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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8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참여, 2011년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의사 표명, 2012년 3월 한미 FTA
의 발효,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2012년 11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 개시 선언, 2013년 3월 일본 아베 총리의 TPP 협상 참여
선언 등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무역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
도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일본과 EU가 FTA 협상을 개시
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13년 2월 미국과 EU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
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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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비단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넘어,
FTA의 다자화, 경제통합의 블록화, 새로운 지역질서의 수립, 더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의 새로운 아키텍처 형성 등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통상협상을 통
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고품질 FTA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규범을 포함시
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1) 서구 선진국들은 기존 FTA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장 접근을 지향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형성⋅관리
해온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상대적 지위의 하락에
서 탈피하기 위한 반전의 계기로 TTIP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TTIP는 47%, TPP 38%, RCEP
은 29%에 달한다. 이는 세계경제질서가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2) 특히 TPP와 RCEP에 참여 가
능한 회원국 가운데 다수가 중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국이 선호하는 지
역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의 통상협상은 주요국들이 지역 또는 지구적 차원의 21세
기 경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 또는 지역 차원의 질서 재편을 위한 경쟁에
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 분포의 변화가 저변에 깔려 있다. 중국의
부상은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 관계를 축으로 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를, 지역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TPP와 RCEP 협상을 계기로 촉발된 역내 경제통합의 움직임
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또는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바
1) 관세 철폐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의 수준과 새로운 통상 규범의 포함 정도는 TTIP,
TPP, RCEP의 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협상 당사국들이 밝히고 있는 협상 타결 시한은 TPP 2013년 말, TTIP 2014년∼
2015년, RCEP 2015년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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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국이 향후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최근의 지역 경제통합의 가속화는 FTA 다자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새로운 아키텍처 건립 시도, 중국과 일본의 지역 차원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세 차원의 함수관계 속에서 설정될 것이라는 전제
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TPP와 RCEP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차원에서 기존 양자 FT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FTA의 다자화를 추진하
려는 경제적 동기,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지역 및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고려, 지역 차원에서는 다시 중국과 일본
이 지역질서 형성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과 양국의 갈등
을 관리하려는 협력의 세 가지 요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3)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존 양
자 FTA 전략에서 탈피하여 FTA 다자화를 추진하는 동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미국의 재균형정책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미⋅중 양국이 TPP와 RCEP을 추진하는 전략적 동기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이 TPP와 RCEP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경쟁과 협력의 역학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에서는 TPP와 RCEP 협상의 진전에 대하여 한국이 향후 취해야 할 전략
적 대응과 관련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FTA의 다자화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양자 FTA 전략에서 탈
피하여 FTA를 다자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중일 FTA, RCEP,
TPP 등 FTA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빠르게 증가하고 WTO의 차원의
3) 하영선 외,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복합과 공진 (서울: EA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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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무역자유화 협상이 난항에 봉착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제
히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양자 FTA의 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양자 FTA를 추진한 결과,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으나 문제는
FTA들 사이의 정합성이 현격히 떨어져 경제적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발생하지 않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가 초래되었다.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에 따르면, 생산이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적으로 하나의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생산 네트워크가 확
대됨에 따라, 기존의 상품 양허에 초점을 맞춘 FTA의 특혜 효과는 반감
되고 있다. 생산의 초국적화와 수많은 가치사슬(value chains)로 연계된
현재의 생산과 무역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국제무역 분업
구조에 기반하여 체결되는 FTA는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지금의 무역체제는 ‘21세기형 생산과 무역과 20세기형 무역규칙’
으로 짜여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통상협상의 향후 과제는
당연히 21세기형 무역과 20세기형 무역 규칙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될 것이다.4)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s)과 관련
하여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제조품(manufactured goods)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1) 통합품목분류(harmonized system)에 규정된 세
번 변경 기준, (2) 부가가치 기준, (3) 생산 공정 기준 등 세 가지 유형이
적용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세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2007
년까지 체결된 31개의 FTA 가운데 21개의 FTA가 세 가지 유형을 혼합
하여 실행하고 있다.5) 이처럼 복합적이고 상이한 원산지 규정은 동아시
4) Richard Baldwin, “21st Century Regionalism: Filling the Gap between 21st
Century Trade and 20th Century Trade Rules,”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Policy Insight 56 (2011).
