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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미국, 일본 및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침체의 장기화를 막고자‘녹색성
장’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8월‘저탄
소 녹색성장’
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환경산업의 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력한 경
쟁국인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차이 역시 축소되고 있는바, 향후 환경상품 전반
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이러한‘넛 크래커’
상황을
탈출해야 할 것이다.
향후 환경상품의 개방화 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품목그룹 간의 차별적 대응
이 필요한데, 개방 예외품목이 최소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따로 선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개도국에 수
출하는 주력 품목의 환경상품으로의 추가 지정을 위해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 품목별 분석은 생산 및 수출입 관련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말고 중
간 및 최종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범용성을
지닌 상품이 상당히 많은 환경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학 및 기계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1. 머리말
환경산업 시장은 국내외 환경규제
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그 규모가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브라질 및 러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은 제조업을 중심으
로 급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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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수요 역시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글로벌 환경시장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러한 환경시장 급성
장에 대한 기대는 최근의 글로벌 금
융위기로 인해 당분간 상당한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다소 불투명해
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 일본 및 유럽
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 자국의
경제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우선적인
경제 운용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
는바, 이는 환경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녹색
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의 R&D 및
상용화 지원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
되어 환경상품 시장은 이른바 녹색상
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급성장이 기
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환경산업(ET)은
IT 및 BT와 더불어 3대 유망산업으
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 및
BT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
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까지 우리나라
의 총무역수지가 막대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
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열위에 있으므로 상당
한 적자구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심화되는 추세1)에 있어 총무역
수지 흑자를 크게 잠식하고 있는 실
정2)이다.
한편, 환경상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진행된 WTO 도
하 개 발 어 젠 다 (Doha Develoment
Agenda : DDA)의 비농업시장접근
(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은 작년 하반기에 합의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끝내
결렬되었는데 최근 다시 재개될 조짐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상품의 국내 시장 방어
와 대외 시장개방 압력을 위한 노력은
환경상품 시장이 선진국과 국내 타 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
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고
는 이러한 관점에서 DDA NAMA의
환경상품 관련 자유화 동향을 정리해
보고 국내 환경 관련 상품의 경쟁력을
살펴본 후 국내 환경산업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DDA NAMA를 통한 무역자유화
논의
(1) 배경
WTO 환경분야 협상이 등장하게

1) OECD와 APEC이 정의하는 환경상품 230여 품목(중복 포함)을 중심으로 국내 환경상품 무역
수지는 2004년 57억 달러에서 2006년 6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 우리나라 역시 작년 8월‘저탄소 녹색성장’
을 공표하여 환경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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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급
진전되어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및
생물종의 멸종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
게 됨에 따라 특히 1980년대 중반 이
후 환경문제에 대한 글로벌한 문제제
기가 고조된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
서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국제환경협
약이 속속 체결되고 다양한 무역정책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
과 무역 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되
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DDA협상에서
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에 합의하
고 세 가지의 협상 의제를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은 첫째, 농업, 서비스 및
비농산품(공산품 및 임·수산품)의 시
장개방 관련 의제, 둘째, 반덤핑 등
기존 협정 개정 및 투자, 경쟁정책 등
신규범 제정을 포함한 규범 관련 의
제, 셋째, 환경 및 지적재산권 등의
기타 의제이다.
이 가운데 각료선언문에 나타난 환
경분야 협상의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데, 첫째, WTO 기존 규
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 MEA)
상의 특정 무역의무와의 관계, 둘째,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
회 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
서버 자격 절차, 셋째, 환경 관련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가 그것이다.

한편, WTO 무역환경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 CTE)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환경과 무역 간의 연계 이슈와 시장
접근 관련 이슈의 두 가지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결국 MEA의
특정 무역의무와 WTO 규범의 관계
정립과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자유화가 주요 협상의제로 논의
되었는데, 환경분야 의제는 원칙적으
로 CTE에서 논의하되 환경 관련 상
품 및 서비스는 비농산품 시장접근
(NAMA)과 서비스협상회의에서 진
행하기로 결정되었다.

