 한국 무역정책 제도의

변화를 유발한 실질적 영향요인은 단임제 정권의 교체기라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통상관련 조직들 간의 정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조직이익 추구 갈등이었다.

무역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부처 간 갈등 속에서 통상교섭본부체제는 출범

초기의 불안정한 위상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행정부를 거치며 FTA 정책

을 주도함으로써 조직위상을 크게 강화시켰고 전성기를 구가해 왔으나 현 박근

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조직이 해체되었다.

3. FTA 정책의 본격화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관료와 조직자체의 이익은 정부의 FTA 확산정책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조직의 생존과 인적·조직

적 규모 확대라는 조직이익 추구를 위해서도 FTA 확산정책이 필요했고 동시다발

적 FTA 추진은 그와 같은 조직목표 하에서 점진적으로 구현되어 왔다 (전통상교

섭본부관료인터뷰, 2014. 11. 3). 한국과 같은 중앙 집권형 발전국가체제 하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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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료제도 하에서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조직과 개

인의 이익을 유지,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방법들을 학습, 활용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부부처들 간 부성할거주의가 수반되었다. 부성할거주의

속에서 각 정부부처 수장 등 관료조직의 리더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짧은 임기 동

안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책에 있어 다양한 개혁정책을 모색해야만 했

다.123) 경제통상 부문 정부조직의 수장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수장

들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필요한 개혁조치가 무엇인지

를 인식하고 국익과 함께 그들 스스로의 생존과 조직이익 추구를 위해 정책적 변

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관료들이었다 (Choi, ibid.).

특히 무역정책 분야에 있어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국제 경제질

서라는 외생적 충격과 민감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음으로 인한 정부 내 관련부

처들로부터의 압력이라는 양 수준에서의 정치협상에 대해 대응을 해야 했다. 그

렇기에 한국정부의 통상관료들은 더더욱 정책개혁에 대한 인식과 행태적 속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한국 통상관료들에 의한 FTA 정책 추진은 그러한

대내외적 환경과 정부조직 내 힘의 역학관계 구조로부터 비롯된 통상조직 입장에

서의 이익추구 결과이기도 했다. 집권자인 대통령의 FTA 정책에 대한 수용은 국

익차원의 대응임과 동시에 통상교섭본부와 소속관료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무역정책 제도 속에서 통상조직 입장에서 필요했던 새로운 정책 돌파구였다. 통

상교섭본부의 리더들은 이러한 양 수준에서의 이해관계 속에서 집권자를 설득하

고 견인함으로써 FTA 정책 본격화와 확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불과 십 수 년 전인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질서는 GATT/WTO 체

제하 다자주의 무역질서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기본 축으로 구동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도하

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124)이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후

진국 그룹 간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익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고, 급

123) 10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13년까지 중앙행정부처 장관 총 953명의 평균 임기는 약

13.8개월로 미국의 35.8개월의 1/3 수준이었다 (성시영, 2014).

124)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 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

간 무역협상을 지칭한다. 이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의 협상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 제 9차 다자

간 무역협상 출범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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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야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국제무역질서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각국은 활로 모색을 위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기존 다자주의 논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FTA를 중심으로 한 양자주

의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산되게 되었다.125)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

가 만연한 가운데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대국들과

직접적이고 선택적인 FTA 체결을 선호하게 되었다.126) 이는 지난 이십여 년 사

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FTA의 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27)

지난 약 이십여 년 간 국제무역질서는 전후국제경제질서를주도해온 GATT/WTO

체제 하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이, FTA로 대별되

는 양자주의(b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128) 이

는 국제정치질서가 20세기 말 사회주의진영의 정치경제적 붕괴 이후 탈냉전 시대를 맞

아 미국주도 하 질서로 형성되었다가, 중국의 부상 및 팍스 아메리카나체제의 상대적

쇠퇴에 따라 다극체제로 변하면서 WTO의 세계무역 거버넌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

는 등 구조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

역질서 구조변화도 동반했다. 한국정부의 통상교섭본부체제 출범은 이러한 대외환

경과 무역질서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기에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정치경제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의 무역정책도 아시

아 금융위기 이후 지난 십 수 년 간 점차 양자주의와 지역주의 쪽으로 경도되어 왔다

(Aggarwal, 2006; 이승주, 2007; Koo, 2010; 손기윤, 2011).

무엇보다 한국에게 있어 무역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무역정책은 시기 별로 성격을 달리해 왔지만, 그것이 보

호무역주의 기조의 시대였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시대였든 상관없이 해당 시

125) 이는 다자협상이 갖는 여러 단점들 때문이다. 무임승차(free riding), 시간끌기(foot dragging),

최소 양허국 기준의 협상타결(convoy effect) 등이 그것이다 (김세원, 2015).

126) 첫째, 당사국 간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둘째, 소수 법칙(law of small

numbers)이라는 체결절차 상 기술적 편의성 셋째,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자유화 대상 분야의

수와 개방 폭을 특정(a la carte)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세원, ibid.).

127) http://rtais.wto.org/UI/publicsummarytable.aspx (WTO, 2014).

128) 1958년 유럽공동체(EC) 조약을 시작으로 WTO에 보고된(notified) 발효 RTA 수는 총 391개

이다 (2014년 11월 7일 현재 기준). 그 중 상품 및 서비스 분야 FTA 수는 262개이다. WTO

출범 이후 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출범했던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개시 시점인 2001년 11월 이후 체결, 발효된 FTA 협정 수는 212개로 전체 FTA의

70%나 되어 지역주의가 빠르게 확산 중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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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국경제의 산업화와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최적화 관점에서 펼쳐졌고 무역은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최병선, 1999: 1008-1010; 구민교, 2013: 78).129)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출 중심형 경제성장 전략을 통

해 소위 압축 성장에 성공했다.130)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무역정책

진화과정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구조적 특성 상 대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시기 별로 펼쳐졌던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환경 적응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국경

제가 처해 있는 대외 무역환경과 국내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한국정부는 산업화 초기인

1960∼70년대 보호무역주의 전략에서, 1980∼90년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developmental

mercantilism), 이후 2000년대부터서는발전국가적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전략으로

무역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키면서 국제무역질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왔다 (Koo, 2010:

102-113). 이 같은 한국무역정책의 시기 별전략변화는 국제 정치경제질서를 둘러싼강

대국들 간주도권 쟁탈전에대한조응이기도했다 (Koo, ibid.: 113-114).131)

한편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무역정책을 주무해 왔던 통상교섭본부는 산업

계 이익집단들과 같은 이해관계가 얽힌 고객그룹(client group)이 없이 중립적

인 위치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했기에 이익집단 관계에서 비롯된 부

분적 국가이익(sectoral national interests)이 아닌 광범위하게 정의된 국익

(broadly defined national interests)추구라는 명분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 내 이해관계 조직들과 산업계 이익집단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었으며, 때

로 설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체 판단 하에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

의지와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Koo and Jho, 2013: 72-73). 이러한 무역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정부의 통상교섭본부는 정책의제 설정 등 정책과정의 초기

129)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2∼1966) 동안 평균 24.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2012년에는 113.2%로 G20 국가들 중 최고를 기록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성장)이 대외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60년대 20%대, 1970년대 70%대, 1990년대 80%대를 기록한 이래 2010년대 들

어서는 평균 110%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50%대, 일본은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130)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략을 시기별로 보면, 1960∼70년대 경공업중심 수출전략, 1980∼90년

대 중화학공업중심 수출전략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

선, 석유화학,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중화학제조업중심 전략을 펼쳐왔다.

131) 특히 제도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등장은 한국 무

역정책 방향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Institutionally, the empowerment of

the Office of the Minister for Trade (OMT) demonstrated renewed enthusiasm and commitment

under Roh as the once beleaguered institution took firm root within the government with its

mandate to initiate and negotiate FTAs.” (Koo, ibid.: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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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부터 타 부처들과 이익집단들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무역정책과 통

상협상을 처리해 나갔다. 그리고 정책추진 시 발생하는 저항들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모든 과거 정부에서 예외 없이 피해 이익집단들에게 직접

보상과 지원책 제공을 통해 무마시켜 나가는 전략을 취해왔다 (임혁백·이종만,

2007; 이승주, 2011: 359-363).

199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지역차원의 경제통합과 국가 간 직접적인 양자주의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도 FTA 정책을 본격화 해

왔다.132)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 칠레와의 FTA를 추진할 때만하더라도 신중

하고 소극적인 FTA 추진전략을 펼쳤던 한국은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동시다발적

FTA 전략 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일본,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 왔다.133) 그 결과 2014년 11월 현재기준 총 15개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우선 외형상으로만 보면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었다. 이

처럼 FTA 정책을 통한 개방형 통상국가화라는 변화의 외피만 놓고 보면, 한국은 유

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온 셈이다. 그

와중에 약 15년 동안 한국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을 주무해 오던 통상교섭본부

가 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집권자의 조직개편 의지에 따라 해체되고 산

업통상자원부체제로 이행되었다.134)

132)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은 11개의 양자 및 소다자 간 FTA를 발효 중이며, 타결된 4개의

FTA가 국회 비준 과정에 있다(정부 FTA 홈페이지, http://fta.go.kr).

133) 김대중 정부 들어 1998년 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 29조 제 1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

은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법률 제 5153호). 통상교섭본부는 개정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의해 외교

통상부 산하에 신설되고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및 통상교섭과 그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 하게 되었다 (대통령령 제 15710호).

134) 2013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산업-통상 기능통합에 대한 구상에 대해 진

영 대통력직인수위원회위원장은, “박 당선인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상 외교부보다 더 산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을) 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조약 체결 이후에도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할 수 있어 산업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

다. 실제 박근혜 당선인은 2000년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대국은 장관이 나오는 데 우리

는 장관이 아닌 본부장급(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고 있다”며 협상 상대국과의 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한편 정부 출범 전 국회의원들과 오찬에서 김종훈 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기능

을 외교부가 다시 갖던가 아니면 총리실 직속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박 당선인은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만 없애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진영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박 당선인 측 한 인사들도 “당선인은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종속된

현 체제에서는 외교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과 통상을 합

쳐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된 구상이라 쉽게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뉴시스, 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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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한국-일본 FTA

제 1절 환경과 필요

한국정부가 WTO DDA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척 부진135)과 아시아 금융위

기로 인해 김대중 정부 들어 다자주의에서 FTA로 무역정책의 주방향을 전환

할 즈음 일본도 경제연휴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 칭

하는 FTA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136) 먼저 당시 한·일 양국이 처해 있던

대외 경제적 환경구도를 보면,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

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상환을 위해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늘려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무역수지 흑자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137)

일본도 1990년대 들어 시작된 장기불황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폐쇄적 경제

운용시스템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반성과 개혁 요구들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

었다. 이에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FTA를 통한 무역 자유화가 경제위기 극복

의 견인차이자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통한 내부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135) 1995년 WTO 출범 후 새 다자간무역협상 개최 논의는 싱가포르(1996), 제네바(1998), 시애틀

(1999) 각료회의에서 모두 실패했다. 제 4차 Doha 각료회담(2001)에서 Doha Development Agenda

라는 선후진국 간 타협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출범한 GATT/WTO 제 9차 다자간무역협상은 출범

이후에도 Cancun(2003), 홍콩(2005), 제네바(2009, 2011), Bali(2013)까지 총 9차례의 각료회담을 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출범 15년째인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2월 예정된

Nairobi 제 10차 각료회담에 대한 전망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136) 경제연휴협정(経済連携協定)으로 불리는 EPA는 특정한 2국 간 또는 복수 국가 간 지역의 재화,

자본, 사람의 이동 자유화를 위해 국내규제 철폐나 경제제도 조화 등 국가 간 경제관계 강화를 목

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따라서 물품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및 투자,

경쟁 및 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를 통해 양국 또는 지역 간 경제관계 확대를 목표

로 한다. 주된 특징으로는 투자 제도 정비 및 규제 철폐, 경쟁정책 조화, 인적교류 확대, 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다 (外務省経済局EPA交渉チーム, 2007; 김필동, 2006: 116). 그러나 공산품교역 관세

철폐가 주목적이었던 제 1세대 FTA와 달리 농수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제 2세대 FTA를 거쳐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검역기준, 경쟁 및 협력, 환경 등을 포함하는 현재의 제 3세대 FTA는

EPA에서 다루는 분야를 공히 망라하고 있어 EPA와 FTA 간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한다.

137) 김대중 정부의 FTA는 체계적인 정책과 방향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극복과정

에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적이고 정책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효영,

2011: 226). 한국정부가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도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제한

적인 국가,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소규모 국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기완, 2013: 296). 이와 반대로 변화한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다수의 FTA

를 체결한 선발국들을 추격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었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손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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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岩本康志, 1999). 때마침 1998년 11월 통상산업성, 2000년

10월 외무성이 각각 ‘일본의 FTA 전략 보고서’를 내고, FTA 중심의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일본도 대외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FTA 추진이 필요하다

는 공식 정부입장을 표명했다 (통상산업성, 1998; 외무성, 2000).138) 특히 일본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던 중국의 동아시아지역 내 정치경제적 영향

력 확대를 견제하고,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지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면

중국과의 FTA가 한국보다 경제적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일·중 양국 간 정치사회·역사적 민감성으로 인해 중국과의 FTA 추진을

유보하고 그 대신 한국과 먼저 FTA 체결을 타진했다 (조재욱, 2008).139) 이처럼

2000년 초 한·일 양국이 처한 동아시아 지역 내 대외경제 환경 구도는 양국 상호

FTA에 대한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일 각국의 FTA 정책추진과 관련해 엄밀한 시기 구분을 하자면, 일본이 한

국보다 조금 빠른 1990년대 중반께 FTA 정책으로의 무역정책 방향전환을 검토

했었다. 그 이유는 일본 재계의 일본정부에 대한 FTA 정책 촉구가 한국 재계의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보다 앞섰었기 때문이다 (Yoshimatsu, 2005).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외국과의 FTA 협상을 본격 개시한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일본

보다 앞서 양자 FTA와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편승했다.140)

동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FTA 정책에 발을 내

딛기 시작한 국가군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FTA 체결을 저울질한 데에는

나름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득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치경제적 국익 관점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첫 거대경제권인 일본과의 FTA 체결을 통해 선진 산

138) 일례로 일본정부는 수상 직속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에서 ‘일본의 21세기 구

상보고서’를 통해 ‘열린 국가이익’과 ‘거버넌스’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류상영·이승주, 2003: 195).

139) 1992년 일본의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중국과 비슷했으며(한국 10.2%, 중국 10.7%) 대한 수출

은 대중 수출의 1.5배였다. 그러나 한 일 FTA가 논의되던 2000년 교역규모는 중국과의 교역이

한국의 2.7배, 대중 수출이 대한 수출의 2배로 역전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만 보자면 중국

이 더 FTA 체결 우선순위 국가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먼저 협상을 추진한 것은 일본

국내 정치권의 대중국 견제론이 득세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대 중국 견제전략은 지속되어 한국이 2005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했음에

비해 일본은 2015년 1월 말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외무성서기관 인터뷰, 2015. 1.).

140) 첫 FTA 협상을 한국은 칠레와 1998년 11월에, 일본은 싱가포르와 2001년 1월에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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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별 기술 습득, 일본 자본투자 유인 및 산업 별 일본시장으로의 침투효과를 노

렸다. 또 역사적으로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어 온 양국 간 정치 외교적 관계를 김

대중-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선언141) 이후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이전시키려는

김대중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의지도 녹아 있었다. 한편 일본은 경쟁력 있는 제조

상품의 한국시장 수출을 위해 관세 장벽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한국 산업부문과 산업 및 기술측면의 수직계열화를 형성함으로써 산업 내 무역창

출효과를 노렸다. 동시에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 내지는 봉쇄하면서 일본 중

심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 형성의 초석을 놓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했다.

이와 같은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FTA 협상에

앞서 이미 한국은 칠레와, 일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FTA 협

상을 진행 중이었다.142) 그러나 이에 앞서 이미 양국 간에는 1998년경부터 상호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검토, 타진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143)

당시 대내적 환경구도에 있어서도 양국 정부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공히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대내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개혁을 위한 유효한

수단들 중 하나로 FTA는 양국 모두에게 추진할 가치가 있는 전략적 선택지였다. 한

일 양국이 FTA 협상을 검토하던 1998년과 협상을 개시한 2003년 말의 시점으로 시

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1998년 한국은 경제적으로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

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 국민들의 김대중 정부에 대한 난국 타개의 기대

감은 높았다.144)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에게는 외환위기 타개와 경제구조의 체

질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 절박한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무역흑

자 실현을 위해 대외교역조건 개선이 필요했고, 그 돌파구를 FTA 정책에서 찾았다.

141)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1998. 10. 8.)을 의미한다.

142) 첫 FTA 상대국 선정에서 보듯 한 일 양국 모두 대내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외국과

최초 협상을 개시했다. 일본은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내각 때인 1999년 12월 싱가포르 고촉

통(吴作栋)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제안 받고 2001년 1월에서 10월에 협상을 타결

하고, 2002년 5월 국회비준을 통해 2002년 11월 발효시켰다. 양국 모두에게 농수산물이 민감한

품목이고 일본의 최종 양허수준(농업부문 자유화 조치 예외 비중 61%)을 감안 시 일본이 더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金ゼンマ, 2008).

143)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일본과의 FTA 검토 결정이 있었고, 일본도 같

은 해 일본대사가 양국 간 ‘경제각료간담회’ 설치를 제안했었다 (연합뉴스, 1998. 9. 16.).

144) 집권 초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80∼90% 사이를 기록했으며, 집권 1

년이 지난 1999년 2월에도 국정지지율은 70%를 넘었다 (연합신문, 199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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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FTA 정책 추진 성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 비록 임기 내

에 칠레와의 최초 FTA 체결에는 성공하였으나 국내 정쟁 속에서 비준은 후속 노무

현 정부에 이르러서야 성사되었다. 이후 참여정부 들어 2003년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는 FTA를 추진하면서도 소극적이었던 국민의 정부와 달리 참여 정부의 정책추

진 의지에의 적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과의 FTA 협상추진은 김대중 정

부에서 합의되어 있었기에 노무현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한편 1998년 당시 일본의 대내 정치상황은 복잡했다. 1998년 일본은 집권 자

민당이 전후 최초로 정권을 비자민련·비공산당 연립내각(1993. 8∼1994. 6)에게

내준 이후 되찾아 온 이래 무랴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1994∼1996)과 하

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내각(1996∼1998)에 이어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내각이 집권(1998. 7∼2000. 4)하고 있었다.145) 오부치 내각은 일본신당 중심의

비자민 연립정부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오면서 전임 하시모토 내각이 국민들에

게 천명하고 추진해 오던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승계해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오부치 내각이 이 당시 추진한 무역 분야에서의 개혁정책이 바로

앞서 설명했던 통상산업성 주도하의 FTA 정책으로의 무역정책 방향 전환이었

다 (통상산업성, 1998, 1999). 일본정부에게 있어 FTA 정책은 일본의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택된 전략적 기제들 중 하나였다.

이처럼 세기적 전환기에 걸쳐 한·일 양국은 모두 정권교체와 아시아 금융

위기 등 자국을 둘러싼 대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무역정책과 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양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무역

정책 제도적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 일본 무역정책 및 제도의 통시적 변화

일본정부가 FTA 정책으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 환경적 배경과 전략

적 필요는 비록 한국과 달랐지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부터

145) 무라야마 및 하시모토 내각은 자민당 단독정권이 아닌 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 연립정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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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국가 교역 비중 현황 국가 교역 비중

발효

싱가포르 1.9%

협상 중

한국(중단) 6.1%
멕시코 0.9% GCC 10.8%
말레이시아 3% 콜롬비아 0.1%
칠레 0.7% 캐나다 1.4%
태국 3.2% 한국+중국 25.8%
인도네시아 4% EU 9.8%
브루나이 0.4% RCEP -
ASEAN 15.4%
필리핀 1.3%
스위스 0.7%
베트남 1.5%
인도 1.1%
페루 0.2%
호주 4.4%
몽골 0.02%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은 이하 <표 13>에서처럼 2014년 말 현재 총

15개의 FTA를 발효시킨 상태이다.

<표 13> 일본의 FTA 현황

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자료: 교역비중은 2012년 말 기준(IMF, World Bank, UN Comtrade 통계 종합)

한·일 양국 간의 FTA 협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그에 앞서 협상 당시 일

본정부의 무역정책 전략과 정책을 산출해 내는 제도(적 구조)가 어떠한 모습

으로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공식적 행위자들

은 누구였으며 정책을 주무하는 정부조직 내 일본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띠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당시 일본

이 취했던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과 FTA 협상전략의 산출 원인을 파악하여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양국 간에 전개되었던 각국 정부의 양 수준 협상게임

에서의 협상동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1990년대 일본 무역정책이 처한 환경과 선택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은 냉전 시기 서방진영의 관리 감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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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state)였던 미국의 정치외교적 지원과 일본 자체의 발전국가 경제성장 전

략을 통해 견인되었다 (Johnson, 1982; 子安宣邦, 2001: 339-340).146) 무역정책에 있어

일본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전략에 협력

하면서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발전국가식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 (Pempel, 2000).

일본은 제 2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1996. 11∼1998. 7) 내각 때 아시

아 금융위기를 맞았다. 이후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1998. 7∼2000. 4), 모리 요시

로(森喜朗: 2000. 4∼2001. 4) 내각을 거치면서 기존 GATT/WTO 다자주의 중심의

무역정책에 더하여 FTA 정책을 가미하는병행전략을 모색하였다 (奧田聰, 2002).147)

이 같은 일본의 무역정책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된 일본 경제의

장기복합불황으로의 진입,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의 잠재성장

률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새

로운 성장견인 전략이 필요했다 (宮崎義一, 1995). 둘째, 대중소기업 연합에 기반

한 기존의 수출 중심형 성장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타국에 비해 앞서 있는 기술

과 자본을 활용해 아시아 시장에 형성 중인 수직적 생산 분업체제를 확대 안정화시

켜야 함과 동시에 주요 생산기지 및 수출시장으로 부상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고관세 진입장벽을 낮춰 일본 수출기업들의 이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 발굴도 필요했다 (浦田秀次郎, 2002; 日

本經濟産業省, 2002; 宗像直子, 2004; Pekkanen, 2005).

대외적 요인으로는 탈냉전 이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으로 미국의 동아시

아 지역 내 패권적 영향력 행사가 주춤한 사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빠르게 부상

하고 있던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견제가 필요했다.148) 또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

146) 전후 일본 경제의 발전모델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달성되었다는 것이 일

반적으로 수용되는 주장이다 (Johnson, 1982). 그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1960년대 한국도 전후 일

본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developmental mercantilism) 전략을 차용,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려

했었다는 점에서는 양국이 유사하다. 일본의 경제산업성(MITI, 1949∼2001)이 최일선 지휘부처였다면

당시 한국엔 경제기획원(EPB, 1961∼1994)이 그 역할을 담당했었다 (Johnson, 1982; 최병선, 1999).

147)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2001)에는 "WTO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지역 또는 양자 간의 포럼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대외경제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무역정책

전략 변화를 공식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48) 중국의 1980년부터 1998년 동안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5%를 기록하고 있었다 (유진석, 2006:

54).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상호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일본은 AMF(아시아

통화기금, Asia Monetary Fund)를, 중국은 이에 대응해 ASEAN과 연계한 CAFTA(China-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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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집권한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정치외교 및 경제적 관계를 재설정 하는 것도 중

요한 대외 환경변수였다. 특히 일본에게 무역 분야는 한국,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자국중심의 국제적 분업구도 형성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역학관계

구도설정에 중요한 기제였다. 이에 일본정부로써는 자국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 구상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확산 중이던 FTA를 필두로 한 지역주의 전략을 택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WTO 다자주의 중심전략을 견지할 것인지 사이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149) 결국 일본은 당시 변화 중에 있는 지역 내 중층

적 정치경제 역학구도 속에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중국의 화교권중심 지

역주의 구축전략에 대한 견제, 그리고 지역 및 세계 전략 차원에서 국익과 자국기

업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급속히 확산 중이던 FTA에 편승하는 전략을 택했다.

2) 4성 체제의 형성과 제약

일본정부가 무역정책의 주력방향을 양자 FTA와 지역주의로 옮기고 있던 2001

년 즈음, 때마침 일본 정치권 내부의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대규모 중앙정부조직개

편(중앙성청개편)이 단행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새로 정립된 무역정책 관련

성·청(省·廳) 조직들 간 역학구도는 일본의 무역정책과 정책결정과정에 이전과는 다

른 성질과 폭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 일본의 무역정책 및 제도측면에 있어서

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두 가지인데, 소위 4성(省) 체제의 제도화와 내각총리대신

직속 조직인 수상관저의 정책개입 강화였다. 당시 무역정책 제도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살펴봤듯이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과 FTA 확산 등 대외환경의 변

화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으며 여기에는 일본의 대내외 정치경제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Pempel and Urata, 2006; Solis and Katada, 2007).

FTA)를 제안하였다 (최운도, 2006: 232). 또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곤경에 처한 동아시

아 후발국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거머쥐고자 경쟁하였다. 일본 오부치 내

각은 1998년 10월 대장상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의 이름을 딴 ‘신미야자와 구상’으로(宗像

直子, 2004: 147), 중국 장쩌민(江澤民) 지도부는 2000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주룽지(朱鎔

基) 국무원총리의 ASEAN과의 FTA 제안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의 호응을 얻고자 상호 경쟁했다.

149) 당시 일본이 택한 지역주의는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범위였다. 이는 1990년 12월 마하티

르 말레이시아 총리에 의해 제시된 EAEG(동아시아경제그룹, East Asia Economic Group)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을 옹호했다는 점과 이후 2005년 EAS(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에서 채택된 콸라룸푸르선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 일본정부가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함시키려 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기완, 2010: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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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본정부의 중앙정부조직(성·청) 개편(2001년 1월)

주: 中央省廳等改革推進本部事務局 ‘中央省廳改革’의 자료를 부분 수정 및 편집.

자료: 박성빈(2008: 6)

2001년 1월 모리(森) 내각이 단행한 중앙성청개편은 크게 두 가지 필요에서 진행

되었다.150) 첫째는 일본정치권 내부의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자민당의 대응 차원이

150) 2001년 정부조직개편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다. 일보에서 관청중의 관청이라 불리우

는 대장성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는 주장(眞渕, 2002: 238), 모리 총리의 개인적인 식견에 의한 개

혁이었다는 주장(東田, 2004: 260),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여론 및 매스미디어 환경변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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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의원내각제 정치체제 하에서 자민당 일당우위체

제151)를 1993년 총선에 패해 정권을 일본신당 중심의 비자민연립정권인 호소카와(細

川) 내각에게 넘겨줄 때까지 장기간 유지해 왔었다. 이후 약 3년여 간의 야당생활을

거친 자민당은 1996년 선거에서 승리, 정권을 되찾아왔지만 과거처럼 자민당 단독의

일당우위 정치구도를 형성해 내지는 못했다.

원내 안정 다수 확보가 어려워진 자민당은 연립정권 형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되

연립 파트너 정당들과 국민들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경우 과거 자민당이 재무성과 통상산업성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정책결정의 주요 권한을 위임해 주던 방식과 관행에서 탈피해, 자민당이 직접 전면

에 나서 행정개혁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 중앙성청개편을 단행한 것이었다.152)

정부조직개편의 두 번째 배경은 비대해진 행정 관료기구의 개혁과 급변하는 국

제무역질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일본 관료기구는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

고 재무성으로 상징되는 행정 관료기구가 집권 자민당과의 연대관계 하에 국가운

영을 주도해 왔다. 그러다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한

관료주도 정부운영시스템이 1990년대 장기불황 속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겹치

자 기능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받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정치권 중심이 아닌 관료기구 중심의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어졌고, 1996년 집권한 하시모토(橋本) 내각과 오부치(小渕) 내각

을 거치면서 형성된 관료기구에 대한 개혁 요구가 2000년 모리(森) 내각에 이르러

전면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수상을 회장으로 하는 행정개혁회

의의 최종보고서(1997)에도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이념이 제도피로 현상이 심한 전

후형 행정시스템임을 인정하고, 이를 개혁하여 21세기형 정부로 전환하는 것에 있

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었다 (行政改

革會議, 1997; 岩本, 1999; 堀內, 2000; 岡崎·星, 2002).

자민당이 야당 시절 겪었던 관료들의 반 자민당적 행동에 대한 반격이었다는 주장(이상훈, 2003:

215), 관료주도의 경제시스템 기능부전화 한계 개혁이었다는 주장(박성빈, 2008: 3) 등이 있다.

151) 1955년부터 형성되어 ‘55년 체제’라 부른다 (升味, 1969)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패해 일본신

당 중심의 비자민연립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비자민연립정권은 1993년 8월부터 1996년 1월

까지 지속되었다.

152) 소위 55년 체제에서 자민당은 대장성에 금융정책결정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 결정권한을, 통상산업

성에무역정책과관련한결정권한을위임했었다 (眞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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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본의 무역정책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153) 이 시기 무

역정책 제도변화의 핵심은 고이즈미(小泉) 내각 출범 이후 수상의 직속조직인 수상

관저와 내각관방이 무역정책 결정에의 개입 정도를 강화하면서154), 소위 4성155) 중

심의 기본 통상행정체계와 병행하는 이원(two-track) 체제를 형성한 것이었다.

과거 일본의 전통적인 무역정책 결정구조는 정·관·업(政·官·業) 3자 연합을 통한

분산형 체제였다.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를 정책형성 초

기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무역협상 대상국 선정, 무역 자유화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구조였다 (이승주, 2009). 1990년대 후반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이

즈미 정권은 전통적인 정·관·업 연합구도에 더해 관(官)의 측면에서 무역정책에 대

한 신속하고 집행력 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통상산업성(MITI)을 경

제산업성(METI)으로 개편하여 권한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수상직속의 경제재정자

문회의(經濟財政諮問會議)156)를 통해 정책조정에 대한 수상관저의 개입도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무역정책 제도의 변화를 시도했다.157)

이는 FTA 정책으로 무역정책의 주력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Hayao, 1993; Krauss and

Nyblade, 2005; Dent, 2006). 즉 정부부처들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총괄기구가

없어 외국과의 무역협상 시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협상 효율성이 저하

되고, 정책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4성 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

153) 정부조직개편의 과정에서일본통상관료와 통상조직들은기존 정책이념과 조직이익추구에있어인식

및 행태적속성에있어서의변화를겪게되었다. 이는 한·일 FTA 협상사례 분석 부분에서후술한다.

154) 고이즈미 수상은 수상관저,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FTA관계성청연락회의(2003. 12), 경제연

휴촉진관계각료회의(2004. 3) 등을 통해 무역정책에의 개입강도를 높였다 (이승주, 2009: 85-88).

155) 일본 무역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내각부처들 중에서도 무역협정으로 인한 이익 또는 피해와 관련

한이해관계가커서정책결정구조내발언권도강한경제산업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재무성을일컫는다.

156) 2001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수상직속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재무성(과거 대장성), 일본

은행, 경제산업성, 총무성으로부터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정부부처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기획·

입안함으로써 경제전략을 산출하는 중심조식이 되었다. 고이즈미 내각 들어서는 FTA 등 무역정

책도 다루었다. 주요 구성멤버는 내각총리대신, 부총리겸 재무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재정정책담

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총무대신, 경제산업대신, 일본은행총재, 일본총합연구소이사장 외 학계,

재계 인사로 구성되었다 (竹中治堅, 2006; 박성빈, 2008: 14; 이승주, 2009: 86)

157) 이러한 수상의 영향력 확대가 일본 정치에서의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민당 지지율 하락과 같은

정치환경 변화와 비례대표제 도입 등 1993년 선거제도의 개편결과라는 주장이 있다 (Krauss and

Nyblade, 2005; 이승주, 200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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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책이었다.158)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전통적인 4성 체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과거

외무성 우위체제에서 향후에는 경제산업성이 FTA 대내정책을 주무하고 외무성은

대외 통상협상에 집중하는 협업구도로의 변화였다. 이는 WTO 다자주의에서 FTA

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 및 지역주의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정치외교

부문의 역할보다는 경제부문의 신업 별 영역에서의 세밀한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정도는 여전히 4성 각 부처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처 간 갈등이 되는 정책을 조정하

는 수준에서의 변화에 그쳤다. 이러한 면에서 4성 체제는 강력하고 신속한 무역 자

유화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힘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였다.

역할과 기능의 조정에 있어 4성 체제의 특징적인 변화들은 첫째, 통상산업성이

경제산업성으로 개편 된 이후 FTA 정책을 주도하는 주무부처로 전면에 나서기 시

작했다는 점 둘째, 외무성이 무역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1990년대까지 통상산업성

과 대립하던 입장에서 고이즈미 정부 들어 경제산업성에게 제한적이나마 유화적

입장을 보이면서 주도권을 넘겨주고 대외 통상협상에 집중하기 시작한 점159) 셋째,

농림수산성이 무역 자유화에 대해 과거 경제산업성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입장에서

점차 벗어나 약화된 영향력을 인정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농수산업계의 이익을

제도적 틀 내에서 확보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의 선회를 도모하기 시작하면서 이

를 위한 부처 간 정책조정과정에서의 의사소통 통로 확보차원에서 4성 체제에 참

여하기 시작한 점 넷째, 재무성이 수상직속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고

이즈미 수상의 FTA 정책추진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인 점 등이다.160)

158) 고이즈미 내각에서 진행 중이던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등과의 FTA 협상

에서 4성 체제 하 부처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関沢洋一, 2008: 81; Mulgan, 2005; 이승주,

2009: 85). 특히 멕시코와의 협상타결 실패는 고이즈미 수상의 개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

다. 개입의 방향은 정책조정 기구 설치(FTA관계성청연락회의(2003. 12.) 및 경제연휴촉진관계

각료회의(2004. 3.) 설치)와 내각관방의 위상강화 등 하향적 정책결정체제 도입이었다 (淸水眞

人, 2005; 太田弘子, 2006; 竹中治堅, 2006; Shinoda, 2007; Mulgan,, 2013). 
159) 일본정부 내 무역정책을 둘러싼 통상산업성과 외무성 간 최초 갈등은 1989년 출범한 APEC

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다 (Fubayashi, 1995; Terada, 1999; Krauss, 2000: 479-480).

160) 경제산업성은 통상산업성 막바지 시기인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FTA에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이승주, 2009: 78). 1998년 FTA에 대해 통상정책국이 주무를 맡으면서 비로소 부처

소속 관료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가 이루어졌다 (통상산업성, 1999; Masaru, 2003: 107; 이승주,

ibid.). 외무성은 전통적으로 WTO중심의 다자주의을 옹호해 왔기에 지역주의 특혜무역협정에

비판적인 태도였다. 농림수산성은 무역자유화는 WTO 다자주의 틀 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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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정부 부처들 중에서 FTA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것은 경제산업성

이었다 (이승주, 2010: 114).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은 전후 미국 주도의

GATT/WTO 다자주의 질서 속에서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통

해 일본 경제와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Johnson, 1982;

Vogel, 1996).161) 그러나 통상산업성이 처음부터 FTA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

었다. 그 이유는 관할업무의 속성 상 통상산업성이 무역과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

고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산업정책을 우선 중심으로 놓고 무역정책의 문제를 접

근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까지만 해도 통상백서에서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가 원산지 규정 등을 통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 데에서

도 초기 FTA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확인된다 (通商産業省, 1998).

4성 체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FTA 정책이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일

차적으로 통상산업성이 1998년 후반부터 산하 통상정책국을 중심으로 FTA에 대

한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면서부터이다. 이후 통상산업성은 2001년 정부조직개편으

로 경제산업성으로 개편되면서 그 과정에서 소속 통상관료들의 인식이 FTA에 대

해 점차 우호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162) 또한 산업계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

는 경제산업성이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재계의 FTA 체결에 대한 적극적

인 요구를 수용하고 외무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 관계 부처들에 대해 FTA 중

심의 무역자유화를 촉구함으로써 FTA 정책의 선도 부처로서 새롭게 조직의 역할

과 위상정립을 시도하면서부터이다 (Masaru, 2003; 이승주, 2009: 78).

한편 대외 통상교섭에서 교섭수석대표를 맡는 외무성도 FTA 협상이 증가하

면서 대세적 흐름인 FTA와 지역주의 확산을 수용했다. 동시에 자체 조직의 위

상 강화를 위해 경제산업성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163) 외무성 입장에서는

장을 견지하며 FTA에 가장 반대가 심한 입장이었다. 실제 한때는 FTA 교섭단에 참여를 거부

하기도 했었다. 재무성은 예산문제가 쟁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었다. (이승주, ibid.: 79-80).

161) 통상산업성(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은 1949년 창설되어 2001년 1월 모

리 정권에서 경제산업성(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으로 개편되었다 (日本經濟

産業省). 일본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발전국가론과 시장경제중시론이 대립하고 있다 (Patrick, 1977;

Johnson, 1982; Zysman, 1983; Vogel, 1996).

162) 통상백서(1999)에서 FTA가 국제 무역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이승주, ibid.: 78)

163)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놓고 외무성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무대신은 “WTO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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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측면도 중요했지만 그 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

하고 한국, ASEAN, 대양주 국가 등 역내 주요국들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재

정립하는 데에 FTA 정책을 유용한 전략적 매개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컸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Dent, 2006; 일본외무성관계자인터뷰, 2014. 11. 7).

농림수산성은 여전히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FTA가 거

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자, 기왕의 제도화 된 틀 속에서 자기 부처와 관련 산업

계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4성 체제로의 참여를 수용하였다.164)

그러나 위와 같은 고이즈미 수상의 정부부처들에 대한 정책변화 요구와 적극

적 개입을 통한 개혁 견인시도에도 불구하고 4성 체제 하 개별 부처들은 여전히

각기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책방향 속에서 FTA 정책에 대응했다.165) 이는

각 부처가 자기 부처의 소관분야에서 전권을 가지다시피 한 상태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 조직운영 등을 하는 4성 체제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대외

통상교섭에 임할 시에도 4성은 비록 수석대표는 외무성 경제담당심의관이 맡지

만, 각 성의 심의관들이 공동의장을 맡고 소속 부처 수장의 직접지시와 훈령을

받아 협상에 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약 속에서나마 고이즈미

정부 들어 본격 제도화 된 4성 체제는 FTA 정책과 통상행정체계에서의 운영효

율화 제고를 위한 기본 틀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4성 체제라는 제도변화 시도는 무역정책의 영역 별 주무권한이 부처

별로 분산되어 있고 조직 간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적인 구도로 형성되어 있음

통상정책이 중요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통상산업성과 대립하였다. 이는 전 수상

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대신이 일·싱가포르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WTO의 새

로운 라운드에 신경 쓰지 말고 (일·싱가포르 EPA) 공동연구를 시작하여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하면서 고노 외무대신을 설득함으로 가능하였다고 한다. 고노 외무대신은 자민당 내

에서 같은 파벌에 속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미야자와 재무대신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

어 일·싱가포르 EPA 공동연구 개시를 승인하였다 (김ゼンマ, 2008; 戸田卓志, 2013).

164) 이 시기 농림수산성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였다. 무엇보다도 일본 농수산업의 경

제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조류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부처와 산업계 이익집단 등이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나 저항보다는 현

실적인 타협과 타개책 마련 차원에서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이해관계를 표출하려는 입장으로 선

회했다. 농림수산성이 2004년 11월 식량수입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방어적 EPA 추진정책을

발표한 것이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승주, ibid.: 80; 아사히신문, 2004. 11. 14).

165) 4성은 개별적 차원에서 FTA 추진체계의 제도화에 착수했다 (일본경제신문 2003.11.13.). 외무성

은 2002년 11월 경제국 내에 경제연휴과를 설치한 이래 FTA 협상담당 인원을 90명까지 증원했

고, 경제산업성은 2003년 10월 자유무역협정 태스크포스본부(自由貿易協定タスクフォース本部)를

설치했다 (Pekkanen, Solis, and Katad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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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정책갈등 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부처

간 정책조정 체계를 수상관저 중심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체계로 변화시켜 보려

는 시도에 그쳤을 뿐, 무역정책과 통상행정체계 전체를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신설 등으로까지 제도개선이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라기보

다는 기존 제도적 구조의 틀 내에서의 연장 내지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라 할

수 있다 (Mulgan, 2002 and 2013; 이승주, 2009: 88).

한편 고이즈미 내각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과정에 대한 변화 시도는 위와

같은 제도적 차원 외에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도 함

께 수반했다. 대외환경 변화와 2000년 초 일본정부의 관료제 개혁 시도는 일본

통상관료들의 기존 정책이념과 4성을 필두로 한 통상관련 정부조직들의 조직이

익 추구행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비교적 뚜렷한 모습의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

적인 변화의 모습으로는 일본 통상관료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정책이념이 과

거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서 소극적이지만 발전국가적 자유주의로 점차 전환

됨으로써 일본 무역정책이 과거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지역주의(emulative

regionalism) 정책대응 중심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경쟁적인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Solis, Stallings and

Katada, 2009; Solis, 2009; Koo, 2009). 즉 4성체제의 변화와 수상관저의 정치적

개입 확대는 일본 통상관료들의 인식과 태도가 과거 소관업무와 소속부처 이익

추구 중심의 경직된 성향에서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나마 관련부처 간 협력을 통

한 FTA 추진확대 쪽으로 변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연해진 모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주한일본대사관경제통상관료인터뷰, 2014. 12. 5).166)

또 경제산업성, 외무성, 재무성은 물론 심지어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농림수산

성과 같은 통상조직들 내에도 국제부167)와 같은 FTA 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되는

등 부처 별 통상조직의 구조변화와 함께 조직이익 추구행태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166)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 파견 주한·일본대사관 경제통상 분야 관료에 대한 인터뷰를 통

해 봤을 때 일본정부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부처이익 추구 자제와 일부 산업의 개방을 통

한 피해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석빈, 2014).

167) 농림수산성내 EPA 담당조직은국제부로WTO, EPA, FTA 등을담당한다 (農林水産省国際部の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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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한국의 대내 정치협상 게임

한 일 간 FTA협상 중단에는 여러 정치 경제 역사적 원인들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168) 그러나 국가들끼리 무역협상을 하는 본연의 목적이 협정체결을 통

한 경제적 상호 이익추구라고 볼 때, 흔히들 앞에서 들고 있는 정치 경제 역사적

원인들만으로 협상중단 원인 모두를 설명했다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너무 높은 수

준의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어서 원인분석에 있어 보다 본질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는 그 속성상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의 상호작용이 상시화 되어 있는 장이기에, 이슈들이 한편으로는

중층적으로 엮여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절화 된 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간에는 국익을 둘러싸고 협상력 증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슈연계(issue-linkage)를 통해 때로는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쟁점이 되

는 이슈를 분리하여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등 다양한 현상이 일상적

으로발생한다 (Winham, 1986; 최병선, 1995, 1999; Koo, 2005; Aggarwal, 2013).169)

따라서한일 FTA 협상도쟁점과관련해서는순수 경제부문 내에서의 원인들이 주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경제역사 등 부문간(cross-sector) 이슈연계에 의

한 중단 원인도 있는 등 대내외 양 수준에 걸친 영역 간(cross-domain) 이슈연계

168) 한 일 간 정치적, 역사적인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요인들

이 양국의 FTA 협상 중단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협상 본연의 내용에서 원인을 찾

기보다는 주변 외부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지나친 환경결정론적 시각이다. 왜냐하면 제 6차 협상

이 끝나고 개최된 2004년 12월 17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005년 내 FTA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2004. 12. 17). 한

덕수 경제부총리도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 FTA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

융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순수한 경제적 고려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독도문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현재 한·일 FTA협상이 진척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농업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 때

문이며 일본의 농업개방안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2005. 3. 19).

169) 국제정치경제에서의 이슈(Issue)란 흔히 ‘협상 의제에 등장하는 개별적 항목들(Issues are

separate items that appear on the agenda of negotiators)’로 정의된다. 이슈연계는 한 국가가

무역협정 체결협상 시 협정체결의 목적에 따라 취하고 있는 전략적 입장(선호)을 어떻게 연계

하여 상대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선택이다(김정수,

1996) 이슈 연계는 해당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협상환경에 따라 당사국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결

과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슈들은 개별 분야(sector)와 영역(domain)별로 세분화 되는 데, 먼저

분야(sector)에는 ① 정치·안보, ② 경제·산업, ③ 사회·문화적 범주 내 세부 분야들이 있고, 영

역(domain)은 ① 대내적 영역 및 ② 대외적 영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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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김정수, 1996b: 59-6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역 간 이

슈를 연계 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바로 각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제도 속에서 국가이익, 조직이익, 그리고 개

인이익을 위해 정치 및 정책행위를 하는 통상관료들이다. 이는 해당 분야 정책을 결

정하는 주요 행위주체가 관료라는 점에서 어느 나라의 경우나 마찬가지다.170) 이들

통상관료는 국가 내에서 주어진 제도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또는 제약(mandate or

constraint) 속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 여백(slack)으로 활용가능

한 제도적 재량권(institutional autonomy)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외국과의 통상협

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결정하는 정책행위자들이다.

1. 통상교섭본부와 조직 수장의 대내 정치협상

1) 통상관료 개인이익의 조직이익으로의 전환 메커니즘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개 행정부에 걸쳐 존속했던 통상교섭본부 15

년 동안 5명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직을 이끌었다. 이들은 한국의 대외경제정

책 중 무역정책 분야에서 정치경제적 국가이익 실현을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지휘하고, FTA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부 내 이해관계 정책부처들과 대내적으

로는 정치적 흥정을, 대외적으로는 외국과 통상교섭을 총괄 조정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했다. 더불어 통상교섭본부를 대표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목표

달성과 조직이익 구현을 위해, 그리고 각자가 개체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

진 통상관료 개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이익의 실현을 위해 조직

대내외 수준에서의 정치협상 게임을 해 온 이들이다.

통상교섭본부장도 다른 모든 정부부처의 대표들처럼 조직 수장으로서의 정체

성과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먼저 통상교

섭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라는 조직의 대표이기에 조직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

나지 못한다.171)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의 정책이 채택되게 만듦으로

170) 물론 집권자와 입법부 내 관련 행위자들도 공식적 참여자들이다. 이들 간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117 -

소속 행정부 대수 성명 임기 주요 경력
국민의정부 제 1대 한덕수 1998. 3.-2001. 2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미국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제 2대 황두연 2001. 2-2004. 7 상공부 상역국장, 중소기업 

국장, 코트라 사장
참여정부 제 3대 김현종 2004. 7-2007. 8 WTO법률국부국장(P5), 통상

교섭조정관
참여정부/이명박 정부 제 4대 김종훈 2007. 8-2012. 1 통상교섭본부지역통상국장, 

주 APEC대사
이명박 정부 제 5대 박태호 2012. 1-2013. 3 무역위원회위원장, 한국국제

통상학회장

써 인력과 예산, 업무 관할권 등 소위 조직목표와 핵심이익을 증진시킬 임무를

띤 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표 14> 역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

자료: 국회, 외교부, WTO, 서울대학교, 위키피디아 등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직 내 정보라인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조직의 목표

와 조직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 내에 형성되어 있는 루틴을 통해

마련된 정책대안을 가지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같은 여러 정책 이해관계부처

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가한다. 그가 조직의 수장으

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목표의 달성이라는 조직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

(김태현, ibid.: 10-11). 그러나 조직목표와 이익의 실현이 그가 가진 정체성의

전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직대표로서의 정체성 외에

다른 한편 개인으로서의 개체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조직이

익 외에 개인이익도 가지고 있음이다. 이에 동일한 조직의 수장일지라도 사람

이 누구이냐에 따라 해당 조직의 정책에 대한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172)

정부조직 내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한 앨리슨 외(1999)의 정부정치 모델

에 따르면 조직의 수장은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타 부처의 수장들과 경쟁적 협상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player)이다. 그 게임의 이름은 정치(politics)이다. 소속

조직의 이익에 유리하게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흥정

171)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가 속한 자리에 달려있다(where you stand depends on where you

sit)는 말이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72) 같은 통상교섭본부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정책이념이) 다르면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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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bargaining)은 위계질서로 구조화 된 정부라는 암흑상자 내에 포진해 있

는 정책행위자들 사이에서 전개된다. 정부정치 모델은 이 정치적 흥정게임의 결과

인 정부정책을 조직의 루틴에 의한 기계적 산출이 아닌 정책행위자(관료)들 간의

흥정게임 결과(results of bargaining games)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종 정책결과

는 상호 경쟁하는 조직대표들의 선호와 조직 이해관계에 바탕 한 갈등작용이 만

들어낸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하나의 이슈에 국한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부 문제들에 걸쳐 여러 차례의 반복적인 게임을 통해 결정

되게 된다. 정부의 무역정책 결정도 이러한 정치적 흥정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FTA 정책과 외국과의 통상협상전략 결정에 있어서의 각

정부부처들 간 상호 정치적 흥정게임도 여러 부처의 조직대표이자 동시에 개인

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각 부처 수장들이 벌이는 정치협상게임이다.173)

이처럼 정부조직의 수장이 갖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개 행정부에 걸쳐 한국의 무역정책을 주무했던 통상교섭본부의 수장

들도 조직대표로서의 정체성과 관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채

FTA와 관련한 대내외 정치협상에서 국가이익, 조직이익 그리고 개인이익을

추구해 왔다. 물론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의 이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

이익과 조직이익 실현이라는 명분 속에 감추어진 채로 부수적이고 은밀히 추

구되는 모습을 띨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첫째, 한국의 무역정책과 통상교섭을 총괄 조정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이자 소속 통상관료들 전체의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갖는 개인의 정책이

념과 이해관계는 어떠한 메커니즘 속 작동원리를 통해 조직의 이해관계 즉 조직

이익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인가. 둘째,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전체 통상관료들

의 개인 별 이익과 통상교섭본부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조직이익은 상호 어떠한

제도적 작동원리를 통해 종국적으로 국가이익과 연관되어 표출되어지는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관료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정부조직은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책행위를 한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이면에는 관료 개인의 이익이 조직의 이

익과 상호 연계 및 조화된 상태로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에 있어 관료의 정책에 대한 이념과 이해관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여느 국가들과

173) 또 FTA를 다양한 조건을 갖춘 여러 외국들과 체결협상을 하게 됨에 따라 각 FTA 협상

마다 대통령과 각 정부부처의 수장들은 다양한 이슈에 걸쳐 반복적인 게임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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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정책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의 최고위

직 관료인 통상교섭본부장의 정책이념이 무역정책 결정과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174) 통상교섭본부장의 정책이념은 무역

정책에 대한 그 자신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의 이익추구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지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North, 1981; Goldstein, 1988: 182).175) 통상교섭본

부장이 가진 정책이념은 개인차원을 넘어 통상관료들 개개인의 정책이념에 대해

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료제라는 위계질서 구조 상 하의상달식 정책 기

획 및 제안과정인 품의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최종결심을

받을 때까지 반복적인 보고를 해야만 하고, 결국엔 조직 수장의 정책이념에 부합

하는 행동과 태도를 체화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정길 외, ibid.: 446-448).

조직 내에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하위조직 전체로 확산되면서 해당 조직

의 기존 조직문화의 깊은 수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조직문화 자체가 조직

의 수장이 가진 정책이념과 그 정책이념으로부터 나온 정책을 구현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점차 변하게 된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는 조직문화가 바뀌게 되고, 조직

의 루틴까지도 변할 수 있음이다 (Allison et al., ibid.: 153-155; Lundberg, 1985: 183).

FTA로 대별되는 한국 통상교섭본부 15년 동안 통상교섭본부장들의 정책이

념176)은 그들 각자가 가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조직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이라

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졌었다. 결과적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의 정책이념은 개인이

174)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개인 외에도 통상교섭본부 내에 하위 조직별로 다수의 통상관료들이

있다. 이들 관료 개개인들도 자기 나름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책이념은 개인 스스로가 형성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조직의 수장과 소속 하위조직의 리더

들의 정책이념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관료제가 가진 위계질서구조에서 나타나

는 일이며 어떤 면에서는 모든 형태의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

개인의 통상관료 모두의 정책이념을 변수로 놓고 정책이념이 무역정책과 무역정책 제도에 미

치는 영향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을 논할 때 통

상관료란 조직의 수장을 주로 의미하며 제한적인 수준에서 교섭수석대표 또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관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175) “Ideologies are intellectual efforts to rationalize the behavioral patterns of individuals and

groups.” (North, 1981: 48).

176) 통상교섭본부 존속 기간 재임했던 5명의 통상교섭본부장 각자는 물론 저마다의 개인적 정책이념

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개인이 가진 정책이념의 구체적 내용을 세세히 알 수는 없고,

또 각자의 신념체계가 서로 다를 것임에 따라 그 밀도와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할지라도 무역자유화라는 큰 틀의 사상적 지향(ideological orientation)에 있어서만큼은 이들

모두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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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과 조직이익의 동시 추구와 맞물린 전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

료의 개인이익이 조직이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그림 14>과 같다.

<그림 14> 관료의 정책이념이 조직이익 및 국가이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위 그림에서 보듯 통상교섭본부장과 예하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각자의

개체적 정체성에 바탕 해 개인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조직대표와 구성원으로

서의 정체성을 매개로 조직이익을 추구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직대표로서

갖는 정체성에 바탕 해 자신의 정책이념을 조직이익을 명분삼아 외부로 표출

한다. 그와 동시에 드러나지 않는 개인이익도 그 속에 내재화 해 추구한다. 이

때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익 추구의 근저에는 조직구성원들 개개인의 정책이념이

각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직이익을 개인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순응(compliance)

의 과정과 조직의 표준운영절차인 품의과정을 통해 총합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이처럼 관료 개인의 이념에 바탕 한 개인이익이 조직이익으로 전환되는 전

환메커니즘을 통해 통상교섭본부(장)는 한국의 무역정책 제도 속에서 외국과

FTA를 추진해 왔다. 더불어 FTA를 통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집권자, 타 정부부처, 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흥정인 정부정치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 통상교섭본부라는 조직과

통상교섭본부장 자신과 소속 관료들 개인의 이익을 내재화시켜 함께 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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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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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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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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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 결과 FTA 정책 추진과 더불어 조직측면에서는 3개 행정부에 걸쳐

조직의 장기 존속이 가능했었고, 조직의 위상도 제고 강화되었으며 조직의 인

적, 물적 규모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조직이익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 소속 관료들 개개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정량적으로 일

일이 산출할 수는 없지만, 조직의 존속 및 성장과 더불어 개개 관료들의 승진

및 조직이동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의 확대 등 통상관료들 개인의 이익도 함께

실현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즉 외교통상부 전체 부처 및 통상교섭본부 자체의

조직위상이 제고되고, 또 조직규모도 커짐으로써 과거 외교통상부 내에 경제·

통상부문 조직의 위상이 정무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있었던 것

에 비해 통상교섭본부체제 들어 점차 대등한 정도로 제고되었다는 대내외 평

가를 받게 되었다. 이는 경제·통상부문 소속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

처 내 경제·통상부문의 역할비중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177)

그렇다면 지난 약 15년 동안 발전국가적 자유주의를 조직차원의 공유된 정

책이념으로 발전, 정착시킨 통상교섭본부(장)는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

어 정책결정구조 내에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타 정부부처들(부처 수장),

FTA 정책 추진에 있어 지지를 획득해야 할 대상인 대통령, 행정부의 FTA

추진에 대해 견제하려는 국회 등 정부 안팎의 다양한 공식 또는 비공식 참여

기관(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치적 흥정게임을 벌임으로써 통상교섭본

부의 조직이익과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예하 통상관료들의 개인이익을 증대시

킬 수 있었는가. 이하에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통상교섭본부의 對 이해관계 부처 정부정치

참여정부의 무역정책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은 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었지만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전체분야 중 무역정책과 통상교섭이라는

특정 영역을 실질적으로 주무하는 부처는 통상교섭본부였다. 통상교섭본부는

177) 조직의 생리 상 조직규모의 확대는 개인이익 측면에서 볼 때 승진기회, 경력개발 기회 등 여

러 형태의 이익으로 나타난다. 실제 통상교섭본부의 조직하위 부서가 세분화 되면서 이전보다

많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수도 최초 신설당시 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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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외경제정책결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정책을

입안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통상행정체계 내에서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총괄 조

정하는 주무조직이었다. 그리고 조직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통상

장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정부대표 자격을 가지며, FTA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FTA 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178)

2003년 12월부터 이듬 해 11월까지의 한·일 FTA 협상 당시 정부조직법 상

통상교섭본부는 FTA 등 무역정책과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총괄 조정하는 주무

부처였다 (정부조직법, 2004).179)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부의되는 FTA관련 정책

들은 통상교섭본부가 주체가 되어 사전에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유관부처와

쟁점에 대한 정책조정(coordination)을 거쳐 올라오게 되어 있었다. 부의된 정책

과 협상전략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재차 조정을 하게 된다. 즉 통상교섭본부

는 대외경제장관회의라는 공식적인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관련 이해관계 부처들

과 반복적인 대내 정치협상 게임을 하게 되는 위치에 있었다. 이처럼 참여정부

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통상행정체계는 다음 <그림 15>에서처럼 통상교섭본부

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178) 통상교섭본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실제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정진영, ibid.: 366-367). 이러한 주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

로는 장관급이지만 대내적으로 차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사이에 위치해 있고, 주요 통상정책의 결

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나 주요 경제부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

부의 핵심적인 국정목표가 통상국가 건립에 있지 않는 한 통상교섭본부장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통상대표

의 비중이 통상대표부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참

여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중부여와 실제 한 미, 한 EU FTA 체결 및 한 중 FTA에 대한 중

국과의 최초 논의 등 정책집행의 내용을 간과했음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FTA 중심 대외경

제정책에 대한 추진의지, 참여정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했던 역할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들

(황두연, 김현종, 김종훈)이 행정부 각 부처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취해온 행태와 관계설정을

볼 때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힘들다. 실제 참여정부가 2005년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4대 목표

중 하나로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동시다

발적 FTA추진’이라는 국정목표를 분명히 했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전 세계적인 신자

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확산 속에서 FTA 정책에 대한 집권자의 강한 후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미국과 한국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양국이 가진 국제정치경제 질서에서의 위상과 경

제적 조건 상 무리한 비교다.

179) 정부조직법 제 30조 제 ①항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

②항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법률 제 7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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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 추진기구

주: : 보고 계선, : 상호 협의 : 간접 협의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정진영(2006) 외

한 일 FTA 첫 협상이 개시된 2003년 12월을 전후로 한 통상교섭본부 안팎의

분위기는 서로 달랐다. 통상교섭본부 외부에서는 대통령의 일본과의 FTA 필요성

언급, 제조업 중심 산업계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 표명, 언론이

바라보는 양국 간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에 대한 호의적 기대180) 등 한 일 FTA를

매개로 여러 차원에서의 양국 간 관계개선과 상호 국익실현을 기대하는 분위기였

180)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자의 위치에서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형식상 대외적으로 한·일 FTA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2003년 6월 일본을 국빈 방문 한 노무

현 대통령은 한 일 간 FTA체결 문제와 관련,“FTA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정부 간 교섭단계로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그해 10월 방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

나 2005년 FTA체결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경제, 2003. 6. 8, YTN, 2003. 10. 20). 한국 재계도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방일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일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정부 간 교섭을 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 5단체장

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일본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양국 정상에게 전달한 결의문에서 “한국

의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구상과 일본의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상은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한

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상들은 포괄적인 한 일 FTA의 조기체결을 향한 정부 간 교

섭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개시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머니투

데이, 2003. 6. 8). 그러나 이후 한국의 현대자동차 간부는 2004년 6월 제 4차 협상에 참여한 야

마모토(山本) 주한·일본공사에게 현대차가 도요타차에 비해 10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나기에 최

소 10년 정도의 자유화 예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하게 된다 (山本, 2008).

대외경제장관회의

FTA 추진위원회

FTA 실무추진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민간자문회의

자유무역협정국

 FTA 정책과
 FTA 상품교섭과
 FTA 서비스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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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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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와 달리 통상교섭본부 내부 조직분위기는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

해 비판적 관점에서의 중립성을 띠고 있었다.181) 제 1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 교

섭수석대표를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은 한·일 FTA 협상이 김대중 정부 시

절부터 5년 간 공동연구를 통해 출범시키기로 했던 것이었기에, 협상 개시는 하

되 참여정부의 첫 FTA를 일본과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책 전략적 차

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김현종, ibid.: 307-309).182)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교섭을 총괄 조정하는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 내에서 본부장

다음의 차순위급 관료인 통상교섭조정관이자 협상의 수석대표가 이와 같은 전략

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일 FTA 협상의 전개가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방증한다.183)

한편 김대중 정부 내내 양국이 FTA 체결의 기대효과에 대해 공동연구를

181) 협상 개시 3개월 전인 2003년 9월 30일에 열린 한 일 FTA 세미나에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산업구조도 유사하며 다자협상 무대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FTA를 체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전

제로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단서를 달았다. “한·일 양국 간 교역 관계에는 오랜 동안 불균형이 존

재했고, 더구나 그 불균형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라서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며, FTA 체결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가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의 완화,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촉진, 기술이전 및 투

자 증가 등을 위한 산업협력 분위기 조성을 구체적인 과제로 거론했다 (戸田卓志, ibid.: 74).

182) “2003년 조정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한·일 FTA 협상 출범은 전 정권에서 이미 발표하여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중략) 대일 무역적자가 260억 달러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왜 한·일 FTA

를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략) 국내에는 한·일 FTA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

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략) 5년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

느 수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또 지정학적 요소와 양국의 역사를 감

안할 때 첫 FTA를 일본과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김현종, ibid.).

183)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의 통상교섭본부장 임기 막바지인 2007년 7월에 했던 언론인터뷰에서

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있던

3년 1개월(통상교섭조정관으로 재임했던 2003년 5월부터로 기산하면 4년 3개월)의 임기 중 일본과의

협상쟁점들이 해소되기 어려워지면서 FTA 체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김현종 본부장은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한 한·미 FTA 협상결과와 활용방안’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일 FTA 협상중단에 대해) 일본은 우리가 가장 많은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인

데 일본이 의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중단시켰다“면서 ”부품·소재 분야의 예상 피해규

모도 큰데 이에 대비하지 않은 채 협상을 출범시킨 것도 무책임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2007. 7. 10).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3년 1개월이란 장관임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긴

재임 기간이다. 1948∼2013년까지 한국 중앙부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3.84개월 이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5.89 개월) (성시영, 2014). 김 전 본부장의 재임기간은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전체 임기의

중심기간 동안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시기였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대

한상의 초청강연회에서 ”한·일 FTA를 맺으려면 교역 및 해외시장 확보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하는

데 현재로써는 양국 간 FTA 체결 효과가 양측 기대에 부응할 만큼일지 불투명하며 대일교역 적자 증

가가 예상됨에 따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200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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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고는 하나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 한국정부의 일본경제와 시장에 대

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 관련 정부부처들 간 향후 본격적인 FTA 협상에 대비

한 정책방향의 조정 등에 있어서도 행정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협상이 준비되

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볼 때 참여정부 초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한 무역정책 기조는 전임 국민의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

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렇다고 참여정부만의 새로운 대일 FTA 정책기조가 명

확하게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통상교섭본부관료인터

뷰, 2013. 12. 4). 이는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정부 출범 후 상당 기간

동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일 FTA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등 대응 움직임

등이 탐지되지 않았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록, 2004).

참여정부 초기에 FTA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현상은 비단 한 일 FTA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참여정부 출

범 직후 한국정부 FTA 정책 전반에 걸쳐 노정되어 있는 문제였다.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제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참

여정부의 총 12대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설정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

설’이라는 추진과제의 구성내용들 중 하나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한 한

중 일 간 FTA 체결’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제16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

2003: 257).184)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게는 정부출범 전에 주어진 두세 달

동안의 짧은 활동기간 동안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정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통일 외교 안보분과위원회가 참여정부의

FTA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은 수준에서의 과제와 논의를 모두 담아

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초기 FTA

정책과 관련한 정책 메시지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한 중 일 FTA 필요성

에 대한 언급정도에서 그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 전에

FTA 정책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책방향과 통상협상 전략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을 완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185)

184) 제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원장 임채정)는 총 6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외교통일안보/

정무/경제1/경제2/사회문화여성)로 구성되었다. 인수위 최종보고서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총 561페이지 분량이다.

185) 김대중 정부 출범 시부터 칠레와의 FTA를 통해 개시한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한 차기 행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한 연속성과 관심도 측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까지만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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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8월 서둘러 ‘FTA 추진 로드맵’을 수

립했고, 여기에 중장기 과제로 일본,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상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04년 4월 로드맵을 보완하고, 그

해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 제정을 통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추진 기구설립 및 업무절차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비로소 FTA 정책의 초기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186)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한 일 FTA 협

상이 개시될 당시 참여정부의 대일 무역정책기조와 FTA 통상교섭전략 대응

준비는 미흡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는 한 일 FTA 협상과정에서 외교통상부 내

부 조직과 부처 바깥 단의 정부부처들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외교통상부 내부 조직들 간에도 각기 하위조직들 간에 조직이익 추구를 위한

갈등이 있었음이며, 통상교섭본부와 외부 이해관계 정부부처들 간에는 부성할

거주의에 따른 부처들 간 갈등이 있었음이다.

통상교섭본부가 처한 갈등유형 중 첫 번째 경우는 내부 조직과의 갈등이었다.