5) Masahiro Kawai and Ganeshan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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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FTA 사이의 이질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생산
네트워크 내의 무역을 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상이한 원산지 규정
은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FTA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가 약
63.8%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을 뿐, 기타 FTA의 활용률은 아직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다.6)
최근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FTA 다자화에 관심을 갖는 경제적 이유
는 여기에 있다. 즉, 관세율의 인하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FTA의 단점
을 보완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다자화된
FT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FTA의 다자화
는 다수의 FTA의 중복적 체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될 때 시도된다. 생
산 공정의 각 단계를 다수의 국가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제한적인 원산지규정은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기존 FTA의 차별적 규정들을 제거 또는 완화
하도록 로비를 하게 된다.7)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양한 형태로 기존 양자 간 FTA를 다
자화하려는 경제적 동기는 위에서 언급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화된 FTA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역, 투자,
생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외의 FTA 미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136 (2009).
6) 한국무엽협회, “한⋅미 FTA 활용률, 계속해서 높아진다: ’12년 5월, 한⋅미 FTA
활용률 63.8%,” 보도자료, 2012. 08. 03.
7) 존 레이븐힐(John Ravenhill)은 2010년 이전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소규모 교역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생산과 무역의 초국적화를 위해 다자화된
FTA를 촉구하는 민간기업의 로비가 약했다고 설명한다. John Ravenhill, “The ‘New
East Asian Regionalism’: A Political Domino Effec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7:2 (2010): 17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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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국가들과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양자 FTA의 결점을 보완하
여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TA의 다자화를 추
진하고 있다.8)

Ⅲ. 미국의 재균형정책과 미중 아키텍처 경쟁
(1) 중국의 부상과 권력이동

FTA 다자화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이 작동하고 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하드파워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상대적 퇴조를 동시에 표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는 하드파워 측면에서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를 표면에 드러내는 계
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제도적 틀과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던
미국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1990년대 이후 고속 성장
을 거듭한 IT산업과 규제 완화로 세력 확장의 날개를 달게 된 금융산업
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
면하면서 구조적 취약성을 내부로부터 드러낸 것이다. 미국 경제력의 상
대적 퇴조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대두되어 온 중국의 부상과 대비되면
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의 경제력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제력을 추월할 지에 대해
서는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GDP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2016년

8) 특히 FTA의 다자화는 비회원국들에게도 비차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
정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거나, ‘범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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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9) 2016년 중국의 GDP가 약
16.2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GDP는 15.2조 달러에 그칠 것이라
고 추정되고 있다. 이후 미중 양국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2030
년 중국의 GDP는 56.8조 달러로 대폭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GDP는
21.6조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10)

출처: IHS Global Insight, http://www.ihs.com.

<그림 1> 경제력 변화 전망(1979∼2041)

경제력 역전 현상은 지역 차원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
년 중국의 GDP가 5.8조 달러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GDP는 5.5조 달러
에 그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역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
일 양국의 경제력 격차는 이후 더욱 확대되어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역전되는 2016년에는 중국 16.2조 달러 대 일본 6.8조 달러로 약 2.4배
9) IHS Global Insight. (2013. 10. 01: http://www.ihs.com/index.aspx).
10) 글로벌 인사이트는 양국의 격차가 203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41년
중국의 GDP가 114.2조 달러, 미국의 GDP가 28.8조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HS Global Insight. (2013. 10. 01: http://www.ihs.com/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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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상대적 쇠퇴는 계속되어 2021
년에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1> 참조).