(2) 경위 및 우리의 입장
WTO DDA 협상 가운데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환경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관세·비
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에서는 특히 무관세 적용대상이
되는 환경상품 리스트 작성이 핵심
이슈가 되어 왔다. 작년 하반기까지
환경상품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된 품
목은 없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
다. 특히 선진국들은 환경적 편익이
큰 이중용도 품목도 환경상품으로 인
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
Friends Group3)을 중심으로 2007년
5월 HS 6단위 153개 품목의 환경상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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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통합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구체적이고 명
확한 환경용도(이중용도 상품에 반
대)를 지정할 것과 자국의 경쟁력 있
는 상품(유기농산물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한 편 , 우 리 나 라 는 최 근 Friends
Group에 속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지
만, 이미 2005년 2월 개도국 시장진출
을 계획하는 선-개도국의 중간입장으
로서 89개 품목의 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의제에 대해서는 환
경상품 정의 관련 리스트 접근법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경상품의 정의가 지
나치게 확대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제1세대 기술의
경우 이미 수출산업화 단계에 있고,
제2세대 기술의 경우에는 실용화 단
계에, 그리고 제3세대 기술은 개발 및
일부 실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국내의 환경기술 수준은 일부 분야
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환
경상품은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중
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이 격차는 빠르게 좁
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환경상품무역구조와주요제품의
한·중 가격 비교

3.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분석
국내 환경기술은 대체로 배출된 오
염물질의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
처리기술(제1세대 환경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중·고급 수준에 올라 있고,
청정기술(제2세대 기술) 및 환경복원
기술(제2세대 기술)의 경우는 선진국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환
경상품의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무역특화지수4)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
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
타내는 지표로서 동 지수는 국제경쟁
력 지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

3) 환경협상 촉진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그룹을 말하는데 미국, 일본, EC, 캐나다, 스
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및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다.
4)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무역특화지수=(상품의 총수출액-총수입액)÷(총수출액+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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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환경산업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추이(비례조정)

오염관리

1988

1990

1995

2000

2006

대기

-0.772

-0.804

-0.499

-0.171

-0.139

수질

-0.395

-0.459

-0.321

-0.157

-0.026

폐기물

-0.685

-0.721

-0.689

-0.456

-0.253

복원

-0.635

-0.680

-0.646

-0.579

0.277

소음진동

-0.859

-0.726

-0.660

-0.332

-0.232

측정

-0.755

-0.719

-0.762

-0.734

-0.578

소계

-0.641

-0.655

-0.600

-0.408

-0.201

청정기술/제품

-0.239

-0.303

-0.084

0.355

0.419

자원관리

-0.353

-0.579

-0.489

-0.357

-0.083

합계

-0.619

-0.647

-0.591

-0.400

-0.180

자료 : KIET DB를 바탕으로 작성.
주 : OECD 및 APEC의 공통 환경상품 리스트를 매체별로 비례 배분하여 계산한 결과임.

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
력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
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
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대세계
무역구조가 현재까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꾸준
히 개선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1988
년 -0.5~0.8 수준의 절대적 수입특화
상태에서 2006년 -0.03~0.6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의
무역특화지수는 2006년 대기 -0.14,
수질 -0.03, 페기물 -0.2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분야의 무역특화지
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측정분야는 개

선 추세가 2000년까지는 거의 정체상
태였다가 최근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상품 가격은 생산 공정의 효율
성, 기술수준 및 발전 속도, 노동생산
성 및 임금 등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투입자원의 가격 및 효율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각 매체별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의 경
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환경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중
저가 범용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
렴한 노동력과 관련 부품 및 설비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산업의 경우 수
요자 및 수요처의 특정한 요구에 부
응하는 제품 가운데 고도의 기술축적
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다수 있는데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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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중 주요 대기분야 환경상품 수출액 및 단가 비교(2000~2007)
2000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단가

