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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출중심 ‘밀어내기’ 전략은 20세기 후반 경제기적의 역사를 쓰며 한국의 선진국 따라잡

기를 가능케 만들었지만, 세계적인 경기부진의 장기화 거센 보호주의 역풍은 ‘밀어내기’ 통상 패러

다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밀어내기’ 전략은 성장둔화와 급속한 고령화에 빠진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일자리 창출에 친화적인 통상 패

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문화, 관광, 의료, 교육을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세계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하는 서비스 빅뱅은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한 단일 서비스 시장을 탄생시키는 East Asia Economic 

Partnership(EAEP)는 ‘끌어들이기’ 전략을 구체화하는 통상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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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로에 선 통상 패러다임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1 2006년 국민소득 2

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직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간 어떤 국가도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2만 달러에 갇혀 

있었던 적은 없다. 성장의 속도는 둔화되는데, 한국의 고령화(aging)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초고속이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

중이 14%)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이 각각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18년 만에 이 단계를 통과하

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둔화되는 성장추세에 대비되는 급속도의 고령화는 

‘소비위축 → 투자 감소 → 일자리 감소 → 소득 감소 → 소비 감소’로 이

어지는 축소지향의 경제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이란 단어가 일상화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속성장의 늪 속

에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역이

다. 한국은 연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8대 통상대국이다. 통

상입국 전략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100%에 가깝다. 어떤 이념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에게 우호적

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정의 우선순위였다.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집권한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가 시동을 건 한 · 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강도

 1. 1990년대(1991~2000년) 연평균 약 6.6%의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경제는 2000~ 
2007년 중에는 성장률 4.7%로 하락하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가 
겹친 2008~2012년 중에는 평균 성장률이 2.9%로 급락하였다. 현재 3%에 미치지 못
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 내외 수준에 머물고 2030년에는 
1%대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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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었지만, 보다 많은 국가와 FTA 맺기는 그 정권의 이념적 지향

성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왔다. 

트럼프발 신보호주의 광풍이 세상을 흔들고, 중국발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경제보복이 연일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국 

통상에 거센 역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국 대선에서 통상

은 실종되었음을 우린 목격했다. 통상담론의 실종은 FTA 피로증 탓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으로 50개가 넘는 국가와 FTA를 맺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그간의 FTA 추진과정에서 농민과 중소상공인들이 희생당했다는 피해의식

이 겹친 이유이다. 통상담론 실종의 더 큰 이유는 그간의 통상정책이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여파이기도 하다. ‘수출 → 일자리 → 소득 

→ 소비 → 투자 → 수출’의 확대 선순환 구조로 한국의 비약적인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입국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global value chain(GVC)의 확

대, 기술혁신 등의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수출증대가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예전 같지 못한 시대로 한국경제는 이미 진입했다. 제조업 분

야의 한국 근로자들은 중국 근로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로봇

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이다.2 따라서 수출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인식은 “흘러간 유행가” 타령으로 들린다. 한국경제를 여기까

지 성공적으로 끌고 온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밝은 미래를 보장하

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싫든 좋든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주요 

통상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들 현안의 무게에 눌

려 정치적 자산과 공공자원을 시급한 과제 처리에만 소진한다면, 이 시대 한

 2. Offshoring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마찬가지
로 시대착오적이다. 2000~2010년 기간에 560만 개의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
졌다. 이는 미국제조업 역사상 최악의 감소이다. 그 감소요인으로 기술변화 요인 
85%, 무역 요인 13.4%로 분석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흑자의 지속적, 기록적인 흑자 때문에 중국이 미국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Hicks and Devaraj,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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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묘안을 통상을 통해 풀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크다.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는 과제

와 무역 역풍돌파 과제를 연결시키는 전략적 사고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통상 역풍이 불 때 마다 흔들리는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 스스로 통제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는 오랜 숙제를 푸는 일이기도 하다. 

II. 통상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

1. 기존 통상 패러다임: “밀어내기”

1960년대 수출입국 전략으로 산업화의 시동을 건 이래 한국의 통상정책은 

제조업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수출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해외수출시장에서

의 유리한 환경 조성이 통상정책의 최우선과제였고, 이 목표 아래 국내시장

보호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능력 확보, 핵심소재 부품 공급의 수입원활화, 수

출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금리와 세제 혜택 등 산업정책이 추진되었다. 1960

년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입은 수출기업에

게 세계시장에 다른 국가들과 비차별적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확보하는 통상

외교전략이었다. 1980년대 초 한국이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NIC)로 세계무대에 부상할 때까지 세계는 “열린 해외 시장”을 제

공했고, 권위주의 정부의 “수출입국” 전략 기치 아래 국민들은 “국산품 애용”

으로 또 다른 보조금을 지불했다. 