경제력 측면에서 지구적 차원의 미중 역전과 동아시아 차원의 중일 역
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
될 경우, 지역 차원의 경제적 주도권을 중국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TPP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지역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급격하
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년 중
국의 GDP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GDP를 추월하였다.11)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하드파워가 역전되는 구조적 변동을 가시화하
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하드파워의 상대적 퇴조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탱했던 제도적 장치들과 그 이념적 기
반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워싱
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상징되는 경제 개혁정책 패키지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아시아 개도국에 전파하면서 신자유주의 이
념의 확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되
면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글
11) Bloomberg, “China Overtakes Japan as World’s Second-Biggest Economy,” (2010.
08. 16: http://www.bloomberg.com/news/2010-08-16/china-economy-passes-japan-s-insecond-quarter-capping-three-decade-ri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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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전후 세계질
서를 지지하던 미국 중심의 이념과 국제제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것
이다. 반면,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소프트파워의 신장에도 적
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사회주의체제와 자본
주의적 경제발전의 공존 가능성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를 제시하였으며, 소프트 파워 경쟁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한층 가속화되었다.12)
한편, 소프트파워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일
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소프트파
워의 증진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역내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
제하고 있다.13)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매력공세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
게임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14)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구
조적 변동이 지역 차원의 소프트파워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2) 미중 아키텍처 경쟁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재균형전략을 추진한 것은 이러
한 배경이다.15) 오바마 행정부는 태평양 세력임을 선언함으로써 재균형정
책을 공식화하였다.16) 재균형전략의 핵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
비 증강과 전통적 동맹관계의 강화와 같은 하드파워의 확대는 물론, 제도
를 활용하여 지역 아키텍처를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질서를
12)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에 대해서는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13) Yul Sohn,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Shock, Valu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Asian Survey 50:3 (2010): 479-519.
14) Joel Wuthnow, “The Concept of Soft Power in China’s Strategic Discourse.”
Issues and Studies 44:2 (2008): 1-28.
15) Tan Seng Chye, “Changing Global Landscape and Enhanced US Engagement with
Asia: Challenges and Emerging Trends,” Asia-Pacific Review 19:1 (2012): 108-129.
16) Parliament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Canberra, Australia.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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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데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참
여와 TPP 제안은 동아시아 아키텍처 구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을 통해 기존의 양자 또는 다
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을 연결하는 것을
강조해왔다.17)
TPP는 미국 재균형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재
균형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
었고, TPP는 미국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TPP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경우, 전 세계 GDP가운데 약 38%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연합
체가 탄생하게 된다.18)
미국이 이처럼 재균형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19) TPP를 통해 역내 무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
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TPP를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20) TPP를 보다 광범위한 FTAAP의 전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 역시 미국의 전략적 고려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고리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동경에서 행해진 연설에서 “TPP가 광범
위한 멤버십과 21세기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
17) Ryo Sahashi, “Is Japan making the most of the US pivot?” 2012. (2013. 10. 30:
http://www.eastasiaforum.org/2012/11/06/is-japan-making-the-most-of-the-us-piv.)
18) 한편 RCEP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경우 경제규모가 약 28.4%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TPP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평형전략(counterweight
strategy)이 되는 셈이다.
19) Tan Seng Chye, “Changing Global Landscape and Enhanced US Engagement with
Asia: Challenges and Emerging Trends,” Asia-Pacific Review 19:1 (2012): 108-129.
20) Michael Auslin, “Getting It Right: Japan and Trans-Pacific Partnership,”
Asia-Pacific Review 19:1 (20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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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참여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21)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다. 상품 무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으로 양허하며, 그 외 원산지 규정, 무역 원활화, 동식물 검역, 무역구제
조치,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투자, 환경, 노동, 분쟁 해결 등
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양면성을 갖는다. 미국은 고차원적 FTA에 중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은 자
연스럽게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될 것이며 중국이 기존 체제의 근본적 재편
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중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는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봉쇄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Ⅳ. 중국과 일본: 경쟁과 협력의 동학
(1) 일본의 대중 의존도 증가와 일본의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TPP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은 새로운 지역질서의 수립
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타협이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
이 역전된 데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권력이동은 동아시아 지역
에서 더욱 빠르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중국의 부상에 따
른 중일 경제력의 역전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대비되면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더욱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력 역전은 중국의 동아시
아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과 지역 질서 재편에 대한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22)
21)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arak Obama at Suntory Hall, Tokyo,”
Japan, 2009 (2013. 09. 23: www.whitehouse.gov).