가스
한국
제너레이터
중국
840510

233.0

11.79

4,616.3

14.08

5,890.0

8.56

5,016.1 32.10

55.0

15.4

571.6

2.82

2,319.5

3.41

8,521.7

2.41

0,655.7

2.37

51.9

-2.4

팬, 블로어 한국
841459
중국

16,535.5

10.07

40,871.0

11.77

70,724.6 13.95

23.1

4.8

22,638.8

10.96 196,434.8

13.01 211,228.5 13.01 839,911.1 14.75

67.6

4.3

가스필터
기기
842139
가스필터
기기부품
842199

한국

17,202.7

13.49

74,701.1 20.03 126,113.2 12.85

32.9

4.1

중국

22,028.9

16.71 246,103.8 16.71 326,170.7 21.87

47.0

7.0

한국

19,221.3

5.93

94,542.6

9.98 129,687,470

9.49 156,301,536 10.35

34.9

8.3

중국

34,882.6

2.94 228,276.2

4.30 306,910,971

4.10 492,275,751

46.0

4.2

9.72

59,920.9

13.60 183,945.0

53,852.6 13.96

3.92

자료 : UN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KIET 계산.
주 : 1) <표 2> ~<표 4>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수량은 제품의 실제 단위에 대한 일관된 지표가 없
어 일률적으로 중량 단위로 제시되어 있음.
2) 따라서 동일제품, 동일 용도에 의거한 직접적인 물량과 가격의 비교는 어렵지만 개략적인
가격 경쟁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대표제품군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합
계를 통한 시장점유율 등은 제시하지 않았음.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제품가격 경쟁력에 대한 양국 간
개략적 비교를 위하여 환경분야의 주
요 제품의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를
비교한 결과는 <표 2>~<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우선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경우 총
액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으나 대체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스제
너레이터와 가스필터기기 부품은 모
두 중국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
고 있어 월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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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가스제너레이터의 경우
2000~2007년 기간 중 우리와 중국의
단가는 2000년 12달러 대 3달러에서
2007년 32달러 대 2달러로, 그리고
가스필터기기부품은 2000년 6달러 대
3달러에서 2007년 10달러 대 4달러로
오히려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팬·블로어(blower)의 경우는
2000~2007년 기간 중 우리나라와 중
국의 단가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유
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스필터기기
의 경우 2000~2005년 기간 중 우리
와 중국의 단가추이는 중국이 우위를
유지하다가 2006년 20달러 대 17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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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반전되었으나 2007년 다시 13달
러 대 22달러로 중국 우위로 재반전
되었다.
수질오염 처리제품의 경우 우리나
라와 중국이 대등한 가격수준을 보이
고 있는 풍력터빈펌프와 우리나라가
단가가 낮은 정화조기기를 제외하고
오폐수필터섬유소재 및 환경보호직물
소재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오
폐수필터소재의 경우 2000~2007년
기간 중 우리나라와 중국의 단가는
2000년 8.5달러 대 2.5달러에서 2007
년 8.3달러 대 2.6달러로 동 기간 중
거의 세 배 가까운 가격 격차가 유지
되고 있고 환경보호직물소재는 2000
년 6.8달러 대 5.6달러의 근소한 우위
였으나 중국의 단가가 보합세를 유지

<표 3>

한 데 반해 우리는 급상승 추세를 보
여 2007년 12달러 대 6.5달러로 우리
가 두 배 이상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폐수필터섬유소재의 경
우 중·고급 섬유소재분야에서 우리나
라의 높은 경쟁력이 반영되어 총액
면에서도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풍력터빈펌프의 경우는 2007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등
한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동 품목은
2000년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
해 약 두 배 정도 단가가 높았으나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단가가 중국
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오폐수필터섬유는 총액에서도 우리
나라가 중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지만
정화조기기의 경우 2005년 이전까지

한·중 주요 수질분야 환경상품 수출액 및 단가 비교(2000~2007)
2000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오폐수필터
섬유소재
560314
환경보호
직물소재
591190
풍력터빈
펌프
841381

단가

한국 117,375.8

8.45 110,225.2

9.83

101,950.0

9.22

102,239.4

8.27

-2.0

-0.3

중국

9,237.6

2.48

17,393.1

2.31

26,938.2

2.28

35,228.6

2.53

21.1

0.3

한국

7,884.5

6.82

6,719.2

7.89

12,309.1 11.97

6.6

8.4

중국

16,528.8

5.61

47,359.6

5.80

6.45

31.1

2.0

한국

8,844.0

7.10

29,808.3

14.38

47,223.7 21.13

27.0

16.8

중국

52,129.8

14.66 332,279.7

16.50

450,842.3 16.50 467,11407 20.13

36.8

4.6

정화조기기 한국
842121
중국

35,989.0

5.47

56,476.4

9.42

50,454.3

9.67

72,922.0 10.88

10.6

10.3

10,286.0

12.23

57,581.4

15.56

1,239.3

15.56

145,365.0 18.84

46.0

6.4

8,883.8 10.47
75,807.0

7.03

30,631.2 15.89

109,878.8

자료 : UN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KIET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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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중 주요 폐기물분야 환경상품 수출액 및 단가 비교(2000~2007)
2000

2005

2006

연평균증가율(%)

2007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단가
총액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천달러) (달러)
공병세척 및
건조기기
842220
소각로
부품
840999

단가

한국

633.0

6.29

951.6

13.76

446.2

5.25

416.3 38.44

-5.8

29.5

중국

1,158.3

29.94

2,454.2

45.31

3,000.2

45.31

2,970.5 50.72

14.4

7.8

한국

84,521.7

5.30 339,438.3

8.34

408,000.4

9.00

518,617.5

9.18

29.6

8.2

중국 150,538.4

2.24 405,803.9

2.76

592,424.7

2.94

908,278.6

3.18

29.3

5.1

자료 : UN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KIET 계산.