1980년대는 ‘통상압력’이란 단어가 한국사회에 등장한 최초의 시기였다. 

욱일승천하는 일본경제의 기세를 꺾고 일본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감축하

려던 미국의 통상압력은 “제2의 일본”으로 인식된 한국에까지 밀려 왔고, 동

시에 진행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는 농산물 개방압력의 엄

청난 압박을 한국사회에 몰고 왔다.3 19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미국의 양자

간, 다자간 통상압력은 한국사회에 “열린 해외시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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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임을 학습하게 만들었다. 통신협상, 지적재산

권 협상 등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한국은 상호주의(reciprocity)를 통한 

개방원칙을 체득하고, 개방의 압력을 국내시장의 경쟁촉진, 규제완화의 계기

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시도에도 눈을 뜨게 된다.  

국내시장은 닫아두고 열린 해외시장을 공략하던 1960~1970년대를 통상 

1.0 시대, 통상압력에 몰려 시장개방을 요구 받으면서 국내시장 개방의 중요

성에 눈을 뜨게 된 1980~1990년대를 통상 2.0 시대라고 규정한다면, 이 시

대는 세계역사에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 간 시대이기도 했다. 노동집약적 경

공업의 산업화로 시작해서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으로 주력산업이 변화했

고, 이웃 국가인 중국의 개방과 세계화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국의 중화학산업의 대표기업들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통상 1.0 시대와 2.0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은 통상국가로 입지를 

굳건히 세웠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밀어내기’전략은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압축성장을 견인했고, 경제성장 소득 수준의 지속적인 증대, 분배의 개선으

로 연결되었다. 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제대로 작동했던 시

기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결과로 1995년 출범한 WTO는 2001년 도하 라

운드(Doha Round, 정식 명칭은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출범

시키면서, 20세기 후반 지속적으로 추진된 전 세계적인 제조업제품 관세 인

하와 비관세장벽 완화의 성과에 버금가는 농산물 분야 개방(관세인하, 보조

금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등), 서비스 산업 개방, 투자분야 규범 확립 등을 

추진할 다자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의 목소리가 더 커진 WTO의 정치역학적 구도와 선진국과 개도국

 3. 필자가 박태호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 봄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 공청
회에서였다. 박태호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에 적을 두고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을 총괄하던 경제
기획원을 돕고 있었다. 통신분야협상을 맡고 있었던 필자는 1992년까지 우루과이 라
운드 서비스협상이 벌어지던 제네바 현장에서 박태호 박사와 수시로 조우하면서 태
동하려던 서비스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대한 생
각과 전략을 나누곤 했다. GATT 체제를 WTO 체제로 전환시킨 역사적인 우루과이 
라운드, 그 핵심에 있던 서비스협상 – 그 시절의 기억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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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원하는 협상의제의 극명한 차이로 도하 라운드는 난항을 거듭했다.4 

통상국가인 한국은 WTO 다자무대에만 기댈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 

활발하게 양자 FTA를 추진해 왔고 2006년 출범한 한 · 미 FTA는 21세기 

초 한국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제신인도 회복 차원 김대중 정부가 시작

한 FTA 추진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끝나는 2002년 말에 이르러서야 한국 

최초의 FTA인 한 · 칠레 FTA가 타결될 정도로 도상계획에 비해 진전은 더

디고 느렸지만, 노무현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경제국가인 미국과의 FTA 협상은 상대적으로 덜 개방된 

경제체제였던 한국에게는 강력한 개방의지 없이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무

엇보다 농업분야의 개방 폭은 상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즉각적인 반발과 

저항을 불러 왔다. 반대세력과 일전을 불사할 정치적 명운을 걸지 않고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협상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극단적으로 양

분시킨 한 · 미 FTA를 시작한 것이 반미구호로 집권한 노무현 정부라는 것은 

한국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협상에만 5년(2006~2010)이 걸렸고 

비준하는 과정도 극단적인 정치적인 분열상을 보인 한 · 미 FTA의 추진으로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통상분야의 피해산업과 관련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