22) Yul Sohn,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Shock, Valu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Asian Survey 50:3 (2012): 47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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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대중 무역의존도의 급격한 증가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취약성
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9년 약 9%에 불과했던
일본의 대 중국 무역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06년 일본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속되었다. 2007년 15.3%였던 중국의 비중
이 2011년 19.6%까지 상승한 데서 나타나듯이, 일본의 대 중국 의존도
의 증가는 수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그림 2> 참조). 대 중국 수출의
증가는 일본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게 된 원인 가
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대 중국 의존도의 증가는 일본의 대 중국 취약성
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으로서는 이처럼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하에서 제도적 대응을 할 현실적 필요가 존재했다. TPP는 역내 국가
들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함으로써 대 중국 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
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그림 2>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 199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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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FTA 따라잡기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은 TPP를 통해 경제적 활력이 가장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권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일본 경제의 활
력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에도 커다란 도움
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아시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TPP가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
의 빠른 경제성장에 연결함으로써 일본의 고용과 혁신을 증대시키고, 일
본의 성장이 다시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의 창출을
TPP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소 총리는 2009년 4월 이러한 구상
의 일단을 밝힌 ‘아시아 성장 이니셔티브’(Asian Growth Initiative)를 발
표한 바 있다.23) 특히 TPP는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supply chain)을 재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TPP와 같이 다
자화된 FTA는 생산 네트워크 내의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이다.24) 이러한 차원에서 노다의 전임 총리였던 칸 총리는 TPP를 제3의
개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5) 일본이 TPP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
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한편, 일본의 TPP 협상 참여에는 FTA 따라잡기와 미국과의 협력 강
화와 같은 전략적 고려 또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TPP 협상 참여 의향을 표시하였
을 뿐 아니라 일⋅EU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등 FTA 따라잡기 전
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국내정치적 여건 때문에 미국, 중국
23) Taro Aso, “Japan’s Future Development Strategy and Growth Initiative towards
Doubling the Size of Asia’s Economy,” (2009. 04. 09: http://www.kantei.go.jp/
foreign/asospeech/2009/04/09speech_e.html.)
24)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TP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内閣官房, “TPP交渉参加に
向けた関係国との協議の結果 説明資料 2,” (平成24年) 참조.
25) 菅内閣総理大臣, “年頭所感,” 2011. (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101/
01nent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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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를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국 등 경쟁 추격국에 비해 FTA/EPA 협정 지연은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지속된 엔화강세, 3.11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전력 부족과
고가의 전기료, 고율의 법인세, 노동 및 환경 규제와 함께 일본 기업 경
쟁력을 저해하는 6중고(重苦)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TPP 추진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내의 어려
운 경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 한미 FTA 타결하고, 한-EU FTA를 추진
하는 시점에서 일본이 TPP 교섭 참가를 시도한 것은 FTA 지연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일본이
EU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가운데 TPP 교섭마저 불참할 경우,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기업에 비해 일본 기업의 수출 경
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26)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산업 등 일본의 3대 주력업종(3개 시장 수출의 50%)이 2020년 미국,
EU, 중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
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가 1.53% 감소하고, 고
용 역시 81.2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2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은 TPP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FTA 경쟁에 다시 뛰어들어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TPP는 FTA 경쟁의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겠
다는 일본의 구상에 가장 적합한 후보였던 것이다.28) 즉, TPP를 통해
26) 더욱이 일본이 TPP에 불참하지 않고 일EU, 일중 EPA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미국, EU, 중국과 FTA를 먼저 체결할 경우 일본의 실질GDP 손실액
은 0.13∼0.14 %(= 0.6∼0.7 조엔)에 이른다는 시산도 동시에 공개되었다.(이는 山
崎研一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객원주임연구관이 GTAP 모델에 의거 시산한
결과이다.)-0.13%는 TPP가 8개국으로 발효(한국은 불참),-0.14%는 TPP사 한국, 캐
나다, 말레이시아를 추가한 11개국으로 발효 경우이며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 각
각 100% 관세철폐, FTA를 체결한 것으로 가정한다.
