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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효율적인 중간재 수입처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기존 연구들은 역내국 간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FTA의 경제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관세와 함께 원산지 규정 또한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한국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최종재보다 낮기 때
문에 중간재에 대한 보호 효과가 과소평가 될 수 있으나, 최종재에 부
과된 원산지 규정은 중간재에 보호 효과를 이전하는 효과를 갖고 있
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보다 크게 작용
할 수 있음.
○ 한국과 EU 간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달리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FTA 체결 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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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 적자의 이유는 EU의 경기침체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FTA
체결로 인해 한국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구입이 특혜 관세 및
원산지 규정 도입에 따라 EU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양국 간 교역은 산업 내 무역을 위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공급사슬이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이 한국의 중간재 수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FTA 체결로 인해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었을 때 한국의 최종재 생산
자는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중간재 구입처를 변경하여 FTA 체결
국이 제공하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거나, MFN 관세를 지불하면서
FTA 체결 상대국이 아닌 다른 효율적인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음.
- 한국의 최종재 생산자들이 신규 도입된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을
Conconi et al.(2018)의 방법론에 따라 정량화하여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구입 결정에 미치는 보호 효과를 측정함.
-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은 PAN EURO 방식으로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며 정량화 결과 화학공업 및 고무·플
라스틱산업에서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중간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량화한 지수와 무역 데이터 및 관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
을 수행한 결과,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중간재 수
입국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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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 시점인 2010년과 완전히 발효된 시점인
2014년의 중간재 수입을 통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중간재 수
입이 중간재에 부과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비EU 국가로 확대된 것으
로 나타남.
- 즉,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은 EU로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중간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의 중간재 구매자들이 EU 외의 수입국에
서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EU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다시 EU로 최종재를 수출할 때 받
을 수 있는 특혜관세의 혜택이 크지 않거나 한국과 EU 간 무역의 수
직적 통합 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멕시코의 수입을 분석한 Conconi et al.(2018)의 결과와
상반되는데, NAFTA의 경우 멕시코와 미국 간의 수직적 통합 수준이
높고 미국이 멕시코의 최대 무역 시장이며 멕시코는 자본재 중심의
중간재 수입 후 노동집약적 공정 과정에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
문으로 분석됨.
- 본 연구 결과는 FTA 발효 이후 EU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감소하는 추
세와도 부합하고 있으며 한국과 생산 공정의 수직적 결합도가 높은
한-중 FTA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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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20년간 운송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무역 장벽 완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상품 생산이 분할되고 중간재 무역이 발달함.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강화됨에 따라 상품의 생산이 국가 간에 분
할되면서 전 세계 무역에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상품
무역의 약 53.2%를 차지하고 있음.1)
-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다양한 생
산요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
해짐.
- 한국의 경우에도 중간재 교역이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64%, 수입의 68%를 차지하여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으로 국제 생산 네트워크 이용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 중 하나임.2)
1) 2018년 기준 UN Comtrade 데이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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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그동안 다수의 FTA를 체결하며 경제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FTA 활용률 증가 및 후
생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특혜무역협정 체결이 중간재 수입선 변화 및 글로벌 공급 사
슬 재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임.
- 특혜무역협정이 부여하는 혜택으로 인해 최종재 교역뿐 아니라 중간
재 공급 구조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음.
○ 한-EU FTA 경우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는 달리 협정 체결 후 한
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경우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
하면서 FTA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도 함.
-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은 –4.8%를 기록한
반면 대EU 수입 증가율은 4.8%로 증가하였으며, 수입 비중에서는
FTA 발효 이전인 2010년 비중 9.4%(388억 달러)에서 2015년 13.6%
(57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3),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11.6%(623억
달러)로 다소 하락함.4)
- 2010년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 수입 상대국이던 EU는 2012년
3위, 2015년 2위, 2018년 2위로 부상한 반면, EU에 대한 수출 비중은
연속 하락함.
○ 무역수지 적자의 이유를 EU의 경기 침체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
FTA 체결로 인해 한국 제조업의 생산에서 필요한 요소 구입이 특혜
조치로 인해 EU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2) 2018년 기준 UN Comtrade 데이터 이용.
3) 한-EU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2016).
4)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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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 상품군은 자동차와 부품
류, 선박, 전자기기 및 장비,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류, 철강류 등임.5)
- 같은 시기 EU의 대한국 주요 수출 상품군은 역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와 장비, 의약품류, 유기화학물질류로 양자 간
주요 수출 품목은 매우 유사
- 양자 간 교역 확대가 각국의 산업 내 무역 확대로 이어졌으며 한-EU
간 공급사슬이 더욱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의 공급사슬이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동시에
체결국 외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전환효과(trade diversion)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FTA는 역내 회원국에게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낮춰 생산요소 공급지를 제3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음.
- FTA의 무역전환 효과는 특혜관세로 인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FTA에
규정된 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음.
○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은 회원국에게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혜
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품이 회원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원산
지 규정(Rules of Origin: ROO)을 두고 있음.
- 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은 역외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해 수입
된 상품이 역외 관세가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5)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be-ko/wpge/m_7588/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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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지만, 생산비용이 저렴한 역외국으
로부터 생산비용이 높은 역내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비효율을 초
래하기도 함.
○ Krishna and Krueger(1995), Falvey and Reed(1998), Cadot et al.
(2002), Gretton and Gali(2005), Hoekman and Inama(2017) 등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는 원산지 규정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무역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Krueger(1993, 1995)는 원산지 규정이 생산비용이 높은 역내 생산자
를 생산비용이 낮은 역외 생산자로부터 보호함에 따라 무역 전환과