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제도화시켜나갔고, 

국제적으로는 EU, 중국 등 다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으로 한국의 

FTA 망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한국정부의 활발한 FTA 체결정책은 이전

의 상대국의 통상압력 속에 수동적 대응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던 통상 2.0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21세기 초반 한국정부의 통상

정책은 통상 3.0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구호는 통상 

3.0 시대를 관통하는 홍보 구호였다. 통상 1.0 시대에서 2.0, 3.0 시대로 오

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보다 능동적, 선제적, 전략적 측면을 보이긴 하나, 

 4. 2015년 12월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은 14년을 끌어 온 도하 라운드에 사망선
고를 내렸다. EU 역시 동조했고, 이제 도하 라운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
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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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시대를 면면히 흐르는 통상정책의 일관성은 제조업 위주, 수출 위주, 

해외시장 접근 위주였다. 즉, 제조업 수출 중심의 “밀어내기”가 한국통상정책

의 패러다임이었다. 통상 1.0 시대에서 2.0, 3.0 시대로 진화하면서 한국시장

의 개방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개방의 최대 수혜자는 수출제조업이었

다. 소비자들이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개방의 혜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입장벽의 완화로 인한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로 전달되기 전 중간단계에 

있는 유통업자들에게 상당부분 돌아간 탓이다. 수입장벽은 낮아졌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미약했다. 복잡한 유통구조, 수입업자들의 독과점 구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이 소비자 가격인하를 가로 막았다. 통상 1.0, 2.0 시대에 

작동하는 낙수효과는 3.0 시대로 오면서 둔화되었고, 소비자 후생효과는 정

부의 요란한 홍보에 미치지 못했다.

 

2.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

1997년 한국경제를 미증유의 외환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수출증대였다. 그

럼 왜 통상은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한국경제를 구해내

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지속적

인 침체, 중국경제의 감속성장 등 경기순환적인 측면 때문에 통상이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 때보다 약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다. 만약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다면 한국경제는 지금의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통

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다. 지금까지의 통상정책을 그

대로 가져간다면 당장의 침체국면은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회복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통상 패러다임인 제조업 수출중심의 “밀어내기” 전략은 일자리 창

출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경

제로 깊숙이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성장

의 속도를 따라 잡았다. 급속성장으로 선진국을 추격하던 개발연대에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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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수출 → 일자리 → 소득 → 소비 → 투자 → 수출’의 확대 선순환 구조

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세계의 공장(world factory)으로서의 중국

의 부상, GVC 확대로 인한 노동집약적 조립(assembly)의 개도국으로의 이

전, 제조업분야 투자 공정자동화로 집중 등, 제조업 중심의 ‘밀어내기’ 전략

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한 더는 그리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

리 제조업분야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고령화로 인한 역동성 상

실은 ‘소비위축 → 투자 감소 → 일자리 감소 → 소득 감소 → 소비 감소’ 

축소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연결됨을 “잃어버린 

20년(Lost Decades)”을 경험했던 일본이 보여주고 있다. 이젠 지난 50여 년

을 지배해온 ‘밀어내기’ 통상 패러다임과는 결별할 때이다.5 

3.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 “끌어들이기”6 

1) 서비스 빅뱅7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서비스 산업 현주소는 초라하다. 서비스 

산업은 한국 전체 일자리의 70%를 책임진다.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독일, 일본의 70% 수준, 미국의 

80% 수준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국

제적 경쟁력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유사한 반면,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한국 제조업

의 절반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유통, 숙박, 음식료

업 등에 과밀하게 포진된 영세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의 

 5. Kuhn(1962)에 따르면, 기존의 논리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significant anomalies)
이 다반사로 발생하면 기존 패러다임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하게 된다.   

 6. ‘끌어들이기’ 패러다임에 관한 이 부분의 논의는 최병일(2014)을 기반으로 하고, 최병
일(2017a)의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7. 서비스 빅뱅에 관한 최초의 공론화는 최병일(2011)에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빅뱅의 
경제적 효과는 변양규 외(2013)에서, 서비스 빅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최병일
(2014: 104-121)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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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 이르는 이들의 한국에서의 비중은 선진국의 4배 수준에 이른다.  