27) 內閣官房, ｢EPAに関する各種試算｣, 201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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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서면서 FTA 경쟁국들을 추격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마
련함으로써 FTA 경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
상인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다자 FTA 협상에 관심
을 표명하고 있다. 2010년 일본 각의가 오스트레일리아와의 FTA 협상과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중일 FTA, 동아
시아자유무역권구상(EA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연휴구상(CEPEA) 등 다
양한 수준의 FTA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29)
(3)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대한 전략적 대응

2011년 11월 TPP 협상 참가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던 노다 정부
는 국내정치적인 난관에 직면하여 TPP 공식 참여를 선언하는 데 1년 이
상을 허비해야 했다. TPP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전통적인 보호무역 세력
인 농업 및 의료계에서도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TPP
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2010년 10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전 총리,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전 국민신당(国民新党) 대표,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전 농림수산대신 등 민주당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TPP에 반대하는 의원 그룹이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TPP에 대
한 반대는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 12월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3년
3월 아베 정부가 마침내 TPP 공식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TPP의 전략적
가치는 비로소 현실화되었다. 일본이 이처럼 강력한 국내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TPP 협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TPP는 다른 FTA 다자화와 차별
28) 아세안 국가들은 2000년대 한국, 중국, 일본과 FTA를 체결한 데서 나타나듯이 ‘아
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아세안은
RCEP의 출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는데, RCEP은 ASEAN이 이미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의 양자간 FTA를 하나의 FTA
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9) 閣議決定, 包括的経済連携に関する基本方針 2010.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
2010/1109kihonhousin.html).

108

이승주

적이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TPP의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는 데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TPP
는 고차원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본이 빠진 채 브루나이, 칠레,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소규모 국가들과 TPP가 체결될 경우, 고차
원 FTA의 경제적 효과는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략적 차
원에서도 미국이 재균형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일본의 TPP 참여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노다 총리가 TPP
참여를 선언하자 “미일동맹이 일본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회귀했다”는 평
가를 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30)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의 핵심은 역내외 협력의 강화
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일본이 지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확
대하려는 것은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이 ASEAN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질서 형성의 기본틀
로서 ASEAN+3를 확대한 ASEAN+6를 선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질서가 ASEAN+3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
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직접적으로는 오스트레일
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과 연대하고, 간접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
는 전략을 취해왔다.31)
일본의 TPP 참여는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재균형정책
에 대한 협조인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역 구상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양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일간의 대등하고 전략
적인 관계 설정,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후텐마 미군기지의 오키나와 외부
30) Washington Post, “Can Japan make the tough decisions?” 2012. 04. 19.
31) 물론 이러한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지역 차원의 다자주의 또는 제도적 협력
에 포용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Soh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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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이전 공약 등으로 미일 간 간극을 자초한 민주당 정부를 대체한 자
민당 정부, 특히 아베 내각은 TPP 참가를 통해 미일동맹 재확인과 동시
에 신흥시장 확보를 통한 신성장전략 추진, 3.11 동일본지진 후 일본지역
재생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 정부는 2013년 2월
오바마 행정부와 상호 민간품목 인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국내
적으로 TPP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일정한 역량을 증명
함으로써 TPP 추진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4) RCEP의 출범과 중일 관계의 양면성

일본은 TPP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호응하였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의 핵심은 역외 협력의 강화를 통해 중
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일본이 지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
은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이 선호하는 APT를 확대하여 오스
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로 전환하려
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지역전략에는 경쟁 또는 갈
등의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도를 활용하는 연성균형전략을 펼치려는 시도
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부상에 직면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결정적 이해
관계는 침해하지 않는 양면적 전략을 구사했다. 대만의 요구에도 불구하
고, 일본은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대만과
의 FTA가 대 중국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측면을 과도하게 고조시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32)
중국은 ASEAN 및 중화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이후 한중 FTA,
32) Mike M. Mochizuki, “Political-Security Competition and the FTA Movement: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in Mireya Solis, Barbara Stallings and Saori N.