생산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Krishna and Krueger
(1995)는 원산지 규정이 생산비용이 높은 역내국의 중간재 수출을 보
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함.
○ Cadot et al.(2005)은 선진국-개도국 간 FTA의 경우 자본 집약적 중간
재를 생산하는 선진국과 노동 집약적 조립공정을 수행하는 개도국의
무역에서 원산지 규정은 개도국이 가장 효율적인 선진국으로부터 중
간재를 수입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함.
- 일례로 2018년 미국은 NAFTA 협상을 개정하면서 원산지 규정을 개
정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역내 가치비율을 기존 62.5%
에서 75%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조문희 외, 2018).6)
- 이에 따라 개정된 USMCA 협정은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자동차 생산에
이용되는 생산요소들의 역내 수입을 유도하고 사실상 미국산 생산
6) 미국은 협상 당시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85%까지 상향하기를 주장했으나 캐나다와 멕시
코의 반대로 75%까지 하향 조정하였으며 일반 RVC는 3년에 걸쳐 기존 NAFTA 협정의
62.5%에서 75%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조문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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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사용 비중을 높이도록 하여 역내 생산자들에 대한 보호 수준
을 강화하고 있음.
○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은 보호 효과를 중간재에 이전하는 효과
를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과분보
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내용이 중간재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강화하
여 공급망을 크게 왜곡할 수 있으며 한국의 FTA의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EU FTA 역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 최종재 생산
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간재 공급선을 EU로 변경함으로
써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음.
-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중간재 무역 변화 및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 상
황을 분석함으로써 FTA의 경제 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향후
통상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과 방법
○ 본 연구는 한국과 EU의 FTA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공급사슬이 통합되
는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중간재 수입이
EU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EU 역내국으로 전환되어 한국의 공급사슬
구조에 재편이 일어났는지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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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무역 전환 및 공급망 변화에 영
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기
업의 중간재 구입국 결정(sourcing decision)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함.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혜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
과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입 증가 및 생산성 향상,
후생 증대 효과 분석에 중점을 둠.
- Trefler(2004)는 캐나다-미국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고용 및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을, Kehoe and Rulh(2013)은 NAFTA 회원국의 무역
으로 인한 성장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Caliendo and Parro(2015)는
관세 인하의 후생증가 효과를 분석한 바 있음.
- 국내의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귀 외(2014), 배
찬권 외(2013) 등이 기발효 FTA의 생산성 증가 및 수입 증대 등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며, 조미진･장용준(2018)은 한･미 FTA 체결
로 인한 관세 인하가 중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한-EU FTA에 관한 연구로는 조미진･김태황(2012)이 한-EU FTA 체결
의 경제 성과를 FTA 활용률로 분석하였으며, 명진호(2012)는 한-EU
FTA의 관세 인하로 인한 품목별 수출 효과를 분석하였음.
○ 역내국 간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FTA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
인하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 FTA의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함께 연구하기 시작하였음.
- Krishna and Krueger(1995), Falvey and Reed(1998), Cadot et al.
(2002)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FTA의 경제적 효과는 특혜 관세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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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 또한 관세와 함께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를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및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Cadot
et al.(2006), Conconi et al.(2018)), 실증연구는 Estevadeordal(2000)
이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지수화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FTA의 활
용률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
- Anson et al.(2005), Carrere and de Melo(2004), Cadot et al.(2005)
등은 Estevadeordal(2000)의 지수를 이용하여 NAFTA의 원산지 규정
이 FTA의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조정란(2008), 정재호 외(2015), Roh and Park(2014) 등
이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이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바 있음.
- 이 외에 정철 외(2017)와 김상겸 외(2011)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무역
비용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최낙균･김영귀(2013)는
동아시아 FTA의 역내 부가가치 원산지 규정에 따라 FTA 효과가 달라
짐을 보인 바 있음.
○ 그러나 이 연구들은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최종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주력하고 상품 간 수직 관계에 대한 고려는 반영되지 않음.
-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의 무역 전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Grossman(1981)의 역내 생산요건 규정이 국내 중간재산업과 시장구
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Falvey and Reed(1998)의 원산지
규정이 생산요소 구입처를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원분배 왜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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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Ju and Krishna(2005) 등 이론 연구에 한정되어 있음.
- 최근 Conconi et al.(2018)은 NAFTA의 원산지 규정을 중간재를 기준
으로 정량화하여 NAFTA 원산지 규정이 멕시코의 중간재 수입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음.
○ FTA 체결로 인해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었을 때 한국의 최종재 생산
자는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중간재 구입처를 변경하여 FTA 체결
국이 제공하는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거나 MFN 관세를 지불하면서
FTA 체결 상대국이 아닌 다른 효율적인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음.
- 즉 FTA 체결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따라 최종재 생산자는 중간
재 구입처를 변경할지를 결정할 것임.
○ 본 연구는 NAFTA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상품 간 수직적 관계를 식
별하고 원산지 규정을 정량화한 Conconi et al.(2018)의 최신 방법론
을 이용하여 한-EU FTA의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한국의 중
간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이는 기존의 Estevadeordal(2000)과 이를 응용한 Roh and Park(2014)
의 원산지 규정 엄밀도 측정 방법론을 역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최
종재가 아닌 중간재를 기준으로 정량화를 시도하여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함.
- 이를 위해 한-EU FTA 협정문에서 각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간재와 최종재 묶음을 연결하여 중간재를 기준으로 정량화함.
- 이를 이용하여 EU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와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엄밀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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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종재 생산자들의 중간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 본 연구는 최신 개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부
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2장에서는 한국과 EU의 교역 현황과 FTA 발효 전후의 산업별 무역
변화 및 중간재 무역 변화를 살펴봄.
- 3장에서는 특혜 원산지 규정의 일반적인 내용과 한-EU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분석하고 한-EU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간재최종재 묶음을 연결하여 정량화를 시도함.
- 4장에서는 정량화된 원산지 규정 및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를 설명
하고 FTA 발효 전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함.
- 5장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며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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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EU 최종재 및 중간재 무역 동향