이는 외교통상부 내부 정무부문 조직인 아시아·태평양국과의 갈등이었다. 아·태국

은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서 한·일 FTA를 높은 수준에서 가능한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리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가 취한 입장은 달랐다. 당시 통상교섭조정관이자 한 일 FTA 교섭수석대표를 맡고

있었던 김현종 조정관은 아·태국이 정책조정관이자 교섭수석대표인 자신에게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 보고가 올라간 것에 대해 FTA 정책 주무조직의 실무책임자로서

수용하기 힘든 사안이며, 정무외교 부문에서 무역정책 주무조직인 통상교섭본부 업

라도 FTA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은 미처 정립되어 있지 못했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상황설명일 것으로 본다. 본격적인 FTA 정책과 전략은 정권 출범 해 9월에 준비하기 시작하

여 2004년 5월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른바 동시다발적 전략에 기초한 ‘FTA 로드맵’에서

라고 본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의 책에서 노 대통령에게 동시다발적 FTA관련 보

고를 한 시점이 2003년 8월이라고 했다. 이는 공식보고서 형태가 아닌 초안 수준이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김현종, ibid.: 40). 이후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대통령훈령)’ 등

이 참여정부의 FTA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186) 노무현 정부는 정부, 학계, 경제계 간 정책협의기구로 ‘FTA 추진위원회를 구성, 2003년 8월

27일 ’FTA 추진 로드맵‘을 1차 검토했고, 2004년 5월 보완을 거쳤다. 이후 2004년 6월 대통령훈

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을 통해 추진기구 설립과 협상 단계별 업무를 제시했다. 이

어 ’2005년 3월 대통령 보고를 통해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차원에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3. 8. 27.; 정진영, 200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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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해 부적절한 간섭을 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가졌다(김현종, ibid.: 320).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아·태국이 갖는 일본과의 정치외교 전략차원의 이해관

계를 고려할 때, FTA 체결 필요성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부처 내 경제통상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조직 내 업무관할권 우선순위가

통상교섭본부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조직행태 모델 관점에서 볼 때 통상교

섭본부라는 조직이 가진 핵심목표이자 조직의 이해관계가 FTA 체결을 통한 국가

경제적 실익확보를 통해 그 성과를 통상교섭본부의 성과로 확인받는 것이 조직인

통상교섭본부의 우선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이 같

은 외교통상부 내 하위조직들 간 갈등의 본질은 부처 내 조직들 간에 한·일 FTA

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직이해관계 측면에서 서로 달랐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

이 사안을 대내적 정치협상게임 수준에서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을 둘러싼

조직 간 갈등과정으로 보고 이를 조직행태 모델로 설명하면, 정부정책은 정부

지도자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을 선택하고 그가 선택한 조직에게 어

떤 프로그램을 적용할지를 행정부 내 위계구조의 맨 꼭대기에서 선택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Allison et al. ibid.: 174). 외교통상부 제 1차관 산하 정무부문

조직인 아·태국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의 목표실현을 위해 조직 루틴인 표준행

동절차에 따라 대통령에게 한·일 FTA 조기체결 필요성 보고를 하는 것이 조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였다. 아·태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 속에서 일본이라는 정치외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더불어 이를 통해 아·태국 자체의 조직위상을 높이

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FTA 협정체결 여부에 대한 정책

적 판단은 주무조직인 통상교섭본부 자체의 이익에 기반하고, 조직의 표준운영

절차에 따라 국가이익과 조직이익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 간 정책조정을 해가면

서 실행해야 할 자기 전속적 관할업무였다. 그렇기에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아·태국의 대통령 보고 행태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적 국

익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조직이 자기조직의 소관업무에 간섭하

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Allison et al. ibid.: 169). 결국 조직행

태 모델 관점에서 볼 때 통상교섭본부와 아·태국의 각기 대통령을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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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전략적 정부정치 행위는 두 조직 모두에게 필요한 일임과 동시에 조직

이익과 관련한 조직행위의 루틴에 기반 해 볼 때 당연한 행위였다.187)

통상교섭본부가 처한 두 번째 갈등유형은 조직 바깥단의 이해관계 정부부처

들과의 갈등이었다. 조직행태 모델로 보면, 한 일 FTA를 둘러싼 조직이익 추

구행위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행위자들인 관계 부처들 간 갈등과

타협 즉 정치적 흥정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협상전략이 결정되는 정치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같이 정부 부처들 간 조직이익 추구 관점에서 볼 때, 한·

일 FTA와 관련한 대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부처 간 갈등은 통상교섭본부(장)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188)

첫째,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내 정치협

상을 살펴보면, 한·일 FTA 협상 당시 한국은 일본과의 농수산물 교역에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보이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농수산업계

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대외 무역협상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유리한 교역

조건을 갖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교역국이었다. 이에 양국 간 FTA 체결은 농

수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

반면 통상교섭본부(장)는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대일 농수산물 교역에

있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다. 더욱이 한국산 김, 다시마, 소라, 방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일본이 수입쿼터(IQ)를 장기간 설정해 수입물량에 제약을 가해오는 상황이

었고, 1999년 콜레라 발병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수입을 중단시킨 돼지고기 수입

을 재개하지 않는 등 일본 내 한국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들로 인해 일본시장

침투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부가가치 농수

산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 농수산물 대비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약해 양국

FTA가 체결되어도 대일 농수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었다.189) 더욱이 일본 측이 제시한 농수산물 시장개방의 최종 양허율이 56%

187) 조직의 루틴으로써 표준운영절차(SOP)가 없으면 조직 구성원 개인의 행동들 간에 조화가 어렵다

이 때문에 조직행태는 때로는 형식적이고, 느리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표준운영절차는 조직의 보상체계, 규범, 혹은 구성원들의 태도, 조직문화, 행동방식 등에 깊

이 자리하고 있다. 그 깊이가 깊을수록 루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Allison et al., ibid.: 169-170).

188) 당시 농림부장관은 허상만(재임 2003. 7∼2005. 1), 해양수산부장관은 장승우(재임 2003. 10∼

2005. 1), 산업자원부장관은 이희범(재임 2003. 12∼2006. 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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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자유화 폭이 제시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에

서는 한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약 260억 달러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큰 폭의 대

일 교역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양국 간 FTA를 체결할 유인을 갖지 못했다.1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일본시장의 수입관세율 인하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등 부처 간 이견은 좀처럼 좁히기 어려웠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는 자기 부처의 이익추구 입장에서, 통상교섭본부는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총량

적 실익차원에서 양국 간 FTA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일본정부가 쥐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농수산물 품목

대다수에 대해 한·일 국교회복 이후부터 수입쿼터(IQ) 할당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산업계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단순 관세율 인하보다

도 더 절실한 것이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한 쟁

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와 해양수산부(장관) 입장에서도 한·일 FTA가

무역 자유화라는 구색만 갖춘 협정이 될 뿐, 미래의 실질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예상

실익은 크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협상 체결을 무작

정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한국 내 쌀 소비량이 1998년 99.2kg

에서 2004년 80kg대로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품질의 일본산 쌀이 한국시장에

수입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쌀 시장 개방에 전통적으로 민감했던 쌀 농가 피해 발생

과 농민들의 극심한 시장개방 반대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등 농수산물 시장에

서의 비교우위 확보와 이익집단 반발 무마도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장)는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무

부처로서, 주어진 제도 내에서 활용가능한 제도적 재량권에 기반 해 농림부(장관)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적 흥정을 시도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일본이 제시하는 농

수산물 시장개방 양허율이 60%에도 못 미쳐 90%를 초과하는 양허율을 제시한 한

국보다 매우 낮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분야에서 진전된 상황전개가 없을 경우 농수

189) 김의 경우 일본은 한·일 수교 당시 240만 속(束, 1속=100장)으로 설정한 수입쿼타를 양국

FTA 교섭 당시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2003년 당시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서 구입해 가

는 김 물량만 해도 350만 속에 달했었다.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돼지고

기 수출액은 당시 약 3억 3천 만 달러 규모였다.

190) 2003년 당시 대일 무역적자는 약 190억 달러 수준이었다.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적자규모는 2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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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협상타결 시

도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양 부처에 표명했다. 농수산물 수출에 있어 수출증

가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는 통상교섭본부(장)

의 주장에 대해 농림부(장관)와 해양수산부(장관)는 적극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

다. 이후 통상교섭본부(장)는 주어진 제도적 권한 내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해관계부처 조직 수장을 대상으로 한·일 FTA체결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기대효과 불투명성과 전체 경제적 이익차원에서의 불리함에 대

한 설득에 돌입했다 (전통상교섭본부 한·일FTA협상참여관료인터뷰, 2013. 12. 9).

<그림 16> 대일 무역수지 적자 추이(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 결과 초기엔 주장을 굽히지 않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양 부처가 최종적으로

는 양국 간 FTA가 전체 국민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 자기 개별 부처차원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게 됨을 인정하고 양국

간 협상타결에 대해 이전보다는 미온적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해관계 정부부처들 간 더 이상의 갈등심화 없이 통상교섭본부(장)가 전략적으로 귀

결시키고자 하는 FTA 협상 중단으로의 선택을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양 부처가

수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통상교섭본부(장)는 주어진 무역정책 제도 내에서 주무부

처에게 허용된 제도적 재량권(slack)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타 부처들과의

정치협상게임에서 이를 협상 중단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유효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김대중 정부 이래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추진되어 온 한·일 FTA에 대한 기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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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 정책기조를 변경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통상교섭본부와 한국정부 내 여타 이해관계 정부부처 간에 갈등만 있었

던 것은 아니었다.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 간에는 초기엔 갈등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협력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일 FTA는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우려되는 협상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

과 대부분의 수출제조업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대일 경쟁력이 취약해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일 역조의 폭

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말 대일 무역적자 약 190억

달러 중 약 60% 이상이 부품·소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초 한·일 양국 간 협상 초기 한국 산업계와 산업자원부는 위와 같은 피

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FTA를 환영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다가 제 2차

협상이 종료된 이후 자동차업계 등에서 양국 간 FTA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성

명을 발표하고 FTA 체결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고,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조업 피해가 예

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게 되자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전략도 덩달아 변하게 되었다.191) 결국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제 4

차 협상 종료 후 “한·일 FTA가 양국 간 균형 있는 이익을 전제로 한 상생의 관점에

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측이 제시하고 있는 협상조건 상태

로의 협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192)

그러나 이미 통상교섭본부장(황두연)과 교섭수석대표(김현종)는 협상 초기부터 대

일 무역수지 적자 폭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만큼 통상교섭본부

191)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높은 통관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했고, 부품소재 분야는 기술적 열

세로 인해 단기간에 경쟁력 제고가 어려웠다. 건설서비스 부문도 일본의 오래된 관행인 담합제

도(당고)와 매년 일본 수백 개의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의 재등록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해외 건

설사가 정부발주 프로젝트(당시 연간 약 300조 규모)를 수주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일 FTA 협상 도중 부품소재(LCD 모듈,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모뎀

칩, 카메라 모듈),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92)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4년 7월 18일 대한상의 주최 제 29회 최고경영자대학에 참석,

“한·일 FTA는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고도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지만, 양국 간 상호경쟁력 있

는 부문으로 특화가 일어날 경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

다. 또 2004년 8월 10일 SJC(Seoul Japan Club)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한·일 FTA에 대한 중

소기업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간 FTA는 일본이 이득이 예상되는 관세양허만이 아니

라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산업기술 이전 등도 포함한 광범위한 협상이 되어야 하며, 양국

간 균형 있는 이익이 나타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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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는 산업자원부와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입장에 있어 예상 피해규모 증가에 따

른 우려인식의 공감대를 정부차원에서 폭넓게 형성하는 전략을 통해 한·일 FTA에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되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의 2차 협상이 종

료된 이후 각 정부부처 관련 실무관료들이 참석한 한·일 FTA교섭 협상단 간담회에

서 “한·일 FTA의 목표는 양국 간 이익균형이다. 일본의 평균관세율이 한국보다 낮

고 선진경제라는 점을 감안 시 일본 측의 보다 많은 품목에서의 조기 관세철폐가 이

뤄져야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본다”라며 농업,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한

국경제 전체관점의 총량이익 접근을 하는 게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한국의 이해관계 정부부처들에 대한 부성할거주의를 경계했다. 이 역시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무역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였다. 이처럼 통상교섭본부(장)는 전체 경제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주무부처

로서 제도로부터 허용된 통상교섭에 관한 조정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제도 활용을 통

해 대일 무역역조 심화라는 산업자원부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했다. 그 결과 통상교섭

본부의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대내 정치협상은 한·일 양국 간 FTA 체결에 대한

양 부처 공통의 부정적 문제제기와 함께 협상 중단으로의 이행에 보조를 맞출 수 있

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다.

결국 일본과의 제 3차 협상이 종료된 후 2004년 5월 10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부품 및 소재, 자동차 등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강한 업종

에서 피해가 예상됨을 이유로 종합적인 국내 보완대책 수립을 주장했고, 이를 제정

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수용,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

급 관료로 구성된 FTA국내대책회의 설치를 의결했다.193) 또 FTA 체결 효율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간 정치적 흥정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가 국내산업보호라는 발전국가적 중상

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산업자원부 및 제조업계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정

책과 통상교섭의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가 일본 제조공산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이고 넓은 국익차원에서 산업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보

조를 맞춰주는 형식을 통하긴 했지만 사실상은 일본과의 FTA 추진에 제동을 걸기

193) 한 일 FTA 협상에 참여한 산업자원부 한 간부는 “양국 FTA는 일부 산업과 중소기업에 불

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임하였다”고 한다(山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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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산업자원부를 유도, 견인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었다 (Koo, 2010).

이러한 현상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정책이념이 소극

적 자유주의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통상교

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가 제도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내에서 행

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활용하여 전체 국익이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농림부와 해

양수산부의 요구는 억제하고 산업자원부의 주장은 수용함으로써 협상을 전략적으

로 중단시키는 쪽으로 유인해 나갔음을 보여 준다. 즉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 협상을 시작하긴 했지만, 협상과정

에서 양국 간 FTA가 큰 틀에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한·일

FTA에 대해 최초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 중립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협상 자

체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권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이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일 FTA

를 체결할 경우 발생할 여러 부정적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자의 양국 FTA에

대한 선호를 부정적인 쪽으로 유도했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2003년 190억 달러에 이른 대일 무역적자가 2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고, 일본 건설업계 등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가 상

쇄될 것이며, PDP 패널 등 부품소재 산업 피해 및 일본산 쌀 수입 증가 예상, 한

국산 감귤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 김 수입쿼타로 인한 수산물 수출 제약, 개성공

단의 역외가공지역 불인정, 일본 측의 상호인정(MR, Mutual Recognition) 문제 불

수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양국 간 FTA 체결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대통

령에게 제시했다. 더 나아가 한·중·일 3국 간 정치적 관계에서 볼 때 일본이 중국

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

다는 지정학적 측면의 견해까지 제시하였다. 또 통상교섭본부(장)는 향후 협상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자의 정책선호

를 FTA 체결 추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유도했다.

“한·일 FTA를 재검토해야 하며 협상에 2년 이상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적잖이 놀랐다. 그것도 한·일 FTA뿐만 아니라 다른 FTA를 추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통상교섭조정관에게서 이런 소견을 듣자 더욱 놀란 것이다.

“이전의 보고가 대통령인 나에게까지 올라온 것인 만큼 나는 한·일 FTA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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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에서 진행되면 서로 이익이 되는 걸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조정관

의 보고서를 읽어 보니 꼭 그렇지가 않네요. 어쨌든 협상은 시작한 거니까 낭패

보지 말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조정관이 판단해 가면서 협상을 하세요.”

“대통령님,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양보하지 않고 국익에 배치되면

어떤 협상이든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2년

이란 시한은 부족합니다.” (중략) 2005년 2월 11일 나는 대통령께 한·일 FTA

협상에 대해 보고 드렸고, 이후 양국 간 FTA 협상은 중단되었다.”

- 김현종(2010), 「한·미 FTA를 말하다」 중에서 p. 325∼326 -

결과적으로 통상교섭본부는 무역정책 전담조직 자격에서 오는 제도적 권한을

통해,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직수장 자격으로, 교섭수석대표는 협상대표로서의 권한

을 통해 제도로부터 부여된 재량권을 활용하여 한·일 FTA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 주체들이 통상교섭본

부(장)와의 정치적 흥정게임에서 통상교섭본부의 한·일 FTA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이루었고, 종국적으로는 집권자인 노무현 대통령도 주

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의 협상 중단 입장을 수용하였다.

한·일 FTA 협상은 이처럼 정부조직들 간 조직이익 추구목표가 상이함에 따

라 상호 조직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과 갈등, 때로는 협력 상황이 전개 되었고

결국 무역정책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익이 관철되는 것으로 귀결되

었다. 이는 당시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과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 통상행정체계 전반

을 주무하는 단일 전담조직인 통상교섭본부가 제도로부터 허락된 재량의 여백

(slack)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내 이해관계 부처들과 집권자에 대한 대내

정치협상 게임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 2005; 통상교섭본부

장의 대통령 보고, 2005. 2. 11.).

이를 통상관료가 주어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내는지

와 관련하여 관료의 제도 활용의 양태와 제도의 수준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첫째,

통상교섭본부는 협상 촉진기제로 보유하고 있는 무역정책 주무권한에 기반하여 이

를 대내외 정치협상에서 활용하였고 둘째, 통상교섭본부가 정책 주무조직으로서 정

부 내 이해관계조직 간 정책갈등을 조정하는 권한(coordination authority)을 타 부

처와 부처대표들을 대상으로 한·일 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데에 활용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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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가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중립적 관점에서 넓은 의

미의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

고 실제 이러한 재량권을 타 부처를 대상으로 행사했으며 넷째, 통상교섭본부(장)

가 대외경제장관회의라는 한국정부 무역정책 최고의결기구에 참여함은 물론 부의

된 모든 협상 관련 대내외 쟁점 사안들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

도 활용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한·일 FTA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통상관료들은 집권자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

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집권자의 선호와 의지, 그리고 이해관계

정부부처들의 압력과 포획시도를 통상관료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존

재들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본 연구가 주장하는 정책의 결정은 정치인이 아닌

관료가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의 핵심이다.

3) 통상교섭본부의 對 대통령 정부정치

한·일 양국 간 협상의 불협화음은 협상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제 1차 협상194)

에서 한국 측은 상호인정195) 분과 설치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부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196) 반면 일본은 협정의 명칭을 FTA 대신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197)로 칭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194) 한국 측 교섭수석대표는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 일본 측은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郞) 외무

성 경제담당심의관이었다. 한국 측 차석은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FTA담당 심의관, 이태호 FTA

담당 심의관, 황순택 지역통상국 심의관이 맡고, 기타 이승훈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국 국장

등의 7개 분과 분과장들이, 일본 측은 4성에서 공동의장 자격으로 외무성 니시미야 신이치(西

宮伸)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 경제산업성 구와하라 사토시(桑原聡) 경제산업성 통산정책국 심

의관, 재무성 아오야마(青山) 대신관방 심의관,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심의관, 야마모토 에이지

(山本栄二)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등이었다.

195) 상호인정은 유렵연합 통합 시에도 유럽국가들 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

었다. 지역적 수준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간 조화 논의는 크게 유럽식(EU) 모델과 북미식

(NAFTA) 모델로 나뉜다. 유럽공동체(EC)에서 출발하여 마스트리히트조약(EMS)을 거쳐 정치

적 국가연합 단계로 들어선 유럽연합의 경우 무역과 투자에 있어 역내 장벽을 철폐하고 초국

가적 경쟁정책을 제도화 한 시도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이라는 지역적 수준의 규제조

화(규제협력)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통합(Deep Integration)을 추구했던 것

이 유럽식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간 조화 방식이었다 (김정수, 1993; 최병선, 2001). 한·일 양국

은 제 2차 협상에서 상호인정 분과 설치에 합의했다 (YTN, 2004. 2. 25).

196) 4성 체제에서 FTA정책을 주무하는 부처는 경제산업성(METI)이다. 협상 대표단에 참여한 구와하

라 사토시(桑原聡) 경제산업성 통산정책국 심의관은 협상 전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양국 FTA 기대

효과에 대해 한국이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매일경제, 200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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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명칭 사용에 반대했다.198) 이처럼 협상 초기 양측 간 긴장관계 속에서 2004

년 2월 제 2차 협상에 앞서 김현종 교섭수석대표는 협상단 분과장들에게 양국

정상이 합의한 2년이라는 시한에 구애받지 말 것을 주문했다.199) 이후 도쿄에서

열린 제 2차 협상에서 그는 일본 측의 공산품 시장에서의 높은 수준 개방요구와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낮은 수입개방 제안을 받고 일본과의 FTA 체결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됨은 물론 더 나아가 협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가졌다.200) 제 2차 협상 후 김 조정관은 일본 측이 한국에게 유리한 농수산물,

일본정부 발주 IT 및 건설 프로젝트 입찰 등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소

극적이고 비관세 무역장벽 해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자세를 보임에 대해 비판했다 (김현종, ibid.: 318-320).

이후 4월 제 3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는 한국의 재계도 일본산 부품 소재

등 공산품 수입증가로 한국 산업계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직접 김현종

교섭수석대표에게 공산품 관세인하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상을 서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게 되면서 그동안 양국 간 협정체결을 지지해 온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협상 진척에 난관을 예고했다.201) 급기야 6월 제 4차 협

상을 앞두고 김현종 조정관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해 교섭수석대표로서 협정체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측 간 이익불균형에 우려를 표하며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교섭수석

대표에게 전체 국익의 관점에서 실리위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202)

197) 일본은 양자 FTA에 대해서는 EPA로, 3자 이상의 FTA에 대해서는 FTA라는 영문명을 쓰고

있다. EPA를 일본에서는 ‘경제연휴협정’으로 칭하고 있다 (日本外務省).

198) 교섭수석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은 “FTA가 일본화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라고 밝혔다 (김현종, ibid.: 310).

199) “한·일 FTA가 2년 안에 끝나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무시하세요. 더 걸릴 수도 있는 겁

니다. 아예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떠맡습니다.”　(김현종, ibid.: 312).

200) 경제산업성 측 상대방(구와하라 사토시(桑原聡)) 경제산업성 통산정책국 심의관으로 추정됨)을

만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측이 공산품 관세철폐 위주의 협상전략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양국 간 협상이 6차례 진행된 이래 교착상태에 빠진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006년 10월 아베신조 총리와의 정삼회담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시다 쇼인(吉田松蔭)의 조선

병합론을 인용함으로써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현종, ibid.: 319).

20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상위원회 창립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에게 전자ㆍ기계ㆍ자동차

및 부품산업의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데다 FTA가 체결되면 대일무

역적자 확대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헤럴드경제 및 서울경제: 2004. 4. 23).

202) “나는 한·일 FTA는 문제투성이라고 단호히 지적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다른 부처들이 지지하는 한·일 FTA를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중략) 한·일 FTA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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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 측 협상단의 국내 이해관계 정부부처들에 대한

정치적 흥정은 제 3, 4차 협상 간 휴지기부터 본격화 되었다. 그에 앞서 한 일 양

국은 협정문 초안을 제 3차 협상 전인 2004년 4월 16일 교환했다. 그런데, 협정문

교환 직후 일본 세관이 한국산 PDP(Plazma Display Panel)의 통관을 보류하는 조

치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제 3차 협상서 이 문제로 인해 양측 간 대립이 있었

다.203)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산업자원부는 일본과의 FTA체결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204) 당초 제조업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대일 무역

적자 증가예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려던 통상교섭본부의

입장도 산업자원부와 같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는 일

본시장 개방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고 양 부처 간 정치

적 흥정은 정책 공조를 통한 일본 측에의 공동대응이었다. 이 사건 이후 1차적 부

처이익이 걸려 있는 산업자원부보다도 오히려 통상교섭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일

본시장 개방을 위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전략적 정책공조는 집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양 부처 공

동의 정부정치를 통한 설득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FTA 협상 도중인 2004년 7월 28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한

김현종 본부장은 2004년 8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부품·소재,

농수산물 등 분야에서 한국 측 국익에 기반 한 협상전략을 취할 의지를 피력하

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냄으로써 집권자를 상대로 한 정부정치에서 주무부처

인 통상교섭본부 중심의 협상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라는 조직이익을 확보

했다. 더 나아가 신임 교섭수석대표(홍종기)는 2004년 11월 제 6차 협상을 마치

해야 하며 협상에 2년 이상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적잖이 놀랐다. (중략) 나는(노무현

대통령) 한·일 FTA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면 서로 이익이 되는 걸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조정관의 보고서를 읽어 보니 꼭 그렇지가 않네요. 어쨌든 협상은 시작한 거니까 낭패 보지 말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조정관이 판단해가면서 협상을 하세요. 대통령님,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양보하지 않고 국익에 배치되면 어떤 협상이든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김 조정

관이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손해 보지 말고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김현종, ibid.: 320-324).

203) 한국 협상단이 “일본의 PDP 통관보류 조치가 FTA 추진 등 양국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흐리고 있

다”며 지적하자 일본 측은 즉각 “국내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별 이슈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MBN, 2004. 4. 26).

204)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세관의 통관보류 조

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통상교섭본부도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

본정부에 증거자료 제출 및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 200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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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도 일본 측이 더 이상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수준을 56% 수준에

서 더 이상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자 협상중단에 대한 고려 필요

성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개진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득함으로써 2005년 2월 협상이 중단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통상교섭본부(장)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한·일 FTA 추진으로 인해 이

후에 나타날지도 모를 조직에 대한 잠재적 비판부담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일차적으로는 전체 국익을 명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는 FTA 협상을 중단시킴으로써 반드시 협상의 타결만이 아니라 협상의 중단을

통해서도 조직의 영향력을 대내 정부부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조직위상을 강화했

다. 이로써 통상교섭본부 조직 자체 및 통상교섭본부장 개인과 소속 통상관료들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이익을 동시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면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는 그들에게 주어진 한국 무역정

책 제도의 틀 속에서 허용된 제도적 재량권과 자율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당시 한국정부 통상조직의 대표인 이들이 가진 정책이념은 점차 적극적인 자유

주의 이념으로의 이전이라는 맹아가 싹트는 가운데에 있었지만, 한·일 FTA 협

상 당시에는 아직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해당하는 소극적 자유주의 상태에

있었다.205) 한·일 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당

시 통상교섭본부와 통상교섭본부장 및 교섭수석대표는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추

진에 있어 다른 어느 정부부처 및 정책행위자들보다도 실질적이고 강한 주도권

을 행사하고 있었다.

4) 통상교섭본부의 對 국회 정부정치

입법부인 한국의 국회는 한·일 FTA 협상 당시 공식적인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구조에 속해 있지 못했다. 무역정책 결정을 포함해 국회가 행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사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구축

205) 여기서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이념이란, 김 본부장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주

의적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에 근거해 필요하면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정책담당자인

관료이자 교섭수석대표로서 갖는 재량권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의 정책이념이 발전국가적 자유

주의라 할지라도 한·일 FTA에 대해서만큼은 경제적 실익차원에서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협상이 중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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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가 FTA와 관련해 참여할 수 있는 단계와 방식은 비준이라는

협상 타결 이후의 사후적인 방법만 허용되어있었다 (최태욱, 2006; 유현석, 2008).

당시 국회가 국민을 대위하여 통상교섭본부의 FTA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국회차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다. 국회는 시기와 영역 별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조금

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농림축산수산위원회, 산업통상위원

회 등의 명칭을 가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상교섭본부장 및 유관 정부부처

통상관료들로부터 일본과의 FTA 협상에 대한 경과 및 쟁점현안 등에 대해 보

고를 받고, 국회차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일 FTA와 관련해 상임위 소

속 국회의원들이 통상관료만큼의 전문가적인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외교

통상부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진행 중인 협상쟁점에 대해 논쟁을 하는 것

은 보유한 정보의 양적, 질적 차이와 지식전문성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했다 (국

회회의록시스템, 2004).

구체적으로 국회의 FTA 정책과 협상에 대한 참여 방식은 주로 외교통상통일위원

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및 고위 관료들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공개 또는 비공개 답변을 듣는 방식이었다.206) 기타 본회의에서 비준 가부에 대

한 투표행위를 통하거나 한·미 FTA처럼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수동적

참여의 길이 열려 있었다. 한·일 FTA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볼

때에도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주로 협상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서의 정보공개 불충분성에 대한 지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절차에 관한 문제제

기가 많았으며, 쟁점이슈에 관한 통상교섭본부장 및 교섭수석대표 등에 대한

질의답변에서도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통상관료들 간 상호 구체적인 협상 쟁

점을 놓고 논쟁을 할 정도의 수준과 내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다. 제도적으로 무역정책 결정구조에 공식 참여자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국회

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한계일 수밖에 없었다.

또 한·일 FTA에 대해 국회는 이후에 있었던 한·미 FTA 때와는 달리 별도

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한·일

206)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발간자료를 보면 각급 위원회에 소속되어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공개회의나 비공개 회의에서의 정부관계자 답변에 별 차이가 없

다는 식의 불만 섞인 토로가 많이 나온다 (국회 회의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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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일본이라는 거대경제권 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경우이고 협정이 체결

될 경우 무역역조 증가와 일부 국내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

면 비록 2003년이 한국정부의 FTA 정책 본격화의 초기 시점이었을지라 하더

라도 국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한국 국회의 한·일

FTA에 대한 대응은 협상 상대국인 일본 국회 또는 다음 사례로 살펴보게 될

한 미 FTA에서 미국 의회의 경우처럼 관행적 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적

구조 하에서의 참여행태와는 사뭇 구별되는 특성을 띠고 있었다. 결국 한 일

FTA 협상 당시 한국의 입법부는 무역정책결정에 있어 행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책결정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의 구성주체가 되어있지 못했었다

(박찬욱, 1994: 54; 최태욱, 2006: 159-166). 이런 면에서 한국 국회의 무역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및 실질적 개입의 정도는 후술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통상교섭본부와 국회가 조직이익 추구를 놓고

정치적 흥정게임을 벌일 만한 구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207)

이는 한국정부의 대내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대외 통상교섭 행정체계가 행정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제도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역정책에 대한 국회의 행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수행은 대외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회로부터의 요구를 정책과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구민교, 2013: 153-154).208) 그

러나 한·일 FTA 당시 국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국회의 무역정책 결정

207) 국회의 무역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결국 정치권 정당들의 전문성과 역량부족의 문제이

다. 이에 대해 국회가 정책결정의 사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다. 반면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포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정부와

의회 간 대내협상 과정에서 대외협상을 볼모로 나눠 먹기(pork-barreling) 문제의 부작용이 생

길 수 있다는 비판적 주장도 있다 (이승주, 2006b; 구민교, 2013).

208) 2011년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명

통상절차법, 법률 제 11149호)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2012년 7월 공포, 시행되었다. 동 법

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내 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협정 등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0조). 또한 통

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보고 의무화,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중 후 비밀엄수 조항,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

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종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동안 사실상 행정부가 해 왔는데, 동법

에서는 비준동의안 제출 요청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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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그동안 한국 국회

가 축적해 온 객관적인 정책역량의 부족함에 비추어 볼 때, FTA 정책에 있어 한

국 국회는 FTA협정 비준과정에서 협정 자체 보다는 다른 정치적 이슈를 협정비

준과 연계하여 FTA 정책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많았다. 또 피해 예상 이익집단

에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이면보상의 크기를 확대해 주는 표를 담보로 한 이

익중개자로서 이익집단 정치에 경도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승주, 2006).

FTA 정책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이러한 위상과 역량을 감안 시, 통상교섭본부

장과 교섭수석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와 필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통상협

상 과정과 협정 체결 이후 비준의 과정에서 국회가 통상교섭본부의 발목을 잡지 않

도록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이에 국회를 대상으로 한 통

상교섭본부(장)의 정치적 흥정은 국회가 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집단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과 지원이라는 곁다리를 제공(side-payments)하는 데 있어서의 중개자 정

도의 역할로 규정지어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142 -

제 3절 일본의 대내 정치협상 게임

한·일 FTA 협상 당시 일본의 무역정책은 내각과 자민당이 동시에 관여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다.209) 먼저 일본 행정부는 2001년 중앙 성·청 조직개편을

통해 무역정책 제도인 4성 체제를 형성했다.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의 무역정

책 결정과정은 경제산업성 주도하에 경제연휴촉진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4성을

비롯한 유관부처의 수장들과 수상관저 소속의 관방장관210) 등이 참여하여 정책

을 결정한 후, 이를 내각이 일본의회 자민당 내 산업 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족(族)의원들로 구성된 정무조사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정무조사회는 내부 정책

조정을 거쳐 자민당 총무회에서 당 차원의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이에 대해 다

시 내각과 정책 재조정을 통해 최종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일본의 무역정책 결정에는 행정부 소속 4성의 수장인 각 성의 대신

(장관)들과 소속 고위관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자민당이라는 집권 여

당의 역할도 그에 못지 않다. 자민당은 오랜 동안 일본국회 소속 각 위원회를

통해 관련 중앙 성·청의 통상관료들과 공식 비공식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왔다.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 부회(府會를) 통해서는 산업계 직능조직들과 이해관계

에 바탕 한 공생적 협조관계에서 정책입안 및 입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

다.211) 내각의 4성 수장들조차도 의원내각제라는 일본 정치구조의 특성상 모두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맡아왔다. 이들 4성의 대표들은 정치인 자격, 정부부처

수장 자격,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족의원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

써 정(政) 관(官) 업(業) 세 분야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 이해관계 대

표성을 가진 정책행위자들이었다.212)

209) 엄밀히는 자민당-관료-재계의 정 관 업 3자 연합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衛藤藩吉, 1974; 이

지연, 2006; 이승주, 2009).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농수산업 집단과

족의원들이 강고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1981년 자민당의 국제경제대책조사회가 관세인하를

포함한 시장 개방 조치를 각 성에 촉구한 사례와 1987년 자민당의 농수산족이 외압 속에서

GATT 규정에 맞는 과일 통조림·주스 등의 자유화를 농림수산성이 받아들이도록 한 사례가 있

다 (猪口孝·岩井奉信, 1987; 草野厚, 1989: 53-92; 이지연, 2006: 60).

210) 내각관방은 관계성청연락회의를 통해 성청 간 정책조정을 한다. 고이즈미 내각은 수상관저의

FTA 정책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내각관방의 위상을 이전 행정부들에 비해 높였다.

현 아베신조 총리는 고이즈미 제 3차 개조내각(2005. 10. 31∼2006. 9. 26)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하

다가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제 1차 아베신조 내각(2006. 9. 26∼2007. 9. 26)의 수상이 되었었다.

211) 산업계 직능조직들은 자민당 내 족의원들을 정치자금 등으로 후원하고 있었다.



- 143 -

1. 4성 체제 하 조직행태

1) 내각 부처 간 조직행태

(1) 경제산업성 對 외무성

일본정부의 FTA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는 정부부처는 경제산업성이다.213)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있어 교섭수석대표를 외무성 경제담

당심의관이 맡는 구조라서 외무성이 FTA 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책결정과 대내협상은 경제산업성이 맡고, 대외협상은 외무성이 분담하

는 구조이다. 1990년대 말 일본의 무역정책 방향을 FTA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도한 것도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이었다 (통상산업성, 1999).

일본은 1998년 후반부터 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을 중심으로 FTA 추진을 주

도했다 (이승주, 2009). 통상산업성은 2001년 경제산업성으로 개편된 이후

FTA 중심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Masaru, 2003).

한편 외무성 역시 경제산업성과 함께 일본 무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

는 쌍두마차 조직의 한 축이다. 외무성은 전통적으로 GATT/WTO 체제하 다자

주의에 기초한 무역 자유화 정책을 옹호해 왔지만, 2000년대 초 WTO 다자간무

역협상인 DDA가 난항에 빠지고 이를 대신해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그 추세를 수용, 경제산업성과 함께 FTA 추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214)

212) 자민당 지도부는 총재와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 등 3역으로 구성된다. 총재는 당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수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다 당은 총재를 대신해서 간사장이 운

영과 책임을 맡고, 총무회장은 국회 내 자민당의 실질적인 최고 감독자 역할을 맡는다. 정무조사

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당내에서 심사하는 역할과 동시에 내각의 각 성청에 대응해 설치되어 있

는 자민당 내 부회를 통해 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하여 내각과 정책을 조정한다. 정무조사회 산하

각 부회는 내각 중앙 성청의 조직 별 구성에 대응하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자민당의

정책결정과 관련되는 비중은 직접적이고 강한 구조였다. 입법부 내에서의 정책결정 계선구조는

부회-정무조사회-총무회를 거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농수산물, 제조업 등 무역정책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주요 파벌 간 상호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입장을 정했다 (신익희,

1991; 이지연, 2006). 또 입법과정에서 농림족, 수산족, 운수족 등 족의원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213) 경제산업성(METI)은 과거 통상산업성(MITI, 1949∼2001)의 후신이다. ‘통상’과 ‘산업’을 포괄하

는 부처라는 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체제와 유사한 구조의 부처라 할 수 있다.

214) 재무성의 경우 관세정책을 총괄한다. FTA와 관련해서는 관세제도, 원산지, 무역원활화 등을 담

당한다. 재무성은 FTA 추진과 관련해 예산문제가 쟁점화 될 때 목소리를 내는 편이며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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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두 부처 모두 FTA 정책을 대내협상과 대외협상

차원에서 주무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있어서는 협상단 내 각 부처 통상관료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내각부처 수장의 지시와 훈령 하에서 활동함에 따라 일사 분란한

전략적 의사소통에 있어 비효율적인 제약이 있다.215) 또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은 한국의 산업부와 외교부처럼 오랜 시간 동안 대외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두

고 경쟁을 해 온 관계에 있어 온 터라 조직구성원들 상호 간에 명시적으로 드

러나지는 않지만 상호간에 오랜 기간 쌓여 온 라이벌 의식과 서로에 대한 편

견을 가지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외무성,경제산업성관료인터뷰, 2014. 7. 8.).

일본 내의 역사적이고 정부조직 구조적인 통시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그동

안 있어 온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간 각기 조직이익에 기반 한 갈등은 경제산

업성이 그동안 외무성이 주도해 왔던 GATT/WTO 다자주의 무역정책으로 대

별되는 일본의 무역정책 기조에 대해 금세기 들어 유행중인 양자 FTA 정책을

기제로 삼아 경제산업성의 활동영역과 내각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더 심화되었다. 양 부처 간 갈등은 구체적으로는 EPA(FTA) 추진

에 있어서의 정책 우선순위와 협상상대국 선정 등에서 드러났다. 경제산업성은

‘경제’적 이익효과를 기준으로 상대국 선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외무성은

‘정치외교 및 경제’적 차원을 동시에 아우르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협상상대국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Dent, 2006; 이승주, ibid.).216)

FTA 정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된 이러한 양 부처 간

갈등은 4성 체제라는 제도적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피치 못할 성질의 것이었

다. 한·일 FTA 협상 당시 오히려 양 부처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상호 인

정하는 가운데 각기 자기조직의 이익추구를 위해 대내협상과 대외협상에서의

비교우위를 서로가 상대에게 인정해 주는 소위 바터(barter) 교환형 무역정책

제도를 활용했었다.

로 경제산업성+외무성 vs. 농림수산성 대립구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승주, ibid.: 79).

215) 4성 체제 하 일본정부의 교섭단 구성은 수석대표를 외무성에서 맡고 있지만 4성 각 부처의

심의관급 통상관료가 ‘공동의장’ 직함을 갖고 개별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16)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생산네트워크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ASEAN 및 에너지 자

원 보유 국가들과 우선 추진을 선호하는 데에 비해 외무성은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 민주

주의 국가를 우선 협상 상대국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Dent, 2006; 이승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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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성/외무성 對 농림수산성

FTA를 통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려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에 대해 국내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농림수산성은 고이즈미 수상이 주도하는 4성

체제에의 참여를 처음에는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현재는 농수산업 부문이 차지

하는 일본 경제 내 비중이 크게 줄어든 탓에 농림수산성과 일본 농수산업계의

정치적 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경제 내의 비중이 크던

1990년대 시절만하더라도 고도로 정치조직화 된 농협(農協), 전어련(全漁聯) 등

산업계 이익집단과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농수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

는 자민당 내 농림족, 수산족 의원들 간의 삼자연합은 농수산 시장보호에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이후 21세기 FTA 확산의 시대를 맞아서도 농림수산성

은 시장개방의 문제는 WTO 다자간 협상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이지 FTA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일본정부가 FTA

정책을 공식화 하고 고이즈미 수상의 농림수산성에 대한 4성 체제 참여에의 종

용과 중재가 있게 되자, 농림수산성은 부처 내 자체 FTA 협상전략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식량 안정성’이라는 변경된 국내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기조에 따라 4

성 체제에 참여하기로 하는 소극적 호응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

은 농림수산성의 4성 체제 참여가 시장개방의 무조건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물

론 아니었다 (이승주, ibid: 82-83).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농림수산성에 대해 4성 체제 구성조직으로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주문했으나 자유화 범위와 정도를 두고 경제산업성-외무성 연

합과 농림수산성 양 세력 간에는 현격한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일본정부의 외

국과의 통상협상 시 농림수산성은 수입개방의 폭을 줄이고, 개방연한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해 일본 내부의 정치협상에서 조직적 저항을 지속해 왔

다.217)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외국과 공식 FTA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농림수산성과 정책차이를 사전에 조정해야 하는 구조적 및 절차적 부담

을 가지게 되었다. 또 통상협상이 진행 중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변동에 따

라 농림수산성과 대내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도에 처해 있었다.

217) 그러면서도 동시에 농어민 등 FTA 반대세력은 자기 이익을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과정에 반

영하기 위해 4성 체제라는 제도적 기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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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협상 당시인 2003년 말은 4성 체제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된

상태가 아닌 제도형성 과도기에 있었기에,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의 입장에서는

농림수산성과의 상호 상반된 이익에 기초한 조직이익 추구에서 오는 갈등의 사

전적 또는 과정적 관리가 중요한 문제였다.218)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산업

성과 외무성이 각기 자기조직의 이해관계 상 농립수산성과의 전략적 협조가 필

요한 경우도 있어 양 부처는 농림수산성과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주한일본대사관외무성 및 경제산업성 소속 관리인터뷰, 2014. 11. 7).

2. 4성 체제 하 정부정치

1) 4성 수장 간 정부정치

일본 무역정책의 결정구조는 분산형의 정 관 업 3자 연합구도를 띠고 있었

다. 한편 대외 협상을 위한 협상단 구성방식은 4성 공동의장 체제였다. 따라서

일본정부 내에서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대내 정치협상 단계에 있어서는 개별

성·청 내부적으로 자기조직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책적 입장에 서게 되며, 외국

과의 협상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것이 유지되는 구도 속에서 협상이 전개되었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4성 각 부처 수장들이 거의 대

부분 행정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과, 이들의 정치적 배경이 지역연

고와 출신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선거구 내 주력 산업계 이익집단의 후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림수산성 대신의 경우, 농촌 또는 어촌을

연고로 한 지역구 출신 정치인들이 조직의 수장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관행은 한·일 FTA 협상 당시에도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산업성

(대신)과 외무성(대신)이 농림수산성(대신)에 대해 전체 국익차원에서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는 있었으나 농림수산성이 거부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부

처 간 정책조정을 통해 강제 실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218) 경제산업성도 철강, 섬유,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일부 부품 및 소재 산업에 있어서는 자국

업계의 시장보호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Pempel and Urat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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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한편 이들 4성의 수장들은 철저하게 부처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흥미로운 사례가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중의원이다.219) 그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한·일 FTA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 내내 일본의 FTA 정책을

주도하는 경제산업성 대신이었다. 반면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2005년 이후 농

림수산성 대신을 맡았다. 경제산업성 대신으로서는 FTA를 추진해야 하는 위치에,

정치적 배경으로는 FTA를 반대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

었던 일본 정계 내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자 조직 수장이었다.

한·일 양국 간 협상 당시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농협, 전어

련 등 농수산 이익단체와 자민당 내 농수산족 국회의원들은 한·일 FTA 추진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큐슈 등 관서지방 출신의 농림족 의원들과 김, 다시마, 소라, 방어 등 한국의

주력 대 일본 수산물 주생산지인 훗카이도 출신 수산족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나카가와 경제산업성 대신은 과거 오부치 내각에서 농림수산성 대신을 지내면

서 1999년 한 일 어업협정220)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경제

산업성 대신을 지내면서 한·일 FTA 협상을 이끌고 있던 4성 체제 핵심 인물이었

고 현 아베 일본총리와 더불어 일본의 차세대 총리 후보군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가 바로 일본의 대표적 수산물 생산지역인 훗카이도 출신의 족의원 정치인이었다.

그로써는 국익차원에서 경제산업성 대신자격으로 한국과 FTA를 추진해야 하는 상

황에 처해있었고, 정치적 이해관계 차원에서는 반대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나카가와 대신에게 최적의 한·일 FTA 내용의 전략적 조합은 제조업 부

문에서의 높은 수준의 한국시장 개방, 농수산물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일본시장 개

219)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는 농림수산성 대신 외 경제산업성 대신(고이즈미 내각), 대장성 대신

(아소 내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역임했고 일본의 핵무장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자민

당 내 대표적 보수파 정치인(중의원 8선)이었다. 그는 농림수산성 대신과 과학기술청 대신을 역임

했고 자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나카가와 파벌의 우두머리였던 그의 부친 나카가와 이치로(中

川一郎)의 뒤를 이은 전통적인 수산족의원이다. 2009년 G7회의 참석 시 가진 취중 기자회견이 문

제를 일으키고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해 10월 4일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아버지 나카가와 이치로 역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패한 후 1983년 1월

9일(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내각) 삿포로(札幌) 시내 한 호텔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220)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후 양국은 17차례에 걸친

협상을 열어 1998년 9월 25일 新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합의된 실무협

상에서 발생한 쌍끌이 어업 누락 등의 문제로 1999년 3월 8일부터 10일간 일본 도쿄에서 추가협상

을 진행, 1999년 3월 17일 쌍끌이어선 80척 정도를 일본해역에 입어하는 조건으로 추가 확보하는 선

에서 협정을 마무리했다. 이 협정은 매우 불균형한 내용으로 인해 최악의 협상으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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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대수 출범 시기 내각관방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제 87대
2001. 4. 26 福田康夫 田中眞紀子 平沼赳夫 塩川正十路 武部勤
2002. 9. 30 福田康夫 川口順子 平沼赳夫 塩川正十路 大島理森
2003. 9. 22 福田康夫 川口順子 中川昭一 谷垣禎一 龜井善之

제 88대 2003. 11. 19 福田康夫 川口順子 中川昭一 谷垣禎一 龜井善之
2004. 9. 27 細田博之 町村信孝 中川昭一 谷垣禎一 島村宜伸

제 89대 2005. 9. 21 細田博之 町村信孝 中川昭一 谷垣禎一 岩永峯一
2005. 10. 31 安部晋三 麻生太郎 二階俊博 谷垣禎一 中川昭一

방이었다. 제 6차 협상 이후 2005년 2월 경제산업성 대신 자격으로 참석한 다보스

포럼에서 나카가와 대신은 함께 포럼에 참석하고 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

장에게 한국이 일본의 김 수입량 할당 제도를 문제 삼아 수입쿼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에 오랜 관행 상 지속되어 온 것

이라는 이유를 들어 항의를 할 정도였다 (김현종, ibid.: 343-344).

<표 15> 고이즈미 정부의 내각관방 및 4성 체제 수장

자료: 수상관저 (http://www.kantei.go.jp/jp/rekidai/kakuryo/heisei.html), 이지연(2006: 70).

이처럼 내각 부처 별로 소관영역이 뚜렷이 구분되고 정책결정과 시행에 있

어 발언권 및 영향력이 확연히 구분되는 분산형 의사결정구조를 띤 4성 체제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일본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전략은, 구조적인 면에서 협

상 파트너인 다른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속성을

띠고 있었다. 또 4성 각 부처의 조직수장이 부처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 정책적 입장을 정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만큼 4성 각 부처 간 정

책조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2) 4성 對 내각 총리대신

일본의 FTA 정책은 경제산업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외무성의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와 농림수산성의 산업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조정이 쉽지 않았다. 고이즈미 내각은 효율적인 FTA 정책 추진을 위해 수상관저

직속의 FTA관계성청연락회의(2003. 12)와 경제연휴촉진관계각료회의(2004. 3)를 설

치하고 기존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역할을 강화해 내각이 직접 FTA 정책을 주도하

는 수직적인 하향식 정책결정제도로의 정비를 꾀했다. 하지만 오랜 관행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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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온 부처 별 독자성을 제어할 정도로 수상관저의 위상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한·일 FTA 협상 당시 수상관저가 안정적으로 확립해 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다

(太田弘子, ibid.; 竹中治堅, ibid.; 이승주, ibid.). 더욱이 자민당 내 족의원들의 정

치적 유권자층 기반인 농어촌 이익집단들과 견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자

민당 내 정무조사회, 총무회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일본 무역정책 결정구조의 신속

한 정책조정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인이었다.221)

따라서 그 이전 정부들에 비해 고이즈미 수상 집권 후 일본 무역정책의 전

개 속도와 효율성이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이즈미 수상 및 수상관저의 4성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정부정치는 일

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수상관저의 FTA

정책에 대한 개입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한·일 FTA와 일·멕시코 FTA 사례

이다. 특이하게도 일본의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는 달리 한 일 FTA 협상에

있어서만큼은 고이즈미 내각 수상관저의 개입도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지연, 2006).

한 일 FTA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일 멕시코 FTA의 경우222) 일 싱가포

르 FTA와는 달리 일본 국내에서 농축산업계의 반대가 심했다 (Solis and Katada,

2007).223) 2003년 말 상황에서 일-멕시코 간 협상은 결렬에 가까워 있었다. 급기야

멕시코와의 협상진척을 위해 고이즈미 총리는 FTA관계성청회의와 경제연휴촉진관

계각료회의 설치를 통해 부처 간 쟁점조정을 시도하고, 총리 사절단을 멕시코에

221) “지금은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한일 FTA 협상 당시만 해도 일본의 유권자 수 분포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자민당은 전후 장기집권을 해왔다. 한국은 386등 정치인의 세대교

체가 있었지만일본은족의원들로 대별되는세습구조의 구정치인들이한일 FTA 협상당시에도 주류였

다.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중의원 선거가 중요한데 농어촌 유권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도를

도시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식량자급률 40%정도의 일

본 농업이 중국산 수입이 늘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농어

촌에 기반을 둔 자민당이 농어업인들에게 불리한 FTA를 추진하긴 어렵다. 고이즈미 수상도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게 진심이었는지 회의적이다. 일본 재계 기업인들도 고이즈미 수상의 한국과 FTA

추진의지에대해의문을갖고있었던것으로안다” (한 일경제포럼일본측관계자인터뷰, 2014. 10. 25).

222) 일 멕시코 FTA 협상은 2002년 11월에서 2004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223) 당시 일본은 국내소비 돼지고기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멕시코는 네 번째 규모의

수입대상국이었다(1위 미국, 2위 EU, 3위 캐나다). 일본 양돈업계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

고 멕시코 원정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 오렌지주스, 닭고기, 쇠고기, 오렌지생과 등도 쟁점이 되

어 일 멕시코 FTA 5대 민감 품목으로 불리었다. 당초 2003년 10월 Fox 멕시코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협상타결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戸田卓志,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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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는 등 협상재개와 진척에 주력했다 (柳原, 2004; Pempel and Urata, 2006).

결국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

하한다는 타협안을 국내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타결시켰다 (Dent, 2006).

반면 한 일 FTA가 2004년 11월 제 6차 협상을 끝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그해

12월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 중 협상

타결이라는 원칙적 선언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224) 물

론 한국 통상교섭본부도 이미 2004년 8월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통상교

섭본부장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직후였다. 4성 체제 하에서 시장개방 반

대 입장에 서있는 농림수산성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대신 등의 농수산물

시장 추가개방 불가입장 표명과 내각에 대한 강한 비판 속에 고이즈미 총리는 멕

시코와의 협상 때와는 달리 한·일 FTA에 대한 특단의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고이즈미 수상의 미온적인 행태가 한·일 양국 간 관계의 특수성과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외교적 이유로 인해 그랬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으

나 한 일 FTA 협상에서 일본 수상관저가 보여준 정책개입에의 소극성은 4성

체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제약을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결국 당시 4성 체제라는 일본의 무역정책 제도 하에서 각 성

의 조직이익 추구행태에 대해 정책갈등 조정을 위한 수상관저의 정책조정 기능

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못했음이다. 또 당시 일본

의 FTA 정책 추진의 행위주체들인 4성과 고이즈미 수상관저 간 병립적 체

제가 안정된 제도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224) 이 당시 일본의 FTA 정책은 협상체결대상국가들로 주로 동남아지역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과 호주 등 대양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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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한국-일본 간 대외 협상게임

1. 협상의 구도와 협상게임 참여자

1) 협상의 구도

양자 FTA 협상은 대내외 양 수준에서 전개되는 반복적 협상게임이다.225) 당

사국 정부의 정책과 협상전략은 국가 별로 제도화 되어 있는 무역정책 결정구조

와 통상행정체계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산출된다. 대내적 수준에는 자국 정

부의 FTA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정책결정구조와 협상단에 대한 전략과 지침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통상행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대외적 수준에서는 결정된

정책과 협상전략 하에서 교섭수석대표의 지휘 하에 협상단 소속 관료들이 외국

측 상대와 벌이는 다차원의 협상게임들이 동시다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한 일 FTA 협상 초기 양국이 처해 있던 대내외적 환경과 협상구도는 양국

모두에게 원만한 편이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FTA 정

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과의 산 관 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양국은 2003년 10월 방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에

합의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국정목표인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의 일

환으로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기치로 내세웠었다

(외교통상부, 2003).

이 당시 마침 일본은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일본 농축산물 수입시장

개방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고이즈미 수상은

직접 조정에 나서 12월 멕시코와의 협상 재개를 주도하는 한편 한국과의

FTA 첫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동시에 대내적으로 FTA관계성청연락회의

(FTA關係省廳連絡會議)를 수상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여 수상관저가 중심이

되어 일본 FTA 정책을 조정하게 하였다.226) 일본 정치경제시스템 개혁과

225) 게임이론에서 볼 때 보복전략(tit-for-tat)이 가능한 구조의 개임이다 (Schelling, 1980).

226) 고이즈미 총리는 멕시코와 협상재개를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고 쟁점이 되었던 농축산물 5개 상품

분야에 대해 농림수산성과 정책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장개방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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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이래 높은 국민적 지

지를 받고 있었던 고이즈미 수상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난 52년 동안 일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통상산업성(MITI)의 후신 경제산업성(METI)으로

하여금 외무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을 이끌고 FTA 정책을 주도케 하였

다. 이와 동시에 수상관저(내각과 관방)가 무역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하향적

FTA 정책결정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승주, 2009: 74-86).

일본에게 한 일 FTA는 체결될 경우 ASEAN 국가들과의 FTA와 함께 일본

중심의 산업·기술 수직계열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내 신(新) 안행형 지역생산

네트워크(flying-geese regional production network)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로 인식되었었다 (Bernard and Ravenhill, 1995; 류상영 이승주, 2003).

이처럼 한 일 FTA는 협상 초기의 구도측면에서만 보면, 양국 정상이 2005

년까지를 타결시한으로 설정하는 등 체결의지를 대외에 공식적으로 표출할 정

도로 낙관적인 모습이었다. 2003년 12월 22일 개시된 한 일 양국의 양 수준 협

상게임 구도는 다음 <그림 17>과 같았다. 이와 같은 협상구도 하에서 한·일 양

국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과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郞) 외무성 경제심의

관을 각각 양측의 교섭수석대표로 하여 FTA 협상을 개시했다.

2) 협상게임 참여자

1990년 말 한 일 양국은 무역정책의 주력방향을 FTA로 전환하면서 무역

정책 제도(적 구조)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변화를 가져왔다. 양국

의 대내 정책결정 및 대외 통상교섭에서의 공식적 참여자들은 크게 볼 때 이하

<그림 17>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한·일 FTA 협상의 양 수준 게임 구도’에 표

시된 각국 정부조직들에 속해 있는 양국 정부 통상관료들과 정치인들이었다.

도하는 데에 성공했다 (柳原, 2004). 이듬해인 2004년 3월에는 수상을 의장으로 하여 모든 관계부처

를 포함하는 경제연휴촉진관계각료회의(經濟連携促進關係閣僚會議)를 설치하여 FTA 정책을 수상관

저가 직접 조정하기 시작했다 (太田弘子, 2006: 이승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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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한 일 FTA의 양 수준 협상게임 구도

주: 일본의 정부부처 명칭은 2001년 중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명칭임.

자료: 한국 법제처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본 외무성 「EPA(経済連携協定)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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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협상게임 참여자는 행정부 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중심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FTA 협상과 관련한 행정부 내 공식기구는 무역정책 결정의 최

고의결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였다.227) 대외경제장관회

의의 구성원은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

정실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이었다 (법제처, 2001: 대외경

제장관회의규정 제 4조 제 1항). 한국의 국회는 한·일 FTA 협상 당시 무역정책의

사전적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위자가 아니었다.

일본정부의 공식 참여자들은 수상, 내각관방, 4성 그리고 경제연휴촉진에 관

한 주요 각료협의체에 소속된 무역관련 부처들의 수장 및 고위관료들이었다. 또

한국과의 직접 통상교섭에 참여하는 일본 통상관료들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4성

을 중심으로 각 부처출신의 관료들이 해당 부처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안에서

독립적인 권한과 전략을 가지고 참여했다. 또 일본의 경우 정책결정의 사전적

단계에서 한국과 달리 행정부 외에 입법부 참여자들도 있었다. 당시 일본 국회

는 정부의 무역정책결정에 있어 공식적이고 절차적인 참여 방법을 가지고 있었

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입법부 소속 정당들은 정책개입이 강도가 높았고, 특히 장

기 집권을 해 온 자민당은 그 개입도와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228) 이는 무엇보다

도 일본의 정치구조가 의원내각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는 권

력구조의 속성 상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 있음에 따라 정책에 대

227)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구였다는 점과 무역정책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가진 정책은 통상행정체계를 주무하는 부처에 의해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와 사전 정책조정을 거

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되고, 조정된 후 사실상(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띠고 있다. 국무

회의 안건 상정 전에 사전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이 국무회의에

서 핵심적인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통령의 급작스런 지시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없

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업무지시도 사전에 청와대 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을 통

해 해당 부처들과 사전 조율된 후에 안건이 상정된다는 점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정

책은 사실상 최종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송호, 2008: 77-85).

228) 자민당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을 정부에서 공식 결정하거나 국회에 상정하기 전

에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무조사회」가 심사하였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정무조

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국회 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막대한 것이었다. 이는 FTA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무조

사회는 정책분야 별로 나누어진 하부 조직인 「부회」가 관련 정책을 심사·의결하는 형태로 운

영되었다. 예를 들어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인 농림수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물무역조사

회는 정무조사회 내에 설치된 조사회이다 (金ゼンマ, 2008; 戸田卓志,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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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였다. 실제 한 일 FTA 공식 협상기간 동

안 4성의 개별 부처 수장들은 모두 현직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들이었다.229)

이와 같이 일본의 무역정책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로 되

어 있는 분산형 구조였다.230) 한 일 FTA 협상 당시에도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들은 내각과 국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31)

양국이 FTA 체결을 저울질 하던 2000년대 초 양국의 무역정책 결정구

조와 통상교섭을 위한 통상행정체계에의 참여자들은 이하 <표 16>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229) 이는 정부부처 장관급은 정치인이 맡고 차관급 이하 정무직은 행정관료가 맡는 전통적인 일본의

정부부처 조직구성 방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한 일 FTA 제 1차에서 제 6차까지의 일본 내각

은 고이즈미 2차 내각(2003. 119. 19-2004. 9. 27)과 개조내각(2004. 9. 27-2005. 9. 21)이었다. 제 2차

내각의 4성 수장이었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경제산업대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 외무

대신, 가케이 요시유키(亀井義行 ) 농림수산성대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대신과 뒤이은

개조내각의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대신,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등도 모두 정치인

들이었다. 특히 2009년 사망한 나카가와 경제산업성 대신은 훗카이도 출신의 농림수산족 의원이었

으며 1998년 농림수산대신을 역임하기도 하여 한 일 FTA 당시 일본의 경제무역정책을 총괄하는 경

제산업대신으로서 농수산물 시장보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수상이 WTO나 FTA

관련 현안들을 직접 처리해야 할 직책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으로 농림수산족 정치인들 중에서도 유

력자인 나카가와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 이었다. 조각 당시 농림수산족의 중진이었던 에토 류

미(江藤隆美), 호리노우치 히사오(堀之內久男)는 정계은퇴한 상황이었고, 투쟁파(武闘派) 농림수산족

으로 알려진 마츠오카 리토(松岡利藤)도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시에는 나카가와 의원이

농림수산족 출신 의원들 중 유력한 입각 대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지연, 2006: 67).

230) 분산형 구조의 특성상 일본 무역정책 결정의 특이점은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선호를 정책형성 사

전에 또는 초기에 반영하여 무역자유화 수준과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승주, 2009: 73).

231) 일본의 전통적인 정책 결정구조는 정(政)·관(官)·업(業) 분야 3자 연합구조를 띠어 왔다 (Johnson,

1982; 猪.口孝·岩井奉信, 1987; Okimoto, 1989). 그 중 정(政)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집권 여당의 국회

의원들이다. 특히 이들은 농림족, 수산족, 운수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 별 이익집단과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소위 족(族,, ぞくきいん)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업(業) 분야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참여자들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과 기타 농수산업협동조합 등 산업계 조직단체, 시민단체, 언론

및 연구기관 등이 해당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을 정부에서 공식 결정하거

나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무조사회」가 심사하였다. 만장일치를 원칙으

로 하는 「정무조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정부로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국회 심의에도 들어

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막대한 것이었다. 이는 FTA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

무조사회」는 정책분야 별로 나누어진 하부 조직인 「부회」가 관련 정책을 심사·의결하는 형태로 운

영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농림수산물 무역조사회는 「정무조사회」에 설치된 조사회이다 (金ゼンマ,

2008). 2009년 9월 정권교체 후의 민주당(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등) 내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민주당 내에서 자민당 정무조사회와 같은 기능을 했던 조직은 「정책조사회」였다. 정책조사회의

경우 자민당 정무조사회보다 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2012년 12월 다시 자민당 아베 정

권 출범으로 정무조사회가 재도입되었고, 제도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이전과 같은 형태와 영향력을 갖

고 정책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외무성관료 인터뷰, 201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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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게임 참여자 한국 일본

무역정책
결정구조
참여자

행정부

-대통령(비서실 포함) -내각총리대신(수상관저 포함)
-대외경제장관회의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기타 상정안건 제안 부처장

-경제연휴촉진 각료협의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기타 유관부처

의회(정당) - -정무조사회(자민당)

통상행정체계
(통상교섭)

참여자
행정부

-통상교섭본부(교섭수석대표)
-통상 유관부처(교섭 분과장)

-외무성(교섭수석대표: 경제담
당외무심의관)
-4성 공동의장(경제산업성, 외무
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심의관)
-교섭관 및 관계 성·청 대표

<표 16> 한 일 FTA 정책결정구조 및 통상행정체계 내 공식 참여자

주1: 행정부 참여자 분류기준은 조직 별 수장 기준.

주2: 무역정책 결정구조는 사전적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정책의사결정구조를 의미함.

2. 협상의 경과 및 쟁점

1) 협상의 경과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2월 22일 한 일 FTA 첫 협상이 개시되

었다. 한 일 FTA는 한국정부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협상을 개시할 정도

로 조기에 추진되었던 경우이다.232) 양국은 공식협상 개시 전 김대중 정부 때부

232) 한 일 양국 간 FTA는 김대중 정부가 한국 최초의 FTA인 칠레와의 FTA 협상 체결원칙에 합

의한 시점인 1998년 11월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갔을 정도로 오래된 문제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1999년 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 21’ 등을 계기로 양국 간 FTA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칠레와의 FTA 추진이 본격화 된 이후 각 대륙별 1개 정도의 중소규모 국가와의 FTA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거대 경제국과의 FTA 체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1998.

11. 17. 보도자료). 혹자는 1998년 중반 오쿠라 가즈오(小倉和夫) 주한 일본대사가 전경련 모임에

서 제안한 것이 시초라는 설도 있다 (문돈, 2004: 197). 실제 오쿠라 대사는 전경련 월례모임에서

‘한·일 경제 각료 간담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199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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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미 5년 넘게 민관차원의 공동연구를 해왔었기에 당시 양국 언론보도에는

조기 협상타결에 대한 전망들이 우세했다.233)

한국정부는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과의 조기 FTA 협상 개

시를 결정했다. 협상을 앞둔 대내적 환경과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칠레

와의 FTA 추진 때와는 달리 산업계 주요 이익집단인 제조업부문의 재계와 농수산업

분야 이익집단들이 모두 지지를 하는 구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234) 일본도 표면

적으로는 전 산업분야에 걸친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표방하고 나왔기에 협상 초

기 환경은 원만해서 양국 정상이 협상 타결 시한을 2005년으로 특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같은 진보적 성향의 정

권이고 이전 국민의 정부가 한 칠레 FTA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참여정부도 당연히

FTA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출범 초기 참여정부가 처한 통상환경이

간단치 않았다. 첫째,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타결되었지만 국회 비준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던 한 칠레 FTA를 이관 받은 상황에서 집권 초기 WTO 다자주의와

양자 FTA 및 지역주의 간에 무엇을 무역정책의 주력 기조로 삼을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 직후까지의 한국정부의 무역정

책 중심기조는 여전히 WTO 다자주의 쪽에 무게중심이 가까이 놓여 있었다. 이는 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4316917)

233)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개시된 협상은 약 11개월 동안 총 6차례의 협상을 개최한 후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05년 2월 대통령 보고를 통해 잠정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

夫), 간 나오토(菅直人),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등과 양국 간 협상재개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먼저 협상을 재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일본 측 입장과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후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한국 측 입장 사이의 합의점을 찾지 못

해 협상이 재개되지 못했다.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과 양국 간 정

치사회적 문제로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차원의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일

본은 최근 메가 FTA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무게중심을 이동

함에 따라 한국과의 양자 FTA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이 예전만 같지 못한 상황이다. 아베 정부는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2014’를 통한 경제사회 개혁안에서 FTA 경제영토를 2013년

22.6%에서 2018년 70%까지 늘리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대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에 따라

일본은 EU, TPP 등 거대 및 메가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日本再興戦略, 2014: 135-138).