Katada, eds.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Palgrave: 2009): 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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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RCEP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을 배제한 지역 경제질서에 대
한 선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미 FTA
의 발효와 일본의 TPP 참여 의사 표명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화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역시 적어도 제도적 협력에 대해 점차 포용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도를 통한 연성균형 전략은 한국과 일본이 선
택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이었다.
중국이 RCEP 협상의 출범에 동의하였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RCEP
의 출범에는 ASEAN의 태도 변화가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ASEAN이
중국과 일본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지역 차원의 FTA 형성에 대한 논
의가 다시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ASEAN이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FTA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
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ASEAN이 ASEAN+1 형태의 FTA와
ASEAN+3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구성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의 영향도 있었지만,
ASEAN 내부의 결속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ASEAN은 원칙적으로
아세안 전체가 참여하는 FTA 협상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말
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ASEAN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TPP에 참여하고,
한중일 FTA 협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ASEAN의 분열과 ASEAN 중심성
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RCEP은 ‘ASEAN+3+3’의
형태를 띤다는 면에서 ASEAN의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
상하였다. RCEP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상 개시에 이르게 되었다.
2012년 8월 개최된 ASEAN+6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의 목표 시점
을 2012년 11월로 설정하였고, 마침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 등 ASEAN과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RCEP 협
상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TPP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은 2012년 11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내 국가 간 경제통합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일체화’를 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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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핵심 요 지였다. 중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RCEP이
역내 무역 자유화는 물론 지역경제일체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
였다.33) 더 나아가 TPP가 고차원의 FTA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원자
바오(温家宝) 총리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지역경제일체화
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개별 국가들의 발전수준에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ASEAN을 지지하여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34)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
라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다.
중국 정부는 TPP가 지역경제일체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
고, 협상 방식에서 있어서도 개방성에 초점을 맞춘 RCEP의 차별성을 부
각시킴으로써 TPP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이 RCEP에
동조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신축적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35) 중국 정부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TPP가 중국의 지역 아키텍처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생각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TPP를 추진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RCEP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36) 이 과정에
서 중국은 ASEAN+3에 대한 선호를 고수하지 않고, RCEP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TPP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ASEAN+6 FTA에도 반응을
보이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RCEP에 대해 긍정적 태도
를 보이기 시작한 ASEAN과 ASEAN+6 틀을 선호한 일본에 대해 중국
33) China News, (2012. 11. 20: http://www.chinanews.com/gn/2012/11-20/4343780.shtml)
34) China News, (2012. 11. 20: http://www.chinanews.com/gn/2012/11-20/4344365.shtml)
35)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set for East Asia trade bloc talks to stymie
US,” 2012. 11. 07
36) 중국의 RCEP 수용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양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한 반응의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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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연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RCEP의 출범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중
국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ASEAN+3의 틀을 고수하기보다 TPP를 견제
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 전환은 미국이 제외된 어떤 형태의 지역협
정도 좋다(anything without the US)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중
국은 TPP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배제한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의 디딤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RCEP의 출범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구상에 대한 일본의
선호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을 배제한 대안적 지역구상을 마련하였다는 의
미를 갖는다. RCEP 출범 이전 중국과 일본은 지역 차원의 FTA의 지리
적 범위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한 상태였다. 2004년 ASEAN+3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의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었다. 이후
일본이 제안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에 대한 공동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
다. 중국이 선호하는 ASEAN+3 차원의 FTA 논의와 일본이 선호하는
ASEAN+6 차원의 FTA 논의가 동시 진행된 것도 중국과 일본의 이견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37) 따라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에 대
한 논의가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주로 전문가 차원에 머물렀
을 뿐,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되는 데는 한계를 나타냈다.38) 그러나
TPP의 진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중국으로 하여금 기존 지역구상
을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RCEP은 구체적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37)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 장관 첸 드밍이 “일본의 TPP 참여가 동
아시아의 다른 형태의 협력의 진전에 영향을 준다면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일본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을 배제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드러낸다. (Forbes, “China, TPP, and Japan’s
Future in Asia,” 2012. 07. 03.)