1. 한-EU 교역 현황
○ 한-EU 간 양자 교역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왔음.
-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EU에 대한 수출이 577억 달러, 수입이
623억 달러로 약 4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세계금융위기 시기의 무역 감소를 겪은 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
를 회복했으나 수출의 경우 2011~2012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며
2018년 현재까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상황이 조성됨.
-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11년까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로는 현재까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 전 세계 수출 대비 대EU 수출 비중은 14~15%를 유지하다가 2008년
부터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9.6%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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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전 세계 수입 대비 대EU 수입 비중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1%에 이르렀으나 2018에는 이보다
다소 감소한 11.6%를 기록
○ 한-EU FTA가 발효된 시점이 2011년 7월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입
감소 시점 이후 한국의 EU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한-EU 간 수출은 FTA 발효 시점 이후 5년간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한국이 FTA를 체결한 아세안, 중국,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FTA 발효 시점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과 상반되는 현상으로 유
럽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2-1> 한-EU 양자 간 교역 규모 및 비중(1991년~2017년)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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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EU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FTA가 체결되기 이전인 2010년에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수출에서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운송기기 외에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산업의 수출이 3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 기계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두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수입에서는 일반기계산업의 수입이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2-1> 한-EU 산업별 무역 비중 현황(1991년~2018년)
단위: %