234) 양국 정상은 FTA 타결시한을 2005년을 체결 목표 해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국의 재계도

협상 개시를 앞둔 2003년 10월 양국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성명을 내었다 (YTN,

2003. 10. 20).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소재 업계는 2003년 10월 들어서야 일본으로부터 수입차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

리가 있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 오히려 2002년 11월 시

점에서는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디지털타임즈, 2003. 10. 20, 2002. 11. 27). 기타

철강, 반도체, 조선업 등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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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 대통령에 대한 2003년 외교통상부의 중점추진 외교과제 업무보고에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적극 대응”하되 FTA에 대해서는 “한 칠레 FTA

의 국회 비준 동의안 조속 처리”에 우선 주력한다고만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 첫 해 무역정책의 방향은 김대중 정부에서 진

행했던 한 칠레 FTA에 대해 여론의 비판 속에서 이를 우선 마무리하려는 수준

에 그쳐 있을 뿐 당시 공동연구 중이던 싱가포르, 일본 등 기타 FTA 추진 후보

국가들과의 FTA 정책방향과 통상협상에 대한 실행계획은 구체적으로 획정되어

있지 않았었다 (외교통상부 중점외교과제, 2003: 5-6).

둘째, 2002년 발생한 한 중 마늘분쟁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입법부인

국회도 행정부에 추가적인 FTA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FTA가 확대될 경우, 일본 외 국가에 대한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통

상교섭본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농림해양

수산위원회회의록, 2002). 셋째, 더 중요하게는 집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FTA에

대한 정책추진에 대한 선호와 의지가 집권 첫 해인 2003년 중반 경에는 아직 구

체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김현종, ibid.: 9-14).235)

그런데 2003년 하반기 이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FTA에 대한 언급 빈도가 점

차 높아지고 FTA 추진 대상 후보 국가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236) 이후

2004년 외교통상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부터는 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

멕시코 등 개별 국가 및 지역단위 경제권과의 FTA 체결추진에 관한 내용들이 대

235)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언급과 기고문 등에는 그의 개인적인 주

관적 인식과 무역정책에 대한 정책이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책결정과 통상교섭

이라는 것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 공식적 참여자들을 통해 전개되는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참

여자 개인은 사상, 이익 등에서 주관적 입장에 있는 자연인이기도 하다. 공적인 위치와 개인적

인 주관이라는 복합적인 특성은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한 공

적인 참여자 위치에서 해석 및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236)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협상 출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언

급함에 이어, 2003년 10월 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ASEAN과의 FTA

추진을, 같은 달 제 11차 APEC 정상회의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와

양구 FTA 협상을 2004년 초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11월 무역의날 기념식 연설에서도 “우

리만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칠레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

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싱가포르, EFTA 등 주변국과의 FTA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

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2004년 1월 신년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노무현대통령 연설문

집, 2003: 532; 머니투데이, 2003. 6. 9.; 이데일리, 200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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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2004: 16). 노

대통령의 FTA에 대한 언급 빈도 증가 현상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정부 내 여론조성 움직임과 서로 맞물려 있었다. FTA 추진 본

격화에는 노 대통령 자신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실용주의 중시라는 인식전환

도 배경에 깔려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집권자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FTA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필요를 갖게 만들고 이를 후원하도록 유도하게 만든

통상교섭본부(장)의 정치가 있었다. 통상교섭본부의 대통령에 대한 정부정치의 성

공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 및 심화를 이유로 WTO 다자주의가 교착상태

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양자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

을 집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이러한 주장이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었기 때

문이었다. 더불어 통상교섭본부가 대통령 및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주

요 정부부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활동에 주력, 이들의 FTA 추진으로의 인식

전환 시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통상교섭본부가 타 정부부처들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에

앞서 자체 조직 내부적으로 소속 하위조직들과 관료들을 상대로 조직의 루틴, 조직

문화, 그리고 관료들의 정책이념 등에 있어 전반적인 변화시도를 추진했었기에 가

능했다. 이러한 통상교섭본부 소속 관료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사상 및 조직문화 변

화는 조직 수장들과 소속 통상관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이익, 조직이익, 국가이

익에 대한 인식이 과거 발전국가적 중상주의로부터 점차 자유주의로 변화했고, 이

러한 인식변화가 조직차원의 문화변화로 수용되면서 조직구성원들 간 조직이익과

무역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도 적극적 자유주의 관점으로 서로 공유, 변화되었기 때

문이다 (전통상교섭본부 인사조직부서 관료 인터뷰, 2014. 9. 26; Koo, 2010).

한·일 FTA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 관료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국제무역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통해 직접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정부의 수동적 정책대응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어려

움들을 몸소 겪었던 이들이다. 1998년 외교통상부 출범과 더불어 통상관료들은 자연

스럽게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이익과 조직이익을 재정의 할 필

요성을 느끼고 있었다.237) 이 과정에서 정무부문에 비해 경제통상 부문이 그동안 상

237) 통상교섭본부 외에도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무역관련 정부부처 소속 관료들

도 국제무역질서 및 산업 별 국제 환경의 변화를 자연스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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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홀대받아 왔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조직 내 분위

기도 강했다 (전통상교섭본부관료인터뷰, 2014. 12. 4.).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주무조직이 맞이한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국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이념 상의 변화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한 이들은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을 포함한 조직 내 고위관료들이었다. 그

들 중에서도 한 개인으로서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과 신념

에 기초한 정책이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기에 통상교섭본부를 운영하는 방식과 조

직에게 필요한 변화들에 대한 요구에 있어 비록 수장들마다의 개인적 강도는 서

로 달랐을지언정, 공통적으로는 큰 틀에서 1960년대 초 이후 수십 년 동안 형성돼

왔었던 한국 통상조직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업무관행 및 행태에 보다 자유주의적

인 인식과 태도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238)

한국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모두 큰 틀에서 무역 자유화에 찬성하는 정

책이념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들 중 관료 출신에 비해 외부에서 충원된 본부장들

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인사들이었다. 특히 김현종

전 본부장은 본인 스스로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밝혔듯이 한국

정부의 모든 통상관련 유관 부처 조직들과 재임 당시 자신이 이끌었던 통상교섭

본부 내에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온 수동적이고 규율적

인 위계적 관료조직문화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속 관료들

의 정책이념을 과거 수동적 대응중심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서 보다 적극적 자

유주의 정책이념 쪽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생산, 전파하고

238) 통상교섭본부는 부처의 수장들이 먼저 무역정책에 대한 정책이념을 보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으

로 전환했다. 한국에서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등 국가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한 사무관급 이

상 관료출신의 경우 한국의 경제구조와 산업발전 추세가 1960, 70년대 수입대체산업(유치산업)에

서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수출중심산업구조로 바뀜에 따라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책이념이

최초 보호무역주의에서, 발전주의적 중상주의, 그리고 발전주의적 자유주의 쪽으로 인식변화를 거

쳐 왔다 (홍석빈, ibid.).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덕수(1998. 3-2002. 2)는 경제기획원, 상

공부를 거치며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시절(1990-1992년) 당시 산업육성의 명분하에 업종별로 나뉜

개별 육성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었던 조선, 철강, 전자, 기계 등 7개 개별법을 공업발전법(향후

산업발전법으로 개명)으로 통합하는 등 규제철폐와 자유무역에 대한 정책이념을 표방해 왔다 (서

울신문, 2014). 제 2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황두연(2002. 2-2004. 7) 역시 상공부 상역국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을 역임한 데에서 유추할 수 있듯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

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해 옴과 동시에 통상교섭본부를 무역규제 철폐와 자유무역주의의 방향에서

조직을 이끌었다. 이러한 면에서 제 3대 김현종 본부장은 참여정부 FTA 정책 추진의 상징인물로

서 FTA 확대와 무역자유화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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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인사제도와 조직구조 및 운영절차를 개편하면서 통상조직 구성원들의 변

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현종, 2006, 2007, 2008, 2010).239)

이처럼 한국의 그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도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가운데, 한·일 FTA는 참여정부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싱가포르보다 한 달여 가량 앞서 공식협상을 시작한 참여정부 첫 FTA 협상

이었다.240) 참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 22일 첫 협상

을 시작하여 2004년 4월 26일 제 3차 협상까지 양국은 매 2개월 간격으로 협상

하면서 양국 간 협정문을 교환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양

국 간에는 상품시장 분야에서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낮은 양허율 수준 문제, 건

설 및 유통서비스 시장 등에서의 비관세 장벽 문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

정 문제, 한국산 부품 소재 산업의 대일 의존도 심화 및 경쟁력 취약 문제 등

서로 의견 차의 간극을 좁히기 힘든 쟁점들이 많았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 측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방어적 입장견

지로 인해 협상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241) 협상 교섭에 임하던 한국 통상관

료들 사이에서는 제 2차 협상 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

다. 한국의 재계와 산업계에서도 제 3차 협상을 전후로 해서는 양국 FTA에 대

한 신중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242) 급기야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

239)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차관보급)으로 2003년 5월 28일 부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

부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에게 첫 보고를 했을 때 WTO 다자주의를 견지

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FTA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어 한국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적극 추진한 중심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7월 28일부터 통상교

섭본부장이 되어 이후 한국정부의 무역정책을 참여정부 집권말까지 이끌면서 싱가포르, 일본,

ASEAN, EFTA, EU, 인도, 멕시코, 미국 등과의 FTA를 주무했다. 특히 일본의 대 한국 김 IQ

제도의 WTO제소, 양국 간 사전 10일전 고지관례에 대한 문제제기 등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일본과의 경제통상 전례에 비판적 인식을 갖고 변화를 추진하려 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재임기

간 2004. 7. 28-2007. 8. 8) (통상교섭본부, 2007; 김현종, ibid.: 38-56, 332-340).

240) 참여정부는일본과 제 1차 공식협상을 2003. 12월 22일에, 싱가포르와는 2004년 1월 27일에 개최했다.

241) 높은 수준의 FTA를 전제로 했을 때 공산품과 농수산업 모두 90%이상의 개방률을 제시해야 했으

나 일본은 공산품 시장에서는 전면 개방안을 낸 반면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제 5차 협상까지 56%의

개방률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김 등 17개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쿼터(IQ)를 부과하는데 대해 할당

량 상향과 쿼터의 점진적 철폐요구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농수산물 중 김의 경우 2004년 12월

한국이 일본을 GATT 제 24조 위반을 근거로 WTO제소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했고, 일본은 소 취하

조건으로 양국 간 국교 수립 당시 설정한 240만 속의 수입쿼터를 1,200속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242) 한국 경제5단체 등 재계는 제 3차 협상결과에 대한 제 2차 FTA민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한

일 FTA 협상에 앞서 실물경제 실상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현재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해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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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협상 추진과 관련해 분야 별 파급효과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고 국내보완대

책 수립을 위해 FTA 국내대책회의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6월 제 4차 협

상을 앞두고 교섭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쟁점

분야 별 이익불균형을 근거로 양국 FTA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더하여 통상교섭본부 외에 산업자원부도 2004년 8월 이희범 장관이

“한·일 FTA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양허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산업기술 이전 등도 포함한 광범위한 협상이 되어야

하며 FTA체결을 통해 양국 간 균형 있는 이익이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함으로써 양국 간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던 통상교섭본부, 일본과 FTA로 인한

피해 산업을 이익집단으로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 양 부처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243) 이후 통상교섭본부는 8월 제 5차 협상을 앞두고, 그리고 11

월 제 6차 협상을 마친 후 이듬해인 2005년 2월 대통령에게 연이어 한 일 FTA

협상의 쟁점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개진하는 보고를 했

다. 결국 이후 양국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중단되었다.244)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직후 2005년 3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

일 FTA가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관한 입장차이로 인해 조정 중”에 있음을 확인

했다. 또 5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더 한층 강화된 논조로 “일본 측

의 시장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 진척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2004, 2005; 김현종, ibid: 323-329).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국

통상관료들과 유관 정부부처 관료들 내에서 더 이상 한·일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을 서로 교감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한국 측 협상전략과 요구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은 4성 체제라는 일본

특유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협상방식에 근거할 때, 이미 협상 초기부터 공산품

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그리고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방으

로 협상전략을 정해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외무성관료인터뷰, 2014. 12.

7).245) 이는 첫 협상이 개시되기 한 달 전인 2003년 11월, 4성 중 일본의 FTA

사를 하고 있다”며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고 추진한다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

다 (이데일리, 2004. 5. 7; 서울경제 2004. 4. 23).

243)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Seoul-Japan Club간담회 발언 (뉴시스, 2004. 8. 10).

244) 마이니찌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한·일 FTA가 지난해 11월 이래 사실상 중단됐으

며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 200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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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요 내용 Chief Negotiator 및
관련 부처별 교섭대표

1998. 11 -양국 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합
의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
-요사노 가오루(与謝野
馨) 통상산업대신

1998.12-2000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공
동연구

2000. 5. -한‧일 FTA 심포지엄: 민간공동연구 결과 발표
2001. 5.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 1차 회의

정책을 주무하는 경제산업성에서 “양국 간 FTA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일본 산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양국 FTA는 한국정부 및 산업계

가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다. 한 일 FTA는 일본 입장에서 멕시코나

ASEAN과의 FTA에 비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적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246)

한 일 양국은 2004년 8월 협상이 제 5차에 이르러서야 상품분야 별 양허율 수치

를 상호 제시했다. 양허 수준치 제시가 늦어진 이유는 일본 측의 의도적인 늑장 대

응 때문이었다. 제출된 양국의 공산품 분야 양허율은 모두 90%가 넘었으나 농수산

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90% 이상임에 비해 일본은 56%에 그쳐 간극이 컸다. 양국은

이후 제 6차 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 양허율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큰 진전

을 보지 못했고, 이러한 가운데 일본 측에서도 추가 협상에 대한 내부 추진력이 점

차 잦아들게 되었다. 특히 일본 내 대내 정치협상을 주도하는 경제산업성이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협상단을 이끄는 외무성도 2005년 초 본격화되기 시작한 독도

문제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양국 간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점차 내부 동력을 상실해 나갔다 (경제산업성 및 외무성관

료인터뷰, 2014. 12. 14).247)

<표 17> 한 일 FTA 협상 추진 경과

245) 최초 일본이 제시한 농수산물 분야 시장 개방 양허률은 10% 정도였다 (이흥배, 2004).

246) 일본 경제산업성통상정책과구와하라사토시(桑原聡) 심의관의매일경제신문과의인터뷰(2003. 11. 2)

247) 제 5차 협상 후 2004년 9월 일본 외무성은 비공식 협의를 통해 상품양허 중 공산품 개방률 차

이를 사전 조정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이때에도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률에 관한 구체적인 양허수

준은 제안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농수산물도 사전 개방률 조율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일

본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양 측은 높은 수준의 개방률이라는 원칙만

확인하는 선에서 합의에 그쳤다. 한편 이 즈음에는 일본 내에서도 양국 간 FTA 협상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논의와 보도가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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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2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김대중 대통령-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
리(제 1차 내각)

2002. 7. 9-10 -제 1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02. 10. 1-2 -제 2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02. 12. 4-5 -제 3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03. 2. 6-7 -제 4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03. 4. 14-15 -제 5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03. 7. 11-12 -제 6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03. 9. 2-3 -제 7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03. 10. 2 -제 8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및 최종보고서 채택

2003. 10. 20 -양국 정상, 공식 협상개시 합의
김대중 대통령-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
리(제 1차 내각)

2003. 12. 22

-제 1차 협상(서울)
 ‧한국측,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40명
  ‧일본측,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
무성 등 관계부처 30여 명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
郞) 외무성 심의관

2004. 2. 23-25
-제 2차 협상(도쿄)
-5개 협상분과 및 상호인정협정(MRA) 분과
 ‧한국 측, 17개 부처 50명
 ‧일본 측, 13개 부처 120여 명

상동

2004. 4. 26-28

-제 3차 협상(서울)
-7개 분과(상품무역, 서비스/투자, 비관세조치, 
상호인정, 정부조달/지재권/경쟁, 협력, 분쟁해결)
 ‧한국 측,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17개 관계부처 94명
‧일본 측,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
성 등 관계부처 108명

상동

2004. 6. 23-25

-제 4차 협상(도쿄)
-6개 협상분과(분쟁해결분과 미개최)
‧한국 측,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19개 관계부처 80명
‧일본 측,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
성 등 관계부처 159명

상동

2004. 8. 23-25

-제 5차 협상(경주)
-7개 협상분과
‧한국 측,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20개 관계부처 103명
‧일본 측,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
성 등 12개 관계부처 111명

김한수 FTA담당심의관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
郞) 외무성 심의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
장(2004. 7. 28-2007. 
8. 8)

2004. 11. 1-3 -제 6차 협상(도쿄)
-7개 협상분과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
-시부야 미노루(澁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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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15개 관계부처 80여 명
‧일본 측,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
성 등 12개 관계부처 160명

實) 외무성국제무역경
제담당대사

2008. 6. 25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 1차 실무협의(도쿄)
- 4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합의에 따라 개최(이명

박 대통령-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이미연 FTA정책기획과
장-타케시 아카호리(毅
赤堀) 외무성 일‧한경제
실장

2008. 12. 4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 2차 실무협의(서울) 상동

2009. 7. 1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 3차 실무협의(도쿄)
 ‧심의관급으로 격상 개최

김기환 FTA정책국심의
관-이시카와 카즈히데
(石川和秀)외무성 아시
아‧대양주국심의관

2009. 12, 21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 3차 실무협의(서울) 이윤영 FTA정책국심의

관-이시카네 키미히로
(石兼公博) 아시아‧대평
양국심의관

2010. 9. 16 -제 1차 국장급 협의(도쿄)
김해용 FTA교섭국장-
야기 타케시(八木毅) 외
무성경제국장

2011. 5. 9 -제 2차 국장급 협의(서울)
이윤영 FTA교섭국장-
야기 타케시(八木毅) 외
무성경제국장

2012. 4. 25-26 -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도쿄)
2012. 5. 29-30 -제 2차 과장급 실무협의(서울)
2012. 6. 25 -제 3차 과장급 실무협의(도쿄)
주: FTA 홈페이지(http://fta.go.kr), 언론보도,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등 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2) 쟁점 및 협상 중단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FTA 체결 필요의 근거로 내세운 주장들은 크게 다

음과 같다. 첫째, 2003년 당시 190억 달러의 무역적자와 FTA 체결로 단기간

에는 무역역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248), 일본이 지경학

적 인접국으로서 산업발전 경로와 경제 및 금융산업 구조 등이 한국경제와

매우 유사해 일본으로부터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해외직접투자 등

248)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 관세 철폐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약 2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점증하여 2010년 최고 361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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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치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 둘째, 2003년 당시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

을 차지하면서 일본에 대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중이던 농수

산업계에게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 셋째, 참여정부의 국정 12대 과제 중 하

나인 동아시아 경제중심국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협력체 구상에 필요한

한·중·일 FTA의 한 축인 일본과의 FTA를 먼저 체결함으로써 일본, 중국

간 가교역할과 그 속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넷째, 정치외교

전략과 역사적 맥락 하에서 볼 때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일본 측의 역외가

공지역 인정문제를 역사적 부채의식을 가진 일본으로 하여금 수용케 만들기

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의 국가이익은 경쟁력 높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한국시

장 수출증대와 생산에 있어서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한·일 국제분업체계 구축,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 형성을 위한 초석 마련 등 경제적 이

익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견제, 한국과의 정치 역사적 관계 개

선을 위한 계기 마련 등이었다.249)

첫째, 표면적인 협상 중단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측면에서는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인 양국 간 상호 경제적 균형이익을 취할 정도의

이익구도가 형성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부품 소

재 산업분야 비교열위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우려250), 일본 측의 상호

인정제도 불수용, 일본 유통·물류·건설시장 등에서의 담합 등 비관세 장벽(NTMs,

Non Tariff Measures)251), 김과 감귤 등 한국 측 17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쿼터

249) 결과적으로 한 일 FTA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장애요인은 물론 정치적, 역사적

요인 등 여러 측면의 원인 분석들이 있다 (문병준, 2003; 정정숙, 2003; 김양희, 2004; 김도형, 2007; 김

현종, 2010; 이기완, 2013; 谷口誠, 2004). 그 외 양국 집권자 또는 협상관련 고위 관료들의 선호와 성

향이라는 인물 요인을 들기도 하고 (최영종, 2003; 김정훈, 2003; 김만흠, 2006; 戸田卓志, 2013) 또는

비당사국인 중국 요인 (小寺彰, 2003; 최운도, 2006: 232; 조재욱, 2008)을 제시하기도 한다.

250) 1998년 46억 달러이던 대일 무역적자가 양국 협상 개시 해인 2003년에는 190.3억 달러를 기

록했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04년 244.4억 달러, 2010년 361.2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한국무역

협회 무역통계, 2015).

251)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공적인 규제 즉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에 한

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는 1980년대 이후 높은 수준

으로 완화되어 왔으나 유통, 건설시장 등에서 기업 간 담합에 의한 규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

제 등이 많았다 (김도향, 2007; 김종걸, 200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제시한 수입품 가중

치 기준 한국의 비관세조치 적용비율은 0.42%인데 비해, 일본은 54.5%로 130배에 달했다. 1차 산업

보다는 제조업(섬유 등)에서 더 높았다. 미국은 이에 일본에 대해 1989년 5월 구조조정협의(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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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252) 해제 또는 완화 요구에 대한 불수용,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제

조업의 대일 경쟁력 열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불수용 등에서 일본과 협

상의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253)

일본 측은 한국에게 제조업 전 분야에 걸친 관세철폐 요구254), 자국 농수산물

시장개방 제한255), 비관세 장벽의 민간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등을 주장

함에 따라 양측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기 힘들었다 (조정란, 2005; 정인교, 2009;

김도형, 2007; 전혜현, 2007; 한형근, 2007; 磯崎典代, 2008; 최석신 임영언, 2009).

둘째, 양국 모두의 입장에서 본 정치적 장애요인으로는 양국 공히 집권 행

정부의 정치적 입지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양국 집권자의 선호와 의지, 집권

여당의 원내 위상과 정치력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 노무

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를 제안, 미국 기업과 제품의 일본시장 접근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양기웅, 1994). 그 결과로 1991년 7월 일본은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지침’을

확정·공포했다. 여기에는 희망소매가격 지정, 반품 및 리베이트, 특정소매업테 지정 등 위법행위

를 명시했다. 그러나 한·일 FTA협상 당시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보 불충분, 높은 비용, 오

랜 시간소요 등으로 인해 이 지침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규열, 2004: 47-53).

252) 김의 경우 1965년 국교 정상화 시 설정되었던 수입쿼터 물량 240만 속(束, 1속=100장))이 협

상 당시까지도 유지되어 왔다. 이는 양국 FTA와는 별도로 2004년 12월 1일 한국정부의 WTO

에 대한 일본정부 수입제한 제소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분쟁해결절차 진행 도중 양국 간 합의

에 의해 연 1,200만 속으로 조정되었다.

253)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1980년대 후반 미-일 통상마찰 당시에도 미국 측으로부터 문제시 되었

던 바 있는 오래된 사안이었다. 당시 미 Bush행정부는 구조조정협의(SII)를 통해 마케팅 및 유

통체계, 저축과 투자 등 금융거래 패턴, 정부의 기업관계 등 국내문제로 간주되어 오던 사항들

을 협의의제로 놓고 압력을 가했다 (최종원, 1994).

254) 총 4,495개품목전체공산품평균관세율은한국이 12.2%, 일본이 2.7%였다. 제조업실행관세율에서한

국은 3,140개(69.8%) 품목이 5∼12%이었던데 비해 일본은 3,574개(79.5%) 품목이 5% 미만이었다 (김현

종, ibid: 310; 김종걸, 2008). 일본은전자, 기계, 수송기계(자동차) 등에서는무관세였다 (김도형, 2007).

255) 일본은 당시 한국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약 60% 비중을 차지했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일본

에서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전통적으로 금기였다. 일본 내 농림족, 수산족으로 대별되는 정치인

집단(族議員, ぞくぎいん(zokugiin))이 자민당 정무조사회 농림부회, 농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산업계와의 연대를 형성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戶田卓志, 2013). 5차 협상에서 일본이 제시한

농수산물 평균 양허수준은 50%대였다. 일본은 국내외 가격차가 큰 가운데 쌀, 우유 등 유제품,

육류, 수산물 등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형근, 2007). 일본의 기 체결 FTA들에

서 농업부문에 대한 자유화 조치 예외 비중은 싱가로프 FTA 경우 61%, 멕시코는 41%, 말레이

시아는 55%에 달한다 (조정란·정인교, 2009). 일본은 물품 전반에 대하여 GATT 24조가 규정하

는 「실질적인 자유화」를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山本, 2008). 일본정부는 농업부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WTO에는 협정 제 24조에

순응하여 전체 교역품목의 90%를 개방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Solis, 2009: 214).

GATT 24조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와 제한적 통상규칙을 철폐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GATT 24조가 규정하고 있는‘실질적인 자유화’에 대한 해석에 있어 최

소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戶田卓志, 201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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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모두 대통령의 FTA 체결에 대한 선호는 높았으나 여소야대의 정치역

학 상 시간이 가면서 정책 추진력을 상실해 갔다. 일본도 당시 자민당 내 소수

파벌로서 고이즈미 내각이 가진 정치적 기반이 취약해 협상 추진력이 점차 약

화되는 가운데 부정부패 및 각료들의 스캔들 등으로 인해 자민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이기완, 2007: 98∼100). 또 정치사회의

구조개혁과 파벌해체를 기치로 당선된 고이즈미 정권은 자민당 내 다수 파벌

인 하시모토 파벌 등에 비해 소수세력이어서 정책추진에 있어 원내의 정치적

지지보다는 국민 여론에 기대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

화에 소극적인 정치세력과 업계로부터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웠다.256)

셋째,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 요인으로 독도 문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 근로정신대

문제 등 양국 간 정치·역사적인 인식 차이에서 오는 해묵은 미해결 이슈들이

한국 내 국민여론을 악화시켰고, 이러한 악재들이 양국 간 협상 진행의 발목을

잡았다 (坂垣正, 2000: 18; 김성보, 2005: 346; 일본외무성, 2001: 39; 강인훈,

2011; 이기완, 2013; 戸田卓志, 2013).

물론 협상의 중단 및 재개 실패원인으로 위와 같은 여러 측면의 장애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양국 간 대외적 수

준에서의 정치 경제 역사적 장애요인들도 중요하지만, 협상이 중단된 데에는 더

깊고 구조적인 양국 대내적 제도와 관료들의 이념 수준에서의 원인들이 있었다.

첫째는 무역정책 제도 자체가 가진 구조적 측면의 원인으로, 양국 고유의 무

역정책 결정구조와 통상행정체계가 가지고 있던 제도 활용의 수준 차이 때문이

다. 협상 당시 양국의 무역정책 결정구조 및 통상행정체계였던 한국의 통상교섭

본부 체제와 일본의 4성 체제에는 각국 정부 내에서 무역정책을 결정하고 외국

과의 통상교섭에 임하는 통상 분야 조직들의 역학관계가 내재화되어 있었다.

FTA 협상 당시 한 일 양국은 무역정책 제도 측면에서 단일한 집중형 전담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체제와 분산형의 복수조직 체계였던 4성 체

제라는 주어진 제도상의 간극이 컸었다. 이 같은 제도상의 차이는 정책결정과

256)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하시모토 파는 102명의 소속의원을, 고이즈미가 속한 모리 파는 60명이었

다. 또한 2003년 제 43회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약진도 대내 정치구도에 있어 고이즈미

정부에 부담이었다 (이기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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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에 참여하는 각국 관련조직들과 통상관료의 행태와 영향력을 제어하는

역학관계에서 차이를 유발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관료는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권이라는 제도적 권한

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주어진 제도 내에서 허용된 재량권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일본 측의 협상전략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변화

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통상교섭본부(장)는 주어진 제도 내에서 허용된 재

량권과 집권자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정책 후원을 통상교섭본부의 이익에 부합하

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내 이해관계 부처들, 대통령, 국회 등에 대

해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 정책입장을 이동하게 유도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

었다. 반면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4성 체제라는 제도 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료들의 재량적 제도 활용 수준 정도에 있어서나, 집권자인 수상으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후원도 명확하지 않아 경제산업 대신의 한·일 FTA에 대한 회의

적 입장과 농림수산성의 자국시장 보호주의 입장을 정책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

는 제도의 전략적 활용여지가 별로 없었다. 즉 경제산업성이나 외무성이 농림수

산성을 견인하여 관세 양허율을 기존 제시안에서 더 높이도록 조정해 냄으로써

당초 양측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나마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하

고 기회를 살려내는데 실패했다.

둘째, 양국 통상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념의 발현 정도와 양태에 있어

서도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일본 4성에 소속된 통상관료들이

가졌던 정책이념상의 인식차이가 양국 FTA 협상의 중단을 가져온 원인이었

다. 양측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 차이는 그 때까지의 양국 관료들이 겪어 온

경험과 자국이 처한 대외 경제적 환경 등 내외부적 요인들에 기인한다. 양국의

FTA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통

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큰 틀에서 볼 때 차이가 있었다.

한국 통상관료들의 경우 과거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서 이 당시 발전국가적

자유주의로의 정책이념 변화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극적 자유주의 단계에

있었다. 이러한 정책이념 변화는 GATT/WTO 체제 하 국제무역질서, 1980∼

1990년대 수퍼 301조 등 미국의 공격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통상압력,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외생적 충격들에 의해 단기간 내에 정책이념이 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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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밖으로부터의 충격과 압력들 때문에 생긴 변화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당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및 예하 통상관료

들의 정책이념은 아직 과거 발전국가적 경제발전단계 상황과 경험에서 형성된

중상주의적 인식의 관성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에 비해 일본 통상

관료들은 한국보다 먼저 그리고 더 오랜 시간동안 GATT체제 하에서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라운드, 플라자 합의 등 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에 먼저 노출되었

었고, 그 속에서 다자주의 무역 금융체제의 변화를 겪어 온 탓에 한국 통상관

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념은 주로 외무성 관료들과 일부 경제산업성 관료들에게 해당될 뿐 대

다수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 관료들이나 농림수산성 관료들에게는 각각 중상주

의 및 보호주의 성향이 인식과 신념의 근저에 남아 있었다. 즉 일본의 경우 4

성 체제의 각 성마다 소속 통상관료들의 통시적 정책이념 형성에 있어 역사적

맥락과 과정이 달라 그 수준도 상이했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관료 인터뷰, 2014. 12. 4∼10).

이러한 무역정책 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양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

념 상 차이는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조직이익 추구와 맞물려 FTA 협상과

정에 대응하는 전략과 행태에 차이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FTA

정책내용과 통상협상에 있어 서로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의 전략적

입장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양국의 통상조직 수장과 교섭수석대표 등 주요

정책행위자들은 기 형성된 무역정책 제도 내에서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을 달성

하기 위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활용하게

되는데, 한국의 통상관료는 한·일 FTA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일본 통상관료

는 각 성마다 각기 다른 조직목표와 이익 하에서 활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경

제산업성은 농림수산성에 대한 시장개방 양허율 증가를 위한 설득과 압력 등

에 소극적임에 따라 정책조정에 실패하였고, 농림수산성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

면서 협상이 중단되는 것을 방조하는 쪽으로, 외무성은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

성 간 정책조정 중재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독도문제 등 양국 간 정치·

역사적 외생 이슈 발생으로 인해 FTA 협상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4성 각 부처의 통상관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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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된 재량권을 활용하여 쟁점 별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한 일 FTA 협상은 양국 무역정책 제도상의 차이와 제도가 허용

하는 재량권에 대한 관료의 활용 정도 차이, 양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 차이

하에서 통상관료의 이념과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대내외 양 수준의 협상게임을 맞

이하여 양측이 협상타결에 필요한 양국의 윈셋(win-set)을 서로 겹치게 만드는

데 실패함으로써 협상이 중단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Putnam, 1988). 이를 자세

히 살펴보면, 양 수준 게임모델은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필요한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협상참여자들의 선

호와 연합(preference and coalition), 각 당사국의 제도(institution), 교섭자의 전

략(negotiator’s strategies)이 그것이다 (Putnam, ibid.: 441-442). 이 세 요인들에

비춰볼 때 한 일 FTA는 첫째, 정책 주무부처이자 협상의 주요 참여자인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외무성 관료들의 무역정책 방향에 대한 전

략적인 선호 즉 정책이념 상의 차이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측 모두 소

극적 자유주의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위 두 번째 범주인 제도적 구

조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료가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 및 관료의 행

태 차이, 그리고 세 번째 범주인 양측 교섭자의 협상을 이끌어 가는 전략적 방향

성(체결하는 방향 또는 중단하는 방향) 등에서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양

국 간 협상초기에 FTA 체결에 대한 선호에 있어 양측의 윈셋이 교차했을지라도

협상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협상

전개에 영향을 미쳐 서로 교차했던 양국 윈셋의 위치가 협상과정에서 겹치지 못

하게 됨으로써 협상타결에 실패하게 되었다.

제도로부터 허용된 관료의 재량과 협상 총괄 권한을 위임받은 정책주무부

처의 협상가가 협상체결에 적극적일수록 윈셋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데, 한

일 FTA 협상에 있어서는 교섭이 전개됨에 따라 한국 측 통상관료들이 일본

측이 제시하는 협상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대해 단일 전담부처인

통상교섭본부 수뇌부가 점차 일본과의 FTA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조직 수장 및 교섭수석대표가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적 재량

권과 대통령으로부터의 위임권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협상초기에 커보였던

윈셋을 일본의 윈셋과 겹치지 못할 정도로 작게 만듦으로써 협상을 중단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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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에서는 한·일 FTA 협상과정과 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틀을 활용해 통

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두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통상관료가 그들에

게 허용된 제도 내에서의 재량권을 어떻게 활용하여 협상을 전개했는지를 중

심으로 설명한다.

3. 통상교섭본부 對 4성 간 양 수준 협상게임

1) 한·일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한 일 FTA 협상 당시 양국 정부 통상관료들이 가졌던 정책이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역정책결정과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정책에 대한 신념체계

에 따라 정책과 협상전략이 정해져 집행되고 그 것이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식 행

위자들은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는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주요 부처의 수장들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통상교섭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협상단을 구성하는 통상교섭본부와 정부 유관부처 소속

관료들이다. 그런데 대내 정책결정과 대외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개별 관료들의

주관적 정책이념을 모두 판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

서 공식적 참여자들 중에서도 각 부처를 대표하는 핵심적 직위에 있어 의사결

정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부처의 참여자들로 범위를 좁혀 볼 필요가 있

다.257) 그럴 경우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은 4성의 조직 수장들, 양

측 교섭수석대표 및 양국 관련 부처 수장들로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개인 별 정책이념을 정확히 규명해내기는 쉽지 않다.258)

257) 조직의 수장은 전체로써의 조직구성원들의 이익과 조직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조직구성원들은 그들 개인의 이익과, 조직이익을 조직의 수장을 통해 표출한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설혹 조직구성원 개인이 조직수장과 입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관료제라는 위계

구조의 특성상 조직 수장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258) 문헌자료 중 국회회의록처럼 연구 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FTA 정책과 협상에 대한 논의 내용이 중요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교문서처럼

일정 시간이 경과 후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공개하는 정보공개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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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정책이념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

식체계 속에 종합화, 추상화 된 사상(idea)이기 때문이다 (최병선, ibid).259) 경

우에 따라서는 해당 관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정확한 정책이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책이념은 관료 개인의 인식론적,

조직적 정체성에 기반 한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책이념 파악에 있어서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한·일 FTA 당시 양국 정책

결정 참여자들과 협상참여 관료들의 정책이념 파악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

들 관료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표출하는 언행과 그 동안 관료로서 형성해 온

경력과정 등 출신 성분을 활용해 판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정부의

FTA 정책결정과정과 협상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정부문헌들, 언론보도기사에

나온 참여자들의 언행260), 정책결정과 교섭에 참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면접을

통한 진술, 관료들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등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

용해 가능한 한 충실하고 정확하게 당시에 벌어졌던 협상상황을 재구성함으로

써 정책결정과 협상전개에 있어 영향력이 큰 대표적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을

최대한도로 있는 그대로의 실체적 속성에 가깝게 추적,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협상에 영향력이 큰 통상관료로 대상

을 좁히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 및 교섭수석대표, 일본 4성 소속의 조직수장인 내

각대신들과 교섭수석대표가 주요 분석대상으로 좁혀질 수 있다. 이들의 정책이념은

FTA 협상 당시 각기 차이가 있었다. 먼저 2003년∼2004년 시점에서 한국의 무역정

책을 주무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은 두 명이었다.261) 일본과의 협상 도중에 통상

교섭본부장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협상 시 한국의 전임 통상교섭본부장

(황두연)의 정책이념은 그의 언행과 경력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내지는 소극적 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이념 쪽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의 경력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개방을 지

하고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59) 무역정책 사상, 이해관계, 제도가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어

떤 학자도 정책에 궁극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

는다 (최병선, 1999: 28).

260) 한 일, 한 미, 한 중 FTA 사례분석에 있어 검색, 활용한 언론보도기사 수는 네이버 기사검색

을 통해 2015년 2월 28일말 기준, 일본 총 11, 754건, 미국 총 184, 315건, 중국 총 31,379건이다.

261) 이 시기 통상교섭본부장은 황두연(제 2대), 김현종(제 3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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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성향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이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경제성장

모델 하에 있었던 1970∼80년대에 산업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산업부문 출신의 조직

수장인데다 한·일 FTA에 대해 대일 무역역조를 우려하는 언행 등을 보였기 때문이

다. 그는 일본과의 제 2차 협상이 종료된 시점에서 한·일 FTA에 대해 양국 간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협상의 목표는 양국 간 ‘이익 균형’입니다. 일본 평균 관세율이 한국보다

낮고 선진국 경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측의 보다 많은 품목에 걸친 조기

관세 철폐가 이뤄져야 합니다. 양국 간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보

장되어야 합니다.”

- 황두연 전 본부장,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접견 (2004. 4. 21) -

2004년 7월 통상교섭조정관 자격으로 한·일 FTA 교섭수석대표를 맡고 있었던

김현종 조정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었다. 그는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 WTO 법률

국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경력을 가져왔기에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

졌지만 한편 그의 언행 등을 통해 볼 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경

제적 실리와 비판적 민족주의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정책이념을 가진 수장이었다.

그는 교섭수석대표 시절에도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한 입장에 있어 경제적 실

리를 고려했을 때 전략적으로 잘 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에 서있었다. 이런 점들

을 볼 때 한·일 FTA 협상 당시 그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내지는 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일

FTA 협상 당시 한국의 최고위 통상관료들은 공히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이

념의 입장에 가까운 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이들 있었다.262)

2003∼2004년 즈음의 한국 통상관료들은 과거 GATT체제 하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과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걸친 미국의 수퍼 301조263)로

262) 여기서 통상관료들이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장차관 등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들을 포괄

적으로 아우른다. 물론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측면에서 볼 때 각 부처의 장차관 등 최고

위직 관료들의 정책이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여정부의 FTA 추진 본격화 원인으

로 정진영(2006: 360)은 칠레 FTA 비준과정에서의 학습효과,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FTA 추진

이 한국 정책당국자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만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2004년 7월 김현

종 통상교섭조정관의 통상교섭본부장 승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263) 무역보복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1980년대 미국의 공격적 상호주의(aggressive reciproc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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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되는 한 미 간 양자 통상협상을 할 당시의 수동적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발전국

가적 중상주의 정책이념264)에 있다가 WTO체제 출범 이후 점차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으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에 있었다 (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인터뷰, 2013. 9.

18).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이 보다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변하기 시작한

데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IMF 체제의 도래로 인한 국내외 통상환경 변

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한국의 관료사회에도 상당한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고 통상조직 내에서도 더 이상 과거처럼 수세적이고 수

동적인 무역정책으로는 국가의 대외 경제적 이익실현의 충분조건을 구현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퍼져나갔다.26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협상 당시의 한국 통상관료들의 전반적인 정

책이념은 과거 산업부 출신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일 무역역조에 민감한 입장

이었고, 교섭수석대표는 외교통상부 입부 후 한·일 FTA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는 등 아직은 통상교섭본부 조직전체 차원에서는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적

속성 내지는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이 근저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한국 관료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GATT/WTO

체제를 거치면서 다자주의에 노출되어 온 경험을 가져온 결과 외무성(MOFA)

관료들의 경우 적극적 자유주의 이념이 주류였다. 반면 농림수산성(MAFF) 관료

들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산업의 속성 상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적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산업성(METI) 관료들은 산업부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된 Super 301, Special 301조 등이 대표적이다 (Bello and

Holmer, 1990; Bayard and Elliot, 1994; 김정수, 1982; 최병선, ibid.). Super 301조는 당시 미국

시장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대만 등 약소국에 대해 성공했다. 1989년 5월 이들 국가들

은 USTR의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앞두고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큰 저항 없이 수용

해야만 했었다 (Bhagwati, 1990: 17). 미 Bush행정부는 일본에게 구조조정협의(SII)를, 한국에

게는 영업구조개선협상(PEI, Presindent’s Economic Initiative) 개시를 통해 규제완화 등 압력

을 가하기도 했다 (최종원, ibid.). 한편 미국은 1997년 10월에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압력 차원

에서 한국을 PFC로 지정했고 1998년 한국과 양자협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IMF 위기상황을 겪

던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마찰을 줄이는 차원에서 1999년 초 양국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

부분 수용하였다 (최병선, ibid.: 965, 1013-1014).

264) 1970,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통상관료들의 무역정책 사상은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인 보호무

역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고, UR협상이 마무리되어 감과 동시에 WTO체제가 출범하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금융위기(IMF 외환위기)가 도래하는 1990년대 말까지는 발전국가적 중

상주의적 성향을 띠었었다 (Koo, 2010).

265) 김대중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 외교 안보 분과위원회 인수위원 및 당시 외교통상부

고위관료 인터뷰 (2014. 12. 17,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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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이념이 주류였다. 재무성 관료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중립적 성향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적 정책이념이 조직 내 정책이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 관료 인터뷰, 2013. 10.

17). 한·일 FTA 협상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 및 교섭수석대표는 FTA 체결에 긍정

적인 입장에 있었다. 반면 경제산업대신의 경우 그가 전임 농림수산대신 출신이고,

본인 스스로가 수산족 출신 정치인인 탓에 양국 간 FTA 체결에 따른 일본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부정적 입장에 서 있었다. 재무대신의 경우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농림수

산대신의 경우 적극적 보호주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무역정책과 통상협상과 관련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이념을

판별해 분류하면 이하 <표 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8> 한·일 FTA 협상 당시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주: L: Liberal, M: Mercantilist, P: Protectionist

위와 <표 18>과 같이 양국의 핵심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에 대한 분류 내용을

토대로 양국의 통상조직 전반에 걸쳐 관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무역정책 사상

을 개념적 위치로 표시하면 이하 <그림 18>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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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한·일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위치

2) 협상에서 제도의 전략적 활용

제도는 통상관료가 준수해야 할 일종의 게임법칙(rules of game)이자 행위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조형(shape)을 위한 기회이자 행위에 대한 제약(constraints)

으로써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병선, 1999: 29). 각국의 무역정책 제도

속에서 통상관료들은 국가, 조직, 개인 차원의 복합적 이익을 가진 행위주체로서

정책결정과 통상협상이라는 대내외 양 수준의 협상게임에 참여한다. 특히 제도는

정책을 산출할 때 조직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산출한다. 이는 조직행태 모델에서

말하는 조직 루틴에 기반 한 조직의 목표(이익) 추구행위가 제도를 통해 반영되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이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일본 4성의 각 부처들은 주어진 자국의 제도 속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각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투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관료

들은 제도 내에서 그들에게 허용된 행위상의 여백(slack) 내지는 임의적 재량권을

활용해 정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제도로부터 부여 또는 위임받은 권한 또는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정책행위자인 통상관료가 얼마나 전략

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외국과의 FTA 협상에서 대내외 정치적

흥정과정을 주무부처 통상관료가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즉 일정한 정책이념을 가진 통상관료에 의한 제도와 제도가 허용한 재

량의 활용이 통상협상에서 관료의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함과 동시에 통상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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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일 양국의 통상관료들은 각국의 제도와 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는 대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치적 흥정에 있어 단일의 중앙집권화 된 전담조직으로서

이해관계 조직들과 정책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무역정책에 대한 주무권한과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권을 가지고 정부 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 압박, 회

유해 내었다. 집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체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으며, 이

해관계 정부부처들을 상대로는 해당 부처의 부성할거주의로 인해 협상진척에

장애가 발생했고 협상체결에 따른 전체 국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논리로 압박

및 회유를 해나갔다.266) 무역정책 결정구조 내에서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위상도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공식 구성원인데다가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무하면서 이해관계 정부부처와 대통령, 국회 등을 상

대로 통상교섭본부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대내 정치협상을 이끌어 가는 데 성공

했다. 특히 대외 협상에 있어서는 통상교섭본부 출신 교섭수석대표가 FTA 협상

을 총괄·조정하는 법규상의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있었기에, 일본의 경우

협상단에 참여하는 4성의 관료들이 각기 자기 조직의 훈령에 따라 작업반 별 협

상에 임하는 방식과는 달리 한국 협상단은 교섭수석대표의 지휘 하에 일사 분란

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체제와 달리 일본 4성 체제는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 부

처의 독자적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정부 전체차원에서의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이 어려웠다. 4성 체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의 무역정책 및 통

상협상 주무부처가 없기에 쟁점 별 정책조정을 통해 협상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촉진기제가 없었다. 오히려 정·관·업 3자 연합체제라는 협의체

266) 통상교섭본부는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각 산업

부문에 걸쳐 있는 조직이익을 대내 정치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산업자원부를 상대로는 부품·소

재, 자동차, 정보통신, 유통, 건설 산업 등에서의 피해가 석유화학, 조선 등에서의 이익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고부가가치 쌀의 한

국시장으로의 역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고 한국산 감귤과 일본산 미깡의 당도 차이와 생산비용

에서 한국 감귤의 상대적 비교열위를 이유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김 수입쿼타 불변

이라는 완강한 입장 등을 전략적인 이유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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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정 때문에 협상 도중에 당정 간 조정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협상 전개속도가 느려지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4성 중 FTA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경제산업성이 일

본 무역정책 결정구조 속에서 조직위상과 정책조정 역량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

지고 있지 못한 데에서 기인했다. FTA를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외무

성과 자국 농수산업 보호가 최우선이어서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농림수산성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주무조직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통해 이해관계 부처를 견

인하고 쟁점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자체적 역량이 모자라자 수상관저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고이즈미 수상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확고한 정책적 지원과 실제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

결과 한·일 양측의 교섭수석대표가 전체 협상분과들의 쟁점을 조율해 가며 협

상진척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방식, 속도 등 효율성면에서 양국 간에 차이

가 날 수밖에 없었다.267)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볼 때 양국의 통상관료가 각국

무역정책 제도와 제도 내에서 허용된 재량권을 협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한·일 양국 간에 상대적인 활용수준 차이가 있었다.

“일본 협상단의 분과별 작업반 반장들은 협상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내용에 대해 소속 부처의 훈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작업반 반장이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협상현장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나온 것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행태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협상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

간도 오래 걸리는 등 효율성면에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 협상참여 전 통상교섭본부관료 인터뷰 내용 중(2013. 8. 19) -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당시 일본의 FTA 정책은 무역정책이라기보다는 산

업정책, 기업정책 쪽에 더 가까운 속성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경제

는 수출과 내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노즈쿠리(物作り)로 대별되는 높은 수준의

267) 한 일 FTA 협상에 참여했던 통상교섭본부 관료들 중 상당수가 일본 측 협상파트너들의 파

편화되고 산만한 방식의 소속부처 훈령수령 방식과 협상진행 태도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다 (한 일 FTA 협상분과참여관료인터뷰,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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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가지고 있어 해외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이 높아졌고, 이를 활용해 산

업과 기술, 자본, 시장을 수직계열화 하려는 전략이 서 있었습니다. 무역정책

에 있어 정·관·업 3자 연합은 일본의 이러한 대 세계 산업전략에 기반 해 있

는 것이고 따라서 FTA정책도 산업과 기업정책 차원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

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 정책과 통상협상을 통상관료가 선도를 해 나가지

만 일본은 업계와 정치가 관료를 선도해 나가는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 주한일본대사관 경제산업성·외무성 소속 관료 인터뷰 내용 중(2013. 11. 2) -

이처럼 한·일 FTA 당시 양국의 통상관료들이 주어진 제약으로써 각국의

무역정책 제도 속에서, 제도에 의해 허용된 활용 가능한 재량권, 집권자 및

의회로부터 위임된 권한 등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양국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액면 그대로 한·일 양국 간 일대일 비교를 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 FTA 협상 당시에는 제도 속에서 허용된

(slack) 재량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한국 통상관료는 협상의 중단(결렬)까지

도 감안한 전략을 상정하고 이를 일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비해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는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자국 농수산업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려는 전략을 전제로 자국 농

수산물 시장개방 양허율 제시에 방어적, 소극적 대응을 했다. FTA 체결 시 무

역수지 증가 기대효과 등 전체적인 경제이익 추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유

리한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상에서 공세는 한국이 취하는 모양새였

다. 한국 측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일본이 제시한 개방 양허율 수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독도 문제 등으로 격앙된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일본 측에 최후

통첩을 했다. 2004년 11월 제 6차 협상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2005년

1월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인 돌파구를 모색했다. 일본은 외무성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健一郎) 아주국장과 경제산업성 국장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접촉함으로써 통상교섭본부를 우회하여 한국 측 협

상단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청와대, 국가

안전보장회의 등 각 기관장들에게 전략적 대응차원에서 협상내용을 사전 공유

하고 정지작업을 해 놓은 상태여서 일본 측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통상교섭본부는 주어진 제도와 제도가 허용하는 재량적 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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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정부 내 이해관계 부처,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실, 국무총리 등에 대

한 사전 대내 정치협상을 통해 일본 측의 우회 압박전략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정책 주무조직의 통상관료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협상에 있어 한·일 양국의 통상관료들이 각국의 제도와 관료에게 주어진 재량

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하면 이하 <표 19>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양

국 통상관료들의 제도에 대한 전략적 활용의 정도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개

념적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1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한 일 FTA 협상이 중단된 결정요인은 협상 당시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 가까운 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던 한국 통상

관료들이 통상교섭본부에게 주어진 제도의 제약 내에서, 그들에게 허용된 정책재량

권과 집권자로부터 위임된 권한 등을 협상을 중단시키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했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물론 통상관료들이 속해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익

추구 목적, 통상관료들 개개인의 이익 등이 내재화 되어 표출되었다. 일본과의 FTA

협상 교착과 중단에는 협정체결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시점에서

의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위한 통상교섭본부와 관료의 비난회피(blame avoidance)

전략도 담겨 있었다.

<표 19> 한·일의 제도 상태 및 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주: 협상 촉진기제(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에 대한 총괄·조정권, 4성: 수상관저의 개입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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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협상에서 한·일 통상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수준

3) FTA 협상의 결과

한·일 간 대내외 양 수준 게임인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관료의 정책이

념 변수와 제도 변수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협상 당시 한국 통상관료

의 정책이념은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개방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안에 따라 중상주의적인 관점의 보호적 속성을 띤 소극적 자유주의가

기저를 형성하고 있었다. 무역정책 제도측면에서는 정책과 통상협상을 통합·일원화

해 주무하는 통상교섭본부체제가 확립되어 있음으로 인해 통상관료가 정부 내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과 관련한 재량권을 적극적으

로 행사하고, 정책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강한 영향력과 넓은 행동반경을 가진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과거 오랜 동안 GATT/WTO 체제 하에서 다자주의 무

역 자유화에 노출되었었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경제질서에 협력해 옴에

따라 외무성 관료들의 경우 자유주의적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농림수

산성 관료들의 경우 강한 보후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었고, 경제산업성 관료들

은 산업계를 이익 고객집단으로 가지고 있어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성향을 띠는

등 개별 부처 통상관료의 이념이 부처 별 업무영역에 따라 상이했다. 일본의 무역

정책과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부처가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라고 볼 때 한·일 FTA

협상 당시 일본 통상관료들의 전체적인 정책이념은 한국보다는 더 자유주의적이지

만 그렇다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면적 자유주의라고까지는 보기 힘들다는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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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소극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무역정책 제도에 있어서는 4성 체제의 특성상 개별 부처가 협상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분산형의 복수조직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통상교섭본부 관료들에 비해 일본 경제산업성 및 외무성 소속 통상관료들이 대외

협상에 있어 자국의 제도가 허용하는 제도적 재량권 활용의 행동반경 폭이 좁았으

며 일본정부 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갈등조정의 강도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일본정부는 협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이즈미 수상 집권 이후 수상관

저의 내각 부처들에 대한 정책조정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견고한 기

존 4성마다의 부성할거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관계에 기반

해 볼 때 양국 간 FTA 협상에서는 양국 통상관료의 제도에 대한 활용 수준에 있

어 상호 편차가 있었다. 먼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는 일본과의

FTA 체결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 추정 시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

이 예상됨에도 협상 초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체결을 시도하

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국 통상관료들은 일본

측이 제시한 시장개방 수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이르렀다. 당시

아직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이념에 가까운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통상

관료들은 일본이 제시한 양허율 수준을 높이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협상을 더 이상 전개해 나가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한국 통상관료들은 제

1차 협상에서 일본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가졌던

의문을 현실로 확인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일본 측이 자국 농수산업 시장개방에

대해 더 이상의 양허율 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통상교섭본

부장 및 교섭수석대표를 비롯한 쟁점분야 분과장 등 교섭에 참여하는 한국 통상

관료들 전반의 인식이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는 통상교섭본부에게 주어진 제도

내에서의 재량권한인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권에 근거, 대통령, 이해관계 정

부부처, 국회 등을 대상으로 협상 중단의 대내 정치협상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

다. 이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으로부터의 권한위임을 받아, 교섭수석

대표는 그에게 주어진 협상권한 등 주어진 제도 내에서 재량권을 활용해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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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라는 방향성 하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정부정치를 벌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정부 내 관계부처 수장들에 대해서는 FTA 체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

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당 산업을 주관하는 정책부처로서의 책임과 전체 국익차

원에서의 대응을 주문했다. 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전반적인 국익

차원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주지시키면서 설득해 나갔다. 이

처럼 한국정부 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각개격파식의 전략적 정치협상을 통해 개

별 부처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 설득함으로

써 협상 중단의 의사결정을 유도했다. 이처럼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는

통상교섭본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 무역정책 주

무권한과 통상협상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내 이해관계

자들의 한·일 FTA에 대한 인식을 점차 부정적인 쪽으로 유인해 나갔다.268)

협상이 중단된 후 2005년 초부터 협상 재개를 도모하려는 일본 측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인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주무부

처의 전략적 입장이 여전히 부정적임을 피력하고, 당시로써는 협상재개의 환경여

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을 주장함으로써 통상교섭본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

준에서의 양국 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협상중단 입

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지속해 나갔다.269) 그 결과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

부 들어서도 양국 간에는 협상재개를 위한 일본 측으로부터의 여러 차례 시도

가 있었지만, 한국 통상관료들은 일본 측의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양허율 인상

이라는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협상의 윈셋을 확장시키지 않았고, 주어진

재량권을 협상 중단 쪽으로 유지해 니갔다.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가

268)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후에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FTA에 대하여 여전

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2007년 4월 4일에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본이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면서, “농산물에 대하여 90% 이상의 개방 제안을 안 하면 협상은

재개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 2007. 4. 4). 또한 그는 “일본은 우리가 유일하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의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중단시

켰다“며 “부품, 소재 분야의 예상 피해도 큰데 이에 대비하지 않은 채 한·일 FTA를 출범시킨

것은 무책임했던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파이낸셜뉴스, 2007).

269)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자 재정경제부 부총리였던 한덕수는 2005년 10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 일 FTA 진전이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 2008년 4월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기획국장 최경

림도 “한 일 FTA 실무협의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이 아직 없으며, 일본 측이 농산물 등에서 개

방수준을 높여야 협의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09년 2월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도

대한상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 일 FTA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2005. 10.

31; 머니투데이, 2008. 4. 21; 매일경제, 200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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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 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 내에서 부여된 재량권

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했던 한·일 FTA 협상게임에 있어 한국의 협상전

략상의 위치를 표시하면 이하 <그림 20>와 같다.

<그림 20> 협상게임에 있어 한·일 양국의 전략적 위치와 결과

한편 일본정부의 경우 4성 체제에서 오는 경제산업성, 외무성, 농림수산성의 상

충되는 견해를 정책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이 효과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했다. 일·

멕시코 FTA 협상에서 보여줬던 고이즈미 수상관저의 내부 정책조정 역량도 한·일

FTA 협상과정에서는 발휘되지 않았다 (戸田卓志, 2013). 또한 일본 FTA 정책을 실

질적으로 주무하는 경제산업성 수장이 과거 농림수산대신을 역임했고, 수산족 정치

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연고를 가지고 있어 농림수산성의 완강한 시장개방 저항에 대

해 적극적으로 정책조정을 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었다. 외무성 입장에서는 정치외

교적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이 긴요했으나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의 벽을 넘기

에는 제약이 컸던 데다가 때마침 2005년 초부터 붉어진 독도 문제, 고이즈미 수상

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정치적 갈등으로 외무성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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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정부 4성 별 통상관료들은 정책이념에 있어 부처 별로 혼재된 양상을

보였지만, 당시 4성 체제의 구조 상 주어진 제도 내에서의 재량권을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수상과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통상관료의 전략적 입

장과 대응 행태가 FTA 체결에 적극성을 띠지 못함에 따라 외무성 단독의 FTA

체결을 위한 추동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와 같은 일본 4성 체제와 수상관저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을 감안해 볼 때 일본의 한국과의 FTA 협상게임에

있어서의 협상전략상 위치를 표시하면 앞 장의 <그림 20>와 같다.

앞의 <그림 20>와 같이 한·일 FTA 협상을 정책이념과 제도 활용 수준 축으

로 표시한 벡터모델과 윈셋 개념을 활용한 양 수준 게임 측면에서 분석하면, 한

국은 통상교섭본부체제가 발족함에 따라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제도적 여건에 있어 통상교섭본부체제 이전 시절에 비해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

정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수행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

나 중앙 집중화 된 단일 전담조직 형태의 제도정비에 비해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에 있어서는 당시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이념의 관성이 남은 소극적 자

유주의 이념성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 관료의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과 강한 제도가 만나 형성된 협상의 전략 방향은 주어진 제도 내

에서 조직 수장과 교섭수석대표가 그들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협상을 중단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는 데 유효적절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에 따라 한국정부의 협

상 윈셋은 협상 초기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윈셋의 크기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일본은 통상관료들의 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4성 체제라는 제한적이고

분산된 형태의 약한 제도를 만난 결과 통상관료들이 주어진 제도 내에서의 재량

과 허용된 권한위임을 전략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의 국가 무역전략 상 형성된 윈셋들이 상호 교차하는 지

점을 찾는 데 실패함으로써 양국 간 FTA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중단되

는 결과를 맞았다. 협상 당시 한국정부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이 발전국가적 중

상주의에서 점차 자유주의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었음에 따라 한

국의 윈셋이 상대적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음에 비해, 일본정부의

윈셋은 정책이념과 제도차원의 변수 모두 경직적이었고, 특히 일본이 농수축산물

수입시장 개방에 보호주의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양국 간 윈셋이 교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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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협상은 교착되었고 급기야

장기간 중단되게 되었다. 양국 간 협상결과를 표시하면 이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한·일 FTA 협상의 최종 결과

제 5절 소결: 협상 타결 실패와 시사점

한 일 FTA는 준비와 협상 개시 그리고 교착 및 중단도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한 협상 게임이었다. 일각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상호이익의

구도형성 실패, 정치 역사적 미해결 쟁점 등을 협상타결의 실패원인으로 주

장하고 있으나 국가 간 무역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협정체결을 통한 상호

이익추구라고 볼 때 위와 같은 정치경제적 원인들만으로 협상의 중단원인을

모두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정부라는 공적 시스템과 관료제라는 제도적

구조하의 정부 정책결정구조와 통상교섭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서

분석하지 못한 채 나온 주장들이라는 점에서 정부 관료제에 대한 본질에 소홀

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구조화 된 설명력에서도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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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FTA는 이미 양국이 협상 개시 전 5년 넘게 공동연구를 통해 준비를

해 온 끝에 공식 협상을 개시했기에 협상 초기 윈셋이 양국 모두 넓게 형성되

어 있었다. 양국 통상관료들의 입장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경제적 장

애요인들은 양국의 무역정책을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변화시켜 협

상에 대응하면 되는 일종의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일 뿐이었기에 정책행위자

들의 의지가 강했다면 경제적 제약은 극복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국익이 협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

이는 있겠지만, 비단 한 일 FTA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통

상협상에 공히 적용되는 논리이다. 일례로 쟁점과 장애요인 측면에서만 보면

후술할 한 미 FTA의 경우도 한 일 FTA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은 난관이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미 FTA는 타결, 발효되었음에 비해 한 일 FTA는

중단되었던 데에는 단순히 정치경제적 요인들 외에 관료제 하 관료의 이념과

제도의 영향이라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 간 FTA 협상중단의 근본 원인이 양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과 통상관료들이 무역정책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것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았다. 즉 관료의 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속 제도의 전략적

활용에서의 차이, 이러한 차이에 기반 한 대내 정치협상에서의 양국 무역정책

주무기관 간 이견해소 성공과 실패, 일본 4성 체제의 대내 정책조정 실패, 그리

고 양국 간 상호 수용 가능한 이익교차 구간 확보 실패 등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결국 한 일 FTA 협상중단은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을 주무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한국 통

상관료들이 정부 내 이해관계 부처들을 상대로 쟁점분야 정책조정에 성공하고, 그

리고 대통령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등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서의 정부정치에 따른 정치적 흥정 성공을 통해 협상을 중단시키는 쪽으로 이끈

결과였다 (Haggard and Kaufman, 1995).270)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국의 대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한국

270)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모든 정권은 경제개혁과정에서 정치지도자와 핵심 지지세력 간 명

시적 또는 비명시적 교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Haggard and Kaufman, 1995: 7). 같은 논리

로 FTA 정책으로의 변화과정에서 집권자와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 간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상호 교섭(즉 설득)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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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관료들의 대내협상에 대한 인식 미흡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시각은 무역정책 결정구조 내에서 벌어지는 정부정치의 복잡한 구조와 운영

행태 등에 대한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일본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

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협상과정의 적절한 공개, 이익

집단의 참여 방안마련, 언론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은 어느 면에서는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시 공식 제도로써 기 형성되어 있던 한국의 무역

정책 제도라는 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책행위자인

통상관료들이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전술적 목적 하

에서 취사선택하여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비공식적이고 부수

적인 소재들이었을 뿐이다.271) 국가가 외국과의 협상에서 갖게 되는 총체적

협상력의 크기는 국가의 대내외 협상 간 역학관계에 달려 있고 그 역학의 방

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인 것이다.

이념과 제도 간 역학관계의 바탕에는 첫째, 1998년부터 통상교섭본부 중심의 통

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권을 갖게 된 제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272) 둘째, 한국 무

역정책과 통상협상을 주무하는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에 자유주의가 싹트는 가운

데 아직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가 기저였었다는 점, 셋째, 통상교섭본부장에 자유

무역론자이자 관료사회 외부출신의 수장이 부임해 무역정책과 통상교섭을 총괄하

271) 일부에서는 한 일 FTA가 충분한 내부협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통상관료

들의 내부협상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협상에 대한 인식 미흡이 외부협상에 대한 외교통상부 공무원의

인식미흡과 관계가 있다고 하며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라는 인사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김기홍, 2005: 49-51). 그러나 11개월간이라는 짧은 협상기간 동안 한 일 FTA 협상에

참여했던 통상관료들이 중간에 보직이동을 하긴 어려웠을 것이며(아주 예외적으로 일신상의 이유

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협상수석대표의 경우

제 5차 협상 때까지 변함이 없었고, 제 6차 협상 시 기존 수석대표의 통상교섭본부장 승진으로 인

해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한국 통상관료들이 협상의 본질에 대

한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여

겨진다. 물론 수십 명에서 백여 명이 넘는 한국 통상관료들 모두의 협상 기간 동안 보직이동에 대

해 내부 인사명령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272) 김대중 정부는 과거 1980년대 한 미 통상협상에서의 미 USTR과의 협상 경험, 그리고 GATT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에서의 수세적 대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국제무역협상에서 한국이

겪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상외교 차원에서 외교통상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관련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무역정책과 통상교섭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했

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 외교 안보분과위원회 위원 인터뷰,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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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나 그 자신은 일본과의 FTA 체결에 부정적이었고,273) 교섭수석대표들도

정책이념의 궤와 전략적 방향을 같이 했었다는 점 등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273) 여기서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참여정부 무역정책을 총괄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조직규모

면에서 양적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소속 관료들의 자유주의 정책이념 변화를 견인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정책이념에 대해 살펴보자. 그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이라는

차원을 넘어 통상교섭본부 15년 역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일 FTA 협상 중단을 권고하는 보고를 한 즈음인 2005년 2월

<왜 FTA를 추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시론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중략) 대외

환경과 국내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략 2년 정도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최후의

‘기회의 창’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중략)

그러면 도대체 왜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중략) 칠레와의 FTA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총생산의 70%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이

다.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중략) FTA 협

상은 첫째,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상대국을 선택할 수 있고 둘째, 개방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협상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중략) 한 일 FTA를 체결하면 무역수

지 적자폭이 60억 불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일본과의 FTA

는 추진하지 말아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경쟁에 취약한 부품 소재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고려하여 개방일정을 교섭해야 하겠지만, 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

효과, 산업구조조정 효과 등 거시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략) 결국 우

리나라를 ‘선진 통상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략) 문제는 양국 정상 간 금년(2005년) 내

타결키로 합의한 바 있는 한 일 FTA 협상이다. 당초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

키로 한 합의와 달리, 일본 측은 공산품의 관세철폐에만 관심이 있고 그 외 농산물시장 개

방이나 비관세장벽 등 우리나라 관심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결과적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략) 한 일 FTA는 그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나중

에 낭패를 보는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냉각기를 끝내고 협상이 재개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

다. 일본이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양허를 준비하고 비관세장벽, 정부조달, 공산

품규격 적합성 상호인정 등 우리 관심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온다면 협상

은 언제든지 재개될 것이다. (중략) 사실 양국 FTA는 업계가 조기에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중략) FTA 정책은 순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이

되겠지만, 정치 외교적인 함의도 무시할 수 없다. (중략) 그러면 우리 FTA 정책의 최종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FTA 네트워크의 중심(hub)으로 만드는 것이

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동북아경제중심’ 전

략과 맞닿아 있다. 현재 우리의 FTA 추진일정에 따라 모든 협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FTA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2년 후인 2006년 말경에

나타날 FTA 전선의 모습은 싱가포르, EFTA, 캐나다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ASEAN, EU,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다. (중

략) 중국과도 일정한 형태의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중략)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FTA 네트워크 구성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및 동북아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상법률,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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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한국-미국 FTA

제 1절 환경과 필요

한 미 FTA는 한국이 현재까지 발효 또는 타결한 총 15개 FTA274) 중 협상

개시 전에 민간공동연구나 산 관 학 공동연구 같은 사전 준비 또는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무협상에 들어간 3개 FTA 중 하나다.275) 또 협상 개시

에서 타결까지 소요된 시간이 10개월 남짓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양국이 신

속하게 협상을 전개했다.276) 반면 협상 타결 후 비준까지 걸린 시간은 약 4년 7

개월로 현재까지 발효된 FTA들 중 가장 오래 걸렸다. 더 특이한 점은 한 미

FTA가 협상 타결과 비준 사이에 재협상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무역협상

관례상 이례적인 경우이다. 또 한국이 체결한 FTA들 중 유일하게 국회 내에

‘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미FTA특위)가 구성되어 협상과정에 대한 정

부보고를 받고, 국회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있었던 경우이다.