만 해도 비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면에서는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2006
년 이후 중국의 총액 및 가격의 급성
장세가 두드러져 2007년 현재는 우리
나라의 총액 및 단가가 중국의 1/2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이는 정화
조기기의 특성인 상대적인 범용성과
중국 내 관련시장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화조기기는
비록 우리 제품의 단가가 중국에 비
해 낮더라도 총액이 2000년 우리나라
3,599만 달러 대 중국 1,029만 달러였
고, 이후 중국의 총액 면에서의 성장
세가 두드러졌을지라도 2005년까지만
해도 5,648만 달러 대 5,758만 달러의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우
리나라의 수출이 7,292만 달러에 그친
데 반해 중국은 1억 4,537만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폐기물처리설비의 경우 공병세
척 및 건조기기의 경우 중국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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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제품의
가격 상승이 두드려져 2000년 6.3달
러 대 30달러에서 2007년 기준으로
38달러 대 51달러로 현재 격차가 상
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각로 부품의 경우 2000년
5.3달러 대 2.2달러에서 2007년 9.2달
러 대 3.2달러로 여전히 중국에 비하
여 우리나라의 단가가 매우 높게 유
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액 면에
서도 우리 제품이 2006~2007년 기간
중 약 8.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우리와 중국의 규모가 2000년 8,452
만 달러 대 1억 5,054만 달러의 수준
에서 2007년 5억 1,862만 달러 대 9
억 828만 달러로 격차가 해소되고 있
어 고무적이다.

(2) 기술경쟁력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환경기술
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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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경기술개발투자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할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투자가 저조하여 국내 환경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체로
사후처리기술 개발에 치중하여 사후
처리기술인 오·폐수 고도처리, 유해
폐기물 처리기술 등은 보급단계에 도
달하였고, 집진기술, 배연탈황기술 등
은 상업화 단계에 도달한 반면, 청정
생산기술, 지구환경대책기술, 생태복
원기술 등의 첨단환경기술 수준은 여
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환경기술진흥원의 기술
수준조사 분석 결과5)에 따르면 유럽
이 30개 조사대상 기술 중 16개
(52%)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
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수준으
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종합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2% 수준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술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친환경제품 분야와 생태계 분야로 선
진국 대비 58% 수준의 기술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기술수
준이 높다고 평가된 분야는 먹는 물
과 하·폐수 처리기술 분야로서 각각
69%, 68%의 기술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환경기술 전 분야에 걸쳐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구체적으로 먹는 물, 폐기물,
하·폐수처리 및 환경시책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분석과 친환경
제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기술격차 축
소 정도가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기술 분야의 대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도
기업 육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시사점
환경상품의 개방화에 따른 관세철
폐 및 인하를 통한 효과는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효과로서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
한 환경상품 수입증가와 수출상대국
의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증
가 효과가 그것으로서 그 효과의 크
기는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수출입 해
당상품의 물량 및 가격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간접효과로는 관세철폐 및 인하를
통해 해당상품을 수입해서 자국 내에
서 환경장비 제작 및 시설 설치를 하
는 경우 그만큼 가격이 하락하게 되
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5) 이하 내용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동향·수준조사 및 미래환경신기술 예측(요약)」
,
2007. 5. pp.42~46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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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러한 환경장비와 시설을 수요
로 하는 최종수요자의 환경관리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해당품
목의 수출입이 활발해져 시장이 커짐
에 따라 기술의 교류, 투자유치 및 진
출 등을 유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환
경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
어들고 있는 반면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격차 역시 축소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결
국 환경상품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발
전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국내 환경산
업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시장방
어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환경상품의 중간 및 최종수요자의 가
격하락에 따른 편익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개방을 해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환경상품의 개방화 협
상이 급진전될 경우 품목그룹 간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DD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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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있으나 예외
품목은 최소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
하여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따로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도국에 수출하는 주
력 품목의 환경상품으로의 추가 지정
을 위해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각각의 세부품목별
로 민감도를 분석하여 접근해야 할
것인바, 단순히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수출입 관련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말고 중간 및 최종수요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어 우리나라 전체의 사
회적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의 자유화 논
의는 여타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상품의 경우
범용성을 지닌 상품이 상당히 많아서
이러한 경우 해당품목은 일반기계 및
화학 등의 여타 산업분야에 일차적으
로 분류되어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상
품의 관세철폐 및 인하는 관련 산업
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