2010년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품가공

0.3

3.8

0.6

5.6

섬유･가죽

1.4

1.7

1.4

2.4

목재

0.1

2.4

0.2

3.8

제지･출판

0.2

1.2

0.3

0.9

석유･코르크

3.8

2.2

1.6

2.5

화학･고무

7.9

19.1

18.6

18.1

비철금속

0.3

1.2

0.4

1.0

금속제품

4.0

5.5

7.0

3.0

제철･제강

1.4

3.1

3.0

2.1

일반기계

7.1

27.0

11.1

14.6

전기･전자･정밀

34.8

18.0

21.9

21.5

운송기기

38.0

12.0

33.3

18.2

0.5

1.3

0.6

1.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ISIC revision3를 이용한 산업 분류는 <부록 표 2>를 참조.
2) 농업과 광공업 제품은 통계에는 포함되나 표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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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화학･고무산업의 수입이 19.1%, 전기･전자산업의 수입이
18.0%로 높은 수준을 보임.
○ 한-EU FTA가 발효된지 7년이 경과한 2018년의 수출을 살펴보면, 운
송기기산업의 비중이 33.3%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전기･전자산업의 수출 비중이 2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나 2010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함.
- 수출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화학･고무 플라스틱산업의 수출 비중이 상
당히 증가했다는 점으로, 2010년 대EU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에서 2018년에는 18.6%로 증가함.
- 2018년 동 산업의 수입 비중 역시 18.1%로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이
며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18년 EU로부터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전자･정밀산업으로 총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 운송
기기산업의 비중이 18.2%로 화학･고무 플라스틱산업의 비중과 유사
-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서 수입 비중이 가장 크게 감
소하였으며 증가한 수출 비중보다 수입 감소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2. 산업별 최종재 및 중간재 무역 분석
○ 한국과 EU의 교역관계를 최종재와 중간재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
면 한국의 EU에 대한 최종재 수출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
급격히 감소한 후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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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재 수출은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다소 회복하였으나 2009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이에 반해 중간재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점으
로 중간재 수출이 최종재 수출을 초과하고 있음.7)
- 최종재 수입 역시 2018년 현재까지 최고 수입액을 경신하며 증가 추
세임.
- 중간재 수입의 경우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5년 다소 감
소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함.
○ 대EU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
세로 2018년을 기준으로 55.3%를 차지하여 최종재 수출보다 높은 수
준을 기록함.
- 반면 중간재 수입 비중은 감소세로 2018년 42.2%를 차지하여 최종재
수입보다 낮은 비중을 기록함.
- 특히 FTA 발효 이후 시점부터는 최종재 수입 비중이 중간재보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EU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가 중간재보다는 최종재 수입 증가로부터 나타난 결과임을 시사함.
○ 중간재 수입 전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EU로부터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비중과 함께 다른 국가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비중
대비 EU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비중 변화가 중요하므로 국가별 중간
재 수입 비중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본 장에서는 HS 6단위별 UN의 상품별용도분류(BEC:Broad Economic Categories)코드를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를 구분함. BEC 코드는 상품을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로 구분
하고 있으며 이 중 소비재와 자본재를 제외한 중간재로 구분된 상품을 기준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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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EU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입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중간재 구분은 UN 상품별용도분류(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이용.

- 한국의 중간재 총수입에서 EU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다소 감소함(<표 2-1> 참조).
-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비중 역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하고 있음.
- 이는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EU와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간재 수입선이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한국과 중국 간 가공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중간재 수입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이후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더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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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의 중간재 수입국 비중 변화
단위: %

EU

미국

중국

일본

2010년

6.5

8.1

14.1

15.1

2011년

5.9

7.5

13.8

12.8

2012년

6.7

7.2

13.1

12.3

2013년

7.4

6.8

13.9

11.9

2014년

7.9

7.3

15.1

10.6

2015년

8.5

8.5

18.9

11.2

2016년

8.1

9.3

19.9

12.3

2017년

7.6

9.1

18.8

11.4

2018년

7.3

10.1

18.1

10.0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중간재 구분은 UN BEC 코드 이용.

○ 산업별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EU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표 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운송기기가 가
장 많았고 이러한 추세는 2015년과 2018년에도 이어짐.
- 전기･전자･정밀기기산업의 중간재 수출은 2010년 11.8% 대비 2015
년과 2018년에 각각 6.0%와 5.5%로 감소함.
- 화학･고무산업 및 제철･제강, 금속제품산업의 중간재 대EU 수출 비
중은 2010년 이후 증가세에 있어 동 산업들에서 EU 내 부품･소재 수
입선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중간재 수입에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산업에서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2010년 27.1%였던 EU산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5년 49.7%
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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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산업별 대EU 중간재 수출입 비중 변화
단위: %

2010년

2015년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품가공

4.0

11.3

4.4

14.8

5.0

16.1

섬유･가죽

6.5

12.2

6.9

13.9

7.7

15.8

목재

7.8

7.6

6.3

13.4

8.3

13.7

제지･출판

3.0

10.8

4.3

14.8

4.0

12.0

석유･코르크

6.5

3.6

5.3

7.8

2.0

5.9

화학･고무

6.8

15.0

9.4

18.6

10.7

17.6

비철금속

8.1

7.8

5.8

9.8

6.7

10.4

금속제품

6.0

5.6

7.2

9.1

10.0

6.4

제철･제강

9.2

16.5

9.8

19.7

13.3

16.6

일반기계

9.7

26.6

9.8

31.2

11.6

26.1

전자･정밀기기

11.8

8.2

6.0

8.8

5.5

10.1

운송기기

19.6

27.1

16.6

49.7

21.8

45.8

기타 제조업

10.4

12.9

10.9

13.0

11.4

12.8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중간재 구분은 UN BEC 코드 이용.