위와 같은 현상적 특징들은 그 만큼 한·미 양국에게 한·미 FTA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민감했으며, 더욱이 한국사회 내 이념갈등과 얽

혀 일개 무역협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논쟁과 갈등을 불

러온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다.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한 미 FTA

는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와 급속히 부상 중이던 중국, 영향력 확대와 재기를

노리는 일본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층적으

로 엮인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다. 또 한반도 주변 열강들과 지역

내 국가들 간 정치경제적 경쟁의 본격화를 알리는 촉발제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집권 초기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관한 논의는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 국가와 2개 권역인 EU, ASEAN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274)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한국은 11개의 FTA를 발효시켰고, 4개의 FTA를 타결하였다.

275) 민간공동연구나 산 관 학 공동연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협상에 들어간 경우는 칠레,

미국, EU와의 FTA이다. 한국의 과거 FTA 체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상국 검토 및 선정, 산

관 학 공동연구 등 사전 정지작업, 본격 협상 개시, 전개, 타결(이례적으로 필요 시 재협

상), 비준, 발효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276) 제 1차 협상에서 타결까지 소요된 시간이 가장 짧은 예는 EFTA와의 협상이었다. 이어 싱가

포르(10개월), 미국(10개월)순이었다. 칠레는 42개월, EU는 26개월, 중국은 30개월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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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거대경제권 국가 및 지역들과의 FTA 추진에 있어 시간대 별 검토 순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 때이던 1998년 11월부터 논의를 전개해 오던 일본, 2003년 8

월 ASEAN, 2004년 5월 미국, 2004년 9월 중국, 그리고 2006년 5월 EU 순이었

다.277) 그러나 가장 먼저 협상이 진행 중이던 일본과의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통상교섭본부는 전격적으로 FTA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전환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타진해 오던 미국과의 FTA 협상개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가져 온 일종의 연계(linkage) 전략이었다.278)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시점은, 시기적으로 참여정부

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과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본격 가동시

킴과 동시에 첫 거대경제권 국가인 일본과의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

던 2005년 하반기였다.279) 한 미 FTA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은 이 시점

277) 일본과의 FTA는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양국 간 산 관 학 공동연구가 네 차례 진행되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이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 첫 FTA 협상을 개시, 2004년 11월까지 총 6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본과의 FTA는 양국 정상이 2004년 12월 정상회담에서 2005년 중

타결을 천명했지만, 일본 측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소극적 입장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

고, 이후 2005년 붉어진 독도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정치 외교적인 문

제들로 인해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6월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가 개최되기까지 더 이

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재개된 실무협의도 2012년 6월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 이상 공식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ASEAN과도

2003년 8월 공동연구를 제안한 이래 2004년 11월 첫 협상을 개시했다. 또 중국과도 한 미 FTA

가 2006년 2월 공식 추진 선언을 한 직후인 2006년 5월 보시라이(薄熙來) 당시 상무부장이 방

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해 9월

ASEM 정상회의 때 한 중 통상장관회담을 갖은 후 연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를

공식 발표한다는 일정까지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는 이후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

실험과 한 미 FTA 진행 중에 중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데 대한 국내 반대여론 비등, 정

부 내 미, 중 FTA 동시추진 부담에 따른 신중론 부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고

2007년부터 중국과 산 관 학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당시 중국과

의 논의는 한국이 이미 2005년 11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했기에

가능했다. 그 당시까지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278)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멕시코 등 중남미 순방에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일차 의사결정

을 한 이후, 관계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한·미 FTA를 하기 위해서는 한·일 FTA

보다 한·미 FTA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이해시켜야 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경제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국민을 분기시켜 ‘한 번 해볼까’하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279) 노무현 대통령의 한 미 FTA 추진 결심은 멕시코 국빈방문 때인 2005년 9월 초 김현종 통상교

섭본부장의 보고와 제안을 통해서였다. 미국도 이해 9월 한국을 FTA 체결 우선협상대상국에 선

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그해 11월 APEC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 간 FTA 협상 출범을 공식발표

하자고 제안했으나, 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부동산관련법 등 국회통과를 앞둔 국내입법

문제를 이유로 정기국회 이후인 연말에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여러 이유로 출범 공식발표

는 2006년 2월 3일에 하게 되었다 (FTA홈페이지, 2014; 김현종, ibid: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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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이었지만280), 사실 통상교섭본부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

의 FTA를 검토, 타진해 오고 있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분위기와 구도 조성을 위해 캐나다와 FTA 타진 협의를 개시하는 등 미국의 무

역정책 당국자들에게 우회적인 신호를 보내며 유인책을 구사하는 사전 정지작업

을 해오고 있었다.281) 통상교섭본부는 2003년 8월 FTA추진로드맵에 대해 대통

령 보고를 한 이후, 2004년 8월과 11월에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WTO 다자주의

를 견지하되 FTA 병행전략이 통상국가인 한국에게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면서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어 12월 대외경제

위원회 대통령 보고에서는 미국, EU 등과의 FTA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자 미국, EU측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캐나다, EFTA 등과의 FTA를

유인책으로 써서 FTA로드맵 상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기

도 했다.282) 2004년 5월 한국과 미국의 통상당국자 간 첫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이래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공식접촉이 그

해 10월 23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개시되었다. 양국은 이후 11월 칠레

APEC 정상회의 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향후 6개월간의 사전 예비협의에 합

의했다.283) 이를 통해 미국은 2005년 10월 전체 25개 후보국가들 중 한국 등 4개 국

가를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한 미 FTA는 통상교섭본부 나름의 전략적 의도와 사전 치밀한 준비과

280)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미 FTA 준비는 참여정부 초부터 준비된 일이다. 우

리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

은 2004년부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2005년 5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6. 9. 28).

281)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있던 2003년 말 캐나다와 FTA 추진을 타진함으로써

미국의관심을유발시키는전략을취했다. 그는캐나다외교통상부에드워드차관, 멀로니아태차관보와

오타와에서만나양국간 FTA 체결에대한견해를나누었고, 이후이를미국측과의 FTA 타진에전략적

으로 활용했다. 일례로 2004년 5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Global Summit of Women’ 회의 참석차

방한한 Josette Sheeran Shiner USTR 부대표와 Wendy Cutler USTR 북아시아 담당 대표보는

한국정부 관계인사(당시 통상교섭조정관이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추정됨)와 만남을

통해 미국정부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정부 내 분위기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으로서

는 한국과의 FTA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김현종, ibid.: 60-62).

282) 이 보고 시 노무현 대통령은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수동적 자세보다 능동

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중략) 세계무역질서의 변화를 볼 때 FTA 정책을 큰 틀에

서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검토를 지시했다 (김현종, ibid.: 51-53).

283) 총 3차에 걸쳐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2005. 2. 3.∼4. 29.)’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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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물론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ASEAN, EU 등 어느 하나 중

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다른 거대경제권들과의 협상타진 작업도 정부차원의

사전준비가 있었겠지만, 미국과의 FTA는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눈에는 경제적

이익추구에 우선순위가 놓여 있던 것으로 보였던 다른 FTA들과는 차원이 달랐

다. 한·미 FTA는 정치외교 군사 역사적 차원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이라는 문

제까지 얽히고설킨 채 끓고 있는 솥(melting pot)과도 같았다. 한마디로 한국사회

전체에 걸친 파장과 혼란을 불러올 사안이었다. 이처럼 미국과의 FTA 체결 추

진은 그에 앞서 진행 중이던 일본과의 협상, 그리고 미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

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EU, 중국과의 FTA 검토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존 논의 방향을 전환케 만들 정도로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

슈였다. 2005년 9월 집권자의 결심을 얻어 낸 한 미 FTA 추진은 또 다시 몇

달 동안의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양국이 2006년 2월 3일 워싱턴에서

FTA 공식 추진선언을 하고 그해 6월 5일 첫 협상에 들어갔다.

1. 미국 무역정책 및 제도의 통시적 변화

1) 미무역대표부(USTR) 체제의 형성, 진화 및 제약

한 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284)이 200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종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미 행정부가 TPA를 가지고 있을 때 FTA 협상

284) TPA는 1970년대 미국 무역정책의 질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제이다. 미국 헌법 상 대외

무역협상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 (U.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기조변화가 시기에 따라 변천이 있었다. 통시적으로는

의회가 주도권을 쥐었던 시기와 행정부 주도기로 나눌 수 있다. TPA는 1934년 상호무역법(RTAA)에

서 의회로부터 행정부에 3년 주기로 갱신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한 신속협상권(fast-track authority)의

확장된 수단이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행정부가 무역정책 주도권을 가진 시기를 맞게 되었음을 상징

한다. TPA에 의해 행정부에 의해 체결된 무역협정 이행법안이 의회에 통보되면 미 의회는 내용에 대

한 수정(amendments) 없이 통과에 대한 가부(up-or-down)만 결정한다.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이

행을 위해 의회의 이행입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상돈, 199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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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개하는 것이 협상 전개의 신속성 등을 감안 시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시 한 미 FTA 역시 사례에 대한 분석에 앞서 협상 당시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가 어떠한 구조와 내용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는

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의 역사적 변천은 어떤 상황과 과정을 거쳐 정립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양국 협상 당시 미국이 취했던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

과 협상전략의 산출 원인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양국 간에 전개되었던 협상과

정의 동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의 통시적 변

천은 미국 일국 차원의 경제적 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무역정책과 무역정책 제도변화는 전 세

계적 차원에서의 국제무역질서 변화와 직결된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대전, 냉전, 탈

냉전, 그리고 오늘날 다극화로 이어지는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전개되

어 온 국제정치경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로 불리는 미국 헤게모니의 성쇠를 반영함과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무역정책 제도는 무역정책의 사상적 기조가 어디에 위

치해 있었느냐와 정책의제의 입안, 수립, 집행을 의회와 행정부 중 주로 어느

쪽에서 주도해 왔느냐에 따라 다음의 <표 20>에서와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

가능하다.285)

<표 20>의 각 시기 별 미국 무역정책의 사상적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냉

전 시기의 서방경제와 탈냉전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이념적 사조는 미국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미국이 냉전시기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본토의 물리적 피해가 거의 없었음과 더불어 세계

대전 시 군수산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

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전후 미국은 과거처럼 몬로 독트린(Monroe Doctrine, 1823)의 폐

쇄적 보호주의나, 문호개방 정책(Open-Door Policy(1899))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는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되었다는 뜻이다.

285) 학자에 따라 시기 구분의 단계가 여러 가지로 다르다. 무역정책 사상(학자에 따라 신념체계,

정책이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과 주도권을 어느 부처가 쥐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필자의 관

점에서 시기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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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무역정책 사상 & 정책 
주도권 소재 관련 주요 무역법

1930년(대공황) 이전 보호무역주의 & 의회 -Smoot-Hawley법(1930)
1930년~2차 대전 보호무역-자유무역 간 과도기 & 

행정부 -상호무역협정법(1934)286)

2차 대전~1980년대 중반 자유무역주의 & 행정부
-무역확대법(1962)
-무역법(1974): 신속협상권 도입287)
-무역협정법(1979)
-무역 및 관세법(1984)

1980년대 후반~WTO 출범 자유무역주의+공정무역에 입각한 
공격적 상호주의288) & 행정부 -종합무역‧경쟁법(1988)

WTO 출범~현재 자유무역주의+실리주의에 입각
한 양자 및 지역주의& 행정부

-개정 무역법(2002)
 ‧1994년 신속처리권한 폐지, 이후 
2002년 개정 무역법에서 무역촉진
권한(TPA)으로 개칭 후 재부여

<표 20> 미국 무역정책 사상과 정책결정 주도주체의 시기 별 구분

주: WTO 체제 이후 미국의 공정무역(fair trade)은 1990년대 공격적 상호주의의 연장선상에 있

으나 그 당시에 비해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

자료: 김정수(1996), 최병선(1999),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외 자료참조 필자작성.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이 유일 패권국이었던 냉전 막바지

시절이 미국 무역정책이 가장 자유무역주의 정책사조에 가까웠던 시기였다.289) 물

286) Smoot-Hawley법에 대한 문제제기로 1934년 제정된 RTAA(상호무역법)는 ‘관세율 책정 결정

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무역정책의 제도적 초석

이었다 (Haggard, 1988; 김정수, 1996). 이는 그때까지 의회가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결정해

온 관세의 성격을 법적관세(legal tariff)로부터 협상관세(bargaining tariff)로 전환하는 것을 의

미했다. 또한 무역정책의 초점을 국내산업 보호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국익확보로 이동하

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이었다 (최병선, 1994: 28).

287)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는 1970년대 닉슨 행정부에 이르러 비관세장벽(NTBs)이 중

요한 무역협상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자 종래 미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위임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검토되었다. 1973년 Tokyo 라운드 출범을 앞둔 닉슨행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동을 건 상원재무위원회와 USTR 간 타협을 통해 ‘신속처리권한 및 무역협정의 이행법안

에 대한 의회의 신속처리절차(Congressional fast-track implementing procedures)’에 관한 규정

을 제정했다 (1974년 무역법 Section 102) (최병선, 1999: 953-954). USTR과 상원무역소위원회가

협의해 협상타결 후 이행법안 내용에 대해 상하원 무역소위원회가 관여(advice)할 수 있고, 조정

을 통해 합동 이행법안을 작성 후 대통령이 의회 개시 90일 전 통보하면, 의회는 60일 이내 의결

하되 위원회나 전체회의(floor)에서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병선, 1994: 29).

288) 1980년대 미국 무역정책기조가 공정무역 등 공격적 상호주의로 전환된 원인 중 하나로 무역정

책이 하위정치에서 상위정치 영역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 약화와

탈냉전 등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의 결과이다. 미국의 무역의존도가 1970년 약 6%에서 1980년

약 13%로 증가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정체된 상황도 무역정책이 대외정책의 영역에서 대내정

책을 이슈영역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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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추구했던 자유무역주의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 모

델의 전형에 부합하는 순수 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의 사조에 기반 한 것은 아니었

다. 이는 정치적 패권주의 하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조합해

만든 이론이 아닌 정치 현실세계에서의 무역정책 사상이자 국제질서였다.290)

(1) 1980～1990년대: 자유무역주의 對 공정무역

지난 20 세기 세계 정치경제의 변화를 통해 부상한 패권국 미국의 무역정책 사

상과 무역정책을 주무해 온 미 행정부와 통상전담조직인 무역대표부(USTR) 등 통

상조직에 소속된 관료들의 정책이념은 큰 틀에서 볼 때 자유무역주의였다. 그렇다

면 가장 최근 시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GATT와 그 후신인 WTO 출범(1995)

이후 2015년 오늘 현재까지 약 한 세대 동안의 미국 무역정책 사상의 기조도 자유

무역주의였었고, 미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도 여전히 자유무역주의였던가에 대해서

는 연구자들마다 해석의 방향이 다르다. 미국 무역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유발한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은 무엇이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무역정책 사상

과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협

상전략을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미국 무역정책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정치경제에서 차지하

는 패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사실상 패전, 1970년대

중후반 유럽과 일본경제의 부흥 등 국제정치경제 역학구도의 변화는 팍스 아메리

카나의 균열을 예고하고 있었다. 카터 행정부 들어 악화되기 시작한 무역적자는

레이건 정부 들어서는 그 낙폭이 가팔라짐과 동시에 재정적자마저 겹쳐 소위 쌍

둥이 적자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291) 1980년대 들어 미국은 누적된 무역적자 완화

289)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소비에트 공산주의와 이념과 체제 대결에서 종국적 승리를 위해 우군

인 서방경제를 부흥시켜야 했고, 기축 통화국으로서 막대한 쌍둥이 적자를 감당해 내면서까지

이념 및 체제대결을 벌이는 한편 국제무역 정책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290) Ruggie(1983)는 미국의 자유무역주의를 일컬어 ‘compromise of embedded liberalism’이

라 칭했다. 이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 간 타협을 통해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김정수, 1996: 224).

291)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1986년 여론조사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목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에, 취업기회 보호가 78%로 1위, 무역적자 감축이 62%였음에 비해 공산주의 확산

방지는 57%, 소련 군사력에 대한 대응은 53%, 해외 민주정권 수립원조가 30%였다. 이는 과거

와 달리 80년대 들어 정치안보 문제보다 경제문제가 더 민감한 이슈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 198 -

를 위해 GATT 체제 하에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전면적 자유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의 출범을 원했지만 유럽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

국의 반대로 출범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미 의회와 행정부 내에서는 기존 다자주

의 국제무역체제 작동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 GATT 체제의 원활한 구동이 곤

란해진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그렇다고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이 시기 들어 미국의 정치적 패권국

으로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경제력 또한 점차 쇠잔해져 가고 있었다고

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세기 이상을 유지해 온 패권국의 명분과 실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무역적자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자주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그리고 지역주의(regionalism)를 조합, 병행하는 새 전

략을 취해야만 했다 (최병선, ibid.). 결과적으로 1980년대 미국이 채택한 국제무역

전략은 GATT식 다자주의에 미국의 힘에 바탕 한 공정무역(fair trade)이 가미된

양동작전이었다.292) 미국은 어렵사리 1986년 우루과이 다자간무역협상을 출범시켰

고 동시에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을 통해 공격적 상호주의(aggressive reciprocity)

의 기치 하에 균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주장하며 미국이 시장을 개방한 만큼 외국들

의 시장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상호 시장개방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 사상기

조를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무역적자 폭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실리적 방법을 활용하

기 시작했다 (Pearson, 1989; Krugman, 1990; Cooper, 1993).293)

한편 이 같은 미국의 무역정책 전략기조의 변화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

(Rielly, 1987; 김정수, 1992: 484). 이는 Reagan 행정부의 긴축통화정책, 느슨한 재정관리, 달러

의 평가절상 정책 등이 무역정책 운영에 악영향을 준 결과였다 (Richardson, 1994; Stern, 1994;

Destler, 1992; Bergsten, 1994; Frankel, 1994). 특히 당시 경상수지 균형에 적합한 환율수준보다

약 40% 이상 고평가된 달러화 가치로 미국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결국 ‘America is back’을 캐치프레이즈로 달러강세를 용인했던 레이건 행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환율 조정을 위해 1985년 플라자 회담을 개최, 일본 엔화 등에 대한 압력을 통

해 달러를 평가절하 시켰다 (최병선, ibid.).

292) 레이건 행정부 USTR이었던 W. E. Btock III은 1981년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행정부의 무

역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주의가 기본이지만, 동시에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대해서는 미국법 및 국제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985년 백악관

수석보좌관 D. T. Regan 주도 하에 작성된 Trade Policy Action Plan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이 아닌 것은 이름뿐인 자유무역에 불과하다”는 기조에 섰다 (Niskanen, 1988).

293) 도쿄라운드가 타결된 후 무역적자 심화 등으로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레이건 행정부는 G-7정

상회담과 OECD 등을 통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출범시키는 데 관련국들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국들과 인도 등 개도국은 1982년 11월 GATT 각료회담에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EC는 농산물시장자유화에 대한 우려, 인도 등 개도국은 서비스교역 자유화 우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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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무역정책 제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도모했다. 미국이 무

역 및 재정 양 부문에서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에 힘겨워하기 전인 1970년대 후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 의회와 행정부 간에는 일종의 윈-윈(Win-Win) 구도에 입각

한 협력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 즉 미 의회와 행정부가 무역정

책에 있어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긴 하지만, 갈등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견제와 균형의 구도 하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가 국민들에 대해 존

재감과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었다 (Nivola, 1993; Destler, 1995).294)

전통적으로 미 의회의 경우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고발자인 동시에 보호주의정

책 주창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미 행정부는 이익집단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보

호무역주의 요구와 자유무역을 통한 국민후생의 증대라는 상충된 목표를 조화시

키려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 대통

령과 행정부, 의회는 공히 국내 보호주의 세력들의 압력으로부터 적절한 변명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Fürst, 1989: 67-68; 김정수, ibid.).

그러나 1980년대 쌍둥이 적자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는 상황은 그간의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긴장 속 밀월관계를 깨뜨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

다. 첫째, 미 의회가 1970년대 이후 소위원회 중심으로 의회 내 권력구조가 더

분화되자 과거처럼 단일한 통합행위자라는 전체로써의 의회라는 제도적 통합성

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등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295) 둘째,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약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이에 1973년 닉슨 행정부는 수입피해 구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최혜

국(MFN) 지위부여 정지, 무역수지조정을 위한 가중관세(surcharge), 수입할당 부

과 등 일부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실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 외에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5년 유효의 관세인하협정 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역사상

최초의 자유무역에 대한 모든 장벽을 조화, 감소, 또는 제거하는 협정교섭권 부여

를 포함한 포괄적 자유무역정책 추진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뮤역주의 기조를 유

294) 미 의회와 행정부는 나쁜 경찰과 좋은 경찰(bad cops and good cops)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의

회는 자전거 이론(bicycle theory)에 입각, 국내 산업계의 보호주의 압력을 차단, 조정하고 행정부는

외국에 대해 의회로부터의 압력을 빌미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 (Destler, 1992; Nivola, 1993).

295) 닉슨, 포드, 레이건, 부시 행정부(민주당의 카터 행정부를 제외하고)로 이어지는 모든 공화당

정부 집권 시 미 상·하원 중 한 쪽 또는 양원 모두에 있어 의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점하는 분

할정부(divided government) 구조 속에 있었다 (박찬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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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다 (Pastor, 1980: 137).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로

대표되는 미국 노조가 반대하고,296) 노동계와 연계되어 있던 민주당이 노동계에 동

조함으로써 그 동안 자유무역을 지향해 오던 미 의회의 한 축였던 민주당과 노동

계가 보호주의 세력으로 변하는 이례적인 양상이 전개되게 되었다.297) 이러한 상황

에서 정치적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하락과 경제적 영향력 감소는 미국인들에게 소위 주

눅든거인증후군(diminished giant syndrome)을 가져다주었다 (Bhagwati, 1988: 93-108;

김정수, ibid.: 230; 최병선, ibid.: 962). 결국 순수 자유무역주의에서 공격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으로전략적기조가 변경되었다 (백창재, 1994; 배용호, 1997).

1980년대 초부터 WTO가 출범한 1995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미국 무역정책과

무역정책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일부는 미국의 무역

정책 사상이 공정무역을 가미한 공격적 상호주의로 변했으나 이는 자유무역주의라

는 큰 틀 내에서의 제한적 변화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부는 신념체계와 제

도라는 것이 본래 고착성이 강해 잘 안변하지만 외생적으로 큰 충격에 의해 변하

기도 한다며, 미국의 무역정책 사상과 정책이 패권의 쇠퇴라는 외생적 충격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했고 그에 따라 연동되어 있던 제도도 변했다는 주장이다.298) 그러면

서 후자 입장의 주장은 이 시기의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무역정책 사상 측면에

있어서는 공격적 상호주의를,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공정무역을, 그리고 무역정책

296) 미 노조는 닉슨 행정부 무역법안에 반대하여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혜를 취소하고 수입

할당을 채택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Burke-Hartke 법안을 제출하였다 (Pastor, 1980: 180).

297) 미 제 91대 의회(1969∼1971년)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동안 자유무역을 선호해 오던 민주

당이 보호주의 쪽으로 경도되고 보호주의를 선호해 오던 공화당이 자유무역으로 변하는 매

우 의미 있고 중요한 변화가 미 의회 내에 생기게 되었다. 이는 미 의회가 이 시기부터 사

회세력의 요구와 압력에 민감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는 본질상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표를 얻기 위해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Mayhew, 1974). 이로써 자유무역과

경제발전이라는 1970년대 초까지의 미국 정치권 내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권은 사회로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제, 무역조정지

원, 예외규정 도입 등에 관한 청원이나 제소를 빈번하게 받게 되었고, 특히 의회는 사회 제

세력의 호소를 받는 최종 창구가 되어야만 했다 (Goldstein, 1988). 한편 대통령의 경우도 소

속 정당의 무역정책 사상과 무관하게 실용적인 정책기조를 취함으로써 정책과 소속정당의

무역정책 사상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스스로 자유무역의 옹호자라 칭했

던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가 실제로는 매우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폈었고, 반대로 보호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NATFA를 체결하는 등 오히려 자유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폈다. 이는 미 행정부도 국익을 위한 실리차원의 무역정책을 국제무역질서의 시대적

흐름과 자국의 대내 경제적 상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펼쳐 왔음을 뜻한다.

298) 전자에는 J. Goldstein, C. S. Pearson, J. Bhagwati, D. A. Irwin. 등이 후자에는 S. D. Krasner,

M. Roskin, D. A. Lake 등이 있다.



- 201 -

제도에 있어서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우위체제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

는 구체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해 무역정책 집행에 있어 대

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의회의 통제를 받는 USTR의 역할을 강화했고, 1984년 무

역 및 관세법, 수퍼 301조로 대별되는 1988년 종합무역법 등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그 중 특히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법’은 미 의회가 무역정책에 적극적으로 개

입한 산물인 동시에 1990년대 미국 무역정책기조를 이전과는 다르게 확립하고자 하

는 행위였다 (최병선, ibid.).299) 미국 내에서도 무역정책 사상이 서로 다른 세력들

간에 종합무역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공정무역에 입각한 공격적 상호주

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 의회와 산업계 이익집단 세력은 그동안 패권국가로서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 경제적

이익을 하위정치의 영역으로 던져놓고,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1988년

종합무역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토대가 비로소 갖춰졌다

고 주장했다 (Cline, 1982; Maskus, 1987).

반면 미 행정부는 패권국으로서 국제 정치경제를 주도해 왔던 미국이 자유무

역주의 기조로부터 일탈해서는 향후의 정치경제적 기대이익을 모두 잃게 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300) 특히 1960년대 이후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한

민주당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등장하자 대부분의 전망은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보

다 더 심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한

편으로는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한 수퍼 301조301) 등을 활용한 공격적 상

호주의를 펼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

는 등 당초 예상과는 다른 실용주의 무역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WTO가 출범하

는 진통 속에서 미국은 다자주의와 양자 및 지역주의를 병행하기는 했지만 자유

299) 종합무역법(1988)은 상하원이 행정부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합한 결과였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Lloyd Bensten 상원의원(민주당), 하원 세입 세출위원회 Richard A. Gephardt

의원(민주당)과 Dan Rostenkowski 의원(민주당) 등의 주도하에 1985년 제출되어 논란 끝에

레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하

원: 찬성 376표, 반대 45표 / 상원: 찬성 85표, 반대 11표) (Congressional Quarterly, 1988).

300) 레이건 행정부 USTR이었던 Clayton Yeutter는 의회의 301조 개정안에 대해 ‘통상정책에 있어

서 수소폭탄’이라고 비판하며 강제적 보복(mandatory retaliation) 조치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했다 (Yeutter, 1987; 김정수, 1992).

301)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의 공격적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을 강력히 설파했던 대표적 USTR들

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Carla A. Hills(1989-1993), Michael Kantor(1993-1996), Charlene

Barshefsky(1997-2000) 등이다 (www.ust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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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주의라는 정책사상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302)

(2) 2000년대: 이원(two-track)화 정책

①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무역정책

미국의 무역법은 2002년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개정 무역법은 1974

년 무역법과 1988년 종합무역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클린턴 정부 때 일시적

으로 종료되었던 무역촉진권한(TPA) 권한을 2002년 8월 부시 행정부에 다시 부

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303) 2002년 무역법 개정의 의미는,

무역정책 상의 제도변화임과 동시에 무역정책 주도권에 있어 그동안의 의회 우위

의 구도에서 행정부 우위 구도로의 전환이었다. 1990년대 국제무역의 무대에서 미

국은 종합무역법 체제 하에서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상품 및 시장에 대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

고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식의

공격적 상호주의 전략을 취해왔다.304) 그리고 이러한 공정무역론에 입각한 무역정

책 사상의 연장은 정책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기존전략을 변경하게 만들었다.

다만 수퍼 301조로 대별되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걸치는 시기에

는 무역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의 주도권을 주로 미 의회가 주도적으로 행사해

왔었던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미 의회에 의해 다시 행정부에게 TPA가 부여되

고 행정부가 이를 활용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WTO DDA 다자간 무역협상을

뒤로하고 그 대신 양자 FTA,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302)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졌던 아메리칸 대학 연설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통상노력이

다국적이어야 하리, 지역적이어야 할지, 쌍무적이어야 할지 안면 일방적이어야 할지에 대해 부

질없는 이념적 논의가 많았다. (중략) 이 모두는 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행정부는 이

러한 논의들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중략0 더 이상 어떤 철학에 입각해 무역정책입장을 세

우지 않을 것이며 실용적이며 결과 지향적(result-oriented)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라고 하였다

(American University Address, Feb. 26, 1993; 최병선, 1994: 47).

303) 미 의회는 기존에 신속협상권(Fast Track Authority)이라 불리었던 것을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로 개칭하여 부여했다.

304) 상호주의가 실제 무역 당사국들 간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자유화를 위한 공격적 접근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Axelrod, 1984; Baldw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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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등 Mega FTA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양자주의와 소다자주의를 병행

하는 지역주의 전략으로 전환,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미국은 급격히 부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표방했다. 한 미 FTA는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 전략적 차원에서 실행한 무역정책이었다.305)

현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무역정책의 폭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

이는 일환으로 2008년부터 TPP를 확대해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중국과 일정

한 수준에서의 협력유지 차원에서 매년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갖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국제무역질서의 표준선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EU와 TTIP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패권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이처럼 양자주

의와 소다자 지역주의를 동시에 활용한 실리위주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2002년 무역법 개정을 통한 행정부에의 TPA 재부여는 이러한 무역정책을 효

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한 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탐색전은 2002년

행정부에 재부여 된 TPA가 2007년 6월 말로 만료를 앞둔 약 3년 전 시점인

2004년 중반에 한국의 참여정부 통상교섭본부를 상대로 시작되었다.

② 한 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무역정책 제도

한 미 FTA 협상의 전개과정은 양국의 무역정책 제도 속에서 산출된 정책

및 협상전략을 통해 진행되었다. 미국이 취한 대 한국 FTA 협상전략에는 당시

미국의 정치경제적 국익, 행정부와 의회 내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선호와 이익

그리고 이들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념적 지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

었다. 한 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는 다음 <그림

22>에서 보듯 의회와 행정부가 각기 고유 영역에서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상

호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 속에서 행사하도록 형성되어 있었다 (Fürst, 1989).

305)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이래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 그리고 2004년 호주, 모로코 FTA의 이행법

안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적극적인 FTA를 추진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당시 타결한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KIE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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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개괄

주: 미 행정부 내에서의 무역정책 결정구조는 <그림 24>의 하단 참고.

자료: 고희채 최호락(2014), 김정수(1994) 등을 기초로 필자 작성.

위 그림과 같은 정책결정 구조 하에서 미국 헌법 상 무역정책의 일차적 권한은

의회에게 있었다.306) 그러나 미 헌법은 동시에 대통령에게도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을 부여함으로써 무역정책 권한을 의회와 행정부에 분산시켜 놨다.307) 의회가 법률

의 형태로 무역정책 방향의 골격을 형성하고, 행정부는 이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하

여 의회와 조정을 거치고, 조율된 정책을 행정 각부가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Pastor, 1980; Mann, 1990). 행정부는 무역정책 수립과 집행기능을 맡고, 의회는 행

정부의 무역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케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는 구조이다 (Moe, 1987; 이상돈, 1991; 박

찬욱, 1994; 최병선, 1994, 1999; 이호철, 1996a: 141-146; 변재웅, 2001: 220-224).308)

306) 미국 헌법 제 1조 제 8항은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중략)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중략).”로 규정되어 있

다. 동 조문은 조세 및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을 규정하면서 의회의 대외무역

규제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인 관세수입이 재정수입의 약 50%를 점할

정도로 비중이 큰 무역정책 수단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병선, 1999: 929).

307) 미 헌법 제 2조 제 2항은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중략) to make treaties ...”

라고 돼 있어 의회의 외국과의 조약체결권한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308)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의회의 통상입법과정에서 절차적 측면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역정책과 같은 매우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절차적 변경(개선)’이 중립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전체 무역정책 결정구조

싱크탱크

소비자단체

Media

공식적 무역정책 결정구조

행정부

    - USTR
    - 상무부
    - 노동부
    - 재무부
    - OMB 등

의회

- 하원 세입세출위
- 상원 재무위

산업계

노동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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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은 주요 시기마다 의회와 행정부 간 주도권 쟁탈 과

정을 거치면서 변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무역정책 제도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형식을 통해 제도상의 변화를 반영해왔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김정수, 1992:

475-482; Goldstein, 1986).309) 미국의 대외적 위상과 대내적 경제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

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갈등과 대립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 기본

적으로 양자 간에는 자유무역체제가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는 암묵적 합

의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렇기에 미 의회와 행정부 간에는 긴장 속에서의 협

력이 공존했다. 1934년 상호무역법(RTAA) 제정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약 40여

년 동안은 미 행정부가 관세율 책정권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음에 따라 의회에 대

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했었던 기간으로 평가 받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미 의회

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거부보다는 갈등 끝에 승인이라는 입장을 취

해왔다.310) 오늘날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이 확대, 변형된 형태

로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있어서의 의회에 대한 상대적 우위성을 상징하는 것

으로 자주 원용되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도 사실은 의회의 인정과 수용을 바

탕으로 할 때 행정부에서 구동 가능한 기제였기에, 겉으로는 의회가 무력해보일

때문이다. 절차의 개선은 쟁점이 있을 때마다 미 의회가 행정부와 대립하지 않고 행정부를 통

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Moe, 1987).

309)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을 둘러싼 미 의회와 행정부 간 제도적 구도와

이들 간의 대내적 경쟁과정을 시기 별 무역법규의 개정을 통한 구체적 정책변화 내용에

대해 역사적인 흐름을 고찰하는 것이 미국 무역정책 제도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

용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 무역법규는 The 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of 1934,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The Trade

Act of 1974, The Trade Agreement Act of 1979, The Trade and Tariff Acto of 1984, The

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of 1994, The Trade Act of 2002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의 무역정책

제도의 변천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3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시기로

관세율 결정권을 가진 의회 주도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RTAA) 제정

을 통해 의회의 관세결정권을 행정부에 대폭 위임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970년대

초까지 행정부가 무역문제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 및 대외협상 주도권을 행사해 온 시기이다

(Haggard, 1988). 세 번째 시기는 미국의 무역이 1971년 최초 적자(23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점차 심화되어 1980년대 들어 무역 및 재정에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자 의회가 다시 무역정

책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Destler, 1986; 김정수, 1992; 박찬욱, 1994).

310) 모든 국가의 정치인들이 그렇듯 미국의 의원들도 선거에서 승리해 정치생명을 연장시켜

야하기에 비난을 받아 지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게 될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Fiorina,

1986; Destler, 1986b; Weav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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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실제로는 미 의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작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처럼 미 행정부와 의회는 무역정책에 대한 포괄적 차원에서의 폭넓은 공식

또는 비공식 차원에서의 타협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양자 간에 이러한 견제와 균형

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는 위임했던 권한을 회수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거나 실제 회수해버림으로써 의회의 존재를 과시했다

(Pastor, 1980: 197-199; Nivola, 1986; Destler, 1986a; Mann, 1990; 박찬욱, 1994).

결국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은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하

의 계산이 만들어 낸 대내 정치 역학구조 속에서의 정치적 흥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정부의 핵심 무역정책 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나 미국 국제무역위

원회(USITC)311) 등도 의회와 행정부 간 역사적 갈등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하

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생성, 발전된 제도적 산물이다 (Destler, 1986:

16-99; 김정수, 1994: 82-96; 최병선, 1999: 928). 따라서 미국 무역정책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변천과정은 각각 의회와 관련된 제도적 부분과 행정부와 관련

된 제도 부분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김정수, ibid.; 최병선, 1994; 박찬

욱, 1994). 이는 미국의 무역정책 제도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미국 무역정책 제도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맥락과 함

께 무역 분야에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해 미국 무역정책 제도의 역사적 변천이 중요한 이유

는 과거 한 미 간 여타 무역협상들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 측 협상단의 FTA 정책과 교섭전략

의 밑바탕에 미국 무역정책 제도 발전의 정치적 맥락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즉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이 취했던 협상전략은 미국의 무역정책 제도

속에서 산출된 것이었고, 당시 미국의 무역정책 제도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정

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기에 한국에게는 한·미 FTA 협상 당시

311) 미 무역위원회는 주로 자국 산업 무역구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1974년 무역법에

의해 설치되었다(위원 9명, 임기 9년). 그 전신은 관세위원회(Tariff Committee)로 Wilson 행정부 시

절인 1916년 설치되었다. 관세위원회 이전에도 미 의회는 입법을 통해 피해구제 법률을 만들어왔다.

1897년 재무성의 외국의 보조수출(subsidized export)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 1921년 반덤핑법 제정,

1930년 관세법(제 337조) 상 특허권 침해에 대한 관세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권, 1942년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에 최초 규정한 긴급수입제한조치(escape clause or safeguards)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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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정책 제도의 형식과 내용이 어떠했느냐가 양국 간 협상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 영향요인이었다.

한·미 FTA 당시 미국의 무역정책 제도는 2002년 무역법에 근거해 행정부

가 의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판단의 근

거는 첫째, 지속적으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어 대통령부(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내 직속기구로 설치된 USTR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

된 점 둘째, 의회로부터 미 행정부에 재 부여된 무역촉진권한 때문이다.

첫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역사적으로 미 의회에 의해 창설되고 성장

해 왔으나 그 발전의 결실은 행정부가 거두게 된 경우이다. USTR은 최초 미

의회가 행정 각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의 제안으로

행정부 내에 설치되었다. 즉 미 의회의 입장에서 행정부 내 각 부처들 간의

무역정책 조정을 돕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USTR이 의회에 보고하

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미 의회

의 USTR을 통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 시도에 대해 미 행정부는 아이러

니컬하게도 한 때 USTR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시도들을 했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USTR을 보호해 왔다. 이

후 USTR은 1974년 무역법에 의해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었고, 1980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된 이래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통해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담

부처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312)

312)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초 1962년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ilbur D. Mills 위원장)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행정부 내 조정기능을 담당할 특별무역대표부(Special Trade Representative) 설치를

제안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후 1963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75호에 의해 Special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ons가 설치되었다. 최초에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주도로 설치되었

으며, 행정 부처들 간 정책조정자(executive broker) 역할이 기대되었다. STR을 통한 의회의 행정

부 견제에 대해 케네디 행정부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라기보다는 2차적 중

요성을 갖는 무역업무기관을 대통령 직속기관화 하는 것과 보호주의 압력이 행정부에 가해질 때

의 부담 등으로 STR의 대통령 직속기관화에 부정적이었다. 닉슨 행정부도 STR의 두 차례 걸쳐

폐지 또는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의회의 후원이 강화돼 닉슨과 포드

행정부를 거치면서 1974년 무역법을 통해 법률적 직제화가 되어 대통령실(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의 공식기구로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Lindsay, 1994 198; 김정수, 1949; 최병선,

ibid.). 그 후 USTR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양자 간 타협으로 카터

행정부 때인 1980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 12188호에 의해 STR은 지금의 USTR로 개명되면서 조

직규모와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 당시 조직개편의 핵심은 STR을 조직과 인력을 증원해 USTR로

확대, 개편해 무역정책의 수립, 조정 및 협상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상무부로 하여금 정책집행기능

을 담당케 하는 것이었다. 1974년 무역법에서는 201조(긴급구제조항, Escape Clause Relief)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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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USTR의 위상과 권한 강화는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봤을 때 일견

미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우월적 지위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큰 틀

에서 본 USTR의 양대 임무 중 하나에서는 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행정부의 우위가 더 부각되기 때문이다. USTR의

양대 임무는 대내 정책조정과 대외 무역협상이다. 대내 정책조정에 있어서는

USTR이 행정부 내 부처들 간 정책조정 및 의회와 행정부 간 정책조정을 담당

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미 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행정부가 의회에 비

해 우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오늘날과 같은 매우 복잡

한 국제무역의 국가 간 상호관계라는 현실 속에서 의회 단독으로 무역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고 외국과의 협상까지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 의회의 영향력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까지가 최대치이고, 실제

무역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처인 USTR이 맡고 있는 것이

다. 앞서 USTR의 성장은 의회를 통해 이뤄졌으나 그 결실은 행정부가 거두었

다고 한 말의 의미는 이를 두고 한 것이다.

특히 탈냉전 상황의 도래는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시기 서방국가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라는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부

자유스러웠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 유

일의 정치경제적 패권국으로서 국제무역에 있어 공격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

국의 경제이익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미 의회의 USTR에 대한 위상과 권한 강화에 힘입어 수퍼 301조로 대

별되는 USTR의 모습은 미 행정부로 하여금 무역정책에 있어 과거 그 어느

분적인 규제 및 자국기업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USTR은 1988년 개정된 종합무역법 제 1301

조를 통해 1974년 무역법의 제 301조에서 제 309조까지의 내용을 강화한 소위 레귤러 301조, 1974

년 무역법의 제 310조에서 개정된 제 1302조에 의해 규정된 소위 수퍼 301조, 그리고 제 1303조에

의해 규정된 지적재산권 스페셜 301조(1974년 무역법 제 182조) 및 제 1371조에서 제 1381조에

규정된 통신 스페셜 301조 등의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대내적 정책조정과 대외적 협상대표자 역

할을 담당하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불공정 무역정책, 법, 관행에 대한 조사 및 보

복조치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의회에 의해 대통령으로부터 USTR로 이전받음으로써 1990년대

의 공세적 상호주의(Aggressive Reciprocity)로 대별되는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Destler, 1986; 김정수, 19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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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도 강력한 정책 집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들어 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정체되고 FTA를 필두로 한 지역주

의가 새로운 국제무역조류로 부상한 가운데 진행된 한 미 FTA 협상 당시에

도 연장되고 있었다.

둘째, 미 행정부와 USTR은 의회로부터 부여된 무역촉진권한313)을 통해 외

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한 미 FTA와 관련해서도 무역

정책과 협상전략을 주관했다. 미 행정부 내 개별 부처 간 이해관계는 물론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USTR의 영향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

다 강화되어 있었다. 물론 USTR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미 FTA 당시 USTR은 대내적으로는 미 의회와 행정부의 요구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고려해 반영해야 하는 정책조정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도 했다

(Destler, 1992).314)

313) 최초 1974년 무역법(Section 102)에 5년 시한으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부시 행정부 들어 2002년 무역법에 TPA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신속처리권한은 1970년대 비관세장벽(NTBs)이 무역협상의 이슈로 대두되자 외국과의

협상결과를 국내적으로 공식화 하는 권한을 보유한 의회의 전권보유에서 오는 협상결과 무력

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 1967년 존슨행정부 시절 타결된 GATT부수협정인

반덤핑규약 체결이 미국판매가격(American Selling Price) 문제로 의회승인이 거부되자 1973

년 비관세장벽 인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쿄라운드를 앞둔 닉슨행정부는 의회와 여러 정치경

제적 문제(무역적자 심화, 워터게이트 사건, 소련에 대한 MFN(최혜국대우) 문제와 소련의 유

대인 이민금지 등)로 갈등하는 가운데 신속처리권한 및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에 대한 의회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에 타협하게 되었다 (최병선, 1999: 954-956; Winham, 1986: 132).

이후 1984년 무역관세법, 1988 종합무역법(Section 1102)을 거치면서 최초 다자 무역협정에 한

정되어 있다가 양자 무역협정까지 확대되었다가 클린턴정부 때 확대를 시도하다 의회의 반대

에 부딪쳐 일시 종료되었다 (Destler, 1992: 244-245). 이후 부시행정부 들어 점증하는 양자

FTA에 대한 대응을 위해 부활되었고 2002년 무역법(Section 2, Division B)에 반영되었다.

314) 역대 USTR은 대통령과 개인적 친소관계, 본인의 정치력 등에 따라 권한에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STR 시절부터 기산하면 제 8대 USTR이었던 W. E. Brock III(재임 1981-1985)은 레이

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M. Baldrige 상무장관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Baldrige 장관은 미

국도 적극적 통상산업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일본 통상산업성(MITI)를 모델로 한 미 통상

산업성(DIT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을 설립, 이 산하에 USTR을 편

제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병선,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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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한국의 대내 정치협상 게임

1. 통상교섭본부의 對 이해관계 부처 정부정치

한·미 FTA에 대해 참여정부 통상교섭본부는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2005)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 개방과 경

쟁을 통한 도약의 일환으로 미국과 FTA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미국

과 FTA 협상을 개시한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와 FTA를 체결한 상태였고, ASEAN 및 인도와는 협상 중, EU와는 협

상개시를 위한 예비협의 중에 있었다.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하던 이

시기 한국정부 통상교섭본부의 수장 및 통상관료들은 발전국가적 관점에서의

자유무역주의를 정책이념으로 적극 수용, 공유하고 이를 개인의 신념체계와

조직문화의 이념적 토대로 새롭게 내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통상교

섭본부 내 하위조직들 및 소속 관료들의 업무수행 루틴에 있어서도 일사분란

하게 FTA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표준운영절차가 재설정되어

가는 중이었다. 이는 FTA 추진을 위한 통상교섭본부 내부의 조직개편과 인력

및 예산운용 방식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5)

통상교섭본부가 적극적 자유주의를 조직문화의 이념적 기초와 관료들에게 주

문할 정책이념으로 삼아 타 정부부처들과의 대내 정치협상 게임을 원했던 방향으

로 끌고 가는 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설명은, 대미 FTA 정책결정

과정과 양국 간 협상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쟁점 이슈들을 둘러싸고 통상교섭본부

(장)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청와대비서실, 기타 이해관계 정부부처들을 상대로

해 벌였던 정부정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316)

315) 통상교섭본부 내에 자유무역협정국, 한·미 FTA 기획단 신설 등 FTA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이 있었으며, 김현종 본부장은 외부인재 영입 30%, 실력위주 조직운영 등을 추진할 것임을 천

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연설 기고문 선집, 2006, 2007).

316) 이 때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참여자가 많으니 그 결정의 내용과

행동에도 차이가 생긴다. 정책의 결과는 많은 원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약하거나 쉽

게 이론화하기 어렵다. 집단이 내린 정책의사결정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정도의

측면들을 감안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결정(higher quality decisions), 대리인 문제( 주인, 대리인, 경

기자(the agency problem: principals, agents and players)), 참가자들(누가 경기자인가(participants:

who play?)), 결정규칙(decision rules), 이슈 규정 및 아젠다 설정(framing issues and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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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는 한 미 FTA 타결을 위해 크게 세 부류의 대상 집단을 상대

로 정치적 흥정게임을 벌였다. 첫째, 법규상 공식적 정책결정기구인 대외경제장

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 정부부처들 둘째, 행정부의 정책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한다는 면에서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최종

적이고 절대적인 대통령 셋째, 정책결정과정과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국무총리, 청와대비서

실 등이 그 대상들이다.317)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내 여타 이해관계

부처들과 갈등 시 정책조정과 흥정의 기본전략으로 취했던 방법은 한 마디로

각개격파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

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통상행정체계가 갖고 있던 제도적 구조 때문이었다.

한국과 FTA 협상을 했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부처들이 자기부처의 소

관분야 이익을 둘러싸고 타 부처와 경쟁과 갈등을 벌일 때,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상호 연대를 통한 의회 및 정당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미

국과 일본의 경우 정 관 업 3자 간 연합구도가 제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로비 등을 통한 이익집단 등 외부의 행정부에 대한 포획시

도가 제도적으로 용이한 구조였다. 즉 개별 이해관계 정부부처는 의회 및 업

계로부터의 압력을 USTR이나 4성 등 FTA 추진을 주도하는 정부조직을 대

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내 정치협상에 개입할 수 있었고, 때로는 압

력을 흥정기제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산업계

가 관료와 밀착된 정도가 약했다. 특히 통상관료들의 정치와 산업계에 대한

유착도는 매우 약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는 정치와 산업계 등 외부 이해관계 세력들의 포획시도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반면 한국정부 내 산업관련

부처들의 경우, 무역정책결정과 통상교섭의 사전적 단계나 진행과정 중에 국회에

대한 압력을 통해 우회하거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정책결정과 협상전략과 관련해

agendas), 집단사고(group think), 합동결정과 행동의 복잡성(complexity of joint decisions and

actions)이 그것이다 (Allison et al., ibid.: 263-264). 국내정치 분야에서 집단과정과 그것이 선택과 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1981년 미국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다 (Darmon, 1996).

317)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중반 이후부터 행정과 내치에 있어 국무총리의 통할권을 강화하는 이

른바 책임총리제를 실시했다. 또한 정부부처들의 책임 장관제도 병행했다 (윤태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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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와 산업계 이익집단들은 통상교섭

본부와의 유착을 통한 정치적 흥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나 장치가 없었다.

이러한 구조는 통상교섭본부로 하여금 국회(정치)로부터의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고 개별 이해관계 정부부처들과 직접적인 정치 흥정을 통해 정치적 협상을 가

능케 해줬다. 물론 통상교섭본부의 정부정치가 타 정부부처들에게 유효하게 작용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집권자인 대통령의 지지와 권한위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후술하겠지만 통상교섭본부는 대통령의 FTA 추진 결심과 지지를 얻어내는 정부

정치에도 성공함으로써 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한 미 FTA 타결이라는

성공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다.

통상교섭본부를 산하조직으로 가진 외교통상부는 과거 오랜 동안 산업부처

와 무역정책 주도권 쟁탈전을 벌여왔다. 참여정부 출범 시 대통력직인수위원

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된 외교부와 산업부 간 정책주도권 쟁탈전 속에서 외교

통상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대중 정부 시 출범한 통상교섭본부 체제의 목

적에 따른 유지 필요성을 소구하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수용됨으로써 통상교섭

본부 체제의 지속이 가능했다.318) 이후 통상교섭본부는 참여정부에서 동시다

발적 FTA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조직위상 제고와 업무권한의 확대, 인적 규모의 증가 및 조직적 규

모의 확장 등 자체 조직이익 확보에서도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FTA 중심의 무역정책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체

제는 동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3개 행정

부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 온 FTA 정책과 연계하여 조직이익을 추구

해 옴으로써 통상교섭본부는 장기간에 걸쳐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주도권을 유

지, 확대해 왔다. 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 가장 결정적 계기는 한 미

FTA 체결 및 발효에의 성공이었다.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정부조직구조의 특성상 관료제 하에서의 위계질서는

계서가 강하고 조직간 소통은 경직적이다.319) 그와 동시에 전문화와 분업화를

318)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통일외교안보분과) 및 참여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외교

통일안보 분과) 참여위원 인터뷰 (2014. 9. 27, 2014. 12. 17).

319) 한국은 ‘품의(상관의 재가를 받기 위해 논의를 하다라는 뜻)’제도를 통해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

정을 밟는다 (조석준, 1984: 240). 과원들이 제안을 하고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의 순으로 결

재를 받는다. 하의상달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따라서 최종 결재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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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한 관료제의 특성상 역사적으로 부성할거주의가 강했다. 이에 정부부처

간 조직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쟁점이 된 정책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처 수장들끼리 직접 정책조정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지속되거나 쟁점

이 여러 부처의 이익에 복합적으로 걸려있을 경우, 각 부처의 수장들이 모인 국

무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소위 ‘관계장관회의’라 불리는 고위급협의체에서 정책

조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을 조율해 왔다 (이송호, 2008).

현재도 그렇지만 참여정부 당시 대외경제정책의 한 분야인 무역정책에 있어서

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정기구이자 법규상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였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2001).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서 정책조정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 정책은 관계부처 수장들과 국무총리 간 조정

을 거치거나 직접 집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집권자인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비서실을 통해 개별 부처 별 이해관계와 쟁점사안

들을 미리 점검하고 부처 수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 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

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대통령이 의사결정 해야 할 사안들은 너무나 많고, 물리

적인 절대 시간은 모자라기 때문에 청와대비서실을 통해 부처 간 갈등이 되고 있

는 쟁점들에 대한 조정을 대통령 결심이전 단계에서 미리 하는 것이었다.320)

통상교섭본부는 참여정부 무역정책과 통상행정의 주무부처였다. 그렇기 때

문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여타 정부부처 대표들과 국익

을 명분으로 하되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조직 및 개인의 이익이 포함된 정책

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내 정치협상 게임을 벌여야 했다. 이러한 대내협상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보는 국가이익, 조직이익, 개인이익이 있고, 다른 조직의 수

정책은 최종 결재자가 마음에 들 때까지 환류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반대로 장·차관도 전문화와

분업화를 바탕으로 한 하위조직 국 과장들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게 현실이다 (정정길 외, ibid.).

320) 청와대비서실에 소속된 분야 별 비서관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처 간 갈등이 심할수록 그 영향력은 더 강해진다.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장

차관 업무의 상당 부분이 청와대비서실과 정치정무적, 정책적 의견을 타진하고 조율하려는 의전이다”라

고 말하기도한다 (전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인터뷰, 2014. 10. 29). 청와대는 1960년대중반에벌써 전문

화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비서실장 아래 정부의 각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진들을 우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두었다. 이를 통해 청와대비서실은 일종의 소내각(mini-cabinet)과 같이 되었다. 청와대비

서실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첫째,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둘째, 대통령 스스로가 정

책분야 별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비서실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이냐 셋째,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개개인이 대통령의 신임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청

와대비서실의각부처별관할직제는노무현정권들어와서폐지되었다 (정정길외, 2007: 44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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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이 보는 이익들이 전체적으로 얽혀 있었다.321) 또 그들에게는 미국과의

FTA 추진을 포함, 여타의 국가들과의 FTA 추진정책을 통해 조직이익, 국가이

익, 더 나아가 개인의 이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 이익을 추구함이 자연

스러운 일이었다. 미국과의 FTA와 관련해 전체 무역정책을 주무하고 협상을

이끄는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의 입장에서는 여타 부처들과의 여러 복

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통령 등 상위 계선상의 의사결정자들로부터의 지

지를 확보해 당초의 정책방향과 협상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FTA 정책추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국정부 고유의 정치권력관계, 관료제적 위계질서와 조직문화, 부

성할거주의 하 부처 간 정책조정 방식 등 법규 및 관행상의 제도적 제약 하에

서 통상교섭본부는 집권자와 정부부처라는 수직적 역학관계, 그리고 정부부처

들 간 상호 수평적 경쟁관계 하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FTA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교섭본부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한을 활

용하고자 다양한 수준에서 각개격파 식 정부정치를 해왔다.

통상교섭본부가 한 미 FTA 협상타결을 위해 정부정치 대상으로 삼았던

첫 번째 집단은 공식적 정책결정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는 정부부

처들의 수장들이었다. 협상 전 미국과의 FTA 추진여부를 타진하던 시기에도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에서 정부 개별부처들의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그동안 쌓

인 불만으로 인한 비타협적 모습이 연출되었지만, 그것은 정책주무 권한을 가

지지 못한 정부조직들의 저항이었을 뿐이다. 통상교섭본부의 사전 정지작업을

통한 대통령의 한 미 FTA 추진의지가 강했던 탓에 이해관계 정부부처들의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수면위로 부상하지 못한 채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협상이 개시되자 부처들은 본격적으로 저마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중앙정부 부처들 중 통상교섭본부가 협상개시 후 가장 먼저 대내 정치협상

321) 특히 FTA 정책결정과 통상협상에 있어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해당 정책분야에서 국민의 이익, 국민경제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며,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 그리

고 본인 스스로의 개인적 이익과 명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무게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 수뇌부가 가진 자신의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

책이념 속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들은 개인이익 차원에서는 물론 조직이익과 국가이익

차원에서라도 대립하는 타 부처들에게 쉽사리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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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했던 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제 2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내 협상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내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문제를 두고 미국 측이 자국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고가 신약이 한국시장에서 가

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FTA 협상의 틀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국 측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계획이 국내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FTA 틀 내에

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이에 중간에 끼인 통상교

섭본부는 주무조직으로써 협상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치협

상 즉 정책조정이라는 정부정치 행위를 개시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초에 있은 제 2차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분

야들은 의약품, 섬유, 농업 분야였다.322) 그 중에서도 특히 의약품 분야가 전체

협상 전개에 발목을 잡았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5월 3일 발표했던 ‘건강보험 약

제비 적정화 추진’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이 문제를 FTA 틀 내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을 중단시켰다.323) 이에

대해 한국이 자동차 작업반과 노동 환경 분과의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응수

하자 미국 측은 이를 빌미로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협상을 중단시킴으로써 양

측 간 협상 초반부터 민감한 신경전과 갈등을 표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제 2차 협상 직후 보건복지부가 내부 이해관계에서 추진하

던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의약품 선정과 약가조정 관련 문제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제 3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가 전체 협상에 다시 장

애를 불러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정책조정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322) 의약품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제 2차 협상에서 한·미 양 측은 상품분야 개방의 5

단계 추진, 상품, 섬유, 농산물 등 상품관세율 양허안의 8월 중 교환, 서비스 관심분야

리스트의 9월 예정된 제 3차 협상 전 교환 등에는 합의했다.

32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급여 약가결정에 의약품에 관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의약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기존 네거티

브 산정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전 국내

제약회사관계자와 의약품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주도 방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 방식으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 측은 이 문제가

자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 FTA 틀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결

국 양측 간 조율이 되지 않자 미국 측 협상단은 이 문제와 연계해 무역구제,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

석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측은 보복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 상품, 환경, 노동 분과 협상에 대해 취

소 통보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심했다 (외교통상부 한 미 FTA기획단 보도자료, 200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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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간 직접 조정을 시도했다. 2006년 7

월 중순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 중재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종 통상

교섭본부장이 3자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상교섭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약

제비 적정화 방안관련 이슈를 한 미 FTA 틀 내에서 논의할 것인지를 두고 부

처 간 의견대립을 보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건강

보험료 환급대상 의약품 선정에 있어 포지티브 방식 도입과 약가 결정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는 두 가지 핵심이익을 고수한다는 선에서 이 문제를

FTA 틀 내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 전속 관할의 국내정책 차원의 문제

이기에 FTA 틀 내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

동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그 직후 통상교섭본부는 차기 대미

협상에서 의약품 약가산정 이슈로 인해 전체 협상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협상

진전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고, 종국에는 전체 협상의 전개여부를 놓고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건복지부에 보냈

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결심의 의중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었기에 약제비 산정문

제로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정무적 감각과 전략에 기반 한 전술적 조

치였다.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통상교섭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분야 이슈

를 한·미 FTA 틀 내에서 논의하되,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핵심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문제를 FTA 틀 내에서 논의하는 것

에 타협했다. 이로써 양 부처 수장들 간 조직이익을 둘러싼 대내 정부정치 협상

에서 통상교섭본부의 의지가 관철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324) 이처럼 통상교섭

본부는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통상관료가 주어진 제도 내에서 협상

에 관한 총괄·조정권에 바탕 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의 고비를

넘어서는 제도의 전략적 활용 모습을 보였다.

324) 통상교섭본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조정이 있은 후 한 미

양측은 FTA 틀 내에서의 논의에 대해 상호 양해를 확인 후 8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중단

되었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협상을 별도로 개최했다. 그러나 의약품 관련 쟁점은 단기

간에 해소되지 못한 채 이후에도 양측 간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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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최종 의사결정은 통상교섭본부가 쟁점이슈의 직접 당사자인 보

건복지부만이 아닌 기타 대통령, 대외경제장관회의 기타 구성주체들과 다방면

에서 벌인 정부정치의 결과였다. 특히 FTA는 국내관계와 국제관계라는 양 수

준의 게임구도 속에서 전체로써의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정부부처들이 각기 조

직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해당 조직을 대표하는 정치적 인물들 간 복합적으로 흥

정을 벌이는 복잡한 협상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Allison et al., ibid.: 259-260).

이러한 현상을 정부정치 모델 관점에서 보면, 여러 정부기관들이 공유하고 있

는 저마다의 분야 별 권력들이 때로는 상대를 설득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흥

정(political bargaining)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통상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한·미 FTA로 인해 조직의 핵심이익이 걸

려있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전체 FTA 협상에 관한 정책결정구조 내에서

자기 조직의 이익 확보를 위해 그에 부합하는 전략적 입장을 고수해야만 했었

다. 통상교섭본부도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갈등을 조정하

는 주무부처로서 협상을 진전시켜야했기 때문에 협상의 모든 쟁점사안들에 대

해 총괄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문제가 된 의약품 이슈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타 부처들의 경우

는 중립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관계 타 부처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갖

게 되는 것은 조직행태 모델에 근거해 볼 때 조직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조직의 루틴인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볼 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논리에 의해 결정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Allison et

al., ibid.: 153-158).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통상교섭본부와

보건복지부 간 정치적 흥정과정을 목도한 타 부처들은 추후 있을 협상과정에서

자기부처와 관련된 이슈로 생길 수 있는 통상교섭본부와의 정부정치에 대해 나

름의 전략·전술적 대안을 갖고 미리 대비해야만 했다 (참여정부 농림부 관료 인

터뷰, 2014. 2. 27). 결과적으로 통상교섭본부는 보건복지부를 FTA 협상 틀로 견

인해 내는 정치협상에 성공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

통상교섭본부의 정부정치에 고나한 또 다른 사례들 중 하나가 재정경제부

에 대한 정치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무역정책결정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외경제

장관회의의 의장직을 맡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정부부처였고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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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경제기획원 시절에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운용, 관리하는 주무권

한을 가졌던 총괄부처였다. 따라서 재정경제부 수장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해 관련 정부부처들 간에 발생하는 정책갈등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325)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복적인 설득작

업에 의해 재정경제부는 한 미 FTA 제 2, 3차 협상 도중 FTA 추진 필요성을

다른 이해관계 정부부처들과 대통령을 상대로 적극 옹호해 줌과 동시에 FTA

반대세력에게 협상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득하는 등 통상교섭본부에 힘

을 실어줬다. 이 같은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의 정치적 연합(political coalition)

은 Putnam(1988)의 대내 수준의 협상(Level II)에서의 윈셋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하나인 정치세력 간의 연합에 해당 한다 (Putnam, ibid.: 442).

재정경제부가 통상교섭본부를 적극 지원한 이유는 재정경제부도 한·미 FTA

에 자체 조직의 이익이 걸려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미 FTA에서 재정경제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금융기관들의 영업활동 원활화 환경조성을 위해 FTA

협상에서 미국의 서비스 및 금융시장 개방과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

구하려는 중요한 조직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 2차 협상 나흘째인

2006년 7월 13일 재정경제부 제 2차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상교

섭본부가 미국과의 상품분야 시장개방 방식과 서비스 분야 관심품목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대미 금융 분야 개방요구 사항326)을 전달한 데에 대해

재경부는 통상교섭본부의 협상전략과 전개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

직의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327) 또 제 3차 협상이 끝난 직후에도 공식입장 표

명을 통해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한 논조로 체결 필

325)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한 미 FTA 틀 내 논의 여부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통상교섭

본부장 간 정책조정을 위한 매개 역할을 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326)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의 회원가입, 은행이사 선임 시 국적과 거주지 제한 규정 철폐,

한국계 은행의 미국 내 10만 달러 이하 소액금융 사업 허용 요구, 우체국 민영화 논의 제외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미국 측은 한국 우체국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강화, 보험광고 심의과정에서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규제 강화 등을 요

구했다 (제 262회 정기국회 「한 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호, 2006: 15).

327) 당시 재정경제부 진동수 제2차관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FTA를 공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금

융부문에서도 미국에게 한국 금융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십 가지 제시했다. 미 행정부가 가진 TPA

시한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이다.”라며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의 설득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 측이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가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재계와 소비자단체가 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동자 역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200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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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주장했다.328)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지지 행태는

금융서비스 분야 관심품목 리스트에 재정경제부의 미국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한 재경부의 조직이익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상교섭본부(장)는 그동안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재정경

제부의 역할 중요성을 감안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부정치

를 펼쳐왔다. 마침 한 미 FTA 추진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의 재정경제부 장

관(한덕수)이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어서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타

부처들과의 정부정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구도에 있었다.329)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대내적 정부정치를 통해 상대해야

할 정부부처들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외에도 많았다. 기타 대표적인 부처들

로는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이 있었다. 이들 부

처는 최초 미국이 양국 FTA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었던

쟁점분야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협상개시 후 새롭게 부각된 쟁점들과 관련

성이 있는 쟁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이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

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영역들을 크게 나눠볼 때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의 경우 한국 자동차 시장개방과 관련한 배기량기준 세제 분야에서, 농림부는

쌀, 쇠고기 등 육류 및 사과와 오렌지 등 과수 분야에서,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

터 축소 문제에서,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시장에서의 기술표준 결정권

과 외국인의 한국 통신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 문제 등의 쟁점영역에

서 한 미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부처 별 이익들이 걸려 있었다.330)

328)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 FTA민간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 여부는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

고 그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있다"며 "지금은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6. 9. 14).