38) 이창재⋅방호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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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TPP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1) 기존 FTA 정책의 검토: FTA 허브 전략의 성과와 한계

한국 정부는 다수의 양자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에서 허브로 부상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전
략은 일정한 성과와 함께 한계를 같이 드러냈다. 주로 경제 교류가 많지
않았던 소규모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FTA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
치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발효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를 통해 이루어
지는 교역의 비중은 14.8 퍼센트에 불과하였다. 한국이 동아시아 주요 국
가들에 비해 공세적인 FTA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교역의
비중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했다. 중국과 일본의 FTA 교역의 비중은 각
각 19.2 퍼센트와 16.5%였다.39) 선제적 FTA의 체결을 통해 경제적 효
과를 극대화하려던 한국의 전략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
려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국이 스스로 표방한 글로벌 FTA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수
의 FTA를 체결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큰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
었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FTA 교역의 비중은 35.1 퍼센트
까지 증가하게 된다.40) 더욱이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중 FTA와 한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할 경우, FTA 교역의 비중은 세계 주요 경제권 가
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
미 FTA의 체결이 FTA 허브 전략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
으로 인식하였다. 더욱이 한미 FTA의 추진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
가 작용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제도적으로 조절하기 위
39) Institute of International Trade of Korea, “The Current Status of FTA Expansion
and Its Implications,” Trade Focus 10:19 (2011).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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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국은 한미 FTA를 한중 FTA에 앞서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중국이 한중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를 하였다. 또한, 한미 FTA는 한중
FTA가 실현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선제적
조절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 FTA의 발효 직후 한중
FTA 협상에 착수하였다. 한중 FTA 협상의 개시는 한일 FTA 협상의 재
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주
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대이다.
그러나 한국의 FTA 허브 전략은 성과 못지않게 그 한계 역시 분명했
다. 우선, 한국 정부가 FTA 허브라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협상의 주도
권을 상대국에 내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국내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고 자동차 부문 양허의 폭을 확대하기로 합의
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례
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중 FTA 협
상을 개시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이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중국의 태도 변화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브 전략의 한계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
의 다자화에 대한 대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FTA 허브 전략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의 다자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한국 정부의 계산은 TPP가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낮고, TPP
협상 참가국 대다수와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이므로,
TPP 참가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TPP 9개국 가운데 7
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것이나, TPP의 무역 자유화 수준도 한미
FTA의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고
려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FTA 허브 전략 이후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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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FTA의 전략적 구상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이나 한중일 FTA에 대해 적극적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FTA의 다자화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에
기반한 허브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FTA의 다자화는 누들볼
효과의 완화, FTA의 정합성 제고, 새로운 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허브 전략 이후의 새로운 FTA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향후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2)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검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TPP는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FTA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TPP는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경
제적 활력이 가장 큰 아태 지역 경제와 연결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새로
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전략적 관점
에서 볼 때, 미국은 TPP를 주도함으로써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중심
의 지역경제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향후 TPP 참여와 관련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양자
FTA에 기반한 FTA 전략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TPP 참여는 한국의 기
존 FTA 정책과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양자 FTA에 기반한 ‘글로벌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상
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TPP가 성사될 경우 한국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체결한 양자 FTA의 선점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한국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 및 EU와 FTA를 성공적으
로 체결할 경우, 한미 FTA와 한-EU FTA의 선점 효과가 퇴색될 가능성
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존 FTA 정책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양자 FTA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FTA 다자화 시대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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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여 한국이 기존 FTA 전략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2013년 6월 발표된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을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통상 로드맵에 따르면, 정