- 일반 기계산업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0년 26.6%에서 2015년
31.2%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8년 다시 감소
- 이 외에 식품가공, 섬유･가죽, 목재, 제지･출판, 석유･코르크, 화학･
고무, 비철금속, 금속제품, 제철･제강 등 산업 전반적으로 중간재 총
수입에서 EU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중간재 수입의 상당
부분이 제3국에서 EU로 수입선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FTA 체결로 인한 특혜 조치는 최종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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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변화시키고 생산요소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침.
- FTA 체결로 인한 특혜는 관세 인하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원산지 규
정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특혜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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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1.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되는데,
특혜원산지 규정은 양자무역협정 및 지역무역협정 등 특혜무역협정
에서 적용되며 역내국의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함.
-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무역정책을 위한 각국의 국내법, 다자무역협정
등에서 수입 제한 등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적용됨.8)
○ FTA에서 특혜원산지 규정은 역외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상품이 역외 관세가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관세동맹과 달리 FTA는 역외국에 대한 공통적인 관세 장벽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회원국마다 다른 역외 관세 체계를 보유할 수 있음.
8) 김상겸 외(2011),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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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역외 관세가 낮은 국가를 통해 상품
을 수출하고 무관세가 부여되는 FTA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유인을 가
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무역굴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무역협정에는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며 원산지 규정은 해당 상품이 회원국에서 생산되어
특혜 관세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함.
○ 주요 특혜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완전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은 특혜무역협정 체결 당
사국 역내에서 상품이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될 것을 요구하는 기
준으로 생산제품의 공정이 모두 한 국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원산
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로 농수산품, 광산물 등에 적용됨.
- 실질적 변형 기준은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 실질적
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역내 부가가치 기준
(value content criterion), 특정공정 기준(criterion of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으로 구분됨.9)
○ 세번변경 기준은 상품의 분류 코드(HS코드)에 근거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
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투명성 및 행정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세번변경 기준에서는 HS 2단위가 변화할 것을 규정하는 류의 변경
(Chnage in Chapter)이 가장 엄격한 기준이며 4단위 호 변경(Change
9) 김상겸 외(201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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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eading)과 6단위 소호 변경(Change in Subheading)순으로 엄격
성이 낮음.
-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
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및 가공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 산정 기준의 다양성
및 국별 회계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높은 편임.
- 특정공정 기준은 제품 생산에 있어 유의한 수준의 가공공정이 발생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투명성은 높으나 증빙이 어
려운 단점이 있음.
○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원산지 규정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원
산지 규정은 생산자에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비용 및 생산비용을
유발시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혜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기도 함.
- 또한 상품 생산이 분할되어 여러 국가에서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상품의

<표 3-1> 실질적 변형 기준의 종류 및 특성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 기준

장점

- 원산지 결정 기준 조건이 투 - 창출된 부가가치의 - 특정공정의 수행 여부
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음
비율에 따르는 간단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 행정비용 최소화
명료한 방식이며 협
정확하고 예측 가능
정문이 단순하고 협
상시간 단축

단점

- HS 품목 분류상 가공 단계에 - 국가별 상이한 회계 - 복잡한 증빙서류
따라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
기준, 원재료의 시장 - 기술적 진보, 경제적
품은 적용 곤란
가격, 환율 변동 등
상황 등을 고려하여
- 신규기술 개발로 인한 신상
변동성이 높음에 따
수시로 개정 필요
품 개발 등의 즉각적인 반영
라 유발되는 행정비
이 곤란
용이 높음