329) 한 미 FTA 협상 초기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2005. 3~2006. 7)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FTA체

결지원위원회위원장(2006. 8)을 맡았던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한덕수 재경부장관에

이어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정책실장 출신의 권오규가 재경부장관직을 수행했다

(2006. 7-2008. 2). 특히 한덕수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한 미 FTA 타결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 말

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참여정부의 FTA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330) 한 미 FTA 서비스분야의 한국시장 개방에서는 스크린쿼터 외에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한국 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비중 20% 상한, 위성 및 유선방송 시간의 전체 50% 상한, 전체 연간

방송시간 중 외국 영화의 전체 방영시간의 75% 상한, 외국 애니메이션의 지상파 방영 55%, 유선

및 위성방송 방영 65% 상한, 전체 연간 방송시간 중 외국음악 방송시간의 40% 상한 등이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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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분과(Negotiating Groups)
농업 금융서비스
섬유 통신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경쟁
무역구제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기술표준(TBT) 노동

상품무역 환경
투자 총칙

서비스
작업반(Working Groups)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표 21> 한·미 FTA 협상의 협상분과 및 작업반

통상교섭본부의 한국정부 내 이해관계 부처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협상 전략

은 관계부처가 미국 측 협상파트너들과의 사안별 협상에서 자기조직의 이익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자 입장에서 협상에 진력할 것이니 만큼, 개별부처 관

련 분과협상단 스스로의 협상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

도 분명히 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다가 협상전개 과정에서 양측 간 쟁점이 해결

되기 힘든 병목현상이 생겨 협상 진전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조직법 상 제도적

권한으로 부여된 통상교섭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처 자격으로 통상교섭본부가

개입해 정부부처들 간 정책갈등을 조정하고, 이에 기반 해 협상에서 미국과의 타

협점을 찾아낸다는 전략이었다 (전통상교섭본부관료인터뷰, 2013. 12. 19).

산업자원부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의 정치적 흥정은 타 부처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수월한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산업자원부 조직이익 측면에서 볼 때

한 미 FTA는 전체적인 이익형량 측면에서 피해보다는 기대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에 제 5차 협상 때까지 산업자원부 장 차관은 한 미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균형의 틀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2006년 5월 16

일 한국정부가 협상개시를 앞두고 발표한 협상목표 준수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해 왔다.331) 그러다가 제 6차 협상 때부터는 더 적극적인 협상체결 지지

었으며, 허용된 쿼터 내에서 한 외국이 차지하는 방송비중이 총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331) 정세균 전 산자부장관은 “지금은 한 미 FTA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토론할 시기가 아니

라 얼마나 균형 있게 내용을 채우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 미 FTA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 내용이 국익에 합치되도

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해당 부처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미 FTA 협상의 기본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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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여정부 초기부터 청

와대비서실에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한 미 FTA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협상

개시까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직접적인 협업을 해 온 인물이었기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협상과 관련한 정

부정치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해졌던 셈이다.332)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문화관광부의 조직이익이 걸려있었다. 스크린쿼터 축

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

었다. 이때부터 문제시 되어 참여정부 때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관련업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

나 이 문제가 이미 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형성했었던 문제인데다가 미국

이 내건 FTA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조건이었던 만큼 대통령의 문제해결 의지도

강해 통상교섭본부는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시장개방에 반대하기보다는 관련업계

의 반발을 무마시킬 보상과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활로를 택하는 길로 인도함으로

써 대내 정부정치에서 정치적 흥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333) 통상교섭본부는 한국정

부가 GATT/WTO를 거치면서 이후 양자 FTA에 이르기까지 농업 등 국내 피해

산업계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써왔던 직접보상책을 문화계를 상대로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스크린쿼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편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문제를 둘러싼 쟁

점에 대해, 환경부는 2006년부터 실시키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정책

대해 “양국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런 원칙은 양국 모두 국내의 반대 여론

극복과 의회 비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2006. 7. 3).

332) 2006년 1월 29일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부임, 노무현 정부말까지 재임했던 김영주 전

장관은 그의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미 FTA체 결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

침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

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과 추진전략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산자부장관 취임사 중, 2007. 1. 29). 김

전 장관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2005년 9월 멕시코 국빈방문 시 한 미 FTA 추진 필요

성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제안할 당시 청와대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에 있었다. 이

후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한 미 FTA 제 6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 산업자원부장관에 부임했다.

333) 스크린쿼터 축소는 김대중 정부 시절 한 미 투자보장협정(BIT) 체결과 관련해 논의가 있

었던 오래된 쟁점이었다. 이후 미국 측이 한 미 FTA 개시 선결조건으로 내세운바 있다.

제 2차 협상을 앞둔 2006년 7월 1일 스크린쿼터 사수결의대회에서는 경제부총리(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정문수) 등에 대한 사진조형물화형식 퍼포

먼스가 있었고, 이후에도 협상 기간 내내 반대가 심했다. 문화관광부는 약 4천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이라는 지원보상책을 발표해 업계의 반발 무마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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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뒤늦게 유예를 요청해 옴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미 자동차 업계

가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 의회와 행정부를 포획, 협상에서 이를 쟁점화

시키는데 성공했다.334)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공식협상 개시 전에 관련부처

각료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수석비서관 등의 지원을 확보하

고 이를 통해 환경부의 반발을 무마시킴으로써 미국 측의 뒤늦은 애로를 해소시

켜 줬다. 이 때 통상교섭본부가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설득의 논리는 당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연간 약 80만여 대, 약 100억 달러 수출규모

임에 비해 한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는 약 3,900여 대, 약 1억 달러 정도의

소규모 물량이라는 상황이기에 미국 자동차 시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논

리였다. 통상교섭본부는 다른 한편으로 환경부의 국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

다는 이의제기를 경제적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볼 때 해당 조직의 이익만을 감

안한 부성할거주의라는 논리로 압박했다. 결국 대통령의 결심을 유도함으로써 미

국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또 미국 측에게

는 미국 측 과오로 인해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통상교섭본부에게

빚을 지게 만들었고 통상교섭본부는 이후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환경부에게는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던 데 비해 정보

통신부에는 부처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탄력적 대응을 하였다. 한·미 FTA와

관련해 정보통신부가 우려하는 바였던, 협상 개시 전 미국 측이 요구한 한국

통신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보유 지분 상한선 상향 요구와 기술표준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이 문제가 국내법상 해당

부처에 전속된 정책관할 사안임을 이유로 협상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

장을 정보통신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보통신부의 FTA 협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켜줬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정보통신부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의 대응전략

방식의 경우 앞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응전략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했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는 주어진 제도 내에서

334) 참여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2005년 10월 시점에 미국 자동차 3사 중 포

드사와 크라이슬러사는 신 배출가스기준 적용 유예화 요구에 대한 불가조치에 대해 수용

하는 입장이었으나 제네럴모터스(GM) 사가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재용 당시 환경부

장관, 재임: 2005. 6. 28-200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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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재량권을 활용해 이해관계 부처들과의 정치적 흥정게임을 벌여 나갔다.

이처럼 통상교섭본부는 때로는 이해관계 부처와 직접적인 정치협상을 통

해, 때로는 집권자와 중립적 이해관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구조 속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참여자들로부터의 지원확보와 부처 간 연합을 통해 전략

적인 대응을 해나갔다. 통상교섭본부는 동일한 속성의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전략적 방향의 대응을 통해 해당 부처를 설득, 회유, 압박, 연합함으로써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척시켜 나갔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에게도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정치협상 대상의 부처가 있었

으니 바로 농림부였다.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 모두 협상 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

해 협상과정 내내 쟁점이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쌀, 과수 등에 대한 시

장개방 범위와 정도에 대해 힘겨운 정치적 흥정을 협상기간 내내 지속해야만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체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농림부가 협조해 줄 것을 농림부 장관

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하는 한편, 농업분야에서의 장애요인을 전체 FTA 틀 속에서

의 성패라는 프레임으로 형성해 냄으로써, 타 부처들로 하여금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자기 조직의 이익확보를 위해 농림부에 대해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만드는

우회 전략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는 양동작전의 정부정치를 구사했다.335)

그와 동시에 농림부를 견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으로 쌀은 양허제외, 쇠

고기 수입은 뼈 없는 30개 월령 미만에 한해 수입하고, 과수 등 농산품은 최장

15년에서 25년에 걸친 좁은 폭과 느린 속도의 시장개방 양허율을 가진 협상을 하

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 FTA 추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겠다는 대체 복안을 농림

부에 전달하는 등 강온 양면책을 구사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농수산업시장 개

방문제는 비단 미국과의 FTA에서만 새롭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농수산업

시장 개방은 이미 GATT 체제 하 우루과이 다자간 협상, 한·칠레 FTA, 2004년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 등을 해오던 시절부터 줄곧 쟁점이 되어 온 해묵은 이

슈임과 동시에 한국이 FTA 정책 등 무역 자유화의 길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부

담스러운 산이었다.

그러나 한편 농림부 장관 등 부처 수뇌부와 실무 협상관료들도 한 미 FTA 협

335) 제 8차 최종 협상을 마친 협상 막바지 한 미 FTA 관계장관회의(2007. 3. 29)에서 통상

교섭본부 외 재정경제부 등도 농림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등 농림부가 결단을 해야 하

는 포위된 형국이었다 (MBN,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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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배종하, 2006).336) 문제는 수용 가능한 개방의 폭과 정도였다. 농림부는 조

직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쌀, 쇠고기, 과수, 기타 곡류 및 축산물 등

쟁점이 된 품목들에 대해 기존의 최소한 시장개방 입장을 협상 내내 견지해 나갔

다. 이에 따라 농업시장 개방을 둘러싼 한·미 양 측의 입장은 협상 내내 좁혀지지

않았으며 종국에는 협상의 속성상 최종 막바지 협상(last-minute balancing)에서 최

종 담판대상(deal breaker)으로 남아 쟁점화 되었다.337)

2. 통상교섭본부의 對 대통령 정부정치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이 가능했던 데에는 당시 국제 무역질서가

양자 FTA 등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대외 환경에서의 변화도 크게 작용했

지만, 무엇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정책 수용과 결단,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338) 대통령은 행정부의 정책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

336)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006년 신년사에서 “(2004년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간 추가로

연장한 만큼, 정부로서는 비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비준안을 처리하고 당당하게 개방에 맞서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언급 다가올 한 미 FTA 협상을 의식한 발언을 하였으며(머니투데이, 2005), 한 미 FTA 협

상에서 농업분과장을 맡았던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제 3차 협상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미국이 농업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민감

한 부분이 농업이므로 농업 분과는 많은 진통을 겪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우리에게‘개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련의 과정이었다. 경험이 많은 만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 개방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국정브리핑, 2006. 9. 4.).

337) 한 미 양 측간 협상의 쟁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제 5차 협상을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가 통관 중에 뼛조각이 발견되어 반송되는 일까지 발생해 협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때마침 제 5차 협상은 Max S. Baucus 미 상원의원이자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의 지역

구를 개최지로 주장해 장소로 선정된 몬태나 주 빅 스카이에서 열리고 있었다. 몬태나 주의 주

요 수출품은 쇠고기 등 육류였는데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조치 되는 사건이 터져 협상전개에 애로를 가져왔다 (SBS, 2006. 12. 1).

338)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중 한 미 FTA에 대해 “나는 우리 협상팀을 믿

고요.”라는 말로 신뢰를 표했으며, “협상 과정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건 서로 극복하고 열

심히 노력해서 성사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가 보자.”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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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면에서 FTA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의

절대성과 그 권력의 정책추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문제는 서로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즉 FTA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집

권자가 스스로 먼저 FTA 정책을 추진하자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부부처 별

로 정책추진을 지시하는 등과 같은 경우는 정책 현실에서 볼 때 찾아보기 어

려운 현상이다. 물론 대통령이 무역 분야 정책을 연구해 온 경력이 있는 전문

가출신이라면 그러한 상황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찾아

보기가 어지간해서는 힘든 게 정책분야에서의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무역정책 하나만을 가지고 천착하는 직이 아닐뿐더러 그래서도

안 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잡한 국내여건을 극복하고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종섭 외, 2002). 이들은 대통령이

FTA 추진에 대해 굳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만 어려

운 국내적 저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종 정책결정권

자가 대통령이기에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너무 정

치권력적인 배경 하에서의 설명력이 매우 제한적인 주장이다. 대통령은 통치철학

과 가치에 기반 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다. 개별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입안,

결정,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분야 정부부처 별 관료들에 의해 기획, 입안되고

집권자의 결심 즉 재가를 득해 실행되는 것이다. 한국의 무역정책이 다자주의에서

양자 FTA 중심의 동시다발적 FTA로 전환된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맥락에는 통상

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 품의과정이 있었고, 이를 통한 대

통령의 결심이 있었던 것이지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해서 했던 게 아니다.

참여정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러한 정치권력 역학구조 상의 특성을 감안

하고 무역정책분야에서 통상교섭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해 정부정치의 대상이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정부출범 초기부터 동시다발적 FTA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

써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과 협상에 있어서의 통상교섭본부로의 집권자 권한위

임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 226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김현종 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정했습니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경제분석,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등에 대한 보고들을 받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미 FTA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첫

째, 크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농산물은

수입 전환효과가 있어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잘 설명해야 합니

다. 둘째, 필요에 의해 한·일 FTA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보니 한·미

FTA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중략) 성공이 확실히 보이는 승부수이

며 도약의 계기입니다. (중략) 넷째, 경제적으로 위험 요소가 크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큽니다. (중략) 정치적 부담이 큼에도 대

통령이 한·미 FTA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김현종(2010), 「한미 FTA를 말하다」중에서 p.92∼93 -

구체적으로 통상교섭본부는 대통령에 대해 2003년 8월 동시다발적 FTA 전략

에 입각한 FTA추진로드맵 보고,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 제정, 2005

년 FTA를 통한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정책목표 제시 보고 등을 통

해 대통령의 관심, 결심, 그리고 지지를 유도해 내기위한 일련의 행정적, 입법적

조치들을 지속해 왔다.339) 이 같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집권자에 대한 취임 초부

터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에 따른 한·미 FTA지지 확보는 과거 일본과의 협상

중단은 물론 후에 있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통상교섭본부가 공세적

인 전략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정책추진력의 밑바탕이 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 미 FTA 제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7월 14일 참여

정부 제 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한 미 FTA는 대통령으로서의 소

신과 양심을 갖고 내린 결단이며, 개방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제도를 선

339)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인 시절 첫 보고를 통해 FTA 필요

성에 대해 주장을 한 이래 2003년 5월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에 입부했다 이후

2003년 10월 대통령보고에서 한 미 FTA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고 2004년 7월 통상교섭본

부장이 된 이후에도 대외경제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 사이 동시다발적 FTA추진전략 하에 일본, 싱가포르, EFTA 등과의 협상을 진행

하면서 2005년 9월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 때 한 미 FTA 추진 결심을 얻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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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린

다" 라고 피력, 통상교섭본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최종적이고 확실한 힘을 실어

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주최 협회회장단

및 무역업계 경영자대표 조찬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과 정책기조에

있어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한 미 FTA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

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미

FTA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손실 편향론의 부적절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타

정부부처들의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견제 또는 반발을 제어하고 방어해 주는 효

과를 가미해 주기도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또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른 2007년 3월말 경 중동순방 일정에 오르면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의

책임감 있는 판단 하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필요한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대통령으로서 만약의 경우 협상타결 실패에서 올 수 있는 정치적 위험

을 떠안아 줌으로써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실히 했다.

3. 통상교섭본부의 對 국회 정부정치

한편 위와 같은 통상교섭본부의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상대로 했던 정부정치

외에 통상교섭본부가 상대해야 할 행정부 외 대상으로 협상 개시 후 국회에 개설

된 한 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 미FTA특위)340)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그 때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들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한 미 FTA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를 응축해 담아낸 정치권 차원에서의 직

접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관여행위였다. 한 미FTA특위는 미국과의 협상 기간 중

총 17 차례에 걸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개별 회차 별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형식을 통해 수시로 받았다. 또

340) 제 2차 협상을 앞두고 여야는 ‘한 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여야 각 10명씩

총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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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타결된 이후 벌어진 추가협상, 농업분야 피해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정부

와 국회간 협의, 서명 및 비준동의안 제출 등과 관련한 절차적 사안들에 대해서

도 별도로 총 9 차례의 보고를 받았다.

한 미FTA특위는 국가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설치, 운영되었으나 실제 활동에 있어는

제약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특위가 무역정책 결정과 통상교섭에 관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 참여자 위치에 있지 못한 한시적 기구였기 때문에

협상을 주무하는 통상교섭본부 및 기타 관련 정부부처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 미FTA특위회의록 중 공개회의록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

여야 특위위원들이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협상단에게 협상의 전개 내용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등 관

계부처에서는 협상전략을 사전에 외부공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맞대

응함으로써 특위활동 내내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정치 모델에서 볼 때 집단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인과적 요소들 중 주인-대리인 문제가 불거진 사례에 해당한다. 한 미FTA특위가

국민을 대위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주인의 자격을 가졌다면, 통상교섭본부와 기타

협상관련 정부조직들은 국민으로부터 정책행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해당한

다. 현실에서의 대부분의 복잡한 집단의사결정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자들은 주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이익과 정보, 전문지식 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대부분의 복합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행위자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위를 하는 독립적 정책행위 주체

로 활동하게 된다 (Allison et al., ibid.: 271-275).

주인-대리인 간 관계 속에는 주인인 국회의 간섭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넘어서는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로서의 대리인인 통상관료들이 있다.

이들 관료들은 정부정치 모델의 행위주체이자 무역정책과 협상전략이라는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 참여자 자격으로 관여하는 각 부처의 수장들이다. 물론

이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정부조직과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감을 기본

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은 그들 나름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

지에 대해 개인적인 셈법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에



- 229 -

기초해 그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한 타 조직 수장들과의 정치협상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그것

이 결국 정치적 흥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Poslby, 1984).

이와 같은 통상관료의 행태를 토대로 볼 때 국회 한 미FTA특위의 통상교섭

과 관련한 주인자격으로서의 개입은 현실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

적으로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 분과장 등 협상에 참여하는 공식적 행위

자들의 행동들은 한 미FTA특위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보고활동이라는

불만표출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위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은 거기까지였다.

4. 통상교섭본부의 對 기타 참여자 정부정치

통상교섭본부의 행정부 내 추가적인 정부정치 대상들에는 국무총리, 청와대비

서실 소속 정책수석비서관 및 기타 고위급관료들이 있었다. 이들은 공식적 무역

정책 결정구조 바깥 단에 위치해 있긴 하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유

대관계를 통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들 비공식적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FTA 추진정책에 대한 지지획득을 위해 대내

정부정치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그럼으로써 한 미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이

들을 적극적인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반대세력화 시키지

않으려 했고,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대통령 주재로 열렸었던 주요 통상관련 부처 수장

들과의 각료회의에서 있었던 국무총리와 경제수석비서관 등의 언행들, 협상과정

에서 역대 국무총리들과 경제부총리들 등 한 미 FTA와 관련한 정책결정 및 조

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그

들의 정치적 행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8차에 걸친 한 미 FTA 공식협

상과 수차례의 양국 수석대표간 협의 등이 모두 종료되고 양국 통상장관 간 최종

막바지 협상(endgame balancing)이라는 중대 기로에 처해 있던 2007년 3월 말의

한 미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국무총리, 청와대비서실 정책수석

비서관 등은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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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별 경과 양태 해당 분과/작업반
타결 분야 -경쟁, 통관, 정부조달
사실상 타결 분야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미타결 논의 중 분야 -상품무역, 서비스, 통신, 위생검역(SPS), 의약품/의료기기, 

투자,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총칙
미타결 쟁점 분야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통신, 개성공단

특히한미 FTA 마지막협상을앞두고권오규국무총리권한대행은 “한·미 FTA는꼭

타결되어야 합니다. 정치 스케줄 상 한·미 FTA가 1번 타자입니다. 그 다음에 6자 회

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입니다. 다음 단계로 4개국 간 평화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확고해야합니다.”라고언급했다. (중략) 청와대비서실김병준정책실장도 “한·미 FTA

는꼭성사되어야합니다. 그리고우리에게유리한조건이어야합니다.”라고말했다.

- 김현종(2010) 『한미 FTA를 말하다』 중에서 p. 181-182 -

<표 22> 한 미 FTA 제 8차 협상(최종) 결과(2007. 3. 8-12)

주1: ‘사실상 타결’은 쟁점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요하는 절차사항이 남은 상태.

주2: ‘미타결 논의 중 분야’는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된 상태.

주3: ‘미타결 쟁점 분야’는 협상 결렬을 가져올 정도의 위험을 내포한 상태.

자료: 외교통상부(2007)

5. 소결: 전략적 제도 활용

지금까지 설명한 한국정부 내 개별 정부부처,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

내 정책결정 구조 속 핵심 행위자들과 입법부인 국회 한 미FTA특위를 대상으

로 한 통상교섭본부의 정부정치는 일본, 미국 등외에 다른 외국들과 동시다발

적으로 추진해 온 FTA 협상 과정에서도 활용되어 왔다. 이처럼 통상교섭본부

의 정부정치는 정책결정구조 속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참여자들에 대해 통

상국가로써의 한국의 현실을 인식시키고, 선진통상국가 구현에 있어 FTA 추

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는

341) 통상교섭본부가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추진해 오는 동안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

던 고건, 이해찬, 한명숙, 권오규(권한대행), 한덕수 등은 지속적으로 참여정부의 통상외교에

있어 FTA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해왔다 (고건 총리: 한국경제, 2004. 1. 19; 이해찬 총리: 연

합뉴스, 2005. 1. 13; 한명숙 총리: 뉴시스, 2007. 1. 30; 한덕수 총리: 노컷뉴스,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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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대상인 정책결정구조 속 참여자들을 상대로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설

득 또는 압박하는 과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일대일 각개격파 전략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갈등관계에 있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한 정부정치를 해왔다. 이러한 통상교섭본부 정부정치의 최종 목표는 동시다

발적 FTA 추진정책을 한국정부 무역정책 제도의 틀 내에서 기정사실(fait

accompli)화 하는 것이었다.

통상교섭본부가 대내 정치협상과정에서 타 정부부처들, 대통령, 국회, 국무총

리 등 관련 이해관계 조직들과 벌였던 협상게임의 정치를 앨리슨 외(1999)의 정

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정책결정에는 관련 정부부처의 수장들로 구성된 다수의 최고위급 관

료들이 일정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모인다.342) 그런데 그 모임의 결과는 그들

이 하나의 모임(group)으로써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가 의도했던 결과

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첫 질문은, 누군가 자기 조직을 대표해 결정

하는 책임자가 있다거나 그 모임을 전체로써 대표하는 책임자가 있어서 그 사

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모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설명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치 모델은 비록 지도자의 최초

선호를 안다고 해서 그 자체로써 전체 모임의 결정결과에 대한 예상과 설명을

하는 것이 충분치는 않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 이유는 권위적 권력(authoritative

power)은 어느 한 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모임 참가자들끼리 나눠 갖

고 있기 때문이다.343)

한편 정부부처의 수장들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

치를 볼지라도 그들 각자가 소속된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갈등할 수밖

에 없는 경쟁적인 목표들을 갖고 있다. 그들이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우선순

위와 문제해결의 접근방식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 구

342)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중간이나 하위직 관료들보다 많은 융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는 사고(uncommitted thinking) 방식을 갖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experts)은 그들이 속한

전문분야에서 통용되는 데 유용한 이론형 사고(theoretical thinking) 방식을 갖고 있다. 하위

직 관료들은 조직행태 모델(제 2모델)에서 말하는 정형화 된 사고(grooved thinking) 방식을

갖고 있다 (Steinbrunner, 1974).

343) 이런 면에서 앨리슨 외(199)는 이론상의 권력과 현실상의 권력 간 차이점을 가장 뚜렷하게 설명

해 주는 연구사례가 노이쉬타트(R. E. Neustadt)의 저서인 ‘Presidential Power’속 논의라고 평가

했다 (Allison, et al., ibid.: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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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체제 속에서 조직이익 및 개인이익을 위해 소위 정치(politics)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344) 참여정부의 한 미 FTA 추진 당시 무역정책

과 협상전략을 둘러싼 정부부처 수장들이 처해 있던 상황도 이렇듯 다수의 정

책행위자들이 모여 벌이는 정부정치 게임 상황이었다.

이 정치협상 게임에는 집권자, 각 조직의 수장들,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된 사

안과 관련된 여러 직책의 관료들이 참여한다. 정부정치 모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협상게임에서 벌어지는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llison et al.,

ibid.: 256). 이 게임의 참여자들은 각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들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본인의 이익이 달려있는 핵심 정책결정과 관련해서는 평소 사적으로는 우

호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자들 간에도 정책의 사안과 성격에 따라서는 한 치의 양

보도 할 수 없는 의견 차와 갈등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정책결정구조에 참여하

는 행위자들 각자가 정부조직 내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따라야만하기

에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조직 대표로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정부의 부처 수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처의 대표직을

맡아 정치적으로 임명된 이들 최고위 정무직 관료들(political appointees)은 하

위 일반직 직업 관료들과는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과 주어진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부처 수장들은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 직업 관료들이 소속부처에 상관없이 공무원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관료문

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장들만의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들 간에 문화를 형성

할 시간적, 상황적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 물론 그들 간에도 동일한 정책결정

구조 속에서 일을 하다보면 특수한 인간적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그렇

다고 그것이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의 문제를 쉽게 양보할 만큼의 동료의식과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 부처 수장들의 정치적 리더십 자

체는 계속 변하고, 그들의 지위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개인에 의존해 있기 때

문에 단기 한시적이다 (Heclo, 1977: 7). 한·미 FTA와 관련해 각 부처의 수장

344) 미국 초대 국방장관 James Forrestal은 “나는 정부를 위해 일하고는 실지만 정치에는 참여하

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답은... 정치를 하지 않고 정

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성행위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갖겠다는 것과 같다(My answer... is that

you can no more divorce government from politics than you can separate sex from

creation.)” (Forrestal, 1951; Allison et al., ibid.: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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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처럼 시간적, 정치 상황적 제약 하에서 타 부처와 충돌하는 쟁점들에

대해 조직이익과 개인이익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하였다.

참여정부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제도 내에 있는 다수의 참여

자와, 비록 공식 제도의 밖에 위치해 있으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소

속의 고위직 참여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 다수의 정책결정 참여자

들이 참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그 결과는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

진 자격으로 참가하는지를 알기 전에는 예측이 어렵다. 이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똑같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345) 즉 정부정치 모델에서는 정책결정이라는

경기의 참가자들이 누구누구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공직생활에 오랫동안 몸 담

아본 사람이라면 의사결정구조에서 인적구성이 변하면 정책결과도 변한다는

것을 경험과 직관을 통해 잘 알고 있다.346) 이처럼 정부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있어 참여자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선택이 최종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Allison et al., ibid: 276).

참여정부 당시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

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부 등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처들의 수장들이 소속 조직의 이익과 구성원을

대표하는 최고위 대표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내적 무역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

식적 행위자로서의 자격을 가짐과 동시에 각자가 소속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수

345) 이러한 실험결과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경험적인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좋은 예

로 미국의 변호사들이 협사법정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사례가 그 경우다. 일례로 1963년 미

시시피 주에서는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흑인을 살해한 KKK 단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가 없으며, 반대로 30년 후에 아내 살해혐의로 법정에 선 O. J. Simpson의 형사사건에서

흑인이 다수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무죄평결을 내린 경우다. 반면 민사사건에서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Simpson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처럼 게임이 참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극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Allison et al., ibid.: 275-276).

346)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관한 Darmon의 연구에서 그는 대통령의 인성도 중시했

지만 동시에 특별히 정력적인 활동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기업가 David Stockman의 역

할 중요성도 강조했다 (Darmon, 1996). 다른 예로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건강개혁 태스크

로스 조직을 신설, 수장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간사로는 이라 매거지너(Ira Magaziner)를 임명했

는데 이들은 기존 행정부출신의 관료가 아니었다. 정부조직 내에서 이러한 인적구성 변경은 대

통령이 받는 기존 건의안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잘잘못을 떠나 정책방향과 내용이 바뀌

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llison et al., ibid.). 이렇듯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인적구성에 따른

정책내용 변화는 비단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정부에 해당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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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자 정책행위주체들이었다.347)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에서는 FTA 정책추진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

관계 충돌관계에 있는 부처의 수장들과는 통상교섭본부(장)가 가진 제도적 재량

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조직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 중립적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의 수장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반대세력화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익을 확보하고 FTA 정

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행위였다. 왜냐하면 통

상교섭본부의 수뇌부에게는 정부조직법 상의 제도적 권한인 통상교섭을 총괄 조

정하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직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

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의 존속과 위상강화, 인적 및 물적 규

모의 확대라는 자체 조직이익도 국익과 더불어 달성해야 할 조직목표였다.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통상교섭본부 및 조직 수뇌들의 대내 정치협상

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한국 통상교섭본부 수장과 소속 통상관료

들이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에 기반 해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 내에서 허용

된(slack) 재량권을 협상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제 3절 미국의 대내 정치협상 게임

1. 미 무역대표부(USTR)의 위상과 기능

미국의 무역정책을 주무하고 통상교섭을 이끄는 정부부처는 미 무역대표부

(이하 USTR)이다. USTR은 과거 의회에 의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대통령의 지휘 하에 대통령실 소속으로 행정부 내에서 활동

해 왔다. 이런 점에서 USTR은 미 의회와 대통령이라는 두 주인을 두고 있다.

USTR은 의회에 의한 태생이라는 구조적 제약과 초기 행정부 내 위상에서의

347) 정부부처수장들이 자신이 주무하고 있는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상황과장소에서행하는언행들은사견이아닌소속부처의공식입장이라고보는게합당한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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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간 상호견제 구

도 하에서 양자를 절묘하게 연결하고 양 측으로부터의 요구에 균형을 잡아 옴

으로써 조직의 생존과 더불어 위상을 강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USTR은 행정 부처들 간 무역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의 무역정책 결정에 필

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USTR, 2015).348) USTR의 대표는

대사(Ambassador)라고 불리는 장관급 각료가 맡는다. USTR 대표는 대통령의

수석 무역정책 자문 관료이자 외국과의 협상 수석대표 및 무역이슈에 대한 대변

인의 자격을 갖는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349) USTR 대표는 미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손태우, 2009).

USTR의 대표는 1962년 조직이 창설된 이래 1979년까지는 특별무역대표(STR,

Special Trade Representative)로 불리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총 17명이 USTR을

맡았다. 이들의 위상과 무역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그들이 처한 대내외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었다. 대개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지지와 후원의 강도, 또

는 대규모 다자간 협상과 같은 국제무역협상의 출범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구

도적 변화, 개인적 정책성향과 기질 등 비 법제도적 요인 등이 USTR 대표의 위

상 및 권력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면에서 역대 USTR 대표들 중에 상대적

으로 위상과 영향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로는, 과거 카터 행정부 당시

특별무역대표부(STR) 대표이자 일본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이끌었던 Robert

348)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coordinating U.S. international trade, commodity, and direct investment policy, and

overseeing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head of USTR is the U.S. Trade

Representative, a Cabinet member who serves as the president’s principal trade

advisor, negotiator, and spokesperson on trade issues (Mission of the USTR, 2015).

349) 조직 구성원들은 통상전문가들이 대부분이며 2012년 기준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

소는 워싱턴에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다. 조직구성은 위 <그림 17>에서처럼 5

개의 라인부서(양자 및 다자 무역협상, 분야별 활동, 법률/분석/정책조정, 공공지원창구) 형태로 되

어 있다. 실무 라인부서별 팀은 팀당 약 10명 내외의 통상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의 수장은

무역대표보(Assistant USTR)가 맡는다. http://geneva.usmission.gov/ (USTR, 2015). 2015년 현재

한국 담당은 Bruce Hirsh가 맡고 있다. 그는 한 미 FTA 당시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Max S. Baucus 몬태나주 상원의원의 수석보좌관 출신이다. 한 미 FTA 협상 당시에는 Wendy

Cutler 현 USTR 부대표 권한대행이었다. USTR은 타 행정부처에서 파견 온 수십 명의 실무인력

과 협업을 하며,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30%가량의 인력은 무역정책 수

립 및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업무에, 나머지 20%는 각각 무역협정 이행점검 업무 등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범, 2002). USTR은 활동 내용을 의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 USTR의

대표적인 주요 활동 내용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무

역정책 연차보고서(TPA&AR, Trade Policy Agenda & Annual Report) 등의 형태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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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trauss,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른 수퍼 301조를 무기로 미국의 공격적 상

호주의(aggressive reciprocity)정책을 추진했던 아버지 부시 행정부 당시의

Carla A. Hills, 클린턴 행정부의 Michael Kantor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3>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직도

전술했듯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최초 USTR의 창설은 미 의회

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한 연유로 닉슨 행

정부 시절 한때 USTR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레이건 행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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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기간 성명 재임 기간 성명
1962-1966 Christian A. 

Herter 1989-1993 Carla A. Hills
1967-1969 William M. Roth 1993-1996 Michael Kantor
1969-1971 Carl J. Gilbert 1997-2000 Charlene 

Barshefsky
1971-1975 William D. Eberle 2001-2005 Robert B. Zoellick
1975-1977 Frederick B. Dent 2005-2006 Rob J. Portman
1977-1979 Robert S. Strauss 2006-2009 Susan C. Schwab
1979-1981 Reubin O’D 

Askew 2009-2013 Ronald Kirk

1981-1985 William E. Brock 
III 2014-Current Michael Froman

1985-1989 Clayton K. Yeutter

에도 USTR을 해체하고 그 대신 일본의 통상산업성(MITI)을 모델로 하는

신설부처(DITI)를 상무부 산하에 설치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표 23> 역대 미 USTR 대표

주: 점선 박스 안은 한·미 FTA 협상 및 비준 과정 당시의 역대 USTR 대표들.

자료: www.ustr.gov

그러나 미 행정부가 USTR을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은 결국 미 의회에

의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USTR은 대통령실에 편제되었

고 그로 인해 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양쪽 모두의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충족시켜야만 하는 구조적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주의 정책사상 하에서 무역 자유화를 지향해 온 USTR의 대 행정부 및 대 의회

에 대한 조직이익 추구행태는 소위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이라 불리

는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 행사의 양상을 달리해 왔다. 이에 USTR은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미 의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입법로비와 새로운 무역정책 입안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조직이익 추구행위를 해왔다.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USTR은 2002년 재부여 된 TPA의 잔여기간을 최대한 활용, FTA 확대를 도모

함으로써 무역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성과창출과 조직위상 강화,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균형자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조직의 위상과 영향력

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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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TR의 對 이해관계 부처 및 의회 정부정치

통상협상은 협상 상대방이 있는 것인 만큼 미국의 무역정책을 주도하는 주

체들의 정책과 협상전략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350)가 협상 파트너인 참여정

부 통상교섭본부의 정책대응과 협상전략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도 한 미 FTA를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

에서만 접근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미국 정부의 접근 가능한 공식문서들을

통해 볼 때,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경제적 이익추구와 함께 미국의 동북아

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안보적 이익확보를 위한 활용기제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이용하려는 전략적 목표 하에서 접근했다.351) 이는 미국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자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한반도역외가

공지역위원회’(부속서 22-나)를 설치하는 선에서 협정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인정 지역으로의 편입을 유보했

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미국이 한 미 FTA를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와

경제문제를 연계하는 이슈연계(issue-linkage) 전략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음

을 의미한다 (Koo and Jho, 2013).

350) 미국 무역정책 결정구조라는 암흑상자 안에서 벌어졌던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구체적

인 행태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제약된 자료접근 환경

에도 불구하고 미 무역정책 정부기관의 일부 문서자료들과 미 현지 언론사들의 한 미

FTA(KORUS FTA) 관련 보도기사 등을 통해 퍼즐맞추기식의 당시 상황 재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 미 양국이 FTA 추진여부를 타진하고, 이후 협상을 개시, 전개하는 과정

에서 양국 간 어떠한 무역정책과 통상교섭 전략들이 주고받아졌는지를 불완전하게나마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질적 연구 기법으로써 과정추적(process tracing) 기법을 활용하였

다. 이는 흩어져 있는 상황 자료와 증거, 정보들을 모아서 사건과 맥락에 대해 분석적 서술기법을

통해 기술함으로써 사건과 행위주체의 행태간의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를 추론해 나가는 것이

다 (Process tracing, to reiterate, is an analytic tool for drawing descriptive and causal

inferences from diagnostic pieces of evidence—often understood as part of a temporal sequence

of events or phenomena.) (George and Bennett, 2005; Collier, 2011: 823).

351) 미 USTR 내 정부 문서들에서는 KORUS FTA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국 간 FTA 협정이

정치경제적 상호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이 기술되어 있다 (“This day is a milestone in the

enduring economic and security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day
we look ahead to building on a half centur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to promote the

greater prosperity of the people of both our nations,” said U.S. Trade Representative

Susan C. Schwab.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s the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free trad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as concluded in nearly

20 years.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Members of Congress of both

parties on the approval of this important agreement”) (USTR Archive, 200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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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에게 한 미 FTA는 1992년 부시 행정부 때 서명되고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의회인준을 통해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352) 이후 단일 국

가와의 FTA로써는 최대 교역상대 국가와의 FTA였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한

국은 미국에게 일곱 번째 규모의 교역 상대국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게 양국

간 FTA는 WTO 체제 내에서 관철시켜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양한 분

야에 걸친 자유화 문제를 일시에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협정이었다. 양국 간 협상 당시 미국은 이미 지리적으로 인접한 소국들과 11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었지만, 원격지 국가들과의 FTA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체결

했었던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없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한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에게 중요했

으며353) 더욱이 동북아시아 및 아 태 지역에서의 정치외교 전략적 측면에서도 양

국 간 지정학적 동맹관계(geo-political alliance)를 공고히 하고, 역내에서 부상중

인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을 함께 엮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 미 FTA가 동북아시아 동맹국들 중에서 맺은 첫 FTA인 만큼 향

후 이 지역 내 나머지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있어 롤 모델이 될 것임과 동시

에, 아 태 지역 정치 및 경제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개입 성과를 지지하는 린치 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354)

352) NAFTA는 미 노동계의 반발, 환경운동 단체의 멕시코 환경제도 및 정책 수준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 멕시코의 덤핑가능성(제당, 오렌지, 판유리 등 분야에서)으로 인한 수입급증(import

surge)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의회 비준상정에 실패하고 클린턴 행정부에 인

계되었다. 대선 시 노동, 환경단체 지지획득을 위해 재협상 공약을 내걸었던 클린턴 대통령

은 재협상 끝에 1993년 11월 17일 밤 본회의에 HR3450법안으로 상정되어 11시간의 찬반토

론 끝에 하원을 통과하고(찬성 234표, 반대 200표, 기권 1표), 3일 후 상원표결(찬성 61표, 반

대 38표)을 통과해 가까스로 비준되었다 (최병선, ibid., 966-967; 박찬욱, ibid.: 70).

353) 미 USTR은 KORUS FTA에 대해 “(NAFTA 이후) 20년 만에 체결하는 통상측면에서 가

장 중요한 협정(The Agreement is the U. S.’s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free trade

agreement in almost two decade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KORUS FTA로 미국 ITC는 자

체 분석을 통해 매년 상품무역에서 대 한국 수출이 약 100억 달러 정도, 국내총생산은 약

100억∼12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TR KORUS FTA, 2012).

354)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our economic partnership, the KORUS FTA would help

to solidify the two conutries’ long-standing geostrategic alliance. (중략) As the first U.S.

FTA with a North Asian partner, the KORUS FTA is a model for trade agreements for

the rest of the region, and underscores the U.S. commitment to, and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USTR KORUS FTA,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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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TR의 對 이해관계 부처 정부정치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미 USTR은 미 의회, 행정부, 산업계 등을 상대

로 대내 정치협상을 해야 했다. 대내협상에 있어 USTR이 상대해야 할 주인은

미 의회와 대통령이었다. USTR은 의회-행정부 간 정책 조정자이자 이해관계

갈등구도에서의 균형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USTR 입장에서 볼 때 미 의회는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최종적인 이행법

안 형태로 추인함으로써 협정이 발효케 해주는 헌법적 권한을 보유한 주인이다.

또 미 대통령은 USTR이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실(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보좌하는 또 다른 주인

이었다. 한때 폐지론355)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USTR은 역사적으로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서 양 측의 정치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를 동시에 맞춰야만 하는 절묘한 균

형의 외줄을 타오는 과정에서 생존해 왔고, 더 나아가 조직규모와 위상이 성장할

수 있었다 (Destler, ibid., 16-19; 최병선, 1994, 1999; 김정수, 1994, 1996).

한 미 FTA 협상에서 먼저 USTR은 미 농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무역정책결

정 구조 내 참여조직들을 상대로 정부정치를 벌여야 했다. 무엇보다도 USTR에

게는 TPA가 2007년 6월 말 만료 예정이라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미국 측 교섭

수석대표를 맡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북아시아담당 무역대표보는 본 협

상이 개시되기 3개월 전 내한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가진 간담

회에서 TPA에 대해 언급하며 가능한 한 2006년 내 협상이 종결되길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했다.356) 커틀러 무역대표보의 언급은 미국의 TPA 만료시한을 감안

355)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Malcom Baldrige 상무장관은 당시 USTR였

던 William Brock 대사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 이에 Baldrige 장관은 USTR을 폐지하고 일본 통

상산업성(MITI)을 모델로 한 미국 통상산업성(DIT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Jon Danforth 상원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의 반대로 좌

절되었다 (Destler, 1992: 118-121).

356) 커틀러 무역대표보는 “내년(2007) 6월 미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부여한 TPA가 종료된

다. 이에 올 연말까지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라는 발언을 했다. 또 “양국이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 미국의 FTA 협상 국가이

며, 미국은 이를 통해 대아시아 정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양국 FTA는 미국의 아시

아 내 다른 국가들과의 FTA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한국 언론에서 양국 FTA에 대해 전향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매우 관심 있게

봤다”며 “양국 FTA는 상호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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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USTR이 미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획

득을 위해 대내 정부정치를 하고 있는 중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었다.

커틀러의 발언이 있은 지 2주 후 롭 포트만(Robert Jones Portman) USTR 대표

도 미국 내 농업 이익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 농업이익의 입장에서

볼 때 양국 FTA 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TPA라는 레버리지를 USTR이 가지고

있는 만큼 농업계와 정책담당 기관인 농무부의 지지가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USTR 대표는 또 상무부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비합

산조치 수용에 대해 이 문제 또한 협상의 딜 브레이커(deal-brreaker)가 될 수 있는

쟁점사안인 만큼 비합산조치 수용여부에 대해 미 상무부 장관(C. M. Gutierrez)에게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협의를 권고하여 양측 간 이견차이를 해소하도록 유도했

다. USTR 대표의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미 행정부의 부문 별 정부부처에 대한 영

향력이 강한 자국 자동차 업계 및 노조, 농축산업계 등에 대해 각각 정부부처 및

관련 산업계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압력과 포획을 행사해 달

라는 의미였다. 즉 미 행정부 내 각 부처들이 USTR의 대 한국 협상에 있어 USTR

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추진력을 위임해 달라는 의미였다.357)

2) USTR의 對 의회 정부정치

2006년 4월 포트만 대표가 예산정책국(OMB)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후

임이 된 수전 슈와브(Susan Carol Schwab)358) USTR 대사도 미 의회와 행정부

357) Rob Portman USTR 대표는 워싱턴에서 농업단체 대표들에 대한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농

업부분 협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6번 째(약 22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출대상국인

만큼 미국 농산물 수출확대에 중요한 시장이다”라며 “협상은 어려울 것이나 우리에겐 협상하기

좋은 환경(TPA)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NY Times, 2006. 3. 22; 서울경제, 2006. 3. 24).

358) 흥미로운 점은 슈와브 대표가 1983년 USTR 대표였던 W. Brock 대사가 레이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M. Baldrige 상무장관과 자주 마찰을 빚자, 백악관 참모들과 Baldgrige 상

무장관 등이 USTR의 기능을 흡수해 일본 MITI를 모델로 한 새 기구를 창설하자며 타협책

으로 제시했던 통상산업성(DIT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의 설립에

대해 반대해 이를 좌절시켰던 당시 상원무역소위원회 의장 Jack Danforth(미주리주 상원의

원)의 무역담당특보 및 입법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Washingtonpost, 2006. 4. 18). 당시

레이건 행정부 백악관 참모진들은 무역정책도 의회의 영향력을 줄이고 행정부 내에 통합, 효

율적으로 전개하길 원했다. USTR의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낀 조직위상과 기능에 대해 백악

관비서실은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상업통상각료회의(Cabinet Council

on Commerce and Trade) 설립을 법적 근거 없이 백악관 내 기구로 신설했다. 이에 상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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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해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미 FTA 협상타결 이후 의회 비준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정치를 벌였다. 슈와브 대표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상원의원이 미 노동계의 ATL-CIO 소속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조 초청강연에서 FTA 협정 일반에 대해 미 자동차 업계를 의식, 부정적인 언

급을 하자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한 미 재계회의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한·미 FTA를 자신의 대통령 선거용으로 개인이익 관점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낸시 펠로시(Nancy Patricia D'Alesandro Pelosi) 하원의장, 맥스

보커스(Max S.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 창스 랭겔(Charles Bernard Rangel)

하원 세입 세출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핵심 의원들이 한 미 FTA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관점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인준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장래 대 아시아 무역과 정치 외교적 이익에 큰 후퇴

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미 의회에 대한 압박정책을 폈다.359)

한·미 FTA 협상 당시 USTR의 핵심 통상관료들이었던 학자 및 의회 정책

보좌관 출신의 슈와브 대사, 통상법 변호사 출신의 카란 바티야(Karan Bhatia)

USTR 부대표 그리고 통상전문 직업관료 출신의 커틀러 무역대표보 등은 오랜

동안 미국 무역정책, 법,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통상전문가들이다. 정

치인 출신의 포트만 대사도 통상법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로비스트 출신이다.

또한 이들은 상무부, 법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양원에서 통상관련 경력을 쌓아

왔으며 이후 USTR 대표 또는 교섭수석대표로 한 미 FTA를 진두지휘했다. 이

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정책이념은 자유무역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무역론 위에 서 있었다.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USTR 대표들과 교섭수석대표들은 한 미 FTA

의 막바지 협상 단계에 와서 딜 브레이커(deal breaker)가 되었던 쇠고기 문제

를 비롯해 자동차, 농산물,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문제 분야 등에서의 쟁

점 해소를 위해 자국 내 이해관계 행정 부처들인 상무부, 농무부 등은 물론 노

조, 농축산물 생산업자, 환경단체 등 업계를 등에 업고 있는 미 의회의 이해관

모두 이 기구가 법적근거 없는 불법기구라며 비난을 가하자 레이건 행정부는 그 조정안으로

DITI를 신설, USTR을 흡수하려 했다. 이를 좌절시킨 핵심인물이 Danforth 상원의원이었다.

359) http://news.donga.com/3/all/20070618/8455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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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정부정치를 펼쳤다.360)

미 무역대표부는 쇠고기 등 축산물 분야와 관련해 몬태나주 출신의 보커스

(Max S. Baucus) 상원 재무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FTA 체결 시 미 축산업계

에 한국 시장 축산물 수출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는 만큼 일정 수준에서 정치

적 타협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흥정을 시도했다.361) 자동차와 관련

해서는 ATL-CIO 등 미 노동계를 대상으로 관세율 조정을 통한 자국 시장보

호 약속을 하는 등 대내 정치협상을 통해 설득했다. 특히 과거 NAFTA 체결

시 노동, 환경계의 반발로 클린턴 행정부가 재협상까지 해야 했었던 사례가 있

는 만큼 노동, 환경 분야 관련 내용을 한 미 FTA 협상에 포함시켜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362)

또한 협상 타결 이후에 있었던 미 의회와 산업계로부터의 만족스럽지 못한 부

분에 대한 추가 협상요구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의 핵심 행위자들은 협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못 박음으로써 협상 결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

는 데에 주력했다. 이와 같이 USTR은 조직이익 확보 차원에서 한·미 FTA로부

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 이익집단들과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미 의

회를 상대로 한 정부정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363) 그럼으로써 USTR의 의회

에 대한 정부정치가 USTR 자체의 조직이익과 소속 통상관료들 개인이익 실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끌었다.

한 미 FTA의 의회비준 과정에서 USTR의 의회에 대한 정치가 조직이익과

소속 핵심 고위관료들 개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

은 예가 있다. 한 미 FTA의 이행 법률화 절차를 앞두고 공화-민주 양 당이 갈

360) 당시 농무부 장관은 Michel Owen Johanns(2005. 1. 21-2007. 9. 20.), 상무부 장관은

Carlos Miguel Gutierrez(2005. 2. 7.-2009. 1. 20.)이었다.

361) 닉 지오다노 전미 돈육가공협회 국제무역정책담당 부회장은 “미국 농축산 단체들은 한

미 FTA가 새로운 수출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의회비준 통과를 위해 전례 없는 압력

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Washingtonpost, 2007. 7. 27).

362) 미 USTR 고위관리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협약 내용이 포함되

게 될 정도로 노동관련 조항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서울경제, 2007. 4. 30).

363) 카란 바티야 USTR부대표는 국제무역협회(WITA) 연설에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 미 FTA 자동차부문 재협상 문제에 대해 “협상 내용 변화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하며 “의회가 보호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 미 FTA 비준동의를 거부하거나 표결 자

체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반향은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본과 FTA

논의를 위해 TPA 갱신을 의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NYTimes, 200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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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고 있을 즈음, 한 미 FTA 협상내용에 불만을 표출해 왔던 민주당의 샌더

레빈(Sander Martin Levin) 무역소위원회 상원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팀 리프

(Timothy Reif)와 보커스 재무위원장의 보좌관인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Demetrios

J. Marantis)가 각각 USTR 법률고문담당과 아시아 지역담당 부대표로 부임되었

다. 레빈 상원의원은 자동차 산업지대인 미시간 주 의원이며 보커스 상원의원

은 쇠고기 주생산지인 몬태나주 출신 의원이었다. 따라서 리프 부대표와 머랜

티스 부대표도 USTR의 고위직에 부임하기 전에는 이들도 한 미 FTA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USTR로 자리를 옮긴

후 한 미 FTA에 대해 의회에 재직 중인 시절에 표명했던 비판적 입장에서 선

회하여 오히려 협정 이행법안의 의회통과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처럼 통상관료가 속해 있는 조직의 이익 그리고 조직의 대표로서 갖게 되

는 위치에 따라 그들의 정책이념과 행태도 변하게 된다. 이는 통상관료의 정책

이념이 어떠한 제도 속에서 발현되느냐와, 관료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제약으로

써의 제도 내에서 관료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

에 따라 정책 및 협상결과도 변하게 되는 등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설

명력을 높여준다.364)

364) http://news.donga.com/3/all/20090505/8728169/1 (동아일보, 2009.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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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무역수지(단위: 억 달러)
2001 88.3
2002 97.7
2003 94.5
2004 140.6
2005 107.5
2006 95.3
2007 85.4
2008 80.1
2009 86.1
2010 94.1
2011 116.3
2012 151.8
2013 205.4
2014 250.1

제 4절 한국-미국 간 대외 협상게임

1. 협상의 구도와 협상게임 참여자

1) 협상의 구도

한·미 FTA 협상 전 양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이 FTA 협

상을 타진하던 2004년부터 협상이 타결된 2007년까지 양국 간 교역실적은 이

하 <표 24>의 내용과 같았다. 여러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었겠지만 표면적으

로 볼 때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는

재정경제부, 통상교섭본부 등 대외경제정책을 주무하는 관계당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논리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이었다.

<표 24>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한편 다음 장의 <표 25>에서 보듯 당시 미국경제도 전 세계 무역수지에

있어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미국의 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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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무역 수지(단위: 억 달러)
2004 6,532.1
2003 5,356.5
2002 4,702.9
2001 4,109.3
2000 4,364.7
1999 3,319.4

무역에서는 적자규모가 감소세였으나 전 세계 무역에서는 증가일로에 있어

미국 정부로서는 대한 무역수지 적자 폭을 더 감소시켜 자국의 무역적자 보

전에 활용해야 할 유인이 강했다. 이처럼 순수 대외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더

라도 한 미 양국은 서로가 FTA 체결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

<표 25> 미국의 전 세계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추구 외에도 한 미 FTA에는 각국 입장에서의 정

치외교적 이해관계가 함께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 미 FTA 협상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당시 FTA 체

결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당면 국가이익이 단순히 경제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FTA를 전 세계 정치경제 전략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편 한국은 동북아시아

내지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정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접근했다.

정치경제적으로 볼 때 한·미 양국은 당시 각자 서로 다른 차원의 전략적 위

치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각

각 경제적으로는 대국과 소국, 정치적으로는 패권국과 비 패권국이라는 현실

국제정치경제 구조 속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 때문이다. 이처럼 처해 있는 입장

에 따라 같은 문제임에도 다르게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협상전략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로가 상대국 내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

는 협상과정과 결과에서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FTA 협상은 소위 국내와

국외라는 양 수준의 정치협상 게임구도에 처하게 된다.

양 수준 게임 상황에서 한 미 양국 간 국가이익에서의 차이점은 첫째, 한

국의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일본, 중국,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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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엔 부

상하는 중국,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재기를 노리는 일본, 지역경

제연합체 형성을 주도하려는 ASEAN 국가들에 대한 견제와 통제365) 등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여러 복잡한

이익들이 걸려 있었다.366)

참여정부에서의 FTA 협상개시에 앞서 한국은 이미 김대중 정부 집권 첫

해인 1998년 11월 미국과 FTA 체결에 대한 최초 밑그림을 그렸었다 (외교통

상부, 1998).367)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도 그해 4월 외교통상부의 대통령

에 대한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정부 이래 유지되어 온

FTA 추진을 명시적으로 재확인 했다.368) 또 그해 8월에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 하에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대통령 보고를 하였으며369) 10월에

는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미 FTA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외교

통상부, 2003; 김현종, 2010: 32-40).370) 한편 미국정부는 2004년 5월 양국 간

FTA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이래 동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6개월

365) 미국은 1980, 90년대에 걸쳐 말레이시아(마하티르 총리 시절) 등이 주도하는 EAEG(East

Asia Economic Group)와 같은 지역협력체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89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추진했었다. APEC은 최초 12개 국가

로 시작 2015년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366)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질서 관리전략은 몇 차례의 시기

적 변천을 겪어 왔다. 최초 GATT 중심의 서방 자본주의국가들 중심의 무역자유화(multilateralism)

추구와 소련 COMECON 체제와의 대결, 그 와중에 공산세력 확대 견제를 위해 일본, NICs

의 경제발전 지원기간을 거쳐 1970, 80년대 쌍둥이 적자 누적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

고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누적이 심화되자 양자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reciprocity)와 보복

(retaliation)전략을 병행해왔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와 그 결과로 성립된 WTO체제 그리고

탈냉전 국제정치 상황에 따른 다자주의의 선별적 적용으로 소위 contingent multilateralism(다

자주의와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의 병행) 전략 등을 병행하는 시기를 거쳤다 (조순, 1994).

367) “(중략) 정부에서도 칠레와의 FTA 추진이 본격화 된 이후 각 대륙별 1개 정도의 중·소

규모 국가와의 FTA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

은 거대 경제국과의 FTA 체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이라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1998. 11. 17.).

368) 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첫재, 한 칠레 FTA의 국회 비준 동의안 조속 처리 둘째, FTA 이행

특별법 제정 병행 추진 셋째, FTA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타당성 조사, 상대국 선정 등

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것 등이었다 (2003. 4. 28.).

369) 2003년 노무현 정부는 8월에 FTA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어서 정부, 학계, 경제계 간 FTA

관련 정책협의기구인 ‘FTA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2004년 5월 로드맵을 보완하면서

FTA 추진위원회 외 FTA 실무추진위원회, FTA 민간자문회의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370) 동시다발적 FTA전략과 추진 로드맵 등은 2003년 5월 11일 취임한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

(차관보급)에 의해 본격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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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제안을 함으로써 한 미 양국은 본격적인 FTA 논

의과정으로 접어들게 되었다.371)

경제적 이익형량과 더불어 양국은 정치안보적 이익에 있어서도 공유해야

할 이해관계가 많았다. 가장 큰 이해관계는 상호 정치적 신뢰회복이었다. 한국

은 수평적 정권교체로 들어선 진보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정치적, 이념적 의구심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한편으

론 한 미 상호 방위동맹 체제룰 공고히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

으며, 다른 한편인 경제적인 면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이 한국 진보정

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의구심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도 한국과의 FTA는 당시 자국의 7번 째 수출대상국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넘

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일본과 함께 견제할 미국의 아 태 정치안보전략의

양대 방패 중 하나를 유지, 보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372)

이상과 같은 한 미 양국의 FTA에 대한 상호 공통적 및 차별적 이해관계를 바

탕으로 양 수준 협상게임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게임의 대내적 영역에는 외부로

드러나 목격이 가능한 부분과, 정부라는 암흑상자 내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목격 불가능한 부분이 공존하였다. 즉 대내 수준의 게임이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과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외부에 드러난 게임의 전개과정에는 이해관

계가 얽힌 이익집단 등 정책결정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이 가능했으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식적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는 공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식 정책행위자들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는 2004년 5월 정부 당국자 간 비

공식 접촉을 시작한 이래 2005년 10월 대통령의 미국과의 FTA에 대한 결심

을 받아냈다.373) 미국 측도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비공식

371) 이 당시 정부 보도 자료에서는 미국 측의 이러한 언급이 한국정부에 대해 FTA체결 추진을

공식 제의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그동안 한국 측의 준비상황이 미흡하다는 이유

로 양국 간 FTA 체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미국의 태도에 다소 변화를 시

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한 미 FTA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공식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 자무우역협정1과 보도자료. 2004. 6. 14.; 김현종, 2010: 60-62).

372)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전략으로 통칭되는 Pivot toward Asia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

하는 선행 조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373) 2005년 10월 8일 노 대통령 주재 관계 각료간담회에서 국무총리(이해찬), 재정경제부(한덕수),

외교통상부(반기문), 통상교섭본부(김현종), 농림부(박홍수), 환경부(이재용), 문화관광부(정동

채), 대통령 경제비서실(김영주) 등 부처 수장들 간 격론이 있었다 (김현종, ibid.: 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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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국 측에 FTA 체결 의향을 드러냈고, 2005년 9월 자국의 FTA 우

선협상대상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정부는 이후 2006년 1월 18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노무현 대통령 신

년연설 후반부에 한 미 FTA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협상개시를

공식화했다.374) 며칠 후인 2006년 1월 2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요구

한 협상개시의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인 스크린쿼터를 그해 7월 1일부터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375) 한편 미국정부

는 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미 의회가 쥐고 있음을 이

유로, 최초 한 미 FTA 협상을 조건부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었다. 즉 스크린쿼

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2006년 1월로 예정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조치 문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계획 잠정 유보 등의 주요 현안에 한정해서만

FTA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거절의 의사

를 분명히 하고 양국 간 전면적인 FTA 협상을 주장했고 미국의 선결요건

중 일부를 해소시켜줌으로써 협상개시의 물꼬를 텄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 미 FTA 협상개시 언급 이후 한국사회는 찬 반 양 진

영으로 갈려 들끓기 시작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일 개최된 공청회는 시작 직후 농민단체 등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이익집단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시작한지 한 시간여 만에 파행, 종료되었

다.376) 공청회가 무산된 다음 날 새벽 워싱턴에서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상출

374) “개방은 대세입니다.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이해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

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그 동안 여러 나라와 FTA를 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과도 FTA

협상을 검토 중입니다.” (최병일, 2006).

375)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왔었다. 당시 미국과의 투자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체결을 추진하던 국민의 정부는 미국 클린턴 정부가 투자협정

체결의 사전조건으로 내세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했었다. 외교통상부는 보호장벽 일부를 축소해도

한국 영화 발전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보도자료, 2006. 2. 23.). 이후 2006년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통

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천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이라는 지원보상책을 발표했다.

376) 무산됐던공청회는 제 1차 협상과 제 2차 협상 사이기간에 개최되었다 (2006. 6. 27.). 이 또한 이례적

인일이었다. ‘FTA체결 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 121호)’에 따르면 FTA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개

시 전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개최공고는 14일 전)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도록 되

어 있다(제 12조). 또 특정 국가와 FTA 협상 개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 16조). 미국 시간으로 2006년 2월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월 3일(금) 새벽 5시) 워싱턴에서 통

상교섭본부장과 USTR이 협상출범을 공식선언한 시점은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다음날 새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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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한국사회는 한 미 FTA에 대

한 찬·반 논쟁과 여론분열 등 극심한 갈등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377) 그 와

중에 2006년 6월 5일 워싱턴에서 첫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한 미 FTA 협상

이 출범하던 당시 협상구도는 다음 장의 <그림 24>과 같았다.

2) 협상게임 참여자

한 미 양국의 대내 정책결정 및 대외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공식 참여자들

은 <그림 24>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한 미 FTA의 양 수준 협상게임 구도’

부분의 정부 및 의회 조직들에 속한 양국 정부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다. 한국

의 공식 참여자들은 대통령,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구성

하는 정부부처의 수장들, 청와대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의 공식적 참여자 구성은 매우 복잡했다. 한국의 경우 국회

가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사전 직접적인 과정에까지는 참여하지 못함에 비해 미국

의 사전 정책결정 과정에는 의회와 행정부가 동시에 관여되어 있고 각각 산하기

관의 다수 자문위원회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식 정책결정 참여자는 행

정부의 경우 대통령과 USTR 대표 등이 속해 있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정부부처 장·차관급 각료들, 정부부처 및 미 의회 위원회 소속 실무통상관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 의회의 경우 하원 세입 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와 상원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소속 정치인들과 참모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행정부 및 의회 조직의 공식적 참여자들 간 대내 정치협상

을 통해 결정된 미국의 FTA 정책이 한·미 양국 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지게 되

며, 교섭에서는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USTR이 임명하는 고위급 관료가 교

섭수석대표 자격을 갖고 각국 관계부처 파견 통상관료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이끌

고 교섭에 나서게 된다.

377) 협상 출범 발표 후 제 1차 공식협상 개시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국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연금

제도 개혁, 조세개혁 등 여러 민감한 정책현안들이 많았다. 그 외 정치적으로도 집권 열린우리당

이 5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해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이 연출되었다. FTA에 대한 한

국 내 찬반여론의 유형에 대해서는 1. 지지층: 생계형지지(중소기업), 전략적지지, 비판적지지와

2. 반대층: 회의적반대, 이념적반대(노동계), 생계형반대(농민)로 분류한 예가 있다 (최병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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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 미 FTA의 양 수준 협상게임 구도

주1: 정부부처 명칭은 한 미 FTA 협상 당시 정부조직명에 근거

주2: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NEC(National Economic Council), TPRG(Trade

Policy Review Group), TPSC(Trade Policy Staff Committee), TPSC 소위(TPSC Sub-committee),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주3: TPSC 소위원회는 1995년 60여 개에서 2015년 90여 개로 증가

주4: 미국의 민간자문위원회는 2015년 현재 26개 위원회, 700여 명 자문위원으로 구성

자료: 미국정부 포털, 미무역대표부. 백악관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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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게임 참여자 한국 미국

무역정책 
결정구조 행정부

-대통령(비서실 포함) -대통령(비서실 포함)
-대외경제장관회의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기타 상정안건 제안 부처장

-국가경제위원회(NEC)
 ‧부통령
 ‧국무부, 재무부, 농무부, 상

무부, 노동부, 운수부, 에
너지부, 환경청, OMB

 ‧USTR
 ‧NSC
 ‧경제정책/국내정책/과학기

술정책 보좌관
-TPRG

최고 정책결정기구로는 한국의 경우 의결기관으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한 미 FTA 협

상 당시 사전에 무역정책결정의 공식적 구조에 참여하여 행정부와 상호작용하면

서 정책결정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의 구성주체가 되어있지 못했

던 것은 한 일 FTA 협상 당시와 같은 상황이었다. 단 한국 국회는 한·미FTA특

위라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행정부의 FTA 협상진행 상황을 모니터

링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수준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서 제한적인 참여를

시도하였다. 반면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의회는 일본 국회처럼 법규상 공식 정책결

정의 행위주체였다. 미 의회에게 미국 헌법이라는 법규범에 의해 외국과의 무역협

정 체결권이 주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규에 의한 참여가 아닌 의원내각제라는

정치권력구조 상의 특수성과 집권 여당 내 입법 주체들인 여당 국회의원들에 한

해서만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자격이 주어진 일본의 국회보다도 미 의회는 더 실

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 의회의 공식 정책결정

참여주체는 하원 세입 세출위원회 및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다.

한편 미 행정부 소속의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들은 대통령, 개별 정부부처

수장들, 미 무역대표부 대표,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및 국제무역위

원회(USITC) 수장 등 이었다. 한편 양국 간 통상교섭은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

본부가, 미국의 경우 미 무역대표부가 담당했다.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전개하던 2006년 초 양국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통상행정체계에의 참여자들은

이하 <표 26>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표 26> 한 미 FTA 정책결정구조 및 통상행정체계 내 공식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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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C
-TPSC sub-committee & TF

의회
(정당) -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통상행정체계

(통상교섭) 행정부 -통상교섭본부(교섭수석대표)
-통상 유관부처(교섭분과장)

-USTR(교섭수석대표)
-통상 유관부처(교섭분과장)

주1: 행정부 참여자 분류기준은 조직 별 수장 기준

주2: 무역정책 결정구조는 사전적 정책결정 단계를 의미

주3: 협상 기간 동안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 USTR: R. B. Zoellick(13대, 2001. 1. 20-2005. 2.