일자리의 70%를 책임지는 서비스 분야의 영세성, 후진성을 이제는 끝내

야 한다. 서비스 산업을 국내 소비자만을 상대로 하는 우물 안 산업에서 

국제적 매력과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그 주요 

고객은 한국에서 비행거리 2시간 내의 동심원(1일 생활권)에 있는 3억 소비

자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로만 한정된 내수를 한국에서 비행

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일본과 중국을 한국의 경제생활권으로 끌어들일 때 우리에겐 새로

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있는 매력적인 

소비공간, 생활공간, 문화공간, 의료공간,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도가 

‘끌어들이기’ 전략이다. 문화, 연예, 관광, 의료, 교육을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빅뱅은 ‘끌어들이기’ 통상 패러다임의 요체이다.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 삼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 만큼이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된 해법은 일자리와 

통상을 연계하는 것이고, 서비스 빅뱅은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세계적인 제

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지만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4 수준이다. 절대다수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진다. 대한민

국 서비스 산업의 공간을 지리적 경계 바깥으로 확대하는 서비스 빅뱅은 한

국경제가 상실한 역동성을 되찾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로 탈바꿈해 놓을 것이다.8

서비스 빅뱅은 한국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밀어내기’ 패러다임에서 

해외소비자, 해외인력, 해외자본, 해외기술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끌어들이

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비스 빅뱅은 제조업보다, 또 다른 국

가의 서비스업보다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개혁과제이

 8. 2013년 발표 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빅뱅이 현실화될 경
우 교육, 의료, 법률 및 컨텐츠산업에서 2020년까지 약 18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
와 약 34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전망이다. 34만 8천 개의 일자리
는 2012년 10월 기준 실업자 71만 8천 명의 48%에 해당하며 실업률을 2.8%에서 
1.4%로 낮출 수 있는 규모이다(변양규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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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열악한 서비스 산업을 방치한 채 한국경제는 추격자형 경제에서 혁

신형 경제로 전환할 수 없다. 이런 비효율적인 서비스 산업으로서는 디지털 

혁명(‘4차산업혁명’으로도 명명된)의 물결에 제대로 올라탈 수도 없다. 

2) 서비스 빅뱅의 조건

서비스 빅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

금지가 명문화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방식)으로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서비스 산업을 옥죄고 있는 칸막이식 규제로는 

어림도 없다. 서비스 빅뱅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과소평가 한다면 서비스 빅

뱅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규제권한을 독점해 온 관료들과 그 규제의 

혜택을 누려 온 기득권의 반대는 극복과 청산의 대상이다. 서비스 빅뱅이 거

대자본의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위협이라는 구도로 인식된다면, 포용적 성장

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영업이 과밀하게 몰려있는 도소

매, 숙박, 식당의 영세자영업의 생존권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그들이 성장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판을 키우고 지원하며 동시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강한 정책이다. 정책의 효율성, 형

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후자가 훨씬 우월한 정책임은 이론적으로도 경험

적으로도 입증된다. 경쟁으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은 그들을 정해진 파이를 나

누는 일상에 매몰시킬 뿐이다. 

제대로 된 서비스 빅뱅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 왜 후진의 늪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해야 한다. 서비스는 “공짜”, “싸구려”, “공공성”

과 동일시 되어왔다. 이 때문에 서비스를 산업화하려는 기업가 집단은 늘 부

족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약자로 인식되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진 서비스 제공자들은 강자로 인식되어 

규제받아야 마땅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이 몰려 있

는 숙박, 유통업, 식당 등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었고 서비스 산업

은 기업화, 산업화로 성장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런 정치적 구도는 규제 권

한을 가진 관료집단, 규제를 요구하는 정치세력, 그리고 규제의 사회적 필요

성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선 미디어와 시민단체 간의 독특하고 끈끈한 규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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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구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극복전략 없이 서비스 빅뱅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서비스 분야 발전을 화두로 꺼냈지만 문제

의 심각성에 비해 비전은 미흡했고, 규제와 공공성의 논리로 철옹성을 쌓은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려는 의지도, 전략도 부족했다.9 감기약을 약국이 아

닌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범국민적인 요구가 어떻게 집요한 저

항에 부딪치고 번번이 좌절당해온 지를 생각한다면, 서비스 빅뱅을 위한 의

지, 전략, 결단은 남달라야 함을 예감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주

장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를 희생시키고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색깔론은 배척해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읽어야 한다. 대기업이 자신