자료: 김상겸 외(2012) p.33~32, 노재연･박지형(2014), p.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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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품의 생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원산지 확인 과정을 거
쳐야 하므로 생산 공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함.
- Cadot et al.(2005)은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비용으로 NAFTA의 경우
6.8%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과 1.9%의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s)이 발생되며 PAN EURO의 경우 8%의 순응비용과 6.8%의 행정
비용이 발생된다고 추정한 바 있음.10)
○ 또한 원산지 규정은 생산비용이 저렴한 역외국으로부터 비용이 높은
역내국으로 생산요소 수입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함.
-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생산자는 중간재 수입을 역내국으로 전환
할 유인이 발생하여 역내 중간재 생산자를 보호하는 부가적인 효과
가 발생
- 이에 따라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생산비용이 저렴한 역외국으로부터
생산비용이 높은 역내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비효율을 초래함.
○ 상품의 생산과정이 국제적으로 분할됨에 따라 한 상품이 생산되어 소
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제조, 조립, 포장, 운송 등 다양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중간재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수
입될 수 있음.
- FTA에 규정된 최종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필연적으로 최종재에 사
용된 중간재의 교역에 영향을 미침.
10) NAFTA 유형의 경우 주로 미주지역의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세번변경 기준은
2단위와 4단위 위주, 부가가치 기준은 RVC 기준을 채택하는 특징이 있음. PAN EURO 방
식은 EU가 체결하는 신규 FTA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유럽위원회의 조화노력으로
동일한 형태를 취하나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번변경은 4단위 기준 위주,
부가가치 기준은 MC에 기초한 30~50%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박지형･노재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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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
는 NAFTA 협정은 HS코드 세번 9102로 시작하는 손목시계의 경우
HS 2단위 류에 해당하는 품목 변경을 원산지 요건으로 하고 있어 91
로 시작하는 비역내산 중간재를 이용할 경우 역내산 물품으로 판정
받을 수 없음(Conconi et al., 2018).
- 즉 손목시계를 제조하기 위해 이용되는 HS코드 9108 손목시계 무브
먼트(movement), HS코드 9113 시계줄, HS코드 9113 시계 케이스는
역내에 위치한 생산자에게서 조달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은 요건이 부과된 최종재 생산에 사용되는 중
간재의 교역에 영향을 미침.
○ 역내 중간재 생산자의 경우 최종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 경우
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선호하고 이와 반대로 최종재 생산자는 최종재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11)
- 이와 같이 원산지 규정은 중간재 생산자와 최종재 생산자에게 상이
하게 작용함으로써 최종재 수입과 중간재 수입에 다른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11) Ju and Krishn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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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크게 완전생산 기준, 세번변경 기준, 부가
가치 기준, 특정공정 기준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완전생산 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이 결합된 빈도수를 포함하면 총 9.8%를
차지하며 농수산 생산품과 식품가공산업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세번변경 기준에서는 HS코드 2단위와 6단위 변경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협정문을 포괄하여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만을 채택하
고 있음.
- 역내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다른 PAN EURO형 FTA와 마찬가지로 원
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국내산 원재료와 국내산이 아닌 원재료의 일
정 비율 이상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할 때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하는 방법인 MC법을 채택하고 있음.12)
○ 전체 규정 중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인 CTH가 24.7%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생산자가 CTH 또는 MC 50% 중 선택
할 수 있는 혼합 규정으로 17.4%를 차지함.
- CTH에서 파생된 CTH 또는 MC 규정을 포함하면 총 57.1%에 해당하
는 품목이 4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는 EU-남아공, EU-멕시코, EU-칠레 FTA 등 EU가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4단위 세번변경(CTH) 원산지 규정 비중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부록 표 3> 참조).

비역내산 원재료가격종합

12) MC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 ≤ 품목별기준값
공장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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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한-미 FTA는 세번변경 기준이 주를 이루고 있
고 4단위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가장 엄격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한-EU FTA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그동안 EU가 PAN EURO 방식에서 고
수하던 엄격한 결합 기준(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에 충
족 요건) 대신 선택 기준(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선택)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음.13)
○ <표 3-2>는 HS코드 6단위로 분류한 5,052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
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14)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은 섬유･가죽, 화학･고무, 석유･코르크, 목재,
철강, 비금속 등의 산업의 주요 규정으로 작용하며 구체적으로 제철･
제강산업에는 194건, 금속제품에 174건, 비철금속산업에 141건, 화
학･고무산업에 134건이 해당됨.
-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기준의 혼합 기준은 화학･고무산업이
811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기계산업이 474건, 전기･전자･정밀산업
이 312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한 변형 기준을 거쳐야 하는 특정
공정 기준은 대부분 섬유･가죽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의류 제
품이 직물 기준(Fabric Forward)에 따르기 때문15)
13) 한･EU FTA 상세설명자료(2012).
14) 한 품목에 여러 개의 원산지 규정이 포함된 경우로 인해 총계는 5,052개보다 많은 5,609
개로 나타남.
15) 직물 기준은 한-미 FTA의 원사 기준(Yarn-Forward)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
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변형 기준이라고도 함(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제3장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33

<표 3-2> 한-EU FTA 원산지 기준(HS2007 6단위 세번 기준)
규정

빈도

비중

CTH
CTH + MC 50% or MC 40%
CTH or MC 25%
CTH or MC 30%
CTH or MC 40%
CTH or MC 45%
CTH or MC 50%
CTH or Other
CTH or Other or MC 45%
CTH or Other or Other
CTH or SP
CTH or SP or SP
CTH+MC 30%+WO
CTH+MC 40%
CTH+MC 40% or MC 30%
CTH+MC 50%
CTH+WO+MC 30%
MC 15%
MC 30%
MC 40%
MC 40% or MC 30%
MC 45%
MC 50%
Other
Other or MC 40%
Other or MC 50%
SP
SP or MC 40%
SP or SP
WO
WO+MC 30%
WO+MC 50%
총계

1,385
8
101
3
271
395
976
34
3
10
1
15
2
6
7
53
5
2
1
72
13
99
125
294
62
34
675
31
388
465
57
16
5,609