22), R. J. Portman(제 14대, 2005. 5. 17-2006. 5. 29), S. C. Schwab(제 15대, 2006. 6. 8-2009. 1. 20).

2. 협상의 경과 및 쟁점

한 미 양국 간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03년 초 양

국의 산업계로부터 나왔다.378) 때마침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국정부

내에서도 거대경제권인 일본, ASEAN, 미국, 중국, EU와의 FTA 추진을 포

함한 전면적인 FTA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물밑 움직임들이 이

어졌다. 2003년 8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

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이 보고되었고, 이듬 해 7월 조직의 수장이 바뀐 통

상교섭본부는 8월과 11월에 연이어 대외경제위원회에서 FTA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다 (김현종, 2010).379)

일본과의 제 4차 FTA 협상을 한 달여쯤 앞둔 시점인 2004년 5월 미

USTR 부대표가 서울을 방문했다. 이 때 있은 양국 간 비공식 접촉에서 미

국은 한국정부 측 관계자에게 FTA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10월 김현

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R. B. Zoellick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국 통상

장관회담을 가졌다.380) 양국은 이 회담에서의 합의에 기반 해 2005년 상반기

378) 2003년 1월 한 미 재계는 그해 7월로 예정된 제 16차 한 미 재계회의에 앞서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2002년 6월 열렸던 제 15차 재계회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한 미 FTA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태스크포스 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국 정부에 FTA 체결을 건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2003. 1. 6.)

379) 2003년 5월 통상교섭조정관으로 통상교섭본부에 입부, 2004년 7월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김현종 본부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와 2007년 12월 대선이 예정된 정치일정과 2007년 6월에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일정에 비추어 볼 때 2006년 상반기까지의 남은 2년이 한

국 FTA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이라고 보고했다”고 그의 책에서 기술하고 있다 (김현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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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에 걸친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양국은 사전실무점검회의 이후로도 2005년 연내 세 차례의 추가 통상장관회

담을 갖는 등 총 6차례의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협상 출범을 위한 내부 협

상준비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멕시코 국빈방

문 시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자는 통상교섭본부의 제안을 일차적으로 수

용하고, 곧 이어 미국 부시 대통령과 양국 간 FTA에 관해 상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381) 한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회에 의해 미 행정부에 부

여된, 2007년 6월말로 시효가 예정된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기 전에 한국

과의 FTA 협상개시 여부를 의사결정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양국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과거 협상을 타진할 즈음 미국이 제안한 바 있던

4가지 선행요구인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통한 약가제도 변경의 FTA 틀 내에서의 논의였

다. 그 외에도 쌀의 양허제외, 반덤핑 상계관세 문제와 관련된 무역구제 분과

설치382),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383), 섬유 관세수준 조정, 인력이

380) 2004년 10월 25-26일 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obert. B. Zoellick USTR(재임 2001. 1.

20-2005. 2. 22)과 회담을 갖은 데 이어 A. P. Larson 미 국무부 경제차관, F. Shirzad 백악관

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등과 만나 한·미 FTA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쌀관세화 관련 협상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

확대 요청과 함께 한국 무역협회와 미국기업연구소 (AEI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공

동으로 주최하는 한·미 FTA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기조연설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 간 FTA 논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4. 10. 21.).

381)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obert Jones Portman USTR(재임 2005. 5. 17.-2006. 6. 29.)

간에 논의에서 미국 측은 조건부 FTA를 제안했다. 이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미 행정

부의 입장 상 양국 간 네 가지(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

품경제성평가 계획 잠정 유보)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하자는 제안이었다.

382) 무역구제 분과 설치와 관련한 쟁점은, 미국이 자동차와 의약품에서의 자국이익 확대를 위해 관련

분과를 설치하는 것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 측이 이를 수용하는 대신 타협의 일환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그리고 한국산 수산물인 고등어, 민어, 명태, 넙치 등의 품목을 미국이 요구하는 공산품

시장개방과 엮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383) 미국은 개성공단의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 한국 측의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에 포함시키자는 주

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미국 정부 내 대 북한 강경파인 네오콘(neo-Conservative)들은 북한

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지 않는 이상 경제적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양국은 개성공

단 등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부속서 22-나)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요건 하에 합의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 인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하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2015년 1월 현재 개성공단

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 , 20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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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자 주요 내용 장소
Chief Negotiator 

및
관련 부처별 

교섭대표

2003. 8. -FTA추진로드맵 마련
 ‧중장기 과제로 거대경제권과 FTA 추진 상정

2004. 5. -USTR 부대표 FTA 체결에 관심 표명
2004. 10.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워싱턴 김현종 본부장- R. 

Zoellick 대표

2005. 2. 3. -제 1차 사전실무점검회의
-본격 협상 출범을 전제하지는 않고 진행에 합의 서울

이건태 지역통상국장
-Andrew Quinn 
USTR한국통상담당자
문관

2005. 3. 28. -제 2차 사전실무점검회의 워싱턴
이건태 지역통상국장
-Amy Jackson 
USTR한국담당부대표
보

2005. 4. 28. -제 3차 사전실무점검회의 워싱턴
 이건태 지역통상국장
-Amy Jackson 
USTR한국담당부대표
보

2005. 9. -미국, 한국 등 4개국 FTA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워싱턴

통상교섭본부장, Max 
Sieben Baucus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 R. J. 
Portman USTR 등 
의회, 행정부 관계자들 
면담

2005. 10. -한‧미 통상장관 회담(총 6차례) 제네바
김현종 통상교섭본
부장-R. Portman 
USTR대표

2006. 1. -통상교섭본부장, USTR 면담 워싱턴 김현종 본부장-R. 
Portman USTR

2006. 2. 2. -협상 추진 관련 공청회(무산)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협상개시 결정

2006. 2. 3. -협상 출범 선언 워싱턴 김현종 본부장-R. 
Portman USTR대표

2006. 3. 6.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서울 김종훈 수석대표-Wendy 

동, 통신사업에서의 외국인 지분 한도 설정,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ISD) 해

결절차, 반덤핑 관련 비합산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쟁점들이 있었다. 각

차수 별 FTA 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정리하면 이하 <표 27>과 같다.

<표 27> 한 미 FTA 협상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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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사항(제 1차 협상 개최 시기 및 장소, 
협정문 초안 교환 시기 등)만 논의, 실질협상 
내용 제외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6. 4. 7. -정부 협상대표단 워크샵 개최 경기도
24개 부처 130여 
명/한덕수 경제부
총리

2006. 4. 17.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총 17개 협상분과 설치, 협정문 공개 시한 
및 방식, 제 1차 협상개시 일정 합의

워싱턴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6. 5. 12. -정부 협정문 초안 국회 보고(총 22개 장)
 ‧국내 업계 및 국민제안 의견(192건 반영)

2006. 5. 19. -원정시위대 관련 대국민 담화

한덕수 부총리, 반
기문 외교통상부장
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박홍수 농림
부장관, 이상수 노
동부장관

2006. 6. 5.
-제 1차 협상
 ‧한국-23개 부처, 11개 국책기관 총 146명
 ‧총 17개 분과 협상(정부조달, TBT 분과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로 제외)
워싱턴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6. 6. 27.
-제 2차 정부합동공청회(서비스업, 제조업, 
농수산업, 일반사항(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등)의 4개 분야)

2006. 7. 10.
-제 2차 협상
 ‧한국-24개 부처, 16개 국책기관 총 270여 
명

서울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6. 9. 6.
-제 3차 협상
 ‧한국-26개 부처, 13개 국책기관 총 218 명
 ‧국회보고(9. 18)-한‧미 FTA 체결대책특위

시애틀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6. 10. 24.
-제 4차 협상
 ·한국-26개 부처, 13개 국책기관 총 251 명
 ·16개 분과(정부조달 제외), 2개 작업반 회의

제주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6. 12. 4.
-제 5차 협상
 ·한국-24개 부처 총 170여 명
 ·14개 분과(정부조달 등 제외), 2개 작업반 회의

몬태나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7. 1. 15. -제 6차 협상
 ·한국-14개 분과(원산지/통관 제외) 170여 명 서울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7. 2. 11.
-제 7차 협상
 ·한국-17개 분과 2개 작업반 180여 명 
 ·모드 분과 및 작업반 회의 개최

워싱턴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7. 3. 8.
-제 8차 협상
 ·한국-14개 분과, 2개 작업반 회의 총 150
여 명

서울
김종훈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7. 3. 19. -수석대표 간 협의 워싱턴 김종훈 수석대표-W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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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ler USTR대표보(수석
대표)

2007. 3. 26. -통상장관 회의 서울 김현종 본부장-Karan 
Bhatia USTR 부대표 

2007. 4. 2. -타결 서울 김현종 본부장-Karan 
Bhatia USTR 부대표 

2007. 6. 30. -서명 워싱턴
2007. 9. 7. -비준동의안 제 17대 국회 제출
2008. 10. 8. -비준동의안 제 18대 국회 제출
2009. 4. 22. -비준동의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1. 5. 4.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 9. 16. -비준동의안 상정(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 11. 
1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 FTA 홈페이지(http://fta.go.kr), 언론보도,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국회 회의록시스

템(http://likms.assembly.go.kr) 등 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3. 통상교섭본부 對 USTR 간 양 수준 협상게임

1) 한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적극적 자유주의의 본격화

참여정부 집권 3년 차인 2005년 외교통상부의 무역정책 분야 정책목표는 ‘선

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였다. 정책목표 이행과제들 중 첫 번째는 ‘새

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었다.384) 일본, 싱가포르,

EFTA, 캐나다, 멕시코, ASEAN, EU, 중국, 미국 등 다수 국가들과 동시다발적

FTA를 타진 또는 협상을 전개하면서 한국 통상교섭본부 관료들은 양자 FTA

및 지역주의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주어진 환경조건 속에서 국익과

조직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인식의 궤를 공유하고 있었다

(홍석빈, 2014)385). 특히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장에 발전국가적 자

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수장이 5년 단임제 정권 하에서 3년이 넘는 장기간 동

안 재임하면서 FTA 확대 정책에 진력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산하 통상조직들

과 소속 통상관료들은 무역정책 사상, 조직문화, 업무행태 등 정책에 대한 신념

384) 「외교통상부 2005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외교통상부, 2005. 3.)

385) 「한국 통상관료들의 인식조사」(홍석빈,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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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업무수행 행태 그리고 FTA 확대라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조

직 루틴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386) 또한 한

일 FTA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 통상관료들은 일본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해 본 경험 등 과거 수세적 통상협상 시절과는 다른 상황을 경

험해 봄으로써 무역 자유화에 대한 인식과 교섭현장에 있어서의 경험과 태도 측

면에서 과거 1980년대 한 미 통상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에서 보였던 수세

적이고 소극적인 행태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변화와 차이점을 보였다.

이처럼 한 미 FTA 협상 당시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발전국가론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자유주의 이념이 관료들 개인의 무역정책 사상으로 통상교

섭본부 조직전반에 걸쳐 수용되고, 통상교섭본부 조직적으로도 FTA 정책 중심의

새로운 조직 루틴과 조직문화를 구성해 점차 착근시켜 가는 모습을 보였다.387)

이러한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행태 및 소속 관료의 정책이념 상의 변화를 조직행태

모델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직의 활동 패턴은 미리 정해진 루틴에 기반 해 적당의 논

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따라 순차적 해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표준운영절차)

과 레퍼토리388)에 의해 구성되는 복잡한 모자이크라 할 수 있다 (March and Simon,

1993: 170).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해 그것들을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강력한 구성요

소이다 (Allison et al., ibid.: 152). 즉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개혁적 마인드를 가

386)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중략) 한 미 FTA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FTA인가

를 먼저 좀 설명했으면 한다. 통상협상은 WTO처럼 다자체제로 해도 되고, FTA처럼 양

자체제로 해도 된다. 그런데 WTO는 말이 좋아 다자이지 실제로는 미국, EU, 인도, 브라

질만 합의되면 끝난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러나 양자 FTA에서는 우리가 주

도권을 쥘 수도 있다. WTO에서 일 하면서 이 체제를 벗어나야 우리가 산다는 생각을 했

다. 즉 동시다발의 FTA를 생각했다.”(매일신문: 2015. 1. 19.).

387) 특히 여기서 통상교섭본부 조직문화가 이전보다 적극적인 자유주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조직 전체적으로 수용, 착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 변화가 통

상조직의 이익(이해관계)으로 동질화(isomorphism) 되는 전환과정이 있었음을 뜻하기 때문

이다. 신제도주의는 조직이 스스로 목적과 일상절차(루틴), 정체성의 개념(concept of

identity)을 창출한다고 본다. 정체성이란 상황에 맞춰 행동을 정하는 일련의 규칙에 내재된

자신에 대한 관념(an identity is a conception of self organized into rules for matching

action to situations)이다. 이 같은 규칙은 조직에 고유한 문화를 규정하기도 하고 조직문화

로부터 생성돼 나오기도 한다 (Allison et al., ibid: 153; March, 1994: 61; Schein, 1992).

388) 조직이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표준운영절차를 프로그램이라 한다. 그리고

싸움과 같은 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리스트가 조직의 레퍼토리(repertoires)를 구성

한다 (Allison et al., ibid.: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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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행위자들의 전문화(the professionalization of reform-minded policymakers)를

통해 강화된다 (Allison et al., ibid: 153; 최병선, 1987). 이들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통상전문 정책행위자들은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을 포함한 고위급 통상관료들이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의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조직 수장과 고위급 관료들은 통상교섭

본부체제 이전 기존의 한국 통상조직의 수동적 대응 행태와 조직문화를 적극적, 공

세적 조직문화로 재형성하려는 시도를 통해 소속 관료들의 정책이념과 소관업무에

대한 대응 태도 등 행태를 변화시켜 나갔다 (Allison et al., ibid.: 146).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전문화 된 무역정책 업무의 본질을 타

조직 및 일반 사회의 이 분야 비전문가들과 구별 지어 인식하고 대응함으로써 자

신들의 전문 직업 관료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찾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가운데 개인 및 조직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적당한 행태적 규범들

(norms of appropriate behavior)을 설정하고, 동일 분야의 조직들과 공동의 이상

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를 FTA 정책을 매개로 창출함으로써 통상교섭본부 산하

소속 조직과 관료들끼리 동질화(isomorphism)를 이뤄나갔다.389) 때때로 조직문화

의 루틴은 효율성의 원칙과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 효율성보다는 조직의

목표와 이익이 우선시 되었다 (Allison et al., ibid.: 155). 즉 통상교섭본부는 새로

운 개혁적 마인드 하에서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수장들390)과 고위급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새로운 조직의 핵심목표와 관련된 루틴이 조직 내에 이식,

착근되도록 소속 관료들을 유도하였고, 이들에 의해 FTA 정책을 지원 및 확산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 내에 재설정 된 새로운 루틴은 조직 내 과거 루틴과

의 경쟁을 통해 최종적인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에

기반 한 새로운 조직 루틴과 조직문화가 통상교섭본부 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발전국가론에 입각한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조직문화가 통

상교섭본부 내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조직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변했기 때문이다. 즉 1980년대 GATT체제 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전개하면

서, 그리고 1990년대 미국으로부터 수퍼 301조 등으로 대별되는 외부로부터의 엄청

389) Rosabeth Moss Kanter는 이 같은 동질화 현상을 일컬어 ‘경영의 동성 재생산(homosexual

reproduction of management)’라 칭했다 (Kanter, 1977).

390) 이 때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수장은 어느 개인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 수장은 한

덕수, 황두연, 김현종 등으로 이어지는 통상교섭본부 초기 수장들을 아우르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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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통상압력을 받으면서 통상조직의 구성원이자 공식적 정책행위자인 통상관료들은

과거에 겪어야만 했던 충격과 수모를391)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미증유의 경

제위기를 맞아 한국사회 전체가 신자유주의 영향 하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에서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체제를 통해 과거 경험에서 오는 학습을 바탕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데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행태는 잘 변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 루틴에 맞지 않는 문

제들에 대해 조직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기존 루틴도 진화시켜 나간다. 하

지만 대개는 새로 발생한 상황을 기존 루틴과 조직문화 내에서 동조화시키는 선

에서 그치기 쉽다. 조직이론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기존 루틴과 문화에 큰 폭의

질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가용 예산

이 충분히 남는 경우 둘째, 반대로 예산이 장기간 동안 부족한 경우, 그리고 마지

막으로 엄청난 성과 실패(dramatic performance failure)가 발생한 경우이다

(Allison et al., ibid.: 172). 과거 한국의 통상조직이 GATT 체제와 미국 등에 의

한 통상압력을 통해 겪어야만 했던 커다란 외생적 충격은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인

엄청난 성과 실패에 해당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더

불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정책실패의 학습을 통해 조직의 기존 루틴을

새로운 루틴으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조직문화도 점차 갱신시켜 나갔다.

이처럼 통상교섭본부 중심의 새로운 조직 루틴과 문화를 재형성하는 데에

는 조직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통상관료들의 신념체계가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

이념으로 전환되었기에 가능했다. 과거 경험을 통해 변화 필요성을 문제의식으

로 가지고 있었던 통상관료들에게 그들의 신념체계와 행태변화를 촉발하는 데

있어 관료제는 정부조직의 특성상 위계구조 내 최상위에 위치한 조직 수장 및

교섭수석대표 등 핵심 정책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391) 1980년대 초반 한국은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총체적 어

려움에 봉착했다. 이 속에서 관치금융 등 막대한 정부지원에 의존한 산업화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경제자율화에 역점을 두고 본격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Choi, 1987).

1983년경부터는 대폭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공격적 무역정책을 펴기 시작한 미국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보호에 길들여진 국내산업과 기

업이 국제경쟁 무대에 선뜻 나서기도 어려웠고, 정부도 시장을 쉽게 개방할 엄두를 못 냈다 (최병

선, 1999). 김영삼 정부까지의 그 어느 정부도 뿌리 깊은 중상주의적, 보호주의적 편향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UR,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 WTO 체제 출

범 등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의 대 격변을 겪게 되면서 한국의 통상조직과 통상관료들은 대외적으

로 위축당하고 대내적으로는 엄청난 비난여론에 직면하는 등 충격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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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공정무역 및 자유주의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을 주무하고 FTA 협상을 이끌

었던 미 통상관료들은 미 행정부와 의회 양측 간 긴장관계의 본질, 행정부 내

상무부, 농무부 등 경쟁과 갈등관계에 있는 정부부처들의 조직목표와 문화, 조

직운영 생리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또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

통상협상 과정, 협정체결 이후 발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넘어야 할 난

관의 본질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조직 내에 축적

된 노하우를 통해 그 절차적 방법들을 꿰뚫고 있었던 통상 전문가들이었다.

USTR 대표를 포함한 고위직 통상관료들의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 통상법 전문 변호사들이나 학자들, 미 의회 상·하원 소속 각종 위원회

들의 통상 분야 입법보좌관들 및 로비스트 출신들이 많았다. 이들 통상관료들

의 정책이념 성향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였다. 이는 미국이 전후 세계 패

권국가로 국제무역질서의 기본 룰을 설정하는(rule setter) 국가로써 자유무역

주의를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 사상으로 삼아 반세기 이상 GATT/WTO 체제

를 주도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들 미 통상관료들에게는 한 미 FTA 타결과 의회 비준을 통한 법제화가

명분으로써의 국익은 물론, USTR 자체의 조직이익, 그리고 관료 본인들의 명

성과 경력 제고라는 개인이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USTR은 한·미 간 협상 당시 TPA 시효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음을 감안, 협상개시 이전에 한국 측과 미리 합의하여 남은 TPA 잔여기간

동안 총 5차례의 협상을 갖기로 미리 합의해 두었다. 이는 그 만큼 미 행정부

특히 USTR의 한국과의 FTA 체결에의 의지가 강했었음을 방증한다. USTR의

핵심 행위자들은 무역정책 사상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자들이었고

정책이념에 있어서는 공정무역론에 입각한 적극적 자유무역주의자들이었다.

이상 한국과 미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을 정리하면, 먼저 한국은 무역정책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수장이 미국과의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상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WTO 출신의 자유무역론자였고, 교섭수석대표 또

한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경제통상 관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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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협상 당시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졌었다.

한편 미국은 USTR 대표와 부대표, 교섭수석대표 모두 전통적 자유주의 정책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한·미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상 속성 위치를 표시하면 이하 <표 28>과 <그림 25>와 같다.

<표 28> 한·미 FTA 협상 당시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주: L(Liberal)

<그림 25> 한·미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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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에서 제도의 전략적 활용

협상 당시 한·미 양국의 통상관료들에게 주어진 각국의 무역정책 제도는 구

조의 속성 상 유사했다. 첫째,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에게 법규상 통상교섭

에 관한 총괄·조정권이, 미국의 경우 무역촉진권한(TPA)으로 대별되는 협상

촉진기제가 양국 모두에게 주어져 있었다. 둘째,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

부 공히 정책 주무조직으로써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중앙 집권형 단일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넷째, 정책 주무조직인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각

국의 무역정책 결정구조 내에서 주무조직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

식 참여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양국의 무역정책 제도의 제도화

상태는 모두 강한 제도의 속성을 띠고 있었다.

주어진 제도 내에서 통상교섭본부와 USTR은 협상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고

유의 재량권을 가지고 각각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대내 정치협상을 했다. 양국

간의 차이점은 통상교섭본부가 대내 정치협상에 있어 국회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음에 비해 미 무역대표부는 미 의회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미

무역대표부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미 의회와 미 행정부 간 중간 조정자 역

할을 해 왔기 때문에 USTR이 미 의회를 상대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정형화

된 절차적 표준이 갖춰져 있었다. 양국 간 협상에 있어 미국 측의 전략적 제도

활용은 무역촉진권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협상을 개시할 때부터 한·

미 FTA는 미국의 TPA 시한을 고려하여 협상 전개 일정 등이 설계되어 있었

다. 미국 정부에게 TPA는 협상 일정은 물론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협상 쟁점에 대해 양국 간 대립상황이 발생 시 의회의 거부반응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었다. 당시 한·미 FTA 협상과정은

TPA 시한을 중심으로 시간을 역산해 양국이 협상을 하는 구도와 일정으로 짜

여 있어서 미국은 TPA를 한국 측을 압박하는 데 십분 활용할 수 있었다.

미국의 TPA와 비슷한 속성의 협상 촉진기제로 한국 통상교섭본부에게는

통상교섭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의

대내외 양 수준 중 대내 정치협상에서는 유용한 촉진기제였을지라도 대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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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미국의 TPA와 같이 협상 상대국에게 압력을 가하기에 유용한 기제

로 활용될 정도의 강력한 촉진기제가 될 수는 없었다. 결국 한국 통상관료들에

게는 제도 내에서 허용된(slack) 관료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

반경을 늘려나가는 등 재량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가 컸다. 비록 대외

협상 부분에 있어 미국의 TAP와 같이 강력한 형식적 촉진기제가 없었을지라

도 한국 측 협상단에게는 한·미 FTA로 인해 촉발된 국내 정치사회적 격동과

저항 등 국내 여론이라는 정치적 대미 협상 재료가 있었다. 더불어 집권자인

대통령의 경제적 실용주의에 기반 한 통상교섭본부로의 정치적 권한위임과 책

임 수용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었다. 이러한 협상 기제들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교섭수석대표 등 협상관련 통상관료들이 일종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제였다.

최초 FTA 협상을 개시하자며 선 제안을 했던 국가는 미국이었던 점, 한국의 정

권이 진보성향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제질서의 발현인

FTA에 대해 정치적 부담과 국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시작한 협상이라는 점

등에서 통상교섭본부에게는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식의 벼랑 끝 전략이 윈

셋을 늘이고 줄이는 협상기술적 측면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여지가 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언급을 통해 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2007년 초

다음과 같은 입장을 기록비서관에게 구두로 표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한·미)FTA 문제를 보라. 시작할 때만 해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

다. 잊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으니 선거에 미칠 영향을 꽤 걱정하면서 협상

여부를 결정했었다. 금년 초에 이것(한·미 FTA)이 타결되면 열린우리당에

또 파동이 일어나고, 또 한 번 민심이 등을 돌릴 텐데...선거가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노심초사했다.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깨져버려라’하는 심정이 되

곤 했다. 결과적으로 그게 미국과의 협상에서 꽤 배짱을 부린 셈이 되었다.

(중략) 협상 전 충분히 걱정했고, 또 그런 걱정이 오히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렛대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 윤태영(2015),『바보, 산을 옮기다』 중에서 p. 30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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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은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take it or leave it)’식으로 배

수진을 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을 받든지 아니면 다 깨는 식으로 협상하려고 합니다.”

- 김현종 본부장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 간 대화 중 (김현종, 2010: 105) -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의 무역정책 제도는 큰 틀에서 안정화 되어 있

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체제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정부조직개편이라는 고비

를 넘어 생존했으며 점차 제도로써 안착되었다. 통상교섭본부는 무역정책과 통

상교섭을 주무하는 부처로써 통합·일원화 된 제도 하에서 단일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좌우했다. 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타 이해관

계자들과의 대내 정치협상은 물론 대외협상에서도 제도가 부여한 주도권을 행

사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참여자로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갈등 조정권한을 행사했고, 한국정부의 대내협상에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부부처들, 대통령, 국회 등을 대상으로 자체 조직이익 추구행위와 정치

적 흥정을 통해 통상교섭본부가 의도한 바대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고 있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USTR이 지향하는 무역정책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주의였으며 공정무역과 공격적 상호주의를 기치로 내세웠던 1988년 종합

무역법392) 이후 2002년 무역법 개정을 통해 USTR에게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

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부여했었던 무역촉진권한을 재부여 해준 상

태였다. 미 의회가 미 행정부(USTR)에게 무역촉진권한을 재부여 해줬다는 것

은 FTA 정책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

려는 미 의회의 의지표명을 뜻했다.393)

한·미 FTA 협상 당시 한·미 양국의 통상관료들에게 주어진 무역정책 제도

의 상태와 제도 내에서 양국 관료들이 허용된 재량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

용했는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장의 <표 29>와 같다.

392) 과거 1988년 종합무역법의 특징인 수퍼 301조도 궁극적으로는 세계무역에 있어 보호주의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에 기반 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393) 미 의회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신속처리방식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수용하였고, 우루

과이라운드와 미-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에도 적용시한을 1991년까지 연장해 주

었다. 최종적으로는 1994년 4월까지 연장되었다 (최병선, 1999: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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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미의 제도 상태 및 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또한 전술한 한·미 양국 통상관료들이 자국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을 상대로 한 대내 정치협상에서 벌였던 정치적 흥정의 내용을 토대로, 양국

협상단의 통상관료들이 그들에게 제도로부터 허용된(slack) 협상행위의 재량권

과 위임받은 권한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결과를 표시하면 이하 <그림 26>와

같이 개념화 할 수 있다. 이는 한·미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각국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협상가가 협상전개에 있어 어떠한 협상전략과 행위를 통

해 그들의 정책이념을 협상에 반영했는가를 의미한다.

<그림 26> 협상에서 한·미 통상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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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협상의 결과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적극적 자유주의 이

념이 그 이전의 한·일 FTA 협상 당시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었다.

전술했듯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는 통상교섭본

부체제 주도 하에 안착된 제도를 기반으로 대통령, 이해관계 정부부처, 국회

등 대내 정치적 흥정 대상들을 상대로 허용된 재량권과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폭 넓고 전략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협상을 해 나갔다.

한편 미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의 경우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사조 하

에 공정무역과 무역 자유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었다. USTR 및 예하 통상

관료들의 정책이념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음은 물론 미국 주도의 국

제 경제질서인 GATT/WTO 다자주의 무역질서와도 연계되어 있었기에 한국

의 발전국가적 자유무역주의보다 더 강한 자유주의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무역촉진권한을 미 의회와 행정부처들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활용해

의회와 행정 부처들 간 상호 견제 구도를 조직이익 추구에 적절히 활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USTR은 높은 수준의 상대국 시장개방을 통한 미국의 경

제적 이익 확보라는 성과창출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한·미 양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과 각국에게 주어진 무역정책 제

도 간 상호작용 속에서, 양국 통상관료들이 그들에게 허용된 제도적 재량권을 얼

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해 협상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개

념적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 장의 <그림 27>과 같다.

한·미 FTA 협상을 <그림 27>과 같이 정책이념과 제도 활용 수준 축으

로 표시한 벡터모델과 윈셋 개념을 활용한 양 수준 게임 측면에서 분석하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체제는 안정화 및 확대된 제도로써 정착된 가운데 통상

관료들의 적극적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상황에 있었다. 미국 역시

미 의회로부터 2002년부터 재부여 받은 무역촉진권한을 배경으로 USTR 소속

통상관료들의 자유주의 무역정책 이념이 한층 강화된 상태에서 FTA 정책과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구도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무역전략 상 윈셋과 미국의 국가 무역전략 상 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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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협상게임에 있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위치와 결과

은 각각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있었으며, 상호 정치경제적 이익형량이 조화되어

상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협상전개가 이루어졌다. 협상체결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무역협정 하나를 체결했다는 의미를 넘어

그동안 약화되었었다고 평가되던 양국 간 정치외교적 협력 파트너십의 회복 및

강화를 이루는 효과도 가져왔다. 양국이 FTA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최초 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념 대립, 산업 및 노동 양극화와

저항 등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을 넘어 한국정부와 통상교섭본부의 FTA 정책

은 정치사회적으로도 수용됨으로써 정책에 있어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 및 거대경제권과의 FTA 정책기치를 내세

우고 무역자유화 정책을 펼쳐온 이래 사실상의 첫 거대경제권국가이자 국

제 경제질서를 좌우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후 거대경제

권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정치경제적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 세계 정치

경제질서의 패권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제고시켰고, 이후 FTA를 필두로 한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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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에 있어 통상교섭본부는 명실상부한 무역정책 주무부처로 자리매김 하

게 됨으로써 타 이해관계 정부부처들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견제도 더 심하게 받게 되었다. 통상교섭본부와 USTR이 주도했던

한·미 FTA 협상 결과를 표시하면 이하 <그림 28>와 같다.

<그림 28> 한·미 FTA 협상의 최종 결과

제 5절 소결: 높은 수준의 FTA 체결과 시사점

한국 통상교섭본부는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소속 관료들 개인과

조직문화 차원에서 확산, 정착화 되어가는 가운데 한 미 FTA 체결에 성공했

다. 이를 통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의 무역정책을 실질적으로 입

안, 결정, 집행하는 주체가 통상교섭본부임을 정부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하게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한국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행정에 대해 적어도 형식적이고 제도적으

로는 통상교섭본부의 우위를 부정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정부부처는 찾아보

기 힘들게 되었다.394)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위상은 실질적으로 제고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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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인적인 측면에서나 조직 규모적인 측면에서나 모두 점

차 확대됨으로써 조직이익 및 소속 통상관료 개인들의 이익도 증가되었다.

참여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여러 FTA들 중에서도 한 미 FTA가 갖

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는 미국과의 교역규모 등 경제적 이익차원의 의

미도 물론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했던 것은

한 미 관계를 정치경제적으로 견고히 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진보성향의 정권

이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인 FTA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념적 편견과 행동반경의 제약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는 점이었다.395)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의 생존 기대수명도 장기화 될 수 있는 조직이익

도 함께 거두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 EU FTA, 한 ASEAN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연이어 타결되면서 한국정부의 다른 부처들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들을 놓고 통상교섭본부와 대립하기보다는 통상교

섭본부와 사전 정책조정을 통해 가능한 한 자기조직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정부 내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통상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들은 통상교섭본부체제 틀 내에서 통상교섭본부와 대내

정치협상 게임을 해야만 하는 구도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체제 하에서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조직 공통

의 신념체계로 수용한 통상교섭본부의 수장과 수뇌부, 그리고 하위조직의 통

394)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2006년에 미국과 FTA를 추진했던 태국의 Thaksin Shinawatra

정권은 협상타결에 실패함을 넘어 집권자가 권좌에서 축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6. 9.

19.). Thaksin 정권이 붕괴된 데에는 여러 대내외 정치경제적 원인들이 있었겠으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가 미국과의 FTA 체결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정부 운동이었다. 한국과

태국의 경우 차이점은 양국 모두 집권자의 의지는 공히 강했으나, 태국은 관료들이 자기

이익집단적 정실주의(sectoral cronyism)와 부패에 빠져있었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상

황이 초래된 반면 한국은 발전국가적 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를 정책이념으로

한 통상관료집단이 강한 조직적 응집력을 가지고 사회 내 반대이익집단들로부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무마해 가면서 정책과 협상을 추진했기에 가능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이

시기 군부의 영향이라는 변수는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Koo and Hong, 2014).

395) 미국과의 FTA 체결로 노무현 정권은 시중의 말로 소위 “왼쪽 방향 표시등을 켜고, 우회

전 했다.”라는 말로 표현되듯 국제 정치경제질서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적 정체성 모

습을 보여줬다. 소위 한국사회의 보수언론들도 참여정부의 FTA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비판을 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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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료들은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통해 조직 루틴과 조직문화에서의 변화

를 가져왔다. 또 전 세계적으로 과거 WTO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무역질서가

약화되고 FTA 중심의 양자 및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아시아 금융위기

에 따른 IMF 외환위기라는 극적인 사건의 충격에 따른 변화로 기존 한국정부

의 무역정책 수행 루틴도 FTA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행 루틴

으로 재설정 되었다 (Allison et al., ibid.: 144).

참여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조

직의 루틴, 조직문화 하에서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수장과 수

뇌부들의 조직운영 속에 점차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상교섭본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이라는 조직차원의 활동이 반

복되고, 그 행동반경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문화는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전체 조직의 공통 신념체계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Allison

et al., ibid.: 153-155).396)

이러한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 하에서 조직의 표준운영절차, 조직문화,

정책의 우선순위(FTA)를 바꿔 놓은 통상교섭본부와 소속 관료들은 조직구조

와 인적구성에서의 변화를 실현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정부의 국가이익, 통상

교섭본부 자체의 조직이익(조직의 존속, 규모 확대, 인력 및 예산), 통상교섭본

부 소속 수장의 개인이익(명성과 임기 존속), 그리고 소속 관료들의 개인이익

(경제통상 부문직의 위상 제고와 승진 및 경력기회 확대) 등을 확보할 수 있

었다. 한 미 FTA 체결은 통상교섭본부가 이와 같은 일련의 정부정치와 조직

이익 추구 행위를 성공하는 데 있어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396) ‘경영의 동성(homosexual reproduction of management)’이라는 동일 분야 종사 조직들

간의 공통의 이상을 추구하는 현상이 유발된다 (Kante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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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한국-중국 FTA

제 1절 환경과 필요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 EU 등 다른 국가가 공식 인정을 유보하고 있던 중

국경제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2005년 11월 전격 인

정했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 첫 해 한국은 중국과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바 있다. 더 과거로 가보면 한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이던 중국에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1992년 8월 24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397)

앞에 한국정부의 대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논의를 먼저 꺼낸 이유는 이 문

제가 한 중 간 FTA 체결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한 중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1986년 GATT 가입을 신청했으나398) 미국 등 서구 경제권이 주도

하는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다. 이

후 중국의 GATT/WTO 체제 가입 신청은 15년 만인 2001년 11월 10일 정식 승

인되었다. 미국, EU, 일본은 본 논문 작성 시점 현재 아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WTO는 오는 2016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399)

397) 그렇다고 중국이 대만과 정치경제적 관계정상화 도모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지리적으로 인

접한 복건성과 대만은 FTA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海峽西岸經濟區’로 불리는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대만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과 장기적으로는 두 지역 간

경제통합을 통해 양안 간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현재 중국

은 ‘海峽西岸經濟區’ 설치와 관련하여 ≪关于支持福建省加快建设海峡西岸经济区的若干意见≫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대만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화인민

공화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2014). http:www.gov.cn/zfwj/gwyfw.htm (검색일：2009. 10. 5).

398) GATT 가입신청에 대한 결정은 경제성장 필요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국무원의 리펑(李

鹏) 총리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상하이방 출신의 장쩌민 주석의 결심이

있었다. 국가 주석(정치외교, 군사)과 국무원 총리(경제) 간 역학분담체제가 형성된 것이 제

3세대 지도부인 장쩌민 체제였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장쩌민 체제에서 국무원의 역

할이 강화됐다. 크게 1993년과 1998년 두 차례의 국무원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이 있었다.

399)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받지 못하고 15년 후 재평가

받기로 되었었다. WTO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중국경제가 정상적인

가격형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국산 특정상품의

덤핑여부 판정 시 중국내 시장가격을 판정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발전수준이 유사한

국가의 국내 시장가격을 판정기준으로 산정 받게 되었다 (정환우 2008: 186-187). 이에 따라

중국 상품은 외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노출되는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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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 개방노선을 표방,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치 하에 경제발전에 매진

해 왔고, 서구세계가 주도하는 GATT/WTO 체제로의 진입을 위해 장기간 노력을

경주해 온 중국에게 한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 대

외무역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400) 비록 한국이 동북아 주요

열강들처럼 정치대국은 아닐지라도, 정치적으로 중견국가(middle state)로 부상하

고 있었음과 동시에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라는 점, 특히

중국 자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발전모델을 벤치마킹 하려는 대상이며, 이미 양국

간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직적 분업생산(vertical production) 구조형성이 상당부분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에서 주요 경제협력 대상 국가였다 (홍석빈, 2011).401) 즉

한·중 양국은 상호 정치경제 전략적 이익과 관련해 중요한 협력 대상이었다.402)

한·중 양국이 FTA를 타진하던 2004년 하반기경 협정 체결에 대한 외양적 적

극성은 중국정부가 한국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양새였다. 당시 중국은

제 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전략적인 입장에서 판단,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었음에 비해 한국정부는 한 중 FTA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들의 60∼

70%가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403) 농수산업 등 국내 취약산업에서의 대

규모 피해 예상,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및 선진산업 기술유출 리스크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404)

400) 장쩌민 제 3세대 지도부 때까지의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시기 별 단계구분은 학자들마

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 1단계(농업, 농촌개혁: 1979-1984), 제 2단계(도시, 공상업 부문

개혁: 1985-1991), 제 3단계: 사회주의시장경제 지향: 1992-2003)로 나눌 수 있다.

401) 이 당시나 본 논문을 작성중인 2014년 전후의 지금 시점이나 공히 한국 연구자들의 한 중 FTA

에 대한 연구경향은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적 관점의 연구들 중 대표적으로 남영숙·

정인교·이창수(2004), 이장규·양평섭·조현준·김시중(2007), 여지나·박현정(2008), 양평섭(2014) 등이

있다. 국제정치경제 내지는 무역정치경제 차원의 관료제 내부와 국가 간의 정치 등 대내외 양 수

준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은 경제적 측면 외에 정책차원의 연

구도 상당해서 무역정치경제 관점에서 볼 때 이 분야 국내 연구경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02) 중국은 한국과의 FTA체결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가들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파

빙(破冰)’의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Zhang, 2015: 3).

403)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415개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1.5%기업이 한 중

FTA를 찬성했다(2006. 10.). 또 한국무역협회에서 392개 대중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7%가 한 중 FTA를 찬성함과 동시에 63.3%가 3년 내 체결을 희망했다

(2007. 11.).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향후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FTA로 64.3%가 한 중 FTA를 응답했고 그 중 64.6%는 한 중 FTA

는 우리기업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였다 (2007. 11.).

404) 2008년 5월 27일 취임 후 중국을 첫 공식 국빈방문을 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의제에서 FTA에 대해 ‘FTA 체결의 추진’이라는 용어대신 ‘적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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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수출대상국이었기에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방이

라는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적 국익측면에서 한국산 공산품에 대

한 중국의 높은 관세율, 비관세 장벽 등을 제거할 필요성이 컸다. 또한 장기적

인 관점에서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등을 포함

한 중국 내 각종 규범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 자유화까지 반영된 높은 수준

의 FTA를 체결할 경우 기대효과는 더 커질 수 있었다.405) 또한 한국에게 중

국과의 FTA 체결은 정치외교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한반도 주변 열강

간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균형외교, 중국의 남북관계

개선 지렛대로의 활용 등이 그 예들이다 (손병해, 2007: 23).406)

한편 중국도 2000년 초 들어 무역정책의 방향을 양자 FTA와 지역주의로

전환했다 (江原, 2014). 중국의 무역정책 방향전환의 계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토록 가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GATT/WTO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체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邱喜峰 顧麗娜, 2006).407) 급속히 확산되는 FTA와 지역주의에

토’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에 중국 측이

동의하여 양측은 실제 FTA의 모멘텀과 양국 간 관계강화 의지를 동시에 살려가면서 윈-

윈(win-win)의 합의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흥규, 2008: 15).

405) 2002년 한 중 간 마늘분쟁을 통해 한국이 겪었던 피해 사례는 대표적인 제도적 규범화가 상대적

으로 미비한 중국시장의 무역 법규적 개방화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사례다. 물론 중국의 규범화

진전에 회의적인 관점도 있다. 한편 한 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국 간 FTA 체

결 시 한국의 GDP는 2.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만수, 2008: 4). 또 잠재성장력이

하락추세에 있는 한국경제 입장에서 FTA라는 제도적 경제협력 틀을 활용,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국과의 수직적 생산 분업구조를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 유지한다면 한국의 잠재성

장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김정수 외, 2009: 153).

406) 한국정부에게 중국과의 FTA 체결은 위와 같은 긍정효과 외에 부정효과도 예상되었다. 첫째,

유사한 작목구조와 소비구조, 지리적 인접성 하에서 중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농

수축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위험이었다. 산 관 학 공동연구에서 추정한

자료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이는 한 미 FTA 당시 예상 피해규모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어명근, 2012). 이 수치는

쌀을 제외하고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점진적으로 철폐함과 동시에 동식물위생검역

(SPS)을 통한 보호조치도 점차 없애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둘째, 실제 공산품시장에서 중국의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부품 등 중간재 중심이며 실제 중국

의 최종 소비시장에서 한국산 최종재 비중은 2001년 5.1%엣 2012년 3.1%로 지속하락해 왔다. 셋

째, 투자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노동력 이동에 따른 고용문제 악화 위험이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

가 취약한 중국시장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선진기술 유출가능성도 높다. 과거 하이닉스 반도체,

상하이자동차 등에서의 산업기밀유출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음을 볼 때 단순 우려사항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 심화(Lock-in) 현상 등이다.

407) WTO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정지는 중국의 FTA 정책으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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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하지 않고 WTO 체제에서 오는 혜택에 대한 기대만을 고수할 경우 본류

에서 멀어지는 소위 변연화(邊緣化)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썬쟈, 2007).

또 홍콩과 마카오 등이 반환됨에 따라 본토 경제와의 통합을 위해서도 FTA

및 지역경제통합화 전략은 필요한 것이었다 (오용석, 2004; 김시중, 2007).

중국이 한국과 FTA 협상에 들어가기 전 체결했던 FTA들을 분석해 보면, 주

로 경제적 소국, 지리적 인접국, 자원 에너지 부국들이 주된 대상국들 이었다

(Andrew, 2005).408) 이런 점들을 고려 시 경제적 측면에서 2000년대 초 중국의

FTA 추진 동기는 수출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대주변선점(澫向大周邊), 자

원 및 에너지 확보(西翼), 해외 화교 네트워크 강화, 서부지역 대개발 및 동북지방

진흥 등 지방 별 균등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지위 인정 유도, 아시아 지역 내 경제

리더십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劉陽春, 2009).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국의

한국과의 FTA 체결 추진논리는 미국이 정치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목표 하에서 한

국과 FTA를 체결한 것과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Zhang, 2006).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양국 간 교역을 개시한 이

래 지속 확대되어 온 무역수지 적자상황을 FTA를 통해 개선시킬 필요가 컸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관세인하와 자국 수출제품에 대한 한국의 반

덤핑 장벽과 같은 비관세 장애요인 극복을 통해 한국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국 산업구조를 고도화 해야만 했다 (김여선, 2001; 전정기 장동식 송염염,

2006). 또한 중국이 볼 때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 환황해권과 남중국해권 중 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기타 주변국들을 자국중심의 지역경제협력체로 유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였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신중론이 존재했었다.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

다는 것이 중국 내 무역 및 정치경제학을 전공하는 중국학자들의 이 분야 선행연구들 중

에서 많이 인용되는 이유들 중 하나이다.

408)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문제가 자원 및 에너지 확보 문제다. 중

국 국토자원부의 분석에 의하면 2020년경에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5

종의 전략적 광물자원 중 19종이 심각한 부족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석유와 코발트는 각각 60%, 크롬, 백금, 스트론튬 각 90%의 수입의존도를 갖게 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 (張杋. 2004; Andrew, 2005).



- 276 -

단계 국가(교역 비중) 범위(형태) 발효/서명/협상 중

발효

APTA Goods(PSA) 2002. 1.(발효)
Hong Kong(8.8%) Goods & Services 2003. 6.(발효)

Macao(0.1%) Goods & Services 2003. 10.(발효)
ASEAN(10.3%) Goods & Services 상품: 2005. 1.(발효)

서비스: 2007. 7.(발효)
Chile(0.9%) Goods & Services 상품: 2006. 10.(발효)

서비스: 2010. 8.(발효)
Pakistan(0.3%) Goods & Services 상품: 2007. 7.(발효)

서비스: 2009. 10.(발효)
New Zealand(0.3%) Goods & Services 2008. 10.(발효)

Singapore(1.8%) Goods & Services 2009. 1.(발효)
Peru(0.4%) Goods & Services 2010. 3. (발효)

Costa Rica(0.2%) Goods & Services 2011. 8.(발효)
Switzerland(0.7%) Goods & Services 2014. 7.(발효)

Iceland(0.6%) Goods & Services 2014. 7.(발효)
Taiwan(8.3%) ECFA 2010. 6.(발효)

타결 Korea(South) Goods & Services 2015. 2.(가서명)
Australia(3%) Goods & Services 2014. 11.(실질적 타결)

협상 중

Norway(0.2%) Goods & Services 2010. 9. (8차 협상)
Korea, Japan Goods & Services 2015. 1.(6차 협상)

RCEP Goods & Services 2015. 2. (7차 협상)
Sri Lanka Goods & Services 2014. 12. (2차 협상)

GCC Goods & Services 2014. 12. (2차 협상)

었다 (藍莉, 2005). 그러나 중국의 정치 및 경제지도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경제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

로도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가능성을 감안하건대 한국과의 FTA 체결 이후의 결과

를 낙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 중국대사관 상무관 인터뷰, 2013. 12. 16.).

<표 30>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주1: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주2: PSA: Partial Scope Agreement, ECFA(兩岸經濟合作架構協議)

주3: APTA 외 나머지 협정은 FTA&EIA 형태(홍콩, 마카오 FTA 명칭은 CEPA라 칭함)

주4: 홍콩이 체결한 협정은 제외(홍콩은 EFTA, New Zealand, Chile와 FTA를 체결)

주5: 교역비중은 2012년 말 기준(IMG DTS, WB, WDI 및 중국 상무부 통계 종합).

자료: WTO RTA Database, 중국 상무부 FTA Net, 조현준 이인구(2007) 외.

정치적으로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 일본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정치경제 패권형성과 중국에 대한 봉쇄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의

도가 깔려 있었다 (鄭繼忠 于淸, 2006; 안충영 이창재, 2003). 이러한 모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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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감안 시 중국은 한국이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했다 (이장규 이인구·여지나·조현준, 2006; 이인구,

2006). 즉 한국이 여전히 한·미동맹체제라는 정치안보 전략적 틀 속에 놓여 있

긴 하지만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어 역내 군사적 긴장을 원치 않고, 흡수통일에

서 오는 통일비용 등 정치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점진적 통일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국의 상황이 중국의 동북아지역 정치전략

목표와 방향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최지영, 2006: 490-491).

이에 중국은 한국과 FTA 추진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는 한 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인 2005년 6월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내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FTA를 언급했었고,

2006년 5월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

부장에게 양국 간 FTA 추진을 타진했던 점409), 그리고 이후 2007년 4월 한

미 FTA가 타결되면서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데

에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관료 인터뷰, 2013. 11. 6.).410)

또 최근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411) 형성을 통해 미 일

중심의 TPP를 견제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해 역시 일본

중심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견제하려는 모습에

서도 중국의 한국과의 FTA를 통한 전략적 의도가 일국 차원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경제 전략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412) 이처럼

409) 양국은 산 관 학 공동연구 개시발표를 정상회담에서 하는 형식에서 통상장관 회담에서 발표

하기로 급을 낮췄다. 여기에는 정상회담 발표형식이 주는 상징성과 무게감에 대해 한국정부의

부담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한겨레, 2006. 11. 16). 이 당시 중국대사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FTA를 안하면 영영 못할 것이다.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이 적극적인 상황이었다.

410) 중국은 2002년 11월 최초 ‘한 중산업정책분과위원회’에서 한 중 FTA 검토를 제안한 후 2005

년 6월 양국 총리회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당시 국무원 총리가 한국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한

중 FTA의 정부 간 검토를 공식 요청한바 있다. 이 때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의 농업분야 개

방 민감성을 감안,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는 등 한 중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였

다. 또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직후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양국 간 FTA의

조속체결희망의사를표했다 (진병진, 2008: 115).

411) 중국은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구상 로드맵을 제시,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

어냈다. 왕융 북경대 국제정치경제연구소장은 “한 중 FTA 이후 중국의 목표는 한 중 일 FTA,

RCEP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FTAAP 실현의 길로 나갈 것이다. 미 중은 아

태지역정치경제 패권경쟁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Zhang, 2006; 매일경제, 2014. 12. 31).

412) 일본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AMF(아시아통화기금), 세계은행(WB) 체제의 ADB(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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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중 FTA 추진 바탕에는 중국의 정치안보 경제 전략이 깔려있었

다.413) 특히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최고지도부에게는 한 미 FTA

체결이 주는 정치외교 경제적 영향력에서 오는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何

一嗚, 2007: 62; 강준영 정환우, 2007: 169-170). 결국 중국에게는 한 중

FTA가 그간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해 온 양자 FTA 및 소다자주의

지역경제통합 협정의 마지막 종착지인 FTAAP에 이르기 위한 전략적 경유지

였던 셈이다.414) 이는 일본이 아 태 지역을 놓고 그리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전

략인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CEPA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n East Asia)415)와 큰 틀에서 유사하되 이를 실현하는 주체가 다르

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상황이었다 (최지영, ibid.).416)

이처럼 중국의 무역정책이 FTA 중심의 양자화 및 지역주의로 신속하게

전환되었던 데에는 중국 자체의 국내 경제적 필요와 함께 탈냉전 이후 아 태

지역에서의 미-중, 중-일 간 세력대결 양상이 변화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수준에서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구사해 오면서 특히 한국과는 경제적 이익 및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외교 전략적 상호이익 추구를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자 했다.417)

개발은행)를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금융통합체를 도모해 왔다 (章奇, 2004).

41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84830 (매일경제, 2014).

414) “중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NAFTA, EU에 이은 제3의‘경

제중심’으로 도약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중국 상무부 등 주요 기관들의 자료에 나타나듯, FTA

를 통해 인민폐의 국제화 추진, 국제정치적 지위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 향상, 많은 국

가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대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최근 중국의 외교

정책은 종래 수동적 자세(韜光養晦)로부터 책임을 지고 적극 행동(有所作爲)하는 방향으로 전환되

면서 ‘평화굴기(和平屈起)’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FTA가 이런 자국의 부상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중국 위협론’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썬쟈, ibid.).

415) FTAAP가 최근 들어 중국이 지향하는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형태로 불리고 있으나

기실 이 용어는 일본이 그 이전부터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체(CEPAE)를 염두에 두고

사용해 오던 용어이기도 하였다.

416) 동남아시아의 경우 그동안 일본이 수직적 생산분업체계 구축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많

이 했던 지역이다. 동남아지역 국가들 연합체인 ASEAN에 대해 중국이 FTA를 적극 추진

한 것은 역내 주도권 경쟁을 위함이다 (刘秀蓮, 2006).

417) 장쩌민(江泽民) 제 3세대 지도부 시절 중국 주룽지(朱镕基) 국무원 총리에 의해 한 중 일 3국

간 FTA체결 제안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 중·일 양국 간 역사문제 갈등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 279 -

1. 중국 무역정책 및 제도의 통시적 변화

한 중 FTA 협상 분석에 앞서 당시 중국의 무역정책 기조와 전략, 무역정

책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이 어떤 목적과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가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무부 체제의 형성과 제약

(1) 1978년∼2001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관리무역

1949년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변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시기

별로 구분하면 첫째, 1978년 등소평 체제의 개혁 개방 노선 이전 정부가 무역을

독점관리 했던 국가독점관리무역418) 단계 둘째, 개혁 개방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는 보호무역주의 하의 정부주도관리무역 단계(1978∼1994)

셋째, GATT/WTO 체제로의 편입을 추구했던 제한적 자유무역(초기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단계(1994∼2001) 넷째, WTO 가입 이후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2001∼현재). 이 중 마지막네번째시기를세분화하면개시(起步) 階段

(2001∼2005), 본격화(快速發展) 階段(2005∼2010), 글로벌 금융위기이후(后金融

危機時期發展新) 階段(2010∼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Zhang, 2015).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실용주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를 도입,

자체 경제발전 노선으로 삼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해 온 근저에

는 중국인들의 세계관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崔志英, 2004: 117-131). 중

국인들의 세계관 변화의 핵심은 소위 중화(中華)로 대별되는 천하관(天下觀)

으로부터의 탈피였다. 개혁 개방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화 된 경제성장에의

418) ‘관리무역(managed trade)’은 정부가 무역흐름(trade flows)을 조절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통

제하거나 관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Waldmann(1986: 42)은

“관리무역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 목적하에서 무역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거나

무역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Tyson(1990: 144)은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관리무역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통제되고, 지시되고,

관리되는 무역”(trade that is controlled, directed, or administered)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병선, 1999: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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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중국인들에게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착시

켰다. 중국과 중국인들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경제와 외교정책 면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중국 지도부는 소비에트 연방과 동구권의 붕괴를 목도했고

직접 천안문 사태(1989)를 겪으면서 이후 도래한 탈냉전 체제에서 더 이상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식의 이분법적 체제대결 경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전략적 입장변화를 취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 유일패권체제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광양회(韜光眻膾) 차원에서의 경제발전에 매

진함으로써 우선은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생존,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419)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2001년 GATT/WTO 체제로의 편입은 이러한 전략

적 목표 하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2) 2001년 이후: WTO 가입과 상무부 체제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 초 IT경제 활황과 붕괴 등 기회와

위험이 공존했던 아시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공산당 영

도체제 하 국가주도 경제발전 계획에 따른 경제성장에 주력해 오던 중국은 점

차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유소작위(有所作爲)와 화평굴기(和平崛起) 단

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는 탈냉전 체제 들어 형성된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국제 정치경제질서 하에서 점차 미국의 상대적 힘이 약화되

면서 나타난 다자주의적 다극화 체제420) 도래가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중국

은 과거 미 소 냉전체제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제약된 제 3세계 사

회주의 국가였던 탓에 주로 양자관계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러

나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정치 환경이 탈냉전, 다자화 됨에 따라 실리

추구 차원에서 점차 정치경제적 다자주의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대외 경제적 다자주의의 수용이 GATT/WTO 체제로의 편입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00년대 유소작위와 화평굴기 시대는 제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419) 탈냉전 초기 중국의 대 세계전략은 실리주의였다. 미국에 대응 상하이컨센서스기구(SOC)를 결성

하고, 인도에 대응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며 ASEAN 국가들과 FTA체결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했

다. 즉 이들 국가들과의 FTA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정치외교적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것이었다.

420) 국제정치학 연구자들은 이를 일컬어 ‘샹들리에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동아, 2008: 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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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2003. 3-2013. 3)에서 시작되었다.421) 후진타오 체제 이전의 중국경제는 초

기 개혁 개방 정책의 확대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경제와 수출

중심 무역에 정책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기였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세계의 공장

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중국경제를 무역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전 장쩌

민 지도부 시절 대외무역경제합작부(1993∼2003)를 상무부(2003∼현재)로 확대개

편하고 이를 국무원 총리가 직접 주관하게 했다. 국무원 중심의 상무부 체제 발

족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가 세계화의 수용을 통해 수출중심의 장

기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서진영, 2003).

후진타오 지도부 시기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전략기조는 지속적 고도성장

을 목표로 하되 동시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화사회(調和社會)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공산당 일당독재 영도하의

고속성장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권위체제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만 했다. 이

에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향 속에서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의 테크노크라

트 중심의 경제 관료들과 주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대외개방 및 대내개혁 정책

을 확장, 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422)

이러한 중국의 WTO 다자주의 중심의 대외경제성장 전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WTO 자체의 제약과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동되지 않자, 중국은 정

치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양자 FTA와 지역주의 확산으로 무역정책을 선회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지난 시기 개혁 개방을 통해 2000년대 초 세계 경제에서

위상이 급부상한 중국의 자신감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중국은 FTA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확대,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지역 내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그리

고 중국에 대한 위협론(China Rising)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 중국 스스로는 부

인하고 있지만 소위 G2로 불리는 정치경제 대국으로서의 제고된 위상을 유지,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唐世平 張紋岭, 2004).423)

421) 후진타오 제 4세대 지도부는 중국 내 불균등 경제성장 결과로 나타난 지역 및 계층 간 격

차로 체제위협 리스크가 대두하자 조화사회(調和社會) 이념을 주창했다. 하지만 후진타오 시

대에도 여전히 성장과 분배 가운데 전자를 우선시하는 등소평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5년 제 16기 5중전회의 제 11차 5개년 경제규획의 6대 기본원칙 중 제

1원칙이 ‘안정적 고도성장의 유지’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崔志英, ibid.).

422) 중국 경제의 세계화 경향에 대한 비판론이 좌파 경제학자 중심으로 존재했지만 사회주

의 시장경제노선과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론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었다 (左大培, 2005; 路愛國, 2006; 吴杰, 2006; 宋琪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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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한국의 대내 정치협상 게임

1. 통상교섭본부 해체와 산업통상자원부체제의 출범

1) 통상교섭본부체제의 전성기와 해체

미국, EU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발효시킨 후 중국과의 FTA 추진

재시도에 나선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EU와의 FTA와는 달리 협상 전 자세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는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 방식과 산업

구조 발전의 단계적 구조가 한국의 과거 경제성장 및 발전모델 방식과 매우

유사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개방해야 하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상품구성 구

조가 중국과 거의 유사해 가격 등 경쟁력 측면에서 심각한 비교열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과거 중단된 한 일 FTA에서 일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큰 틀에서 유사했다. 그러나 집권 행정부인 이명박 정부 또한 국민경제 성장

에 있어 FTA의 중요성을 집권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고, 통상교섭본부도

동시다발적 FTA와 거대경제권 중심의 무역 생태계 완성이라는 조직 자체의

핵심목표가 걸려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양국은 20012년 1월 정상회담 이후 시

작하기로 한 협상을 20012년 5월 14일 본격 출범시켰다.

한·중 FTA에 있어 통상교섭본부가 취한 이해관계 부처들에 대한 정부정

치는 한 미 FTA 협상 당시의 정부정치와 큰 틀에서 비슷하면서도 정책을 조

정해 나가는 전략과 전술에 있어 훨씬 정교한 모습을 갖췄다. 이에는 크게 대

외 환경으로부터의 도움과 대내 조직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유리

한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의 대내외

협상구도 측면에서 볼 때, 과거 한 미 FTA 당시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제

도화 된 틀이 정착되어 있음으로 인해 협상을 추진하고 전개하기가 용이한 구

도였다. 둘째, 통상교섭본부 자체가 무역정책 및 통상교섭을 총괄 조정하는 주

무부처로서 행정부 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조직위상을 가지고 있었

423) 그러면서도 중국은 대국으로서 갖는 위상을 인식, 미국과 같은 힘에 의한 정치(power politics)보

다는 현상을 유지하고(status quo) 주변과 평화공존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후진타오 체제 하 ‘조화

세계론’을 통해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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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외교통상부 총원 통상교섭본부 총원 비중(%)
1998년 2월 692 97 14.0
2000년 3월 681 124 18.2
2007년 11월 877 184 20.9
2008년 2월 972 231 23.7
2012년 7월 929 285 30.6
2013년 1월 949 288 30.4

고 FTA 정책 분야의 조직적 인적 역량도 이전보다 향상되어 있었다.

우선 협상구도 측면에서 보면 먼저 대외경제 환경에 있어 한 중 FTA 추

진을 타진하는 도중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2008)는 세계무역의 축소를 가

져왔고, 수출 중심형 경제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교역

축소는 성장의 축이 위태로워지는 위험요인이었기에, 한국정부로서는 전 세계

적으로 축소, 악화된 교역환경을 타개해 나가면서 경제의 지속성장을 달성하

기 위해 거대경제권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홍보논리를 내세우기

에 유리했다. 또 한 중 양국 간 협상을 위한 대내 환경 측면에서도 한국정부

로 하여금 한 미 FTA 때와는 달리 협상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주변 이슈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없었다는 면에서 용이한 구도였다. 더불어 순수 경제적

이익차원에서도 통상교섭본부가 상대해야 할 농수축산 업계 등을 제외하면 피

해가 예상되는 국내산업 이해관계부처가 한 일 또는 한 미 FTA에 비해 상당

폭 줄어들었다. 한국의 제조 산업들 중 일부 경공업 부문을 제외한 다수의 중

화학 산업 분야, 서비스 투자, 금융, 기타 규범 분야 등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

국에 대해 무역 자유화에 있어 공세적 입장이었고, 반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일부 경공업 분야와 농수축산물 산업이었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

처들이 한·미 FTA 당시보다 많지 않은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통상교

섭본부의 조직위상과 자체 인적 및 조직적 역량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정부의 명

실상부한 무역정책 주무기관이라는 위상이 정립되어 있음과 동시에 통상 분야 하

위조직들의 업무 별 세분화와 그에 따른 통상업무 담당 관료들의 인원규모 증가

등으로 이명박 정부당시 통상교섭본부는 창설 이래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표 31> 통상교섭본부 인력 규모 추이

주: 2008, 2012, 2013년의 경우 데이터가 5, 6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에 한정됨에 따라 기타 직급의 외교

통상직 공무원을 포함 시 위 수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

자료: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통상부 공무원 정원 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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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통상자원부체제의 출범

한·중 FTA가 제 4차 협상까지 마쳤을 즈음 한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은 이전

3개 행정부를 통해 정착된 통상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정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한국 무역정책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보면 이전 정부들의 정책기조인

‘동시다발적 FTA 전략, WTO 다자주의 및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병행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세분화 해 보면 양자주의(한·중 등 양자 FTA), 소다자

주의(ASEAN, EU. 한·중·일 FTA), 지역주의(ASEAN+ α, RCEP, TPP), 다자주

의(WTO DDA)를 모두 복합적으로 아울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실

상 무역정책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양과 달리 2013년 6월에 발표된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 내

용을 들여다보면, 이전 정부들의 정책기조와는 사뭇 다른 기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32>에서 보듯이 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신 통상 로드맵’424)에서 무역정책의 목표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로 천명했다. 추진전략으로는 그간의 ‘FTA 교섭중심의 통상’

에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이라는 전략을 설정했다. 또 세부 4대 추진과

제 중 하나로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추진전략

과 추진과제에서 알 수 있듯 통상교섭 시 산업 및 자원분야 정책과의 연계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 간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

자원·에너지-통상 분야 정책들 간 이해관계 충돌 시 관련 하위조직들 간 원만

한 상호 정책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산업통상자원부 내 하위조직들

간에는 정책의 조정과정에서 저마다의 하위 조직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치

열한 경쟁과 갈등이 수반될 여지가 넓어진다. 따라서 정책조정이 유효적절하게

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특성 상 부문 별 하위조직들의 조직위상이 동등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분야 최고위 조직의 위상은 차관보급으

로 다른 분야가 차관급임에 비해 낮아졌고, 이는 이전 통상교섭본부체제 때의

424) <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2013. 6. 13.)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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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
추진 전략 'FTA 교섭 중심의 전략‘ ▷ ’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

추진 과제

1.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2.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3.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4.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제도변화 영역 외교통상부 체제 하 산업통상자원부 체제 하

통상교섭 권한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의 외교통상부 
장관 관장(법 제 25조 제 1항)

▸동 소관사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장(법 제 37조 제 1항)

주무부처 위상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 ▸제2차관 및 통상차관보
조직 규모 ▸1조정관/5국(17과)/2대표 ▸2국(9과)/1실(7과)/1단

통상교섭 분야
인적 규모

▸약 150여 명(미공개 추정치) ▸산업부 소속변경 인력 총 79명
(일반직 39명, 외교직 40명)

▸산업부 발령 17명, 파견 23명
(1년 또는 2년)

장관급보다는 매우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

<표 32> 박근혜 정부의 신 통상 로드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3. 6).

이처럼 현상적으로만 보면 현 정부의 통상정책이 이전 정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역정책 제도 관점에서 보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체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체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통상

교섭본부체제 하에서 무역정책이 산업정책과 별도로 분리되어 동등한 위상에서

느슨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었음에 비해, 산업통상자원부체제로

바뀜에 따라 무역정책이 다시 산업정책의 부분정책으로 축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도적 측면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이하 <표 33>과 같다.

<표 33>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 통상행정체계의 변화

주: 위에서 ‘법’은 정부조직법을 지칭.