부는 ‘대외적으로 선진 거대경제권간의 FTA,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중간의 주도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
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이 구축한 FTA 네트워크
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권과 미국이 주도하는 아
태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새
로운 FTA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권에서는 한중
FTA를 기반으로 RCEP을 추진하고, 아태 경제권에서는 한미 FTA를 기
반으로 TPP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FTA와 한중 FTA, 더 나아가 RCEP과 TPP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역할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41) 즉, 기존의 양자 FTA들을 새
로이 진행되고 있는 다자 FTA 협상의 연결고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다. 이를 위해서는 RCEP과 TPP를 둘러싼 전략적 요소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TPP로 인해 촉발된 문제는 통합협상을 넘어선 미국과 중국의 새
로운 지역질서 형성을 위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서로 경합
하는 두 지역구상 경쟁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한국의 TPP 협상 참여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참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국이 TPP를 대 중국 포위 시도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TPP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필요하다. 한
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출발점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

41) 관계부처합동,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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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면적 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42) 즉,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지역 구상이 상호배타
적이 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구체
적 방안들을 양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TPP 협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FTA 정책뿐 아니라 동
아시아 지역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
본이 TPP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한중일 FTA와 RCEP 등 일본이 참여
하고 있는 FTA 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TPP 협상이
본격화되기 이전 RCEP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중국은 한중 FTA는 물론, 한중일 FTA와
RCEP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
된다.43) 2013년 10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리커창
(李克强) 총리가 “RCEP 협상을 2년 내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밝히면
서 “아시아 국가들은 2015년까지 RCEP를 매듭짓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RCEP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영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한중일 FTA, ASEAN+3 FTA,
RCEP의 순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 FTA 전략과의 연
계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협상 과정에서 이후의 협상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은 양 측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
로 TPP와 RCEP에 모두 참여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42) 하영선 외,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복합과 공진 (서울: EAI, 2013).
43) 최병일⋅김정수⋅이경희,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
의 전략,” KERI Brief 13-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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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핵심은 TPP 참여 여부보다는 참여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윤병세 외무장관이 TPP에 대한 중
국의 반발이 완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TPP 참여 시기를 검토 중에 있
다고 한 것 역시 유사한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RCEP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 또는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 이후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관리하
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TPP에 참여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
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TPP 참여는 FTA 미체결국인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일거에 완결
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TPP의 무역 자유화 수준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비용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들과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
한편, 무역 규범과 관련한 협상은 대략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
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도출된 것은 아니므로, 한국이 협상 과정에 적
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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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iangular Dynamics of the U.S.-China-Japan
Relations and the South Korea’s Strategic Responses:
The Cases of the TPP and the RCEP
Seung Joo Lee
(Chung-Ang University)

The recent proliferation of multilateralized FTAs, as demonstrated by the
U.S. and Japan’s participation into TPP negotiations, the launch of
long-waited RCEP negotiations, and the completion of the 2nd round of
TTIP negotiations, testifies that the global economic order enters into a new
territory, departing from the era if bilateral FTAs in the early 21st century.
After examining the repercussions of TPP and RCEP negotiations on the
formation of regional order in East Asia, this paper seeks to suggest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I posit that a variety of factors-the limited economic
benefits of bilateral FTAs, the rise of China and the US institutional reactions
to it, and the rivalry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combined to
generate East Asian countries’ accelerated push for multilateralized FTAs.
Although the simultaneous progress place substantial strain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I argue that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to take a
sequential approach to RCEP and TPP in order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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