24.69
0.14
1.8
0.05
4.83
7.04
17.4
0.61
0.05
0.18
0.02
0.27
0.04
0.11
0.12
0.94
0.09
0.04
0.02
1.28
0.23
1.77
2.23
5.24
1.11
0.61
12.03
0.55
6.92
8.29
1.02
0.29
100

자료: 한-EU FTA 협정의 원산지 의정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CTH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MC는 공장도 거래가격에 기반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 SP
는 특정공정 기준, WO는 완전생산 기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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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운송기기산업은 자동차 부품, 모터사이클 및 트레일러 등
기타 자동차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 기준과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의 선택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완성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
준만 규정되어 있어 역외 국가산 부품비율을 45% 이하로 충족하도록
규정16)

3.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정량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은 상품별로 구
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규정으로 기술된 원산
지 규정을 수치화하기 위해 Conconi et al.(2018)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재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중간재에 대해 부과되는 제
한 정도를 정량화함.
- Conconi et al.(2018)은 협정문에서 각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
에 따라 중간재와 최종재 묶음(pair)을 연결하여 중간재에 대한 원산
지 규정의 엄밀함을 측정함.
- Estevaderodal(2000)이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지수화한 이후 Anson
et al.(2005),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Carrere and de
Melo(2004), Cadot et al.(2006), Rho and Park(2016), 정재호 외
(2015) 등의 연구는 이를 응용하여 FTA 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무역 장벽으로서의 영향 및 FTA의 활용률에 미
치는 영향 등 경제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음.
16) 한･EU FTA 상세설명자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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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방법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엄격성에 따라 분류하여 세번변경 2
단위, 4단위 6단위 기준에 각각 6점, 4점, 2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부
가가치 기준이 혼재된 경우 점수 조정을 거쳐 원산지 기준을 지수화
하였음.
-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이 6단위 각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1의
숫자를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4단위 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
보다 높은 2의 숫자를, 2단위 류 기준으로 규정되고 이에 더하여 부
가가치 기준이나 특정공정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면 더 높은 숫
자를 부여받는 방식임.
○ Conconi et al.(2018)의 방법론은 기존의 Estevadeordal(2000)의 방법
론을 역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해
당 최종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최종재 생산에 이용된 중간
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임.
- 이를 위해 중간재에 연결된 최종재에 대해 부과된 원산지 규정의 수
를 집계하여 중간재를 기준으로 제한이 부과된 건수를 측정함.
○ 한-EU FTA에 품목별로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최종재와 연결하여 도
식화하면 <그림 3-1>과 같음.
- 한-EU FTA에 규정된 최종재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관련된 중간재 모
두에 연결하여 최종재  에 중간재  에 대한 원산지 제한이 부과되어
있으면   는 이항변수인 1의 값을 갖도록 정의함.
- 예를 들어, HS 740322 코드의 동-주석의 합금(청동)은 한-EU FTA 원
산지 의정서에서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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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4단위 HS호 7403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 코드 즉, 740311,
740312, 740313, 740319, 740321, 740322, 740329 등의 품목이 최
종재 740322에 대해 1의 값을 갖게 됨.
○ 또한 원산지 규정은 두 상품 간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연결될 경우에
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측정한 중간재-최종재 묶음의 실질적
인 수직적 생산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의 기본 부문 투입계수를 HS 6단위
코드로 변환하여 중간재-최종재 간 수직적 관계를 확인하고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묶음은 제외함.17)
○ <그림 3-1>은 한-EU FTA에서 완전생산 기준과 세번변경 기준 및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혼합 기준으로 규정된 원산지 규정과
이와 연관된 중간재 묶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EU FTA의 최종재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종 산업의 중간
재의 수입처 선택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기본 기준 외에 예외 규정이 많은 한-미 FTA나 NAFTA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최종재-중간재 간의 원산지 연결 묶음을 도식화할 경우 해
당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 이전되는 보호 효과도 존재하여 원산지 규
정의 투입-산출 관계가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
(<부록 그림 1> 참조).
- 예를 들어, HS 621010 의류의 경우 한･미 FTA는 해당 상품이 역내산

17) 한국은행 투입산출표의 기본 부문-HS코드 2007간의 연계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연계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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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5602호 및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일 것
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
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해당 제품인 62류 외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중간재와 51-55류. 58, 60류 등의 품목까지 제한
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재  와 중간재  간의 관계가 반드시 선
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 해당 품목의 경우 한-EU FTA에서는 특정공정 기준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그림 3-1>에서도 해당 산업은 점
선으로 표시되지 않음.
○ 이와 같이 측정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HS코드 2단위 세번을 이용
하여 산업별로 구분하면 동물성 생산품에 대한 지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나고 화학 공업 및 플라스틱･고무산업에서 중간재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는 원산지 규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동물성 생산품의 경우 완전생산 기준으로 규정된 상품이 많아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든 중간재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
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화학공업의 경우 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형 규정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포함되는 모든 4단위 제품의 중간재에 대해 원산
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제한 규정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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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EU FTA 원산지 규정 품목별 중간재-최종재 연결

자료: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이 주요 규정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
2) HS2007 2단위 기준 산업 분류 이용.18)

- 플라스틱･고무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4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
원산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이 단
독으로 적용되고 있음.