자료: 국가법령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국정감사자료(『통상 부문 인원현황』(미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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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상 분야 하위조직들의 조직이익추구 행태와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

이 이전과 달리 조직 내에서의 위상약화와 새롭게 맞닥뜨린 산업계 등 외부 이

해관계세력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이전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띄게 될 가능성

이 생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있은 제도적 구조 변화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측

면에서 볼 때 향후 한국 무역정책의 기조가 과거 통상교섭본부체제 시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첫째, ‘산업’과 ‘통상’부문이 한 부처소속으로 통합됨으로써 통상관료들이

이전 통상교섭본부 체제 하에서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세력들로부터 상대적으

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넓은 의미의 국익추구를 위한 무역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구도였던데 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체제 하에서는 정책 주무조직 자체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Koo, 2010). 현 산업통상자원부체제하에서는 통상관료가 관련 산업계의 직·간

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제약 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통상교섭

에 임하는 통상조직과 관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포획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새 정부의 신 통상 로드맵’에 산업·자원 부문과 연계한

통상전략을 명시함으로써 통상교섭에 있어 통상조직이 넓은 의미의 국익에 기

초한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둘째, 조직이론과 조직행태 모델 측면에서 볼 때 산업조직과 통상조직이 동일

부처 산하로 통합됨에 따라 부처 내에서 산업관련 조직들과 통상조직들 간 갈등

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통상조직의 위상이 차관보급으로

차관급인 산업조직보다 낮아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하위조직 간 정책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통상조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료제 하 정부조직 내에서 조직위상은 정책결정에 대한 영

향력과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과거 통상교섭 주무부서가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였

던데 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체제하에서는 산업, 자원·에너지, 통상 등 3개 주요

영역의 소관사무 범위를 갖고 있는 장관의 정책관심 우선순위에서도 통상 분야

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더욱이 한국 무역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통상차관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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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통상부분에서 새로운 무역정책 의제의 형성을 주

도하기 어려운 구도가 되었다.

2. 통상교섭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對 이해관계부처 정부정치

1) 정부 부처 대상

한 중 FTA 당시 제 4차 협상 때까지 존속했던 통상교섭본부가 정부정치를

통해 이해관계 갈등을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할 대상 부처는 크게 두 부처였다.

하나는 지식경제부(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정부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

신)였고, 다른 하나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신)였다.425)

먼저 통상교섭본부가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한 중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큰 난관은 없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소관 이해관계 산업이

매우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한 중 FTA로 인한 이익과 피해규모를 비교형량

할 경우 한·중 FTA는 체결되는 것이 조직이익에 부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

이다. 섬유, 의류, 피혁 및 신발 등 일부 경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해당 업계에 피해가 있을 것임이 분명했으나 이미 이 분야 기업

들의 상당수가 생산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중국, 동남

아 등 해외에 생산기지를 이전해 놓은 상황이었다. 오히려 개성공단과 같은

원산지규정(ROO) 문제와 관련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이슈가 더 큰 문제였으

나, 한 중 간에는 FTA 협상 개시 이전에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에 대

해 중국 측이 수용하기로 사전 합의를 한 가운데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 소비시장 침투 확대를 위해 중

국의 제조업 부문 관세율을 인하시키는 것이 부처 전체 이익에서 볼 때 최우

선 이익이었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와 지식경제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부문

425)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수장은 홍석우 장관(2011. 11. 17-2013. 3. 11)이었고 농림수

산식품부 수장은 서규용 장관(2011. 6. 1-2013. 3. 11)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에 따

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상직(2013. 3. 11-현재), 농림수산부 장관은 이동필(2013. 3. 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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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반복해 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TAA)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보상과 지원책으로 저항을 무마시켜 나갔다.

결국 한 중 FTA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정책조정을 통

한 정부정치를 하는 데 있어 과거 한 일 또는 한 미 FTA 협상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이었다.

가장 민감한 부처는 역시 농림수산식품부였다. 피해예상 규모 산출 시 한

미, 한 EU FTA에 비해 약 3∼5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10; 어명근, 2012;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2014). 미국, EU

와의 FTA의 경우 주로 축산 분야 피해에 한정되는 데 비해 한 중 FTA의 경

우 예상 피해가 한국 농수축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예상되었다. 또 상품의 생

산 및 소비구조가 중국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가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매우 불리했기 때문이다.426) 지리적으로도 양국 간 물류이동

소요 시간이 짧아 중국 상품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

문에 농수축산업계 생산자 단체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다 (전형진, 2011; 어명근, ibid.).

<그림 29> 한 중 주요 농산물 가격 비교

주: 2010년 기준. 중국 농산물 가격은 당시 매매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단위: 원/kg당)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6) <한 중 간 농산물 가격비교(2010)>에 의하면 30여 개 주요 농산물 품목에서 모두 한국산이 중국

산보다 비쌌다. 가격 차이는 적게는 2배에서 최대 15.5배에 이르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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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상교섭본부는 공식 정책결정 및 통상교섭 참여자인 농림수산식

품부와 피해예상 이익집단들을 상대로 대상을 분리해 대응하는 정부정치를

시도했다. 첫째, 통상교섭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사전 정치협상의 일

환으로 한·중 FTA 협상 전개방식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이례적인 방

식을 도입, 갈등조정 대상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정책결정과 통상교섭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

다.427) 이러한 통상교섭본부의 2 단계 협상방식 제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는 협상에 앞서 전체 농산물 품목 중 20%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 양허에서

제외해야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428) 품목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는 한국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90%에 달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제안에 대해 1단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

지지 않으면 협상이 중간에 무산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농림수산식품부

와 합의함으로써 협상 개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피해 이익집단들의 반발 정도는 한 미 FTA 때에는 못 미치지만 거세었다.

그러나 무역정책 결정과정과 협상과정에 있어 공식 참여자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를 통상교섭본부가 수용함에 따라 농업 등 이익집단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로써는 중국과의 협상을 개시할 수 있었다.

둘째, 피해예상 산업계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었던 자

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예상 부문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라는 일종의 매수

427) 중국과 협상 개시를 2개 월 가량 앞둔 2012년 1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원칙을 정한 뒤 본격 협상에 나서기로 정부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중

극 측도 상다한 공감이 있었다.”고 했으며(동아일보, 2012. 1. 13), 이후 2월 말 서규용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은 “민감 품목을 1단계 협상에서 정한 후 2단계 본격 개방수준 조정 협상을

시작하겠다. 한 중 FTA는 농가피해가 클 것이기에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단도리 해놓고 협

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협상 개시를 기정사실화 했다.

428) 다음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 기록된 ‘제18대국회 제307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년 5월

1일)’에서 있었던 한 ․중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서규용 장관과 신

성범 위원이 나눈 대화이다. “신성범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왔다고 보는데, 장관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볼게요. 앞으로 농어민의 반대가 심하거나 개방 예

외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에서는 한․중 FTA 논의 중단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농림수

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단계로 민감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2단계로 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협상을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입니

다. 그래서 그것을 외교부에 관철이 되도록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략) “ 신성범 위

원: 아니,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입장이 정리되어서 정부 측 협상단이나 전달되었냐 이거예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된 거지요. 1단계 협상이 그겁니다.” (국회의사록시스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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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off or bribery) 전략을 한 중 FTA에서도 다시 활용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 피해 예상 산업부문

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이익을 주장하는 통상교

섭본부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하자,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 부문

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농협에 대한 경제산업 활성화 명목으로 5

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429)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부활한 해양수산부도 피해

업종과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피해 산업

분야 관계부처들은 통상교섭본부와의 정치적 흥정에 있어 적극적 저항보다는 피

해부문에 대한 지원 및 보상책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430)

2) 대통령 대상

한 중 FTA 관련 통상교섭본부의 대통령에 대한 정부정치는 용이한 구도 하

에서 전개되었다. 협상 타진부터 제 4차까지 협상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에 진행되었으며, 이후의 제 5차 협상부터는 통상교섭본부가 폐지되고 산업

429)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3월 농협중앙회 경제 금융사업의 전문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

시키고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부족자본금 5조 원(4조 원의 농업금융채권 발행, 현물출자 1

조 원)을 지원했다 (국회회의록시스템, 2012).

430) 제 7차까지의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1단계 협상지침(modality) 합의(상품분류 및 민감품목 비

율 산정)를 마친 직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한 이필규 농림부장관, 윤진숙

해수부 장관 및 실무관계자들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필규 장관은 “앞으로 2단계 협

상에서도 농업계 및 위원님들께 협상의 진척상황과 그 결과를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상의도 드

리면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

단계 협상결과를 토대로 주요 농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측의 우리

농산물 개방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윤진숙 장관은 “한

중 FTA가 발효될 경우 수산물 수입증가로 국내 수산업에 어려움도 예상되나 거대 수산물 소

비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수산업의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금년 11월

부터 시작되는 2단계 협상에서 국내 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와 병행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출 확대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해수부 우예종 기

획조정실장도 “향후 협상 대응 전략으로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감품목 비중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대책

으로는 피해업종, 취약업종, 경쟁력 있는 업종 등 업종별로 피해지원, 구조조정, 투자확대 등 다

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라고 발언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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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자원부가 신설돼 통상교섭본부의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되었다. 신설 주무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 산하 통상차관보 및 통상교섭실이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의 정부정치에서는 기업인 출신인

이 대통령의 FTA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기에 집권자에 대한 설득과 흥정

은 FTA를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가 아닌, 어떠한 전략으로 진행할 것인가 등 주

로 구체적인 방법론 차원의 문제였다. 통상교섭본부는 한 중 FTA에 대한 대통

령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우려를 감안, 민감 품목에 대해 양국 간 합의 후 본 협

상을 개시한다는 2단계 협상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자의 결심을 얻어낼 수

있었다.431) 집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한 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명백

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FTA는 시장을 확대하여 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우

리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놀린다. (중략)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FTA 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중략) 한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 앞서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대중 무역흑자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략) 한 중 FTA의 실현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시장이 통합된다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의 안보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긴

밀해지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장차 통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 이명박(2015), 「대통령의 시간」 중에서, p. 290∼291, 463 -

3) 국회 대상

우선 한국 국회 차원에서의 한·중 FTA에 대한 대응 행태를 살펴보면, 한 미

FTA 당시와는 현저한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 미 FTA 협상 당시

431)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한 다음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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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한‧미 FTA 26 17 6
한‧중 FTA 9 - -

에는 양국 간 제 1차 공식협상이 종료된 직후 국회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여야

합의로 ‘한 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韓 美自由貿易協定(FTA)

締結對策特別委員會)’를 설치, 운영했다.432) 그러나 한 중 FTA에 대해서는 국

회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없이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또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에서 협상 중간 중간에 통상교섭본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회차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운용되는

방식에 그쳤다.

각 상임위 별로 한 중 FTA 협상에 관한 정부부처의 국회에 대한 경과보

고 빈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 미 FTA의 경우 국회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매 회차 별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정부의 협상방향에 대한 보

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각 회차 별 협상이 종료되면 다시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 비해, 한 중 FTA는 한 중 양국 간 협상을 개시하기

직전 통상절차법에 근거한 필수 사전보고를 2012년 4월 통상교섭본부로부터

받고, 2012년 5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협상에 대한 부처차원의

산업대책을 보고받은 이후 통상교섭본부가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11월에 제 4차 협상을 마치고 협상경과를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 중간보고가 없어 국회가 협상 도중의 전개과정을 점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433)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의 업무와 조직, 인력

등을 이관 받은 이후 후속 전개된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 주무부처 교체에

따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약식 보고를 한 차례 한 이후, 제 10차 협상을

앞둔 시점까지 역시 국회에 대한 중간보고 및 의견제시 절차를 갖지 않았다.

<표 34> 한국 국회의 한 중 및 한 미 FTA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주: 기간은 FTA 본 협상 기간 동안 개최된 위원회 횟수

자료: 국회의사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432) http://www.nocutnews.co.kr/news/165247 (노컷뉴스, 2006. 6. 27).

433) 제311회 제10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2년 11월 19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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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및 한·중 FTA관련 국회를 상대로 한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

부)의 정부정치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에 있어

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의 한 중 FTA에 대한 태도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분석해 보면, 각 상임위 별 여야 위원들의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질의와 국회차원의 의견제시 내용에서, 한 미 FTA

협상 당시에는 통상교섭본부의 협상과정에 대해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비판과 질의, 대책촉구를 위한 의견 등을 여야 할 것 없이 제시했던 바와 달

리 한 중 FTA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의례적 수준의 질의와 권고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상임위원들의 통상교섭본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등 협상전담 부처와 하위 조직들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도 한 미 FTA 당시와 비교 시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의사록

시스템 속기록, 2014).

이와 같은 국회의 행정부 FTA 정책에의 개입 행태를 정부정치 모델 관점

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입법부가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진단과 처방 등을

통해 정책수준의 실질적인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보여준다.434) 이 문제는 앨리슨 외의 정부정치 모델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간 집단적 상호작용 과정과 그것이 정부의 정책선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중, 여러 기관이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합동행동의 복합성(complexity of joint

action)’에 해당하는 문제다 (Pressman and Wildavsky, 1984: 107; Allison et

al., ibid.: 287). 즉 정책결정의 효율성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볼 때에도 여러

이해관계부처들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떨어지게 되는 데, 하물며 의

회까지 개입할 경우 그 양상의 복잡성이 더해짐에 따라 정책 효율성이 더 떨

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435)

434)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지 미 의회의 경우에

도 미 행정부 무역정책의 질적수준 제고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35) 물론 이러한 시각은 의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측의 주장일 수 있다. 일례로

Alexander Hamilton은 의회의 행정부 정책 개입에 대해 비판하기를, “의회는 구성원이 다양하

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토록 다양한 많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체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자체가 반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Hamilton, 1787). 미국의 무여정책 결정과정의 경우 이러한 합동행동의 복

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가 신속교섭권(fast-track authority)였다 (Destler,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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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주장은 의회의 정부정책 개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측

에서 주장되는 것임은 감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FTA를 추진해 왔던 1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국회와 있었

던 상호작용의 패턴을 분석해 볼 때, 이러한 합동행동의 복합성과 주인-대리

인 문제에서 오는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한국 행정부와 국회 간 상호

불신의 태도는 그동안 충분히 목격되었던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정부 내에서 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발생하는 합동행동의 복합

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통상조직에 부여된 것이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권이었다. 통상교섭본부는 제도에 의해 주어진 협상촉진 기제를 효율·효

과적으로 활용해 FTA 확대정책을 펴올 수 있었다.

이처럼 FTA 협상 중간에 정권담당 행정부가 바뀌어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상주체들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 FTA 협상을 전개했

던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통상교섭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

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부정치는 과거 시기의 FTA 체결 구도와 비교 시 행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용이한 구도에서 전개될 수 있었다. 한·중

FTA 협상 당시에는 첫째, 집권자인 대통령의 선호와 통상교섭본부의 선호가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대내 정부정치 구도는 통상교섭본부

장(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 부처 수장들을 상대로

정치적 흥정을 하는 데 유리한 구도였다.

둘째, 통상교섭본부(제 5차 협상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상 과정에서 입

법부인 국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한 미 FTA 당시에 비해 한 중 FTA 협

상 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일상적 청문활동에 대응하면 되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협상 때보다 수월한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입장에서도

중국과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 등에서의 피해 규모보

다 무역 자유화로 인한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총량적 경제이익 규모가 더 클 것

으로 예상되었던 만큼,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정책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도였다. 여기에는 국회가 갖는 무역정책 결정과정에의 관여

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데에서 오는 제약들도 함께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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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상교섭본부의 국회를 상대로 한 정부정치는 한 미 FTA 협상 당

시와는 뚜렷이 다른 모습이었다. 국회의 무역정책에의 개입도와 영향력은 이

미 통상교섭본부 주도로 한국의 이전 3개 행정부에 걸쳐 지속되어 온 동시다

발적 FTA 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구조적이고 결정적인 차원에서의 흥정

이 되지 못했다. 한 중 FTA 협상 시 국회의 통상교섭본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정치적 흥정의 속성은 정책개입을 통한 영향

력 행사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과정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점검 등

기술적이고 부차적인 차원에서의 흥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행정부가 입법부와 정치적 흥정을 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환경이 형

성된 것은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과 통상행정체계 운영에 있어 통상교섭본

부의 위상과 영향력이 그 만큼 확고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교섭본

부가 국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 과거와 달리 정치적 흥정에서 오는 부담이 크

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했다.

제 3절 중국의 대내 정치협상 게임

1.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

중국의 중요분야 정책결정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중국공산당(CPC,

Communist Party of China)436)이며, 정책 입안과 집행에 있어 총괄기구는 국무원

이다. 특히 정치외교, 경제, 군사 등 중국 국가이익의 핵심 분야 정책결정은 행정

기관인 국무원 산하 부처들보다 공산당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공산당

436) 공산당은 입법제기, 법안기초, 법안심의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개입을 한다. 공산당 즉 중공중앙(中

共中央)은 입법과정에서 관리자(manage)와 조정자(coordinate)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정기 외, ibid.). 입법관리자로서 중공중앙은 입법공작의 방침과 원칙을 정한다. 전인대의 입법 활동은

중공중앙이 확정한 방침이나 원칙에 근거해 이뤄진다. 중공중앙은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경제 및 행

정 측면이 법률에 대해서는 법안기초와 심의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조영남, 2000: 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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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핵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은 중공중앙정치국이다.

다음 장의 <그림 30>에서 보다시피 중국의 모든 분야 정책에 대한 결정과정

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이하 전인대) 전체회의 준비를 위해 매년 12월 경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시작함으로써 개시된다.437) 국무원 총리가 하는 정부공작

보고 중 다음 년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재경공작보고는 ‘중앙경제공작회의’ 형태

로 진행된다. 중국 무역정책에 관한 계획 보고도 이 과정의 일부로 진행된다.438)

먼저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정부의 공작보고를 위해 보

고서 초안 작성 관계자들을 소집, 접견하여 총리 본인의 정책에 대한 기조

구상과 보고서 작성 주제, 기본 사상 등을 제시한다. 보고서 초안 작성 팀

은 약 한달 동안의 초안 작성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총리는 지도의견

과 초안 수정작업을 통해 ‘보고적토론고(報告的討論稿)’를 완성하게 된다.

이후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정부공작보고 초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상

무위원 간 토론을 하며 이를 통해 수정된 수정안을 총리에게 제출,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상무회의의 ‘원칙동의’를 얻은 후 중국공산당중앙(이하

‘중공중앙’) 전체회의에 심의를 위해 송부된다. 중공중앙정치국 심의를 마친

토론원고는 전인대 소집 전 약 한 달 동안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회람된

다.439)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여론수렴의 대상은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국민

이 아닌 사실상 당(黨)과 행정 각 부처로부터의 여론수렴이다. 여론수렴 과

정을 거친 토론원고는 최종 수정을 통하고, 이에 대해 총리가 최종적으로 의

사결정을 하게 된다.440) 이렇게 확정된 결정문서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 제출될 최종 정식문건이 된다.441)

437) 공식전인대개최시점은매년 3월이다. 여기서 12월은 3월본행사를준비하기시작하는시점을말한다.

438)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매년 정보보고를 본국 외교부에 하고 있다.

439) 국무원 총리는 전체회의를 소집, 각 부·위 장관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약 1주일) 내 보고서에 대한

수정 및 보충의견을 제출케 한다. 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각급 유관기관 책임자 의견도

수렴한다. 이후 유관단체, 종교, 민족단체장 초청, 좌담회(약 100여 명 규모)를 갖는다 (조이현, 2002).

440)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는 의사전달 체계가 비공식적이고 내부 핵심관련자들에 한하는

탓에 정보교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의사전달체계가 숨겨져 있고, 개인적 친소관계

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전정기 외, ibid.).

441) 일련의 일반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역정책’관련 정책결정과정에는 의사전달 체계가 비

공식적이고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총리 및

국무원 핵심 인사들 간 또는 친분이 있는 외부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의 일종의 로비와 청

탁 등을 거칠 것으로 추정된다 (전정기 외,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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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중국 정부공작보고 제정 프로세스

주1: 조이현(2002)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주2: 여론 수렴에서 여론이란 국민여론이 아닌 당과 관료기구 여론을 의미.

국무원 총리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 정부공작보고서는 전인대 제 1차 전체

회의에서 총리가 보고하고, 전인대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전체회의 종료 후

인민대표들은 정부공작보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각 대표

단들의 의견은 대회 비서처에서 수집, 정리하여 대회 주석단과 국무원에 전달

된다. 주석단과 국무원의 의견을 토대로 대회 비서단은 정부공작보고에 대한

결의 초안을 작성해 각 대표단의 의견을 재차 구하게 된다. 확정된 결의안은

주석단의 심의과정을 거쳐 표결을 위해 대표회의에 정식 회부된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비준된 정부공작업무(안)은 전인대 본회기인 향후

5년 동안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중국정부의 공식 시정강령이 된다 (전정

기 외, ibid.). 무역정책 또한 중국의 경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무역정책 관련 시정강령도 이 내용의 일부로 포함돼 있다. 상무부

차원에서는 매년 말 전국상무공작보고회의를 개최해 FTA를 포함한 중국정부

의 상무업무 전반에 대해 익년 차 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한다 (상무부국제통

상관계사 소속관리 인터뷰, 2014. 1. 17.). 2013년 말 개최된 상무공작회의에서

는 한·중 FTA를 중국이 2014년 추진할 외국들과의 FTA 중 제 1순위에 놓고

보고주제와 기조 확정, 초고 완성(매년 12월)

중공중앙정치국 심의

여론 수렴(당, 관료기구 내 여론)

국무원 총리의 최종 결정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전체회의 심의·통과

정부 정책으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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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도부/재임기간 성명 지도부/재임기간
周恩来 1949. 10～1954. 9(政务院总

理), 1954. 9～1976.1 朱镕基 1998. 3～2003. 3

华国锋 1976. 2(代总理), 
1976.4～1980. 9 温家宝 2003. 3～2013. 3

赵紫阳 1980. 9～1987. 11 李克强 2013. 3 ～今
李　鹏 1987. 11(代总理)

1988. 4～1998. 3

있었다 (주한 중국대사관 상무부 경제통상관료 인터뷰, 2014. 2. 8.).442)

<표 35> 중국 역대 국무원 총리(历任国务院总理)

주: 代总理직은 중국 대내 정치환경에 격변이 있었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

자료: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2. 상무부의 對 이해관계 부처 정부정치

여러 국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중국의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정부부처가 상무

부(商務部)라고 되어 있다 (현정택 홍진희, 2004). 그러나 이는 중국의 국가정책

결정구조와 과정을 아우르는 전체로써가 아닌, 대외무역 분야에 한정한 정책을 입

안하고, 집행하는 부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만 맞는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상무부가 중국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분석은 부정확한

분석이다. 즉 무역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로서 행정부처인 상무부의 기능은

제한적이다. 무역정책의 주무부처는 상무부지만 정책의 속성 상 여러 부처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각 부처가 소관업무 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점에

서 상무부의 갈등조정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리커창 국무원 총리 이후 국무

원이 정책 추진자 및 조정자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에서 부

처 간 갈등조정은 어려운 문제이나 1차적으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차적으

로은 국무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전인대에서 조정이 되는 구조이다 (상강우, 2014).

특히 중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포함하여 대외경제정책으로써의 무역정책을 최

종 조정하여 결정하는 ‘중앙행정기구’는 국무원이다 (김윤권, 2004). 따라서 국무원

산하 행정부처이며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상무부의 위상과 기능을 정확히 정의하

442)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312/2013120044134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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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상무부는 중국의 전체 대외경제정책 중 무역정책 전반을 기획 수립하고,

당과 국무원 총리의 지령 하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된 정

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주무 행정부처이다.443)

2003년 3월 출범한 후진타오 제 4세대 지도부는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중

심으로 대대적인 국무원 개혁에 나섰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2001년 WTO

가입,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예정 등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변화된 위상

을 감안, 정치행정 제도차원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일환이

었다. 한편 국유기업 문제, 실업문제,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 취약한 금융제도

등 사회 제 방면에서 기존 중국 행정제도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었다. 2003년

신임 후진타오 지도부는 제 16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정치·경제·사회 제

영역에 걸친 개혁을 시도했고 국무원과 상무부의 개혁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

개되었다 (김윤권, ibid.: 104).444)

2003년 국무원 개혁의 목적은 주로 2001년 12월 WTO 가입에 따른 경제 환

경 변화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진행

되었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전거

의 양 축을 구성하는 수출과 내수 두 바퀴 중에서, 수출부문보다는 도농 격차,

실업 문제, 부패, 국유기업 개혁 등 주로 내수부문에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중

국정부는 국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추진력과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도 수출 증대에 기댄 연 8∼10%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었

다. 즉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시켜야 하는 과제가 국무원에게 주어져 있었

다.445) 따라서 당시 국무원의 개혁 주력분야는 기존 행정기구들의 기능 중복성

443) 대외경제정책 영역 중 외환정책은 중국인민은행에서, 관세정책은 해관총서에서 주무한

다. 또 종합적인 국가경제정책계획을 관할하는 과거 국가계획위원회의 후신인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도 큰 틀에서 무역정책에 관여하는 국가기구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상무부의

무역정책 관련 업무기능은 포괄적이되 한편 제한적이다.

444) 제 16차 당대회에서 제출된 ‘행정관리체제와 기구개혁의 심화에 관한 임무’와 당 제 16

기 2중전회에서 통과된 ‘행정관리체제와 기구개혁의 심화에 관한 의견’에 근거 국무원 기

구개혁이 진행되었다 (김윤권, ibid.: 105).

445) 2003년 국무원 개혁은 종전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담당한 수출,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

한 수입을 상무부로 통합하여 기존 양 기구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려 했다. 국가발전계획

위원회 폐지와 함께 신설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존 ‘계획(planning)’부문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강화시킨 것이다. 또 사회신용체계 즉 금융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은

행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 부실 금융기관들을 정리했다 (김윤권, ibid.: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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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고 효율적 대외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통합 전담부서의 설치였

다. 그리고 대외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개혁조치가 상무부체제 신설이었다.

<그림 31> 중국 국무원 조직도

자료: www.kalim.org.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국제무역질서에의 효율적 적응을 위해 기존 국가

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통합해 상무부를 신설했다. 이후 상무

부는 무역, 투자, 규범 등 광범위한 대외 경제정책을 주무해 오고 있으며, 외국

과의 FTA 협상은 물론 WTO 다자간 협상 등 무역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

로 기능하고 있다 (毛壽龍, 2003: 493; 夏海, 2004: 46-49‘ 張德信 외, 2003).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국무원과 상무부처럼 중국행정기관이

중국 행정 권력에 있어서의 유일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등소평(邓小平)은 과

거 중국의 병폐가 당으로 지나치게 집중화 된 일원화 된 영도권력에서 비롯되

었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당정 분리를 강조했다. 이후 한 세대의 시간이 흐

른 지금 중국은 그동안의 당정 분리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다시 당정 병렬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즉 행정에 있어서의 이중구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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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편 이유 기구 개편 과정

-대외 무역의 종합 관리 및 감독
-유통관리 체제 개편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대외교역 기능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국내 경제활동 업무
의 통폐합 및 유통관리체제의 개선 --> 상
무부 신설

-국무원 경제체제개혁판공실의 업무를 이양
받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일부 기능 수임
-경제에 대한 행정부문의 과도한 개입 축소
를 통해 거시경제개발의 구조적 개선 도모

-거시경제 조절체계 정비: 국가발전계획위
원회 폐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설

-은행감독 기능과 자산관리 회사, 예대금융 
기관들에 대한 감독업무 강화

=금융감독체제 화: 중국인민은행의 금융
기관 감독기능을 국무원으로 흡수 --> 국
가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설

-국유기업, 국유자산 관리 방식 개혁
-독립채산제도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과 국
유자산 확대 도모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국유자산감독관리
위원회 신설

했다 (胡偉, 1998: 292). 그 두 축은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나누어 가졌고 양

측은 모두 정책 입안 및 집행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즉 행정 권력을 당과 행정

부가 나눠 갖고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 권력의 유일 주체가 아니며 당과 권력

을 나눠 갖는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정책결정은 그것이 대내 정책이든, 대외 정

책이든 그리고 정책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최종적이고 포괄적으로는 중국공산

당의 영도 하에 전개된다.

<표 36> 후진타오 체제의 국무원 기구개혁

자료: 김윤권(2004)을 토대로 필자 작성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중국정부의 무역정책 또한 최상위 결정기

구로서 중국공산당(中共中央), 헌법 상 최고 권력기관이자 입법기구로서의 전국

인민대표자회의(全國人民代表者會議)446), 정책수립 및 집행기구로서 행정 부처

들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국무원(國務院)이라는 세 주체의 지시와 조정 속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중국 내 경제주체 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무역정

책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체제 하에서처럼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에 의

446) 특히 삼중전회(三中全会)가 중요한 의사결정체이다. 3중전회란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8700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 중 대표를 뽑아 중앙위원회를

구성, 소집하는 회의 중 3차 전체회의를 가리킨다. 5년에 한번 씩 열린다. 전인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기관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며,

이들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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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최고지도부447)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국무원 산하

행정 부처들은 결정된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무역 분야의

경우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주체가 상무부일 뿐이다 (马光, 2012).448) 그러나

이와 같은 권한상의 일정한 제약이 있긴 하나 무역업무 자체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리고 당 정치국상무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앞서 국무원 총리의

결심을 받아 정책이 수립되기에, 상무부가 입안한 정책내용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이처럼 상무부는 중국 정치권력 구조라는 특이한 구조적 제

약 속에서도 무역정책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자율적 위상을 강화해 왔다.

상무부는 그 동안 당과 행정부 곳곳에 중첩 또는 산재되어 있던 무역관련

업무들을 상무부로 일원화 하고, 무역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통상행정체계

기능을 통합시켰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상무부는 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무원 산

하 중앙행정 부처들 간의 정책갈등을 조정(coordinate)하는 기능도 맡고 있음을

볼 때,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부처 간 정책기능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상무부는 정책 수립 및 집행, 무역관련 법규

입안, 반덤핑 상계관세 등 규제업무 등도 총괄하고 있다는 면에서 미국의

USTR,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의 기능을 종합해 놓은 매우 폭넓은 업

무범위를 가지고 있다 (현정택 홍진희, ibid.: 22).

상무부로의 무역정책 수립 및 집행권한을 집중시킨 이유는 신속한 경제성

장을 위한 대외무역업무의 효율화 필요 때문이었다.449) 중국정부에게는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통합·일원화 된 효율성과 속도가

447) 당 차원에서는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입법기관 차원에서는 상무위원회, 정치지도부 차원에서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일명 정협,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등 여러 차원의 정책결정 행위조직들이 관여한다.

448) 중국의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 2004. 7. 1. 시행) 제3조에 의하면 국무원의 대외무역 주무

부서 즉 상무부(商務部)에서 전국의 대외무역업무를 관장한다. 상무부 내 FTA 담당부서는 국

제경제무역관계사(國際經貿關系司)이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ⅰ) 다자간, 지역 경제무

역정책을 입안 및 집행한다. (ⅱ) 분업에 근거하여 다자간, 지역 경제무역기구의 관계를 처리한

다. (ⅲ) FTA 전략의 실시를 조직한다. (ⅳ) 다자간, 지역 및 FTA 등 경제무역 대외협상의 조

직을 책임진다. (ⅴ) UN 등 국제기구의 대 중국 경제기술협력에 대해 중국 측 관련 관리사무

를 책임진다. (ⅵ) 다자간 및 양자 간 대 중국 무상원조와 기부금(재정협력 하의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 중국 기부금은 제외)을 관리한다 (马光, ibid.:４).

449)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기능이 상무부로 통합되

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 아직까지 여러 부처에 관할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馬光,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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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다. 이처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국가주도의 중앙 집권형 관리

무역 및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무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가 시간

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의 정부조직구조 변화과정을 통해 귀결된 결과가 상무

부체제였다 (馬光, 2012; 유희문 고정식, 2000).450)

<그림 32> 중국 상무부 조직 구성 및 기능

주: 2013. 5. 23. 기준

현재 국무원과 그 산하조직인 상무부가 주무하는 무역정책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 결정, 집행

에 있어서 보다 체계화, 정교화 할 여지가 남아 있다. 2003년 이후 상무부 체

제가 10년이 넘게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무역정책 제도는 어느

450) 1952년 대외무역부를 설립, 대외교역 권한을 소수 기업으로 제한하고 거래량도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결정하였다. 이 당시 국가경제정책 결정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였다. 이후 시장경제 요소

가 도입됨에 따라 지시성 계획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위원회 명칭도 국가발전및계획위원회로 개

명되었지만 국무원 산하 경제정책종합기구로의 역할은 유지해 왔다 (현정택 홍진희,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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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부처 명칭 수장 및 재임 기간
1949. 11-1952. 8 中央人民政府贸易部 叶季壮
1952. 8-1982. 3 中央人民政府对外贸易部 叶季壮(1952. 8-1967. 6)　

林海云(代)（1965. 9-1970. 7）

1979. 8-1982. 3
国家进出口管理委员会, 

国家外国投资管理委员会 谷牧(1979. 8-1982. 3)

1982. 3-1993. 3 对外经济贸易部
陈慕华（1982. 3-1985. 3)

 郑拓彬（1985. 3-1990. 11)
  李岚清（1990. 11-1993. 3）

1993. 3-2003. 3 对外贸易经济合作部 吴仪(1993. 3－1998. 3)
 石广生(1998. 3－2003. 3)

2003. 3-目前 商务部
吕福源(2003. 3－2004. 2)
薄熙来(2004. 2－2007. 12)
陈德铭(2007. 12－2013. 3)

高虎城(2013. 3－目前)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의 성 시 단위에서는 아

직까지 업무기능이 분산 및 중복되어 있어 효율화 측면의 개선여지가 크기 때

문이다 (박우서·김병국·왕지군, 2003; 馬光. 2012).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최고 지도부와 국무원 및 상무부 등 무역

정책 결정의 주체들은 2001년 WTO 가입 후 국제무역 환경에서의 적응경험

과 학습을 통해 상당한 역량을 신속하게 구비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의 무역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전인대의 경우 매 5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전체회의와

여기서 결정된 무역정책을 매년 연차회의를 통해 평가하고 진생사항을 점검

하여 수정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 최고 행정기

관으로서 국무원과 산하의 상무부는 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문제해결 역량과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대응 유연성을 키워

왔다.

<표 37> 중국 상무부의 역사적 변천 과정

자료: 중국 상무부(2015). 중국 상무부 조직구조는 앞의 <그림 32>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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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한국-중국 간 대외 협상게임

1. 협상의 구도와 협상게임 참여자

1) 협상의 구도

앞서 설명했듯 초기 한 중 FTA에 대한 양국 간 타진구도는 중국이 한국

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한국

에게 유리한 구도였다는 주장들이 있다.451) 협상의 속성 상 먼저 하자고 하는

측의 기회비용이 제안 받는 측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중 FTA의 경우에는 꼭 그런 구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차원에만 그치는 문제

가 아닌 정치경제적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정부가 한 중 FTA를 검토하는 시점이 이미 미국과 FTA 협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때였기에, 국내 피해 예상 이익집단들의 거센 반발에 이

념논쟁까지 겹쳐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던 차에 한·중 FTA

까지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로서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우려

도 있었다. 2006년 9월 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핀란드 ASEM 정상회의

에 참석하는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한·중 FTA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통

령의 일차적인 재가를 획득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반대가 극심했고 다른 정치 현안도 산적했던 터라 몹

시 지쳐 있던 대통령께 한·중 FTA의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자리에 배석했던 외교안보수석(서주석)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

생각에는 홍수 난 데 비오는 격 같은데...“라고 말했다. 안 그래도 한·미 FTA로

시끄러운데 다른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의미였다. (중략) 노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고 한·중 FTA 패키지452) 거래에 대한 최종 재가를 받았다.”

451) 후진타오지도부는노무현대통령에이어이명박대통령에게도적극적인행태를취했다. 당선자시절왕

이(王毅) 외교부부부장을보내취임후일본보다중국을먼저공식방문해달라는요청과함께양국간관

계를참여정부당시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자는제안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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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2010) 중에서 p. 372∼373 -

“그(노무현 대통령)는 중국과의 FTA 추진에 대해 다시 김현종 본부장에

게 물었다. 우려 섞인 톤이었다. 김 본부장은 필요성의 근거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자조 섞인 농담을 했다. (중략) ‘나는 동서화합 대통

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FTA 대통령이 되게 생겼군요.’라고.”

- 윤태영(2015) 중에서 p. 262∼263 -

그러나 9월 2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와 관해 중국 측

과 사전 합의한 패키지 거래를 추인 받고자 했던 통상교섭본부의 계획은 한국

정부 내 한·중 FTA에 대한 신중론 부상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참여정부

통상교섭본부의 FTA 질주에 제동이 걸린 것이었다. 이후 한·중 FTA는 이명

박 정부 들어서도 별 진전이 없다가 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10년 5월 경 다

시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 중 수교 20주년이라는 명분하에 중국정부로부터의 두 차례에 걸친 이례

적이고 적극적인 국빈방문 초청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월 9일 중국

을 방문했다.453) 이날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한 중 FTA 얘기를 꺼냈

다. 후진타오 주석은 양국 간 FTA가 단순한 경제관계를 넘어 한 중 관계를 질

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개시하자

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협상 개시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예정된 2012

년 3월 하순까지는 선언하기를 희망했다 (이명박, 2015: 289-291). 이후 양국은

한국의 4월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을 지나 5월 2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2012년 중반기는 한 중 양국이 FTA 협상을 추진하기에 시기적으로 용이

한 시점이었다. 먼저 한국정부는 2011년 5월 4일 한 EU FTA가, 11월 22일에

452) 김현종 본부장과 보시라이 상무부장 간 합의된 패키지 딜의 내용은 첫째, 한·중 FTA 민

간공동연구 종료 후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둘째, 양국 간 FTA 추진 시 품

목 수 및 수입액 기준 10% 민감품목 제외를 인정한다. 셋째, 한국은 대 중국 특별세이프

가드를 조기에 해제하고, 중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453) 이 대통령의 그의 자서전에서 “임기 초, 2011년 11월 ASEAN+3 정상회의(발리)에서 양

국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불과 2개월 만에 중국 국빈방문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1차 사양에도 불구하고 재차 국빈초대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이례적이었음을

진술했다 (이명박, 2015: 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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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미 FTA 비준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큰 고비

를 넘겼다.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교착상태에 있

는 한 일 FTA를 제외하면 마지막 남은 거대경제권은 중국이었다. 이명박 정

부는 앞선 ASEAN,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참여정부에서 시작

되었던 것들이었던 만큼 정권 자체적으로 개시해 성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

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로는 중국과의 FTA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양국 간 FTA의 협상구도 측면에서 볼 때, 우선 한국의 경우 집권자인 대통

령이 중국과의 FTA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 내수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

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상승추세가 꺾여 감소한 대중 교역과 무역

흑자 규모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박, ibid.: 290). 또 중

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 증가, 한 ASEAN FTA의 효과와 연계한 동아시가 경제

권 내 한국 중심의 시장 통합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주도권 확보 등도 기대했

다. 더 나아가 양국 간 FTA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 및 아 태 지역에

서의 한반도 평화와 안보지형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특수한 위상을 감안 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촉진함으로써 이

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천명했던 ‘비핵 개방 3000’으로 대별되는 남북

간 정치경제 교류정상화를 위한 중국의 간접 지원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한 중 FTA에 대한 인식방향454)은 한국정부 통상교

454) 이명박 대통령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인식은 그의 다음 말에서 분명히 확인된

다. “FTA는 시장을 확대하여 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린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나아가 서비스산업처럼 우물 안에 갇힌 분야를 글로벌 경쟁에 노

출시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FTA 체결은 선택의 문

제가 아니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안보 측면에서도 FTA는 긍정적이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안전한 대한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게

된다. FTA는 경제동맹을 넘어 안보동맹의 효과까지 갖는 셈이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노무

현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미 FTA를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중략) 나

는 세계 각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중략) 이웃한 중국, 일본은 물론 자원 협

력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FTA 체결도 필요한 시기였다. (중략)

FTA 확대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중략) 그러나 정치적 이

해득실을 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FTA를 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ibid.: 46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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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본부 입장에서도 거대경제권을 포함, 다양한 국가들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치했다. 이미 과거 참여정부 초 중국과 FTA 추진

을 타진했다가 미국과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을 고려한 청와대비서실

과 정부 내 타 부처들의 신중론 제기로 인해 산 관 학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선에

서 중단해야만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미국, EU와

의 FTA라는 중대 고비를 넘긴 만큼, 중국과의 FTA는 적어도 공식적인 정부 내

정책결정구조 속에서는 추진하기에 용이한 구도를 이미 형성해 놓고 있었다.455)

<그림 33> 한국-중국 교역 현황

주: 단위(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중국정부에게도 정치경제 전략 측면에서 양국 간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2013년 제 5세대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넘겨줘야 했던 후

진타오 지도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적이 될 사안이기도 했다. 또 중국정부 입장에

455) 중국과 최조 FTA 추진을 타진했던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5월 경 통상교섭본부와 중국 상무부

간 사전 타진논의에 있어 한국 측 대응 전략은 첫째,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투자자 보호, IT분야

표준 단일화 등 높은 수준의 FTA 추진 둘째, 협상에 앞서 민간공동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사전검

토 기간 셋째, 농수축산업 등 피해산업 최소화 넷째, 기타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 등 충분한

반대급부 확보 등이었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 2006년 8월 3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사

항은 첫째, 민간공동연구 종료 후 산 관 학 공동연구 추진 둘째,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10% 민

감품목 양허 제외(당시 한국의 수입 중국농수산물 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7.5%, 중국의 대한 공산

품 수입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에 한정해도 27.9%로 차이가 컸다) 셋째, 중국 측이 요구하는 대

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기 해제 넷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309 -

서는 한국이 이미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거대경제권들과 FTA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도 한 중 FTA는 시급했다. 특히 미국이 2008년 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아 태지역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

아로의 회귀(Pivot toward Asia) 정책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느끼기에는 대 중국 견

제 차원을 넘어 마치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봉쇄(containment)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될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중국 외교부관료 인터뷰 2014. 5. 15).

한편 한 중 FTA만에 국한된 예는 아니지만, 중국의 지경학적(geo-economical)

전략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에 의해 에워싸여 있는 형국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

는 2012년 당시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볼 때에도 상당히

긴급하고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기간

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TPP와 TTIP, RCEP를 포함한 모든 협상이 투명

하고 포용적으로 진행되어 제 3자를 배척하지 않기 바란다. 그래야 세계 경제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미국, 일본과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

고 동아시아지역 내 지역경제통합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상무부, 2012).456) 그는 또 제 18차 당 대회 기간이었던

2012년 1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선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많은 일본 기업, 일본 국민들이 중·일 간 무역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나는 일

본정부가 커다란 책임, 분명히 말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2년 조

어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에 한 중 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특히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과 더불어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체 형성 주도권 다

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미국이 TPP를 통해 아 태지역 경제통합체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었고, 일본도 2012년 11월 RCEP 협상 참여에 이

어 2013년부터는 TPP 협상에까지도 참여할 계획임을 표명함에 따라 2012년

시점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FTA 추진이 2013년 3월 퇴진을 앞둔 후진타

오 정권에서 대외 경제적 성과로써 결실을 맺어야 하는 무역정책 차원의 핵심

사안임은 물론, 정치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봉쇄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반드시

456) 商务部新闻办公室 ,“陈德铭应十八大新闻中心邀请接受中外记者集体采访”(2012. 11).

http://www.mofcom.gov.cn/aarticle/ae/ai/201211/201211084283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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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짓고 가야할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러한 주변 환경 하에서 한·중 양국

간 형성된 양 수준 협상게임의 구도는 이하 <그림 34>과 같다.

<그림 34> 한 중 FTA의 양 수준 협상게임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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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게임 참여자

한 중 양국의 대내 무역정책 결정 및 대외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공식적 참

여자들은 앞의 <그림 34>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한 중 FTA 협상의 양 수준

게임 구도’부분에 열거된 조직들에 속해 있는 양국 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

이다. 한국의 공식 참여자들은 앞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고, 중국의 공식 참여

자들은 중국 정치권력구조의 특성 상 앞서 일본, 미국의 참여자 구성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중국도 큰 틀에서 통상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무역정책 결정과정

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

라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이들 국가와의 차이점은 중국의 핵심 국가정책 결정

구조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 내지는 개인들이 권력구

조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중국정치 연구자들은 이들 개인 또는 세력

이 과거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생존 혁명 1, 2세대 원로들, 현 지도부를 육성해

그 자리에 앉힌 전 지도부의 핵심 지도자들이며 군부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말한다 (중국 국무원발전중심 연구위원 인터뷰, 2014. 6.18).457)

위와 같이 중국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비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현실을 감안 시 이들을 정책결정구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일견 비현

실적이고 모순적일 수는 있으나, 연구 현실과 편의상 비공식 참여자들을 제외하

고, 공식 정책결정구조 내 참여자들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공식적 무역정책 결정구조 참여자 및 통상교섭의 주체들을 살펴보

면, 첫째, 무역정책결정에는 공산당과 국무원이 동시에 관여한다. 공산당의 무

457) 시진핑 지도부 들어 2013년 이후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주석이 정치외교안보를 담당하고 국무원 총리가 경제를 관장해 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등소평 이후 권력집중을 피해 관료주의와 부패를 제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석, 국

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7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국무원 관할 영역인

경제 분야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관장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특히 2013년 제 18차 3중

전회 이후 도출된 중국경제 개혁안의 주체가 시 주석이라는 보도고 국영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경제개혁안 관련 언급에서 시 주석의 이름이 수 십 차례 언급되었음에 비해

리커창 총리는 언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WSJ, 2013. 12. 21; 연합뉴스, 2013. 12. 22).

그러나 이런 시각은 지나치게 확대해석 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 주석이 2013년 신설

된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을 겸함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국무원 관할의 경제영역 전반을 국가주석이 관할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중국 권력구조와 제도를 고려 시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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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책 결정과정 참여주체는 중공중앙정치국이며 실무는 산하에 있는 중앙재

경영도소조(中央財經領導小組)에서 담당한다.458) 이 소조는 국무원 총리와 상

무부, 농업부, 재정부 고위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현정택 홍진희, ibid.).459) 둘째,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자 입법부이며 기본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전인대(全人大)도 중국 무역정책 결정구조의 공식적 참여

자다 (조영남, ibid: 440-445).

다음으로 무역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로써 국무원이

다. 여기서 국무원이라 함은 상무부, 공업신식화보, 외교부, 해관총서, 농업부,

재정부, 건설부 등 무역과 관련된 제 행정 부처들의 총합이자 대표 관할조직

으로써의 국무원을 뜻한다. 참여자 범위를 좁게 구분하면 국무원(총리)과 상

무부(부장)가 해당한다. 국무원은 중국 중앙인민정부이며 집행기구이고,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전인대와 상임

위원회 집행기관이다.460) 국무원은 입법과 관련된 권한들 중 수권입법권을 통

해 무역정책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한다. 수권입법권은 1985년 전인대에서 국

무원으로 권한인계된 것으로써 ‘경제체제 개혁 및 대외개방과 관련된 임시규

정 및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정기 외, ibid.).

국무원은 총리, 4인 내외의 부총리, 2-3명의 국무위원, 각 행정부처의 수장,

각 위원회 주임, 한국의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심계장(審計長), 비서장 등의 핵

458) ‘영도소조’는 의사협조(議事協調: 협의 및 조율) 기구다. 특정 사안처리를 위해 관련 부처

들이 모여 협의하고, 결정된(영도소조에 의사결정권은 없다) 내용의 실행을 조율하는 것이

다. 영도소조를 수시로 설립하는 이유는 관료제 때문이다. 부성할거주의로 인해 수평적 협

조가 어렵게 되자 특별 기구를 만들어 정책조정을 하는 것이다. 기본역할은 정보처리, 정

책수행 등에서 고위지도부와 주요 부처 간 교량역할이다. 국가 주요 의사결정은 중국공산

당 중앙정치국 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하며, 영도소조는 정책결정에 앞서 사안에 대

해 협의와 제안을 책임지는 관료 소집 등이다 (구자선, 2014).

459) 중공중앙 외사영도소조(外事領導小組, 이하 외사)라는 중앙정치국과 대외관계 실무부서를 연결

하고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조정을 하는 협의기구가 있다. 그러나 외사는 외교 및 대외정책에

대한 당과 행정기구 간 협의체이나 무역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여를 하는지는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판별하기 힘들다. 무역이 경제만

이 아니라 정치경제의 영역임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관여는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460) 국무원의 대표적 권한으로는 첫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입법권으

로는 행정법규제정권, 입법제안권, 수권입법권, 시행세칙 제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각종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수립, 공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무원은 전인대에서 제

정되는 법안의 약 80%를 기초하고 있다 (劉政, 1994). 기타 행정에 대한 감독권과 외교 등 각

분야 업무를 총괄, 관리할 권한, 계엄선포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전정기 외,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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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관료들로 구성된다. 총리는 중국 헌법에 따라 국무원 수장이며 업무 전반에

대한 영도권과 인사권을 갖는다.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갖는다. 국무

원 총리는 국무원이 공표하는 명령, 결정, 행정법규, 그리고 전인대와 상무위원

회에 제출하는 의안, 공무원 임면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보유한다. 한 마디로

행정 분야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이다. 결국 중국 무역정책 결정의 최

고봉이 국무원 총리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공식 참여자로 무역정책을 입안, 집행하며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주

무하는 상무부가 있다. 상무부는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국무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무역정책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상무부는 무역, 투

자, 경제협력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무역, 상

업, 공업 분야에서 무역관련 법규와 정책을 수립 맟 운영관리하고,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계획에 의거하여 국유기업 등 전체 중국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관

리와 정책방침을 제시한다. 기타 무역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반덤핑 제소사무 관리, 대외원조 등을 주무한다.

상무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가 외국과 통상협상 시 국무원 산하 행정 부처

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coordinate)하여 국무원 총리의 결심을 득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무역정책 결정구조 내의 공식적 참여자들은 크

게 공산당과 국무원(상무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 중 FTA 협상에 있어

한국 통상교섭본부의 협상 파트너는 상무부였다.

2. 협상의 경과 및 쟁점

한 중 양국은 한 일 FTA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사전 민간공동연

구 및 산 관 학 공동연구 기간 5년보다도 더 긴 약 6년간의 사전 탐색전을 마

치고 2012년 5월에 가서야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461) 순수 경제이익 측면에서

만 볼 때에도 그 만큼 한국에게는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의 부담이, 중국에게는

461) 한 중 양국은 5회에걸친산관학공동연구(기간 2007. 3-2010. 5)를 통해 FTA 체결의거시경제적영

향, 산업별영향, 민감산업및민감영역(품목) 등의처리방식등다양한의제를논하였다 (劉賽力,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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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조업 분야 공산품 시장개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양측 간 협상은 양

국의 대내적 상황과 민감성, 파장을 감안해 단계 별 협상방식을 취했다. 협상은

크게 1단계(분야 별 협상지침, modality) 협상과 2단계(품목 별 개방수준) 협상

으로 나눠 1, 2단계 각각 7차례씩, 총 14차에 걸친 협상 끝에 협상개시 30개월

후 ‘실질적 타결’이란 형태로 매듭지어졌다.462)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면적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것이 상례이다.463)

이처럼 양측이 1단계 총 7차례의 협상 모두를 분야 별 협상지침(modality) 마

련에 사용할 정도로 협상은 긴장감 속에서 더디게 전개되었다. 제 5, 6차 협상 사

이에는 새로 들어선 양국 지도부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회를 활용, 의미 있는 협

상진척을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시도도 있었으나464) 실무협상 단에 있어서는 이

러한 정상들 간 정치적 합의조차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없을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1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분야 품목군을 일반-민감-초

민감 등 세 분야로 나누고, 그 중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품목 수 기준 90%, 수

입액 기준 85%로 합의하고 제 2단계 협상에서 이 비율의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

하기로 했다. 또 일반 품목군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관세철폐를, 민감 품목군

은 발효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후 2014년

11월 최종 협상 타결 시 민감 품목군의 관세철폐 최장 기간을 오히려 20년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465) 양국 모두 민감 및 초민감 품목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

기 위한 전략에서 타협을 한 것이었다. 협정은 이후 2015년 2월 25일 양측 간 가

서명이 있었다.466) 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38>과 같다.

462)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 별 협상 없이 바로 전면적인 품목 별 협상으로 전개된다.

463) 한 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각국의 국내적 우려를 감안,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464) 협상 중간에 개최된 2013년 6월말 한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합의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서 ‘양국관계 발전방향 및 원칙’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천명하며

그 중점 추진 방안들 중 하나로 경제, 사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분야 내용 중 한 중

FTA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비전선언에서 양국은 한 중 FTA를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

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모델리티 협상

의 진전을 평가하고, FTA 협상 팀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을 양국 정상이 지시“하기로 했다 (뉴시스, 2013. 6. 27).

465) 최종 자유화율은 한국 측은 품목수 기준 92.2%, 수입액 기준 91.2%(약 736억 달러)였고 중국

측은 품목 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4. 11. 10).

466) 이후 2015년 2월 25일 양측 간 가서명이 있었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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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자 주요 내용 장소
Chief Negotiator 

및
관련 부처별 

교섭대표

2004. 9.
-ASEAN+3 경제장관회의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5 -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중,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공동연구 개시

2006. 11 민간공동연구 종료

2006. 11. 17. -APEC 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2007년 개시 합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
장-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2007. 3. 22. -제 1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북경

2010. 5. 28.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양해각서 서명
 (양국 정상 임석) 서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2010. 9. 28 -정부 간 사전협의 제 1차 회의 북경
이태호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위지앤화(兪建
華) 상무부 국제사장(국
장급)

2011. 4. 11. -한‧중 통상장관 회담 북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2012. 2. 24. -한·중 FTA 공청회

2012. 3. & 4. -한·중 FTA 추진 사전실무협의(총 2회) 서울/
북경

김영무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심의관-쑨
위앤쟝(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2012. 5. 2. -협상 개시 선언 북경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
무부장

2012. 5. 14.
-제 1차 협상
 ‧협상 운영세칙 확정. 범위, 협상작업반 
구성 논의

북경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
섭대표-위지앤화(兪建華) 상
무부 부장조리

2012. 7. 3-5

-제 2차 협상
 ‧포괄범위에 관한 의견 교환. 무역협상위원
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산하 협상 작업반 설치.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 협상

제주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
섭대표-위지앤화(兪建華) 상
무부 부장조리

2012. 8. 22-24

-제 3차 협상
 ‧상품,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
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 마련 협
상.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 및 경쟁
정책 등 분야 전문가 회의.

웨이
하이

(威海)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
섭대표-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표 38> 한 중 FTA 협상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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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31-11. 
1.

-제 4차 협상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논의, 서비스 분야 
협상지침 마련, 기타 분야 별 협상

경주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
섭대표-위지앤화(兪建華) 상
무부 부장조리

2013. 4. 26-28 -제 5차 협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 개최

하얼
빈

우태희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실장-위
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
조리

2013. 7. 2-4 -제 6차 협상
 ‧상품분야 modality 의견 접근 부산

김영무 산업통상자원
부 FTA 교섭관-쑨위
앤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2013. 9. 3-5 -제 7차 협상(1단계 Modality 협상 종료) 웨이
팡

우태희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실장-위
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
조리

2013. 11. 18-22
-제 8차 협상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에 기초,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초안 논의(상품 
양허초안(Offer) 교환)

인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실장- 왕
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

2014. 1. 6-10
-제 9차 협상
 ‧초민감품목군 포함 전체 품목 양허안
(Offer) 및 관심품목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서안
(西安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실장- 왕
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

2014. 3. 17-24
-제 10차 협상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
야 등 논의

일산
우태희 산업통상자
원부 통상교섭실장
-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

2014. 5. 26-30
-제 11차 협상
 ·상품분야 2차 양허안 교환, 양측 관심 품
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쓰촨
성

메이
샨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왕셔우
원(王受文) 상무부 부
장조리

2014. 7. 14-18
-제 12차 협상
 ·상품분야: 중국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
간, 한국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 교환
 ‧서스/투자분야: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대구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왕셔우
원(王受文) 상무부 부
장조리

2014. 9. 22-26
-제 13차 협상
 ·상품 및 서비스 시장 등 분야 별 쟁점 
논의

북경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왕셔우
원(王受文) 상무부 부
장조리

2014. 11. 6 -제 14차 협상
 ·통상장관 간 last-minute balancing 북경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가오후청(高虎城) 상무
부장

2014. 11. 10 -실질적 타결 선언 북경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
2015. 2. 25 -가서명
주: FTA 홈페이지(http://fta.go.kr), 언론보도,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국회 회

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등 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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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의 FTA 체결 양태를 볼 때, 중국의 FTA 시장 개방의 범위와 강

도는 상대에 따라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혼합하는 등 상대국에 따라 체결전

략이 신축적이었다. 이는 중국이 FTA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정치경제적 제 영역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음을 방증

한다. 중국은 한국과 FTA 조기 체결을 희망하면서 선언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실제 협정의 자유화 수준 즉 양허의 범위와

강도(scope and strength) 등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FTA를 지향했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이 체결해 온 외국들과의 FTA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이외의 국가들인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과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왔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과의 FTA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양태는 중국의 FTA 체결

전략이 정치·외교적 전략목표와 경제적 실익추구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실제 중국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정치외교 전략측면의 필요

에 따라서는 자국에 불리한 선 자유화조치(EHP, Early Harvest Program)를 허

용하기도 했다.467) 반면 한국 등 산업구조가 유사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구도에 있는 국가와의 FTA 체결에 있어서는 실리획득을 위

해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해 왔다. 또 중국은 FTA 체결방식에 있어서도 선

상품협정, 후 서비스 및 투자, 그리고 기타 규범분야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점진적,

단계적 방식을 선호해 왔다 (진병진, 2008: 116-117).468)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중국의 FTA 체결전략이 구동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

의 정치권력 구조와 경제운용시스템이 공산당 일당 독재하의 권위주의 정치체

제에서 오는 엄격히 통제된 사회경제시스템이 이를 뒷받침 해주었기 때문이

다. 즉 시장경제질서 하에 정치적으로 민주화 된 국가들이 외국과의 FTA 체

결 시 대내외 양 수준에서 협상게임을 벌여야 하는 구도에 처하게 되고, 그

중 특별히 대내 정치협상 게임에는 정부와 사회 간의 긴장과 갈등 속에 전개

467) 중국은 ASEAN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후발 개도국인 CMVL(Cambodia, Myanmar, Vietnam,

Laos) 4국에게 260여 품목의 농산물 관세를 2004년부터 선 철폐하는 조치를 취했다.

468) 중국이 낮은 수준의 지엽적 FTA를 선호하는 이유는 협상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제조업 상품분

야 외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유치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양평섭·이장규·박현

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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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협상과정이 있음과는 달리,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하 권위주의 발전국

가 정치체제이기에 정부와 사회부문과의 대내적 협상게임 구도와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이 개시되자 한 미 FTA 협상 때처럼 한 중 FTA에서도 피해가 예상

되는 농수축산업 등 산업계 한국 내 이익집단들의 반발은 거셌다. 그러나 양국

협상기간 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협상과정을 추적해 볼 때, 반대 이익집단

들의 목소리에 대한 한국 국민여론의 반응은 반대여론에 대한 호응의 정도와

피해 이익집단들의 물리적 격정표출 행태와 정도에 있어 한 미 FTA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아든 모습이었다. 한·중 FTA 협상개시를 앞두고 FTA 협

상개시를 위한 사전 법적 필수절차인 공청회가 시작하자마자 잠시 중단되기는

했었지만, 한 미 FTA 때처럼 아예 무산되지는 않았다.469) 한 중 FTA가 한국

농수축산업에 미치는 예상 피해규모가 한 미 FTA에 비해 품목이나 수입액 기

준으로 볼 때 피해 범위가 더 넓고 피해 예상 폭도 더 큼에도 불구하고, 물리

적 반대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470) 물론 한·중 FTA

가 서명은 되었지만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아직 국회

비준 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비준 과정에서 있을 국내 피해 이익집

단들의 반발을 속단하긴 힘들다. 하지만, 한 미 FTA 당시 국내 여론의 추이와

비교해 볼 때 반대의 강도와 폭은 분명 줄어든 모습이었다.

여기서 협상과정의 상세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탓에 전체

쟁점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뼈대가 되었던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

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분야는 상

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기준설정 비율 등이었다. 첫째, 상품분야에서 한국의

경우 농수축산물 수입시장 개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었고, 중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완성품과 부품시장 개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었다. 둘째,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한국 측 주장)과

포지티브 방식(중국 측 주장) 증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 간 줄다리기

4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5528802 (연합

뉴스, 2012. 2. 24).

4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농업피해액이 연간 최대 2조 3585억 원, 한·미

FTA의 최대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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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투자 분야의 경우는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한국 측 주장

과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중국 측 주장이 대립되었다. 서비스 투자 분

야 쟁점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차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협정문에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그리고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화 요소와 보호화 요소를 모두 반영하되 역

시 후속협상을 통해 보완하는 선에서 합의했다.471) 셋째, 원산지 분야는 원산

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472)을 정하는 문제에서 대립이 심해

최종 협상 타결까지도 최종 담판대상(deal breaker)이 되었었다.

양국은 2단계 협상인 제 8차 협상부터 제 13차 협상까지의 협상기간 내내 위

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쟁점 차를 좁히지 못하는 지구전 형태의 협상을 이어갔

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최종 협상인 제 14차 협상에서 실무차원

의 밤샘협상과 더불어 협상개시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처음으로 교섭수석대표

자격으로 베이징 협상현장에서 만나 두 차례에 걸친 막바지 협상(last-minute

balancing)을 할 정도로 쟁점 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었다. 특히 한 중 정상회

담이 예정되어 있는 당일 아침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양국은 정상회담

1시간 45분여를 남겨 놓고 통상장관 간 막후 조정 및 집권자들의 정치적 결심을

통해 먼저 양국 정상이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에 마무

리하는 방침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 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협상을 매듭짓게 되었다.473)

471) 2013년 11월 중국이 제 18기 3중전회에서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 투자 분야

개방확대를 천명하고 국내법 정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후속협상에 반영하게 되었다.

472) PSR에는 첫째, 재료를 수입했을 경우 세 번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

번변경기준'(CTH) 둘째, 생산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인정하는 '부

가가치기준'(RVC) 셋째,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473) “실무협상은 주말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에 '밤샘협상'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무산될 뻔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

해졌다. 한국 협상팀의 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에 따르면 양

측은 한때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고 우리 측이 철수까지 고려하

는 등 위기의 순간을 거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협상의 진전

여부는 외부로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수석대표를 거쳐 양국 정상에게까지 보고되어 별도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

다. 나흘간에 걸친 제14차 실무협상은 9일 밤을 넘겨 10일 새벽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

다. (중략) 두 번 째 통상장관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었고, 회의가 마무리된 시간은

오전 8시였다. 바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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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교섭본부 對 상무부 간 양 수준 협상게임

1) 한·중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이명박 정부 출범 해인 2008년 외교통상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FTA

체결 다변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성장동력 창출형 FTA를 추진한다는 목표

를 설정했다 (외교통상부, 2008). 특히 거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해 다음 장의 <표 39>에서처럼 한 미 FTA 조기 비준 추진, 한 EU FTA 협상

타결, 한 중 및 한 일 FTA 협상 여건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474) 이후

에도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FTA 정책은 정권차원에서 주력하는 경제성장을 위

한 추진동력 정책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외교통상부, 2009-2012).475)

한 중 FTA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시기 통상교섭본부의 여러 경제통상

관련 정책들의 우선순위 중 최상위에 위치해 있던 것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

는 FTA 정책이었다 (외교통상부, ibid.).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문화

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이익 달성 목표에 연결되어 형성되

어 있었다. 통상교섭본부 소속 개별 하위조직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준운

영절차 또한 최상위 우선순위가 FTA 정책의 원만한 추진에 맞춰져 있었다.

더불어 소속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 또한 적극적 자유주의가 관료들 개인의

업무수행 신념체계로 조직 전반에 걸쳐 확산, 정착되어 있었다 (홍석빈, 2014:

271-283).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통상교섭본부 내에서 조직구성원들 간에 공유

된 신념체계로 정착되어 있었음은 다음의 <표 40>에서처럼 당시 통상교섭본

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직 관료들에 대한 조사에서 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조사대상의 대표

을 선언하기 1시간45분 전이었다” (연합뉴스, 2014. 11. 10).

474) 거대경제권과의 FTA 외 기타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으로의 FTA 다변화(한 걸프지역국가

(GCC) FTA 협상 개시 및 한 인도 FTA 협상타결 추진) 등을 통해 2007년 10% 수준의 무관

세 수출비율을 2008년 말까지 24%로 확대하며, 향후 5년 내 7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

다. 또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이 경제성장 동력창출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통상부, 2008. 3. 11).