의 계열사 거래를 독식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너무나 손쉬운 방식의 

사업확장은 자제하는 솔선수범과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변화를 먼저 보여야

만 서비스 빅뱅이 ‘대자본의 공습’이라는 또 다른 양극화 논리 공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빅뱅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십에는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치밀한 실천 전략, 그리고 소통. 일자리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

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빅뱅은 ‘대기업, 자본가들만을 위한 잔치이고, 약자는 

더 빈곤해 질 뿐’이라는 강자 대 약자의 구도로 변질되어 당장 용도 폐기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어두운 터널을 같이 통과하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치지 않고 전달하는 소통이 없다면, 서비스 빅뱅

은 기득권의 반대로 처음부터 좌초될 것이다. 규제 권한을 나누어 가진 부처 

간의 갈등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와 전략적인 

개혁가 집단이 없다면, 서비스 빅뱅은 과거 실패했던 모든 개혁처럼 총론 찬

성, 각론 반대에 직면하면서 추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10  

 9. 2003년 도하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서비스 분야 양허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개
방 논쟁, 2006년 한 · 미 FTA 협상 때의 의료서비스 개방 논쟁을 상기해 보라. 이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방의 필요성 주장은 이들 서비
스는 공공의 영역이며 시장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10. Kuhn(1962)은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즉각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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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는 통상전략11 

일자리 친화적인 ‘끌어들이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비스 빅뱅

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교육허브가 된 싱가포르, 의료관광 

허브가 된 태국의 사례는 자율적인 개방으로 ‘끌어들이기’ 전략을 성공시킨 

사례이다.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한국은 자율적인 개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5천만 소비자를 넘어 중국과 일본의 1일 생활권에 

속하는 3억 소비자를 겨냥한 끌어들이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은 서비

스 빅뱅을 ‘제대로 된’ 한중일 경제통합과 연계하는 것이다. 

한중일 경제통합(East Asia Economic Partnership, 이하 EAEP)은 세계최

고의 통상국가이자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중국과, 핵심소재

와 부품산업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투자재원을 가진 일본을 한국

과 단일시장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EAEP는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적으

로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동학으로 인한 경제 역동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AEP를 추진하

려면 2004년 중단된 한 · 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AEP를 추진하는 경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한 · 중 · 일 FTA 협상, 또는 한

국, 중국, 일본 3국이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과 협상 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협상 모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으나, 핵심은 중국의 개방 의지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극단적

인 보호주의 노선을 내건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

도적으로 구축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무관심해지는 것

가져오지 않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패러다임과 
대격돌을 거쳐 승리해야만 한다. 통상패러다임의 변화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11. 이 분야의 논의는 최병일(2017b)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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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대로 중국은 스스로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려는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

지만,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그 개방 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중

국이 경제규모에 걸맞는 개방(특히 서비스, 투자 분야)을 하지 못하는 한, 어

떤 경로로도 의미 있는 EAEP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강도 높은 개방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하

책이다.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가능한 전략의 하나는 한 · 중 · 일 

FTA 협상과 경쟁하는 다른 협상을 추진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이 과정에 전

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는 1단계로 한 · 미 FTA를 기반으로 한 · 미 · 일 

FTA를 추진하고, 2단계로 한 · 미 · 일 FTA에 중국을 참여시켜 미국이 참가

하는 EAEP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참여하는 

EAEP가 탄생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 이외 전략적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

면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더 큰 목표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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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Paradigm Shift: From ‘Push’ to ‘Pull’ 
- Toward an Effective Linkage Between Trade and Jobs -

Byung-il Choi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The trade paradigm of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has been a script for the 
Korean economic miracle. Such ‘push’ strategy has transformed Korea from a poor, 
agrarian economy to a global manufacturing power. Prolonged global recession and 
rising protectionism, however, question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strategy, 
which is getting increasingly less effective in creating jobs for the slowing-down, 
rapidly aging Korean economy. It is time to replace the old ‘push’ strategy with a new 
‘pull’ strategy. ‘Service Big Bang’―creating a cluster that connects culture, tourism, 
medical service, and education―is the gist of the ‘pull’ strategy, which is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in job creation. Negotiating East Asia Economic Partnership 
(EAEP) for a common economic spher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imperative to provide sufficient resources and energy for materializing the ‘pull’ 
strategy.      

Keywords: Service Big Bang, push strategy, pull strategy, EA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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