475)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는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

는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FTA정책을 정권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던 경제성장 목표와 연결하

고 있다 (외교통상부, 20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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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외교통상부 대통령 업무계획보고 주요 내용

2008

-경제통상 외교 목표: 경제를 살리는 외교
 ‧FTA 체결 다변화 추진(중점): 성장 동력 창출형 FTA추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 Network 구충
  △ 한‧미 FTA 조기 비준 추진
  △ 한‧EU FTA 협상 타결
  △ 한‧중/한‧일 FTA 협상 여건 조성
 ‧자원부국, 신흥경제권으로 FTA 다변화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

2009

-경제통상 외교 목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FTA
 ‧EU와의 FTA 1/4분기 중 타결 및 2010. 1. 1. 발효 목표
 ‧인도와의 FTA 연내 발효 추진
 ‧한‧미 FTA의 조기 비준
 ‧5개국(호주, 페루,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FTA 개시

2010
-경제통상 외교 목표: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
 ·글로벌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 EU, 미국 FTA 발표추진, △ 한‧중‧

일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2011
-경제통상 외교 목표: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미국, EU FTA 비준‧발효 및 중국, 일본 FTA 추진여건 조성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국과의 FTA 진전 및 확대

2012
-경제통상 외교 목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차원에서 FTA 확

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정치·외교적 이익 확대

성과 조사결과의 유의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비록 충분한 표본 수에 근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 중

FTA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 소속 관료들 대부분의 정책이념은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응답자 전원이 무역자

유화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통상교섭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과 업무

기능이 이전된 이후에도 응답자 전원이 여전히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자유주

의 정책이념을 가졌다고 응답했던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이명박 정부 연도 별 FTA 정책 목표 및 내용

자료: 외교통상부 연차 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2008-2012)

또한 중국과 FTA를 추진하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등 조직의 수장들과 통

상교섭본부 폐지 이전 시기까지476) 한 중 FTA 협상 교섭수석대표를 맡았던 한

476) 통상교섭본부가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결정 및 조정, 통상교섭에 대한 총괄 및 조정을 주

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한 중 FTA 협상은 제 4차 협상까지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

어 통상교섭본부가 폐지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되어 과거 통상교섭본부의 업무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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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역 질문 내용 응답 결과

I. 정책이념 변화

자신의 정책이념에 대한 생각
-무역자유화 지지(발전국가적 자
유주의)(100%)
-제한된 무역자유화 지지(발전국
가적 중상주의)(0%)

자신의 정책이념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택 1)

-소속부처의 장차관 및 직속 상
관의 영향(40%)
-소속 조직 및 담당 업무(60%)
-집권자의 영향(0%)

통상관료로서 현 정부 들어 자신
의 정책이념 변화 유무

전체 응답자가 조직개편 전후 모
두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자유
주의 성향 유지

업계 등 외부 이해관계세력으로
부터의 영향에 의한 변화가능성

-영향이 있을 것이다(80%)
-영향이 없을 것이다(20%)

II. 조직 개편 견해
(통상교섭본부 폐
지 및 산업통상자
원부 신설)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 외부 이해관
계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중립성 유
지 여부

-중립성 유지 가능(30%)
-중립성 유지가 어려워짐(60%)
-잘 모르겠다(10%)

소속조직 변경이 자신의 정책이
념에 미치는 영향

-더 보호주의적이 될 것 같다
(30%)
-변화 없이 현재와 같다(70%)
-더 자유주의적이 될 것 같다
(0%)

III. 이명박 정부 
시 통상교섭본부 
무역정책에 대한 
견해

이전 정부들과 비교 시 무역자유
화에 대한 적극성 측면

-자유화에 더 적극적이었다(70%)
-이전 정부 때와 유사했다(30%)
-더 소극적이었다(0%)

IV. 통상교섭본부
의 조직 위상

이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와 
비교 시 위상 변화에 대한 견해

-조직위상이 더 약화되었다(20%)
-조직위상이 더 강화되었다(60%)
-별 차이가 없었다(20%)

조직위상에 대한 영향 요인
-장‧차관 등 수장들의 역할(60%)
-대통령의 인식(40%)
-대내외 조직외부 환경요인(0%)

국 통상관료들도 통상교섭본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현장에서 이끌었던

핵심주체들이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표 40> 한국 통상관료 인식조사

주1: 면접조사는 통상교섭본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무관급 이상 통상관료들을 대상으로 실시.

(면접대상: 국장급 1명, 서기관급 3명, 사무관급 6명 총 10명. 면접 기간: 2013. 11∼2015. 1.)

주2: 전체 조사영역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흡수했고, 외교통상부에 편재되어 있던 통상관련 일부 조직과 인력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재

편재, 재배치되었다. 이후 제 5차 한 중 FTA 협상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이 주무

조직이 되어 협상을 전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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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당시 통상교섭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조직의 수장들의 언행

을 추적해 볼 때, 이들은 통상교섭본부 하위 개별조직과 조직구성원들에게 발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조직문화로 수용하고, 분야 별 무역

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실무관료들의 업무수행 신념체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

유화 정책을 주문했다.477) 한편 이들 중에는 현 박근혜 정부의 통상교섭본부 해

체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한 무역정책 제도로의 변화가 과거 통상교섭본부체제에

비해 수동적, 소극적인 문화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전 외교통상부 및 통상교섭본부관료 인터뷰, 2015. 3. 6∼7).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가 폐지된 후에도 한·중 FTA 협상을 총괄하는

통상차관보는 통상교섭본부 시절 중국과의 FTA 교섭수석대표를 맡은 인물이었

고, 그의 예하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그의 뒤를 이어 한국 측 교

섭수석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에 한·중 FTA 협상 기간 동안에 한해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 분야 관료들의 정책이념을 횡단면적으로 보자면, 한국 통상관료의 정책이

념은 큰 틀에서 적극적 자유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통상교섭본부 폐지에 따른 본인 소속 조직의 변경이 자

신의 정책이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변함없이 현재와 같이 자유주의적

이념을 유지할 것 같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한·중 FTA 협상 당시 중국 상무부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한국의

과거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이념과 비슷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성장단계와

무역정책 이념이 상호 연계된 결과였다. 중국 통상관료들은 중국이 발전국가

단계에 있는 만큼 자국의 대외경쟁력이 아직은 외부로부터의 무역 자유화 압

력에 대해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 개방화 압력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에 의한 성장전략

477)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명백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섭이 타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와 유럽연합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과의 교섭에도 진전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007. 8. 9).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생산기지나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헤드쿼터가 한국

에 세워질 거다. 특히 한·중 FTA 효과에 대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체결로 '글로

벌 FTA 허브'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증

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중

FTA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머니투데이,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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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중국의 교섭수석대

표는 협상 시 한국보다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합의

를 했다가도 차기 협상에서 이전의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478) 또한 상무부는 국무원 지령 하에 일사불란

한 상명 하달식(top-down) 중앙집권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지도

부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이념에 대해 자유주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논리로는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중국 상무성관리 인터뷰, 2013. 12. 6).

협상 당시 한·중 양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개념적 위치로 표시하면 이하 <표 41>과 <그림 35>와 같다.

<표 41> 한·중 FTA 협상 당시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주1: 한국은 정권교체로 협상 도중 무역정책 주무조직과 조직 수장이 변경됨.

주2: L(Liberal), M(Mercantilist)

<그림 35> 한·중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위치

478) 중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의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에 합의했다가 번복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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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에서 제도의 전략적 활용

한·중 FTA 협상 당시 양국의 무역정책 제도는 첫째, 한국은 산업통상자원

부가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상무부가 국무원의

지령에 따라 무역정책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제도 차원에서의 협상

촉진기제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양국 모두 타 이해관계 정부부처 등에 대해

정책 주무조직인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상무부가 갈등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셋째,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상무부 모두 각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식 자격이 있었다는

점도 동일했다. 차이점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적극적 자

유화를 지향하는 중앙 집권형 단일 전담조직이었음에 비해 중국 상무부는 발전

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이념에 입각해 있던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협상 도중 통상교섭본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어 무역정

책 주무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차관보급으로 위상이 낮아짐에 따라

이전과 같은 중앙 집권형 방식의 높은 정책조정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단일 중앙 집권적

정책 주무부처 방식을 유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있어

관련 사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통상조직이 제 2차

관 산하 통상차관보급으로 편제됨에 따라 통상차관보가 직접 정부 대외경제정

책 결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참여자로

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특징인 관료제도 하에서 정부조

직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 시 조직위상이 장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약화됨은

정책 의제 설정, 이해관계 조직들 간 갈등조정 능력, 협상전략의 추진력 등에

서 이전 제도 하에서 보다 관료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어

려운 환경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볼 때 기존 상무부가 무역정책을 입안하면 국무원

이 결정하고, 다시 상무부가 집행하는 하향식 위계구조가 유지, 작동되었다. 국

무원 산하에서 무역정책은 상무부가 분야 별 여러 이해관계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한 후 외국과의 협상을 주무했다. 따라서 상무부라는 단일의 중앙 집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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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통상전담 조직이 있고, 정책결정 구조에 있어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최

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상무부를 집행기관으로 하여 상명 하달식 정책과 협상

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무부 통상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여건에 있었다. 즉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정책의

지가 담긴 FTA 정책과 협상을 전개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들은

협상 전에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FTA 협상 당시 한·중 양국의 통상관료들에게

주어진 무역정책 제도의 상태와 제도 내에서 양국 관료들이 허용된 재량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하 <표 42>과 같다.

<표 42> 한·중의 제도 상태 및 전략적 제도 활용

주: 촉진기제(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에 관한 충괄·조정권, 상무부: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결

정과 지침)

또한 양국 협상단 소속 통상관료들이 각국에게 주어진 제도로부터의 제약

속에서 제도가 허용한(slack) 범위 내에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재

량권과 위임받은 권한들을 전략적으로 활용, 이를 협상에 반영한 결과를 평

가하여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3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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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협상에서 한·중 통상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수준

3) FTA 협상의 결과

한·중 간 대내외 양 수준 협상게임인 FTA 협상을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각국 무역정책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협상 당시 한국의

경우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한·미 FTA, 한·EU FTA 등을 거치면서 적극

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조직과 통상관료 개인에게 성숙화 단계에 정착되어

있다. 그로 인해 비록 통상교섭본부가 해체되고 산업통상자원부체제가 들어섰

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념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

었다.

한편 무역정책 제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무

역정책과 통상교섭에 관한 업무기능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됨에 따라

산업계 이익집단들에 의한 산업부문에 대한 포획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시 높

아졌다. 또 조직 위상 측면에서도 통상부문 조직의 위상이 제 2차관 산하의 차

관보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정식 자격을 갖춘 정책행위주체

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전 통상교섭본부 시절보다 주

어진 제도 내에서의 권한위임이 축소되어 통상관료들의 재량권 활용의 폭이 좁

아지는 등 통상조직과 관료가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와 제도에 의해 허용된 재량

권을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동반경 범위가 좁아졌다.

중국의 경우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 이념이 중국공

산당 일당독재 하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현 목표에 맞춰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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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상무부 관료들은 국무원과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어 결정된 정책지침

과 협상전략의 권위를 등에 업고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높은 수준에서 제도가 허용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한·중 양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과 각국에게 주어진 무역정책 제

도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양국의 통상관료들이 대내 정책수행과 협상과정에서

주어진 제도의 재량권을 얼마나 효율,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양국 간 협상게임

에서의 정책이념과 제도 활용 수준 축으로 표시하면 이하 <그림 37>과 같다.

협상 결과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볼 때 한 중 FTA는 무역 자유화의 수준에

있어 당초 양측이 선언적으로 지향했던 높은 수준의 FTA라고 보기 어려운, 지

금까지 한국정부가 체결한 FTA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FTA 형태로 타결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양국 정부의 정치경제 전략적 고려가 반영되었다.

<그림 37> 협상게임에 있어 한·중 양국의 전략적 위치와 결과

다음 장의 <표 43>에서 보듯 한 중 FTA의 전체 양허율 수준은 10년 이

내 수입액 기준 77.1%로 미국이나 EU와의 FTA 양허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수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양허율만 보더라도 수입액 기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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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전체 양허율 99.7% 100% 77.1%(66.2%)
즉시 철폐율 78.2% 69.3% 51.8%(44.0%)

측 양허율 79.9%, 중국 측 양허율 66.4%로 역시 98%가 넘는 미국 및 100%

의 EU와의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FTA가 당

초 천명했던 높은 수준의 FTA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 형태로

체결되게 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보면 한국은 농

수축산물 시장에서, 중국은 일부 제조업 시장에서 개방수준을 낮게 잡았고, 양

국 모두 많은 수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을 설정해 양허율 수준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국가 간 FTA가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 만

큼 양국 간 이와 같은 수준에서의 FTA 체결은 상호 실익차원에서 충분히 있

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가정이긴 하지만 한국정부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해체

되지 않고 존속되었을 경우에도 이 정도 개방수준의 FTA가 체결되었을까 하

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은 해당 기관의 인력과 예산 변동은 물론 정책 우선순위

조정, 기관 운영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친다(Seidman, 1998).

즉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기능의 이전은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한 중 FTA의 체결결과는 통상교섭본부가 해체되고 산업통상

자원부로 무역정책 및 통상교섭 권한이 이전됨에 따라 산업계를 이해관계집단

으로 가지게 된 산업통상자원부체제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

았거나 산업부문을 주로 다루는 조직 자체의 속성 상 적극적인 시장 자유화에

있어 이전 통상교섭본부체제시보다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는 곧 산업통상자원부 체제하에서는 과거 통상교섭본부체제와는 달리 통

상관료에 대한 산업계 등의 포획현상이 일어날 구조적 제약들이 다시 생겼고

그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뜻한다.

<표 43> 한국이 체결한 거대경제권 FTA의 개방 수준

주: 수입액 기준. 괄호 안은 중국 양허율

자료: FTA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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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달리 정책을 입안하고, 국무원

과 전인대, 중공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주로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 부처이다.

상무부가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을 입안하기는 했으나 입안된 정책은 전인

대와 중공중앙의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

무부의 정책관련 재량권은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즉 한편으로는 국무원(상무

부)의 정책기조가 공산당과 전인대에 의해 크게 제약받을 수도 있고 그와 반

대로 공산당, 전인대 및 국무원의 지지에 힘입어 상무부 소속 통상관료들의

재량권과 행동반경이 매우 넓어질 수도 있는 구도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 간 FTA 협상은 양국이 초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

할 것이라고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FTA 체결로 귀결되었

다. 한국의 경우 정권교체로 인한 무역정책 제도 변화에 따라 통상조직의 위상이

낮아지고 정책수행 상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그리고 중국의 경우 제조업 등 상

대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들이 많다는 이유로 발전

국가적 중상주의 정책이념이 강하게 작용했다. 또 한국 측의 제도가 통상조직과 관

료에게 주는 정책주무 권한과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통상관료들이 제도가 허용

한 재량권을 이전 한·미 FTA 당시와는 달리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중 양국 간 윈셋이 겹쳐 협상이 체결되었

긴 했지만 협상의 결과는 낮은 수준의 FTA로 귀결되었다.

특히 한국의 농수축산물 시장보호라는 이익과 중국의 제조업 시장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익이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 간 상호작용을 통

해 FTA 협상결과를 낮은 수준으로 맺어지도록 윈셋의 교차범위가 형성되게 하

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하였다. 이와 같은 한·중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

역정책 제도 간 상호작용에 기초해 양국 통상관료들이 각국에게 주어진 제도의

제약 속에서 제도가 그들에게 허용한 재량권과 위임받은 권한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체결한 FTA 협상결과를 정책이념 축과 제도의 전략적 활용 수준 축으

로 나누어 표시하면 다음 장의 <그림 3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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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중 FTA 협상의 최종 결과

제 5절 소결: 낮은 수준의 FTA 체결과 시사점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정부의 경제통상 외교의 목표는 ‘FTA의 글로벌 네트

워크화’였다 (외교통상부, 2010, 2011).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내 조직이익 추

구를 위한 루틴으로써의 표준운영절차와 조직문화는 FTA 정책의 확대, 심화를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었다. 소속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 또한 적극적 자유주의

가 관료들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공유된 신념체계로 조직 전반에 걸쳐 정착되

어 있었다.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통상조직 전체 차원에서 수용되어 있었음은

이명박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의 조직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루틴이 FTA 정책 중심으로 정착

되어 있었음은, 조직의 수장인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전체 업무

활동 중 FTA 관련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언론에 보도된 조직 수장의 주요

업무분야 별 활동들 중 FTA와 관련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해 봄

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의 업무활동 분야 중 통상 분

야가 전체 부처의 보도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외교통상부 장관의 업무관

련 보도기사 중 통상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

보면 다음 장의 <표 44>과 같이 통상교섭본부체제에서의 비중이 산업통상자

원부체제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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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8.5% 12.6%
언론보도 26.6% 16.4%

<표 44> 통상교섭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 비중 비교

주1: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범주는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우 정무/통상으로 분류하고,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산업/에너지 자원/통상/공기업정상화로 분류.

주2: 언론보도기사 조사방법은 네이버 뉴스사이트에서 부처 수장 이름으로 검색, 정리.

주3: 조사기간은 외교통상부의경우이명박정부기간이며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 2013. 3. 25-2014. 3. 24.

조직행태 모델에 따르면 첫째, 현존하는 조직의 능력이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즉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지도자와

정부로 하여금 그 조직의 산출, 행동, 선택을 택하도록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왜

냐하면 그러한 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따르지 않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낮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선택을 따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최고 의

사결정자에게는 다른 가설적인 대안을 따르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대응

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Allison et al., ibid.: 176-177).479)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통상교섭본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동시다발

적 FTA라는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차원의 선택은 다른 선택

대안으로써 WTO 다자주의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로 회귀하는 것보다 들어가

야 할 비용이 더 적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둘째, 조직목표의 우선순위가 조직의 업무수행을 결정한다. 복수의 조직목

표와 명령이 있어 서로 상충될 경우 조직은 그들 간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선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실제로 조직들은 해당 업

479) “Existing organized capabilities influence government choice. The existence of an

organization with special capacities for doing something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its output/action/option will be chosen by the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Such an option is clearly conceivable, available at lower costs than would

be true without the organization since the costs of creating the capability have already

been paid. It is easier to fine the political will to choose such an option since it exist

as something that is realistic or feasible as opposed to hypothetical or imagined.”

(Allison et al., ibid.: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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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에 있어 그들이 가진 특별한 역량에 가장 잘 부합하고, 조직문화 내에

서 형성된 신념체계의 위계구조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조직목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Allison et al., ibid.: 177-178).480) 중국과 FTA 협

상을 하는 데 있어 통상교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조직들 간 협상에 대한 조직목표의 우선순위는 서로 상충했다. 문제

는 이렇게 각 부처별로 상충하는 조직목표들이 정부 전체의 역량과 문화에 비

추어 모두 중요한 경우다. 조직행태 모델에서는 이 문제가 순차적 대응이라는

방식으로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즉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 집중하되 후속된

일들은 연기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책선호에 있어 집권자

인 대통령의 선호와 방향이 같고, 집권자의 지지를 등에 업은 통상교섭본부

주도하 중국과의 FTA 체결이 정부차원에서의 무역정책 기조로 먼저 정해진

이상, 피해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 부처들의 이해관계보다 중요시

되게 된다.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수축산업 및 중소기업들의 경우 보상 및

지원이라는 형태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아줌으로써 해당부처의 조

직 이해관계를 중국과의 FTA 체결이라는 우선순위 이후의 후순위로 놓게 된다.

한편 한 중 FTA 협상에 있어 한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해체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소관업무, 조직, 인력이 이관된 후

에도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의 관성이 남아 한 중 FTA 당시에도 지속되

는 모습이었다.481) 이는 앞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소속이었다가 산업통

상자원부로 조직을 이동해 온 일부 통상관료들에 대한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한·중 FTA 협상 당시 시점에 있어 한국 통상관료들에게는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신념체계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로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권이 이양된 이후 한 중 FTA 소관사무를 총괄

하게 된 통상조직의 수장인 통상차관보의 한 중 FTA에 대한 필요성 언급과

480) “Organizational priorities shape 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When confronted with

conflicting goals or orders, organizations prioritize them and define the tradeoff. (중략) If

conflicting goals both accord with the organization’s capacities and culture, the

incompatible constraints tend to be addressed sequentially, the organization satisfying

one while deferring or neglecting another.” (Allison et al., ibid.: 177).

481)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은 일종의 신념체계이며, 그것이 무역정책 사상(idea)에서 비롯된 인식론

차원의 성질을 갖는 것임을 감안 시 짧은 시간 내에 급변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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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FTA 지향 발언을 통해 볼 때도, 통상교섭본부 해체라는 제도변

화 직후 한 중 FTA 협상 당시까지는 한국 통상관료들의 자유주의 정책이념

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82) 이는 비단 무역정책을 주무하는 통상

교섭본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직 소속의 통상관료들만이 아니라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기타 정부부처 소속으로 외국과의 FTA 분과협상

에 참여하는 부처 별 통상업무 수행 관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속 부처의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무역자유화 필요성 원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음에서도

알 수 있다 (배종하, ibid.; 김영주, 2007).483)

이처럼 한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적극적 자유주의 성향이었음에도 한·

중 FTA가 낮은 수준에서 체결된 이유는 통상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인 제도의 영향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해체로 주무조직이 된 산업

통상자원부체제는 이전 통상교섭본부체제 시에 비해 조직위상이 낮아지고 대

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 내 이해관계부처들 간 정책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내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그 결과 중국

과의 FTA 체결 수준도 산업계의 포획시도와 국내여론을 감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타결하게 되었다.

문제는 산업기능과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일원화 되었고, 이

러한 무역정책 제도변화로 과거 통상교섭본부체제하에서처럼 적극적인 자유

주의 정책이념과 높은 수준의 제도적 지원 하에서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전략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향후에도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점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통상조직과 통상관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제들의 선택지가 좁아지게 되면, 향후 통상조직과 통상관료의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482)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신 통상 로드맵 브리핑 후, “중국과의 FTA 체결은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상을 시작했고 아직도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

고 말했다 (뉴시스, 2013. 6. 14).

483)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에 향후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비록 일부 통

상관료들에 대한 면접조사이긴 했지만 외교통상부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직 외 기타 부처의 관

료들 중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관료들은(특히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정부 전체 관료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념의 큰 틀은 발전적 자유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틀 내에서 정부부처 별 조직이익과 관료 개인의 이익에 따라 부문 별 시장개방

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른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 가설을 연구자는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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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국가가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대외 경제적 이익추구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과 1998년 정권교체를 계기로 기존 WTO 다주주의 중심 무역정책

의 주력 방향을 FTA 정책 중심의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목표가 국가의 무역정책 전체를 설명해 주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무역정책은 국가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정책행위들 중 일부를 구성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 무역정책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외교 및 사회

적 측면에서의 복선과 전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기조가 GATT/WTO 체제 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중심 정책에서 FTA 중심의

양자주의(bilateralism) 및 지역주의(regionalism) 정책으로의 전환하게 된 원인이 국

가의 대외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집권자의 선호와 결심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나,

FTA라는 새롭게 부상한 대외 경제적 무역 자유화 기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예측하기 위해, 또는 FTA가 무역정책으로써 필요한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484)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의 무역정책이 오로지 경제적 영역만의 문제라고 보는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의 연구접근 시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국정부의 무

역정책 변화 원인과 무역협정 체결 행태에 대해 관료제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협상

론 관점의 렌즈를 끼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교섭본부체제(1998∼2013)로 대별되는 한국정부의 새

로운 무역정책 제도 하에서 무역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과 통

상협상을 해 왔던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이 한국적 관료제 하에서 무역정책 제

484) 그나마 극히 예외적으로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통상 거버넌스(trade governance) 사이

또는 내부의 선택이라는 제도적 관점에서 ‘이득-비용’간 상충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연구가 있었음은 분석사고의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승주,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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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통상협상(FTA)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

석하고자 했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한국의 통상관료들-무역정책 주무조직의 수

장으로서 통상교섭본부를 이끄는 통상교섭본부장, 외국과의 FTA협상을 이끄는

교섭수석대표-이 자신의 정책이념 하에서 주어진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개별 통상협상의 결과가 다르게 결정되었음을 실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상교섭본부가 존속한 기간 중에 추진한 FTA들

중에서 한국 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경제권 국가들과의 FTA를 대상으

로, 협상을 중단 또는 타결한 한·일, 한·미 FTA와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시작

했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후 새로 무역정책 제도화가 이뤄진 산업통상

자원부체제 하에서 타결된 한·중 FTA 등 세 개의 거대경제권 FTA 사례를 대

상으로 한국정부의 대내외 양 수준(two-level)에서의 협상게임 과정과 결과를 분

석하였다. 위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별 정부 관료제 하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념과 제도가 상호작용이 통상협상(FTA)의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로는 첫째,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를 각

각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정책이념과 제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정책

행위자인 통상관료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제약으로써의 제도를 어떻게 활

용했느냐에 따라 FTA 협상결과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였다. 둘째, 국가 간 통상

협상이라는 대내외 양 수준 협상게임에서 통상조직과 통상관료가 각각 조직이익

과 개인이익 실현을 위해 주어진 제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집단

적 의사결정 모델인 앨리슨 외(1999)의 정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을 활용

해 분석했다. 정부정치 모델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장이 이해관계 정부부처 수장

들과 집권자, 의회 등을 상대로 FTA 정책추진과 통상협상을 벌여나가는 과정에

서 어떻게 대내적 정치협상 게임을 펼쳐나갔는지를 분석, 설명하는 데에 활용했

다. 조직행태 모델은 통상교섭본부가 집권자, 여타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처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어떻게 조직차원의 이익추구 행태를 보여 왔는

지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했다.

분석의 결과 한국정부가 체결한 FTA 협상의 결과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으로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가 관료의 정책과 협상에 대한 전략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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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로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특히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적극적 자유주의 성향을 띨수록, 그리고 국가에 형성된 무역정책 제도가 통상관

료에 의해 높은 수준으로 활용될수록 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라는 두 변수 간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 FT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체

결된 협상의 수준도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게임의 법칙으로써 관료의 행위를 제약한다. 그러나 제도에는 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약하고 있는 영역 바깥 단에 관료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

는 일종의 재량적 틈(slack)이 존재한다. 이 틈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공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재량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통상관료는 무역정책 제도가 규율하는 제도 내에서 그에게 주어진 제도

적 재량권(institutional autonomy)을 활용할 수 있다. 대내외 양 수준의 협상게임인

국가 간 통상협상에서 통상관료는 그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활용해 정책이념과 제

도 간 상호작용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어진 방향 하에서 협상의 속도와 내용

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그가 가진 정책이념 하에서 국가이익, 조직이익, 개

인이익을 위해 주어진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상협상을 체결하는 쪽

으로 끌고 갈수도 있고 반대로 결렬시키는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한국의 통

상교섭본부 소속 통상관료들은 그들의 정책이념 하에서 주어진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체결시키거나 결렬시키는 행위를 해왔다. 본 연구에서 사례

로 살펴 본 거대경제권 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의 FTA 협상사례가 이러한 이

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속 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행위를 보여준 사례였다.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일본, 미국, 중국과의 FTA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책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일 FTA의 경우 협상이 중간에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단되게 되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한국정부 무역정책의 주무조직이자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을 맡고

있던 통상교섭본부(장)의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통상관료가 통상교섭본부체제라

는 제도적 내용 측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던 제도 하에서 대내외 정치협상을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제도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일본과의 FTA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활용했기때문이다. 당초일본과의초기 FTA 협상에있어한국의통상관료는경

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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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나 협상의 전개과정 속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끝에협상을전격중단시키는쪽으로제도를전략적으로활용했다.

일본정부의 경우 정책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통상관료들이 소극적 자유주

의 정책이념 성향 하에서 4성 체제라는 분산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낮은 수준의 제도

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협상전개의 효율성에 있어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4성 중 하나인 농림수산성이 완고한 시장보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일본정

부는최초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쪽으로협상의전략적 방향성을 잡고 있었으나농

림수산성의 입장 불변 및 경제산업성의 농림수산성에 대한 정치적 흥정 실패로 종국적

으로는 한국 통상교섭본부로 하여금 일본정부의 낮은 수준의 협정체결 유도전략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게 만들었다. 급기야 한국 통상관료가 결국 협상을 중단시키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협상을 체결하려는 쪽에 무게중심

을 두었던 한국의 통상관료는 수용 불가능한 일본의 전략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강한 제

도에서 오는 재량권을 바탕으로 정부 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치협상을 통해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 정부정치를 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한국 통상관료들은 그들에게

허용된 제도 내에서 주어진 제도적 재량권을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활

용했고그결과로협상을결렬시키는데성공했다.

한·일 FTA 협상 당시 참여정부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과 일본 4성 체제 하 경제산

업성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 외무성 관료들은 자유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비록 양국 통상관료들

이 FTA 정책을 추진해 옴에 따라 통상조직 내에 점차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고는 있

었지만 일본 외무성 관료들 외에는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들의 자

유주의적 정책이념은 당시 아직맹아적 단계에 있었다. 전반적으로 양국 무역정책및 통

상협상을 이끄는 조직수장과 교섭수석대표의 정책이념은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과정

에서 소극적 자유주의 수준에 있었다. 양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소극적 자유주의 수

준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도는 통상교섭본부라는 중앙 집권형 단일전담조직이 있음

으로인해강한제도적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는 4성 체제라는분권형분산

조직체계의약한제도를가지고있었다.

협상과정에서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볼 때 FTA 체결로 인한 한국의 대일무역역조

확대가예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한국 측은김대중정부에서한·일 FTA 추진을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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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과 일본으로의 농수산업 수출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초기 협상 체결에 적극

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자국 농수산시장 개방

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양국 간 협상에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 측 통

상관료들의 협상 추진에 대한 의지가 경제적 실익이 없음으로 인해 약화되었고, 산업자

원부 및 제조업계에서도 협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게 됨에 따라 한국의 통상관료

들은 전략적 입장을 선회해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적 재량권

을 활용했다. 종국적으로 한국 측은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의 통상관료들이 주어진 제도

속에서허용된재량권을활용하여한·일 FTA 협상을중단시키게되었다.

둘째, 한·미 FTA의 경우 한국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적극적 자유주의로 성

숙화 되어 있었고, 제도에 있어서도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

집권형 단일 전담조직 체계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이러

한 적극적 자유주의 이념과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의 폭 넓은 재량권 하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을 통해 초기 협상에 대한 주변의 비관적 전망을 뒤

로하고 약 10개월이라는 단기간의 협상 끝에 전격적으로 FTA를 타결하는 결과

를 낳았다. 이는 한·미 양측의 통상관료들이 모두 적극적인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가운데 양국의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제도와 제도가 허용한 재량권을 양국

통상관료들이 전략적으로 십분 활용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보·혁 간 이념대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격동과 대립에

따른 사회적 분란이 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던 한·미 FTA 협상이 협

상 개시 10개월여 만에 전격 타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한

국 통상관료의 적극적 자유주의 이념 하 그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재량권을 대내

정치협상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활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국 통상교섭본부 관료들의 경우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보건복

지부 등 다수 이해관계 정부부처의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제도에 의해 부여된 통

상교섭 총괄·조정권을 가지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이해관계 정부부처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 협상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한·미 양국 모두 적극적 자유주의 이념과 높은 수준의 제도가 상호작용 하는 가

운데, 양국 통상관료들의 대내 정치협상의 성공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당초 많

은 전문가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협상을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타결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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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성공했다. 더 나아가 협상의 수준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으로 체결시킬

수 있었다.

셋째, 한·중 FTA의 경우 협상의 개시는 통상교섭본부체제에서 시작되었지만,

협상 중간에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있었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통상교섭

본부가 해체되고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한국정부의 무역

정책 제도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미국, EU 등 거대경

제권과의 FTA를 체결하는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의 형성으로 기존 중앙 집권

형 단일 전담조직 형태의 제도 내부에 통상조직의 위상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다. 이전 통상교섭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기존 통상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

편재되면서 조직의 위상이 차관보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한국의 공식적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자격이 제한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조직 내에서도 FTA 추진

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통상

교섭본부 시절에 비해 통상부문의 제도적 위상이 약화된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발

전국가론 전략 하에 소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과 공산당 일당독재 하 중앙 집권

형 단일 전담조직이라는 강한 제도를 가진 상무부 통상관료를 맞아 벌인 협상에

서 당초 천명하였던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하긴

하되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FTA로 타결하게 되었다.

한편 한·중 FTA의 경우 협상 전개과정에서 협상구도 상의 중요한 변화가 발

생했었다. 협상 개시는 통상교섭본부 체제에서 했지만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들어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교섭본부가 해체되고 소관 업무기능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되는 제도 변경 상황이 발생했다. 이전 3개 행정부 15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구조 및 체제로 안착되었던

통상교섭본부체제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 무역정책 제도의 근간이 변화된 가

운데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통상교섭본부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가 후속 추진되어 타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존 지식경제부에 소속되

어 있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배되어 온 산업부 출신의 통상관료들이 아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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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되어 온 기존 통상교섭본부 출신 관료들이 FTA 협상을 주무했기에 정

책추진과 협상전개의 연속성 담보가 가능했던 측면도 있다.485) 그러나 해체

된 통상교섭본부 출신의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진 통상관료들이 산업통상

자원부로 이직 또는 파견되어 와 협상을 이끌었지만, 약화된 통상조직의 위

상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적 재량권도 활용범위가 좁아지고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통상교섭본부체제 시기와 비교해 협상에서 대내외 이

해관계자들과 정치적 흥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486) 이

처럼 제도의 약화는 통상관료의 자유주의 정책이념 발현을 제약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고 더불어 협상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한·중 FTA 협상은 기존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던 농수축산업

계 등 이익집단으로부터의 포획시도와 이들을 고객으로 가진 농림수산식품

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극적 정부정치로 인해 2단계

협상방식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식을 취함과 동시에 최종 개방수준(양허율)

에 있어서도 한·미, 한·EU, 한·ASEAN 등 기타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개방수

준에 못 미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이는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와 이익집단

으로부터의 압력에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체제와는 달리 산업

통상자원부 체제에서는 관료가 업계 등 이익집단의 반발을 의식, 제도적 재

량권 활용에 있어 소극적인 행태를 취한 결과였다. 그나마 낮은 수준의

FTA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비록 조직이 해체는 되었지만 아직은

지난 15년 동안의 긴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정착되었던 통상교섭본부체제 하

통상관료들의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의 관성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통상관료가 가진 시기 별 정책이념 하에서 관료들이 그들에게 주어

진 무역정책 제도와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전개했던

485)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교섭본부가 해체된 후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동한 인력은 총 79명(일반직 39명, 외교통상직 40명)이었다. 그 중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40명

중 산통자부로 이직한 인력은 17명, 나머지 23명은 외교부로 복귀를 전제로 한 파견형식이었

다. 한·중 FTA 등을 앞둔 2014년 1월 시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로부터 파견되어 온

이들 인력에 대해 6개월 이상 연장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2014. 1. 16).

486) 한·미 FTA 경우 한국 측 교섭수석대표가 총 8차례 협상 중 변경된 경우가 없었으나, 중국과

는 총 14차 협상 중 4차례 교체되었다. 협상전략 차원의 최종 담판협상(endgame balancing)의

개최 장소가 중요한데, 한·미 FTA는 서울을 전략적으로 고수했으나 한·중 FTA시는 제 13차,

제 14차, 그리고 실질적 타결(양국 통상장관 간 회담) 협상 장소 모두 북경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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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미, 한·중 FTA의 협상결과는 관료의 이념과 제도 간 상호작용 속에

서 이하 <그림 39>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림 39> 한·일, 한·미, 한·중 FTA 협상의 최종 결과

이상의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첫째, 관료제 하에서의 국가 간 통상협상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각국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과 그 나라의 무역정

책 제도이며, 이념과 제도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통상관료가 그에게 허용된

(slack) 제도적 재량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FTA 협상의 타

결 여부와 협상결과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실증하였다. 둘째, 한국정부

통상교섭본부체제 하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과 무역정책 제도, 그리고 기회이자

동시에 제약으로써 주어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관료에 의한 전략적

행동이 통상교섭본부체제 15년간의 한국 FTA 정책 추진의 성공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의 FTA에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결정한 행위자 요인은

통상교섭본부장 및 교섭수석대표 등 통상교섭본부 소속 통상관료들이었고, 동시

다발적 및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성공의 바탕에는 이들 통상관료의 적극적

인 자유주의 정책이념과 함께 높은 수준의 제도화 및 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역량이 자리 잡고 있었음도 발견하였다. 넷째, 한국의 경우 통상관료의 정책이념

에 바탕 한 개인이익이 조직이익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으

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갖출 수 있게 됨으로써 약 15년에 걸친 통상교섭본부체제

의 제도적 안정화와 FTA 정책 확대가 가능할 수 있었음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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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일, 한·미, 한·중 FTA 협상결과를 본 연구의 가설을 기준으로 정리

하면 첫째, FTA 협상에 있어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모두 적극적인 자유

주의일 때 체결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 양국 무역정책 제도화의 수준이 높

고 양측 통상관료의 제도활용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협상결과가 높은 수준의

FTA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당했던 경우가 한·미 FTA이다.

둘째, 협상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모두 소극적 자유주의 성향일 때 협

상타결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 때 일방 당사국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관료의

제도활용 수준도 높은 반면 타방은 제도화 수준이 약해 관료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좁을 경우 협상타결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결렬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이에 해당했던 경우가 한·일 FTA였다.

셋째, 협상의 일방 당사국 통상관료가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가졌음에

비해 타방 당사국 관료는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을 가졌을 경우, 협상타결 가능

성이 낮아지거나 타결이 되더라도 낮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양측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각각 적극적 자유주의와 소극적 자유주의

로 다른 가운데 일방 당사국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타방 당사국은 낮은 경우,

낮은 수준의 FTA가 타결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중 FTA

는 이러한 조합들 중에서 일방 당사국의 통상관료가 적극적 자유주의 이념 하에

서 제도 활용의 수준이 낮고, 타방 당사국 통상관료는 소극적 자유주의 이념 하

높은 제도 활용 수준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며, 협상결과는 낮은 수준의 FTA로

타결된 경우에 해당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한국 통상관료들이 1990년대 중반까지 가지고 있던

정책이념은 발전국가적 중상주의(developmental mercantilism)였다. 무역정책 사상

에 대한 이와 같은 신념체계에 대해 외생적 충격을 준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미증유의 국가경제 위기사태와 국제무역질서의 주류 사조로 떠오른 신자유

주의(neo-liberalism)의 확산이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의 관료제 사

회 내에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신자유주의가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확산되었

다.487) 이러한 세계 경제 사조의 변화는 무역 분야에도 파급되어 무역정책 사상에

487)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도 1990년 초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이

정부 내에서 점차 확산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Moon, 2000; Gills et al., 2000). 그리고 1990

년대 후반 신자유주의가 정책이념으로서 갖는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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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자유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었다.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developmental liberalism)는 이 같은 국제무역질서 변화의 조류 속에서 한국 통

상관료들이 한편으로는 관료사회 외부에서 수혈된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조직 수

장으로부터의 영향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관료들 스스로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해 개인과 소속 조직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적 인식의 변화 및 행태적 대응의 결과였다.

또 때마침 1998년 한국정부의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와 더불어 평소 통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자가 되면서 김영삼 정부 때까

지 여러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대외통상 기능을 통상교섭본부로 통합·일원

화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1994년 경제기획원 해체 이후

권력의 공백상태에 있었던 대외경제정책 분야의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

주무기능을 통상교섭본부가 틀어쥐는 정부 내 역학관계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정부의 FTA 확산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의 FTA 확산정책 성공에는 참여정부라는 진보성향 정권의 실

용주의적 경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

했듯이 최소한 무역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국

민의 정부 들어 체결된 한국 최초의 FTA였던 한·칠레 FTA 비준문제로 홍역을

치르던 FTA 정책은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통상교섭본부 입장에

서는 산고 끝에 이뤄진 한·칠레 FTA 비준은 침체된 조직 분위기와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조성이었다. 여기에 더해

기존 한국 관료제 사회가 아닌 외부에서 발탁되어 2003년 5월 참여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부임, 2004년 7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해

2008년 8월까지 한국 무역정책을 총괄하게 된 자유주의 정책이념의 소유자 김현

종의 등장과 이후 3년 1개월 동안의 장기 재임은 통상교섭본부에게 FTA 정책추

진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속

로 이념적 정향 수준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혁 과정에서 대두된 신자유주의가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형성하였고, 정부 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됨과 동시에 기업,

민간연구소 및 언론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승주,

ibid.: 121-122). 한편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기획원(EPB)이

해체되면서 정부부처 사이의 조정 컨트롤 타워가 없어짐에 따라 힘의 균형이 신자유주의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연구도 있다 (Wei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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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관료들은 동시다발적 및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정부

내 무역정책 결정구조의 역학관계를 바꿔 놓았다. 최종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통

상교섭본부가 무역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통상교섭본부는 조

직의 생존은 물론 인적 및 물적 규모의 확대라는 조직이익까지도 성취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은 물론 조직 및 소속 관료의 실리를 취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농림부 등 타 이해관계 정부부처의 통상교섭본

부에 대한 조직적 저항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참여정부를 거치

면서 한국 행정부 내 여타 정부부처들은 제도적 기반과 정부정치를 통한 대통령

의 후원을 동시에 등에 업은 통상교섭본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히려 한국정부 내 타 부처들은 통상교섭본부의 FTA 정책 추진에 협조하면서

자기 부처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하는 제약된 환경 하 이익극대화 추구라

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행정부 바깥 단에 있는 입법부에게 무역정책 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는 상황은 통상교섭본부의 독주가 가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다.

이로써 통상교섭본부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조직의 수장 및 조직 구성원 전

체적으로 확산되어 FTA 중심 조직 루틴과 문화의 인식론적 토대가 된 발전국가

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직이익 실현에 초점을 맞춘 FTA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통상교섭본부는 개별 FTA 협상마다

집권자인 대통령, 타 이해관계 정부부처 수장들에 대한 대내 정치협상에서 각개

격파 식 정부정치를 통해 갈등하는 정책을 조정(coordinate)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강한 제도적 권한과 재량권을 갖게 된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 기획하여 노무현 정부에게 넘겨준 한·일 FTA 협상을 자체 판단에 따라 중

단시킬 정도로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488) 또한 보·혁 대립 등 이념문제가

개입되어 전 사회적으로 홍역을 치르다시피 했던 한·미 FTA가 극적 타결된 것도

대통령과 타 정부부처 수장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교섭본부의 정부정치 성공 결과였

다. 물론 한·미 FTA의 타결 이후 6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비준절차는 다른

488) 연구시각에 따라 한·일 FTA 협상 중단이 독도 문제 등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적 피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딜 브

레이킹(deal-breaking)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한·일 양국 간 정치역사적 문제가 쟁점화 된 시점은

이미 양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서도 6개월 여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이기도 했다.



- 346 -

차원의 문제였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가져 온 한·일 FTA와 한·미 FTA 사례를

볼 때 한국 무역정책의 통시적 변화와 무역정책 제도화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자유주의 정책이념을 조직의 정책이념으로 수용, 체화해 FTA 정책을 매개로 조직

이익을 추구했던 통상교섭본부의 정부정치였다.

한편 앨리슨 외(1999)의 조직행태 모델 관점에서 볼 때,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익 추구행태는 개인자격으로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개체적 정체성과 조직대표로서의 조직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적 정체성이라는 이

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그의 발전국가적 자유주의 정

책이념을 조직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투영해 조직의 생존과 확대라는 조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익 추구현상은 조직

의 목표 달성과 FTA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조직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나타

난 현상이었다.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이익 추구가 성공했던 것은 통상교섭에 관

한 총괄·조정권을 가지고 있어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처럼 통상교섭본부 중심의 통상행정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기에 통상

교섭본부 수장들과 FTA 교섭수석대표들의 정책이념이 조직이익 실현으로 발현

되는 상황이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약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제도화 정착에 성공한 통상교섭본부체

제 동안, 한국 통상관료들의 무역정책 사상체계에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확산,

정립되고 그것이 통상교섭본부체제라는 무역정책 제도와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정부가 추진한 FTA 협상의 결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한국정부의 칠레 이후 두 번째로 추진했던 한·일 FTA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기요인이었다. 통상교섭본부의 FTA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역량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가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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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가 동시 진행 중이었지만, 일본과의

FTA 실패는 최초 거대경제권과의 FTA 실패라는 심각한 장애를 불러오는 사안

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일본과의 FTA 교착상태를 만회할 강력

한 대안이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는 전격적인 한·미 FTA 추진으로의 전환이었

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라는 기제를 활용한 연계(linkage)전략을 통해

한·미 FTA를 넘어 EU, 중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대경제권 국가들과의 FTA 체

결을 제 1단계 목표였던 동시다발적 FTA 정책에 더해 제 2단계 목표로 설정했

다. 이런 점에서 만약 한·미 FTA가 체결, 비준되지 못했더라면 통상교섭본부의

FTA 추진 동력은 물론 한국정부의 FTA 정책이 위기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상교섭본부라는 조직 자체의 생존위기까지로 연결될 가

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와 통상관료들에게는 FTA 확산정책이 조직

이익은 물론 개인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었다.

바로 여기에 한국 통상관료의 적극적인 자유주의 정책이념과 강한 제도 간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가 통상관료에게 허용한 재량권을 관료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통해 통상교섭본부가 FTA 확산정책에 매진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관료제(bureaucracy) 하 정부의 정책결정은 사회 내 다른 어

떤 행위주체들도 아닌 바로 정책행위자로서 관료(bureaucrat)가 한다는 본 연구

의 주장이 근거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FTA 확산정책에 있어서의 성공, 조

직생존과 발전, 조직위상 제고, 조직수장 및 소속 통상관료들 개인의 명성과 경

력기회 확대, 외교통상부 내에서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했던 경

제·통상부문의 위상 강화 등 많은 성공 현상들이 통상관료가 무역정책을 결정하

는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와 조직이익 추구 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와 복합적으로 엮여 맺어진 결과였다.

1. 이론적 시사점

그동안 한국의 FTA 정책을 필두로 한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

은 FTA 등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 등 주로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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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연산가능 일반연산균

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나 중력모형(Gravity Model)

과 같이 계량분석에 기초한 경제학 관점의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극히 소수

의 연구들이 FTA 등 무역협상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이유 연구, 무역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정치경제학 관점의 연구들을 해 옴으로

써 국내의 무역정책에 대한 경제학 일변도 연구경향의 틈새를 메우고 있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국가단위 수준에서의 국가 중심

적 연구가 주를 이뤘고 기타 사회 및 국제체제 중심적 접근 등 거시 분석단위

연구가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위와 같은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점은 첫째, 계량분석 중

심의 경제학적 양적연구가 아닌 무역의 정치경제학 관점의 질적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그 동안 최소 국가단위 이상에서 연구되어 왔던 국제무역과 국가의 무역정책

분야 연구와 달리 분석단위를 국가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 해 국가 내 정책행

위자인 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다. 즉 국가, 사회, 국제체제

등 거시 분석단위가 아닌 국가(정부) 내 관료제(bureaucracy)와 관료(bureaucrat), 조

직(organization)에 초점을 맞춘 행정학 및 협상론 시각의 연구를 시도한 것이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셋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이 주로 일반

연산균형모형(CGE) 기법이나 중력모형 등 경제학적 계량분석 기법을 취해왔다면,

본 연구는 정부 내에서 집단적 정책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외교정책결정

분석에 활용됐던 의사결정 모델인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과 조직행태

(organizational behavior) 모델을 무역정책의 의사결정 과정 분석에 적용했다는 점이

다. 또한 관료들과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행태를 제도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변수

들 간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과정을 추적

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추적(process tracing) 기법과 컨텐츠 분석(contents analysis) 기

법을 활용해 연구를 수행한 점도 차이점이다.

넷째, 본 연구는일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다뤘을 뿐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던 무역정책 사상(idea or ideology), 제도(institutions)가 국가(정부)의 무역

정책과통상협상결과에영향을미치는주요영향요인이었음을주장했다.489)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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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 선행연구 본 연구
학문 
분과

-경제학, 규범적 접근 중심 연구
- 양적 연구

- 무역의 정치경제학 관점의 경험적, 
실증적 연구
- 질적 연구

연구 
시각
및

분석단위
/수준

-체제, 사회, 국가 중심의 거시적·규
범적 연구
-단일 분석단위로써 합리적이고 유
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 가정

-관료제(bureaucracy)와 제도를 중
심으로 국가 관료의 정책이념과 행태
에 초점을 맞춘 행정학·정치경제학·협
상론 관점의 연구
-국가단위보다 미시적인 사람(통상관
료)과 조직(통상조직)에 대한 연구
-제한된 합리성, 불완전 정보, 주인-
대리인 등의 연구관점 반영

방법론

-CGE(일반연산균형이론), 중력모형
(GM) 등 수리경제학적 방법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집단적 정책
의사결정 모델(정부정치 모델, 조직행
태 모델)관점의 연구
- 대내외 양 수준(Two-level) 게임이

론의 협상론 연구
-신제도주의 이론(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반영
-과정추적 및 컨텐츠 분석

연구 
대상 - 체제, 사회, 국가 -통상관료(개인), 통상교섭본부, 4성 

체제, USTR, 상무부(조직)

그동안의 국내 선행연구들에는 없었던 한국의 통상교섭본부(OMT)를 중심으로 해 장기

간에 구축되어 온 한국 무역정책 제도와 산업통상자원부체제로의 변천이라는 제도의 통

시적변화가무역정책과협상결과에미친영향에관한최초국내연구라는점이다.

<표 45>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

2. 정책적 시사점: 향후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함의

우리나라 통상행정체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 개편방향

489) 국내 선행연구 검색과 본 연구자의 연구과정을 통해 파악했을 때, 최병선(1999)의 무역

정치경제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구민교(2010)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와 발전국가적 자유주

의에 대한 연구, 이승주의 ‘행위자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한 일본 FTA 정책에 대

한 연구(2009) 및 한국 통상정책을 통상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제도 이론적 접근

법으로 분석(2007)한 몇 안 되는 국내연구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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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을 둘러싸고 관련부처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핵심쟁점은 무역정책 결

정구조와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권 등 소관업무를 어느 부처가 행사할 것이

냐의 문제였다. 정권 교체시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경제·산업 및 외교 부

처들은 자기 부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진력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립된 통상교섭본부체제는 김대

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15년을 거치면서 이전과 달리 무역정책 결정구조를

장기간 안정화시킨 시기였다고 평가받는다. 통상교섭본부체제는 과거 대내적

통상정책 조정기능(대외경제조정위원회 소관)과 대외교섭 기능-외무부, 산업

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간-이 분리되어 통상정책의 총괄적 조정기능이 미흡

했던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조정권과 교섭기능을 활용해 총괄할 수 있게 됨

으로써 대내적 정책결정과 외국과의 통상교섭기능 간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

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통상교섭본부 이전 시기의 무역정책 결

정구조와 통상행정체계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무역정책 결정 및 통상교

섭 수행체제를 구축했다는 내외부로부터의 평가를 받았다 (최병선, 1999). 이

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로의 무역정책 및

통상교섭 주무기능 이전은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결정구조와 체제의 근간을

다시 변화시킨 매우 극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 변화이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무역정책 및 통상행정체계 개편의 역사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외교부와 산업부 간 조직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양

부처 간 역사적인 공방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통상 교섭에 관

한 총괄 및 조정’기능의 주무를 서로 맡겠다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1998년 김

대중 정부 출범 시 정부조직개편 때까지 줄곧 통상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통상

교섭 기능을 일원화 할 것을 주장해 왔다 (통상산업부, 1998; 최병선, 1999:

1032). 이러한 주장은 당시 조직개편에 있어 외교통상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

가 설치됨으로써 더 이상의 근거를 잃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산업부는 실

제 무역(trade)을 실행하는 ‘산업(industry)’관련 주무부처로써 통상교섭기능이

산업부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통

상협정 체결도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대외정책(foreign policy)

에 대한 일차적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교섭권한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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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자기 부처로 가져오기 위한 각

부처들의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었음은 물론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외교부와 산업부 간에는 정권교체기 때마다 벌여온 해묵은

갈등이 지속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다룰 때 통상교섭기

능의 이관을 둘러싸고 당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결국

최종적인 통상교섭에 대한 총괄 및 조정권한은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신설 산업

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490) 이 과정에서 실제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

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491)

이 같이 현 정부 들어 단행된 통상행정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무역정책 결정

구조와 체제의 변화라는 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

서는 이 같은 변화의 중대한 의미와 영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 통상

행정체계의 개편은 무역정책결정과 관련한 정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 관

점에서 볼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내 산업 및 자원·에너지 분야 조직들과 통상

분야 조직들 간 경쟁구도 속에서, 하위 조직들 간에 조직위상의 불균형 현상까

지 더해져 장·차관 등 부처 리더들의 정책관심 우선순위가 통상 분야에 상대적

으로 적게 주어질 구도를 형성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되어 있는 산

하기관들의 편제를 볼 때에도 2013년 기준 부처산하 전체 공공기관 수 41개 중

자원·에너지 분야가 29개, 산업분야가 10개, 통상 분야가 2개로 통상 분야 쪽이

가장 적은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차관 등 부처 내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관

심이 통상 분야에 상대적으로 덜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490)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0년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대국

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장관이 아닌 본부장급이 나서고 있다”며

상대국과의 격이 맞지 않은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통

상조직을 강화하던지 독립된 조직으로 가던지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통상 대부분이 산업”이라며 산업과 통상 간 일체화

를 주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뉴시스(2013. 2. 4.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63883

491)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 산하에 2국(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1실(통상교섭실) 16과 체제

로 편제되었다. 여기에는 통상교섭본부에서 정식 발령을 통해 소속변경이 된 인력들도 있지

만, 파견형태에 의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도 상당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

계부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온 인력은 모두 79명(일반직 39명+

외교직 40명)이다. 이중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40명 중 산업부로 이직한 인력은 17명이고, 나

머지 23명은 외교부 소속으로 현재 산업부 파견 근무자이다 (머니투데이, 2014. 1. 1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1150834542389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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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 리더들의 정책 우선관심도가 저하될

경우, 현재 외국과 진행 중인 다양한 차원의 통상협상들의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및 협상추진 속도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 본 논문

을 작성 중인 2015년 3월 말 현재 외교부에서 파견 왔던 통상관료들이 소속 부처

로 복귀하고, 산업부 출신의 관료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통상조직이 구축되었다.

이들의 경력배경이 과거 산업계 이익집단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왔던 만

큼, 향후 산업계 등 이익집단들로부터의 부처 포획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체제 시

처럼 중립성과 재량권 행사의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형성되

어 있는 통상관료들의 자유주의적 이념이 제도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한 약화현상

으로 말미암아 통상관료가 향후 대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부정치와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있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과 행동반경 확보에 지

장을 초래할 경우, 이하 <그림 40>에서와 같이 한국정부 무역정책 방향이 기존과

같은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지속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림 40> 향후 한국 무역정책의 자유주의 정책기조 유지 불확실성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볼 때, 무역정책 주무부처인 현 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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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는 지금의 통상행정체계가 가진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

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업부문, 자원·에너지부문, 통상부분 등 하위

조직들 간 정책주도권 갈등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정(coordinate)할 수

있도록 부처 내부적으로 현 통상행정체계를 재개편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후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이었던 통상산업부는

외교부와 통상전담기구 설치 논쟁을 벌일 때 장관급의 통상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했던 적이 있다. 당시 통상산업부는 장관급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통상정

책 문제에 관한 대내적 갈등조정과 대외교섭 기능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게 하

고 정부대표 임명권, 훈령제정권, 재외공관의 통상교섭업무 지휘감독권을 이

기구에 부여하자는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다 (최병선, 1999: 1032).

이와 같은 부처 간 역사적, 조직적 갈등 속에서 현 통상행정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인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부처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현 통상조

직의 위상을 차관급 또는 장관급 통상전담기구로 격상시키고, 이를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총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과거 유사(類似) 통상교섭본부방

식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기구가 산업 및 자원·에너지 조직과 동

등한 위상 하에서 경제·통상 문제의 총괄·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권한과 책

임을 갖고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한국정부가 진행 중에 있는 통상협상의 수가 많고 복잡하고 전문

적인 내용의 협상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통상관료들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외교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의 경우 모두 소속부처로 복귀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한 단계 격상된 통상조직의 위상은 산

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관료들의 경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존 외교

부 소속 인력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조직으로의 유입에 유인기제로 작동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준(準) 독립적 통상전담기구가

산업 및 통상 분야를 두루 아우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장기간

에 걸쳐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조직역량 및 대외 협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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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1998년 통상교섭본부체제 출범과 더불어 통상조직 내부에 확

산, 심화된 한국 통상관료들의 적극적 자유주의 정책이념이 제도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한국정부의 무역정책을 FTA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전개하게 만

든 결정요인이었음을 한국정부가 추진한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사례연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 연구의 심화작업을

위한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있어 행위자 요인의 독립변수인 통상관료의 정책이념(policy

idea)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화가 쉽

지 않았다 (Hartz, 1955; Converse, 1964; King, 1973; North, 1981; Odell, 1982;

Goldstein, ibid.; Goldstein and Keohane, 1993; 최병선, ibid.).493) 특히 한국의 경우

통상관료의 정책이념이 조직의 이해관계 즉 조직의 이익추구 행위로 전환되는 메

커니즘을 찾는 것이 연구의 여러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였기에 이에 대해 통상교

섭본부장이 조직의 수장자격과 개인자격으로 갖는 ‘이중적 정체성(double identity)’

에 주목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이자 개체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

는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각각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의 차원

으로 전환시켜 개인과 조직차원에서의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 왔음을 보

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섭수석대표 등 통상교섭본부 소속

핵심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이 무역정책 변화와 통상협상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고 그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FTA 정책이었음을 실증하고자 했다.

492)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해 1990년대 말 도입된 ‘전문직위제도’는 그간 실효성이 약회되었다. 정부는 다시

2014년 6월중앙부처직위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구분관리하는 '직위유형별보직관리'를통

해통상등전문성이 요구되는 2천 378개공직은최소 4년이상근무해야하는전문직위로 새로지정, 관

리하는 인사제도를 7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 역시 아직은 불분명하다 (연합뉴스, 2014. 6. 30).

실제 FTA 정책이후진행된무역협상에서한·칠레 FTA에서는 3년협상기간동안농림부국장 2명, 과장 3명,

서기관 4명, 사무관 8명이교체되었으며, 한일 FTA의경우협상기간약1년동안외교통상부과장급 4명, 재경

부과장급 5명, 농림부사무관 8명이교체되는등협상전문가양성의문제점을노정했다(세계일보, 2007. 2. 6).

493) Goldstein과 keohane(1993)은 아이디어를 첫째, 넓은 의미의 세계관 둘째, 원리화 된 신념

(principled belief) 셋째,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causal beliefs)로 보았다 (최병선, ibid.: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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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TA 협상과정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한국이

추진했던 한·일, 한·미, 한·중 세 FTA 사례에 있어 한국정부 특히 통상교섭본

부가 대내외 양 수준에서 벌였던 정치 흥정게임으로써의 정부정치와 조직이익

추구행태를 앨리슨의 정부정치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

를 통해 한국정부가 추진한 FTA 협상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통상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분석과정에 있어 통상관료 개인의 정책이념이 조직의 이익추구 행위로

전환되는 인과적 관계(causality)를 제시하는 데 있어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정립하

지 못했고 상관관계성 확인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연구 한계점이 있었다. 즉 통상

관료가 가진 정책이념이 조직이익과 개인이익을 조화시켜 동시에 추구해 가는 과정

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디어(idea), 이해관계(interests), 제도(institution)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아이디어가 조직의 이익추구 행위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을 연구자 나름의 방법론으로 제시했으나, 이것이 엄밀한 인과적 완결성과 방법론

적 일반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 측면의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정부가 체결한 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정책 사례분석에 있

어 FTA가 갖는 속성상 국가(정부)의 대내적 수준 및 대외적 수준에서의 양

수준 게임특성을 감안 시 협상 상대국의 무역정책 제도, 그리고 한국과의 협

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협상상대국 대내외 정치협상에

대한 과정추적이 해당 외국들의 제한된 공개 자료와 자료 접근에서의의 제약

등으로 인해 깊은 수준에까지 들어가지 못했음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외국의 정부사료가 공개될 경우 추가적인 보완을 요한다.

셋째, 이 분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가운데, 관료의

정책이념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사례가 없어 기존 선행연구의 주장을

놓고 이에 대해 반론을 펴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려웠다.

2. 후속 연구과제

첫째,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6월 ‘新통상 로드

맵’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통상전략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 이후 2년 가까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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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15년 4월 30일 ‘新FTA 추진 전략’이라는 신흥국 중심의 FTA 정책추진 제

2차 전략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5개의 FTA494)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추진한 것이 아닌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 오던 것을 매듭지은 것이다. 이렇

게 보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FTA 정책은 사실상 정체기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집권 초 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新

FTA 추진 전략을 내 놓은 것을 볼 때에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차관보 급

으로 위상이 낮아진 통상조직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약화된

제도(적 구조)의 상황도 내재되어 있다.

정부는 新FTA 추진 전략을 통해 거대경제권 및 선진국과의 FTA가 사실

상 완료됨에 따라 FTA 추진 방향을 새로 짰다고 하지만, 아직 일본과의 FTA

도 중단 상태에 있음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 이후 추진된 거대경제권과의 FTA

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일 FTA 복원 등 제 1차

FTA 정책을 완성할 청사진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청사진에는 최근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 중인 메가(Mega) FTA에 대한 정책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이론적인 측면의 후속 연구 필요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의 무역정책에

대한 연구를 규범적(normative) 접근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본 연구시도

처럼 실증적(positive)이고 경험적(empirical)인 접근을 보다 정교하게 시도할

연구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관련 학계는 FTA 정책 등 국가

의 무역정책을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행정학, 정치경제학,

국제정치학, 제도이론, 협상론 등 융합 학문적 관점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무역의 정치경제는 과거처럼 하위정치(low-politics)

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고위정치(high-politics)의 영역이 된지 오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제적 관점에서 무역정책을 바라보는 국내 연구자들

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학과 행정학, 정치경제학이 규범적 및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조화시켜 학문 간 융합적 연구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에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

494) 호주, 캐나다(이상 발효) 및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이상 서명 완료)과의 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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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olicy Idea and Institution on

Trade Deals:

-Korea’s FTA Negotiation with Large Economies-

Seok Bin H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mechanism and dynamics of the interaction

effects of bureaucrat’s policy idea and trade policy institution on trade

negotiations among countries.

The state(or government) concludes a trade agreement with foreign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interests. Notwithstanding that

trade agreements are signed by related parties in the perspective of

mutual economic benefits, there are various non-economic factors that

affected the deals in the aspects of types and contents. This is mainly

because of two reasons. Firstly,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rade was

moved from the area of the low-politics to the field of high-politics in

the arena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Secondly, the trade

policy and trade negotiation have, intrins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level political bargaining gam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Under the these theoretical and empirical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trade, this thesis seeks to provide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Korea’s trade policy system and trade deal mechanism than existing

researches by way of a detailed case study of its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With the analysis of Korea’s FTA deals with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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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research

found that trade bureaucrat’s policy idea and state’s trade policy

institution are the determinants which have affected the trade deal results.

As the result of case study on Korea-Japan FTA, Korea-U. S. FTA,

Korea-China FTA, the difference of policy ideas of the trade bureaucrats,

especially such as the Ministers of trade policy department and the Chief

Negotiators at the each FTA deals, has different influences at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the trade policy

institution of each country has affected the outcomes of trade deals by

ways of trade bureaucrat’s exploitation of the institution. Especially the

degree and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al slacks(or

discretionary power or autonomy), which has been given to trade

bureaucrats(the Ministers and the Chief Negotiators), was the critical

determining factors whether it made trade deal signed or not. And the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al slack by reform-minded trade

policymakers determined the results of the deals and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of the FTA as high or low-level FTA.

Through the examination of case studies, firstl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more the trade bureaucrat has active liberalism,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trade negotiation is concluded. In detail, the policy idea of

one of the trade negotiators is active liberal and that of the counterpart’s

was passive liberal, the probability of the deal was low or concluded as

the form of low-level of liberalization even though it was signed.

Secondly,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of each state’s trade policy

institution has an influence on the result and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of the FTA deals. Moreover, the types and contents of trade

deal were influenced by which government apparatus has the jurisdictional

power on policy coordination with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At this point, the trade policy institution, in itself, has no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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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n the result and level of concluded FTA deals independently.

Institution has become to make an influence positively or negatively on

the trade deals when it has correlated with the trade bureaucrat’s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slacks that has been

given to them by law and institutional customs.

Considering the dynamics among policy idea, institution, and interests

(individual interests and organizational interests), the results of Korean

government’s FTA deals were distinctly different among three cases with

Japan, the US, and China.

Concerning the case analysis of Korea-Japan FTA negotiation, it was

failed to conclude because of Korean trade bureaucrats’ strategic denial of

the Japan’s final offer of concessional rate of market liberalization. The

deal had become to be in stalemate under the discrepancy of trade

bureaucrats’ strategic stance on policy ideas and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 The ideas of bureaucrats of both countries were the same as

passive liberalism. However the level of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al slack, which has been exploited by trade bureaucrats of both

parties, was quite different at each country. The level of bureaucrats’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slack was higher in

Korea than in Japan.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al politics of the

Office of the Minister for Trade (OMT) of Korea against with other

competing players was relatively more dominant at the domestic political

bargaining process rather than that of Japan.

On the case analysis of Korea-US FTA negotiation, the deal was

concluded in a very short time of only 10 months than people had

anticipated before. Although the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was not

friendly to the deal at the initial stage, the trade bureaucrats’ policy idea

of both parties was active liberalism and the level of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slack which was give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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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ts was at the zenith than ever. The OMT’s political power was

at the crest, thus it had fully exploited its jurisdictional power on trade

policy and trade deal coordination among players concerned. In conclusion,

the KORUS FTA negotiation has become to be catalyzed via trade

bureaucrat’s active liberal idea and the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 by both parties such as the OMT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simultaneously.

Lastly, at the case analysis of Korea-China FTA negotiation, the deal

was signed after much meandering eventually. But the level of market

liberalization was lower than expected at the initial stage. This was

because that the direction of bureaucrat’s policy idea and the level of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 were different with each other. The

policy idea of Korean bureaucrats were active liberalism but that of

Chinese counterparts were passive liberalism, which actually were similar

to developmental mercantilism. In addition, the level of bureaucrats’

strategic management of institution and their institutional slack was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bureaucrats. The utilization level of

institution of China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 because the trade

policy institution of Korea has been changed at the middle of the

negotiation as the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had changed. As

the political power had been changed during negotiation, the OMT has

been abolished and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had been given to the

newly organize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On the contrary, the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was

controlled by the one-party ruling Communist Party of China unilaterally,

hence the institutional slack was more wide open to the Chinese

bureaucrats than the Koreans.

With all these examinations so far, this thesis empirically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bureaucrat’s policy idea and institu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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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gotiating process of the trade deal. And this research also proved

that bureaucrats who have a certain types of policy ideas have a

deterministic influence on the result of FTA deals by taking advantage of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slack.

In conclusion, as this study hypothesized, the trade negotiations like

FTA have been generally affected by various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simultaneously. And the key determinants which control the trade

deals in the aspect of non-economic factors, were the policy idea of

bureaucrats and the institution that had been established at the moment

of negotiation. Furthermore, the trade bureaucrats and trade organizations

strategically exploited the institutional slack for the benefit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interests by way of governmental politics and organizational

behaviors against the rival entities at the domestic political bargaining.

Keywords: bureaucracy, policy idea, institution, Korea-Japan FTA,

Korea-U. S. FTA,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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