18) HS코드 2단위 기준 01~05: 동물성 생산품; 06~14: 식물성생산품; 식품: 15~19; 광물:
25-27; 화학공업: 28~32; 플라스틱･고무: 39~40; 원피･가죽: 41~43; 목재: 44~49; 섬유:
50~63; 신발류: 64~71; 기초금속: 72~83; 기계 및 전자장비: 84~85; 광학기기: 90~92;
기타: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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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산업별 한-EU FTA 원산지 규정 정량화 결과 요약 통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동물성 생산품

13.9

10.4

1

30

식물성 생산품

4.8

2.8

1

10

식품

5.2

4.3

1

16

광물

4.4

2.5

1

9

화학공업

8.7

6.2

1

26

플라스틱･고무

8.2

5.3

1

19

원피･가죽

5.5

3.5

1

12

목재

6.6

3.9

1

14

신발류

4.3

2.7

1

11

기초 금속

5.7

3.7

1

15

기계 및 전자기기

7.3

2.9

1

14

광학기기

6.5

3.4

1

13

운송기기

7.3

4.5

1

14

기타

8.2

5.4

1

17

자료: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HS2007 2단위 기준 산업 분류는 <그림 3-1>과 동일.
2) 투입-산출표를 매치하지 않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초통계는 <부록 표 4> 참조.
3) 대부분 특정공정 기준으로 규정된 섬유산업은 제외.

○ 섬유산업의 경우 생산요소에 대한 제한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나
한-EU FTA의 경우 NAFTA나 한-미 FTA와 달리 대부분의 품목이 특
정공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정량화 방법
론으로 지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한-EU FTA의 경우 HS 코드 세번 50~63에 해당하는 섬유제품 중 약
93%에 해당하는 품목이 모두 특정공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의
모든 품목이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세번변경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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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정 기준의 혼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미 FTA 및 NAFTA
와 차이가 있음.
- 한-EU FTA에서 6단위 품목 기준 특정공정 기준으로 규정된 산업은
대부분 섬유산업으로19) 이하 4장의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의 무역 굴
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 산업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함.

19) 총 1,094개 품목 중 1,000개 품목이 섬유산업(HS 50~6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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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방법론
○ FTA 체결 후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한국의 EU 외 제3국
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정
량화한 원산지 규정과 특혜관세마진, 수입액 증가율을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하여 분석함.
- 구체적으로 특혜관세 및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들의 중
간재 공급처 변화 분석을 시도함.
-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은 EU가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이용하던
PAN EURO 방식이 다수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자 입장에서
는 현재 한-EU 간 생산구조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외생적으로 발생
한 변화라고 간주할 수 있음.
○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실험군 상품(treated goods: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원산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과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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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non-treated goods: 원산지 기준에 따라 중간재에 제한이 적용
되지 않는 제품) 수입의 차이를 비교함.
- 이를 위해 아래 식을 이용하여 FTA를 체결한 EU 외 국가로부터의 수
입액 차이와 3장에서 정량화한 원산지 규정 지수를 이용함.

∆      
       ∆Pr            

(1)

- 여기서 ∆       는 FTA 발효 전후 6단위 상품코드 기준 한
국의 중간재  품목의 EU 이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변화에 대한 로
그값을 의미하며, ∆ Pr     는 FTA 체결로 인한 역
내국과 역외국의 양허관세 차이의 로그값을 의미함.
-    는 최종재  에 대해 중간재  사용을 제한하는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면 이항변수 1의 값을 갖는    값을 중간재  를 기준으로
합한 값이며 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여 EU로 수입선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 FTA의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하였음을 의미함.
- ∆ Pr     는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이 EU산
수입에 부과하는 특혜관세와 기타 역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차이를
측정하며,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제3국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EU의 중간재  생산자의 보호 효과가 높아짐.
-  ,  는 각각 산업 및 국가 단위의 추세를 통제하기 위한 산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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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과와 수입국가별 고정효과를 의미하며   은 오차항을 의미함.
○ 이중차분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품 간 이질성에서 기인하
는 잠재적 편의(bias)를 제거할 수 있으나 품목 단위의 추세 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onconi et al.(2018)과 같이 삼중차분법
(triple-difference)을 이용하여 한-EU FTA 발효 효과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를 측정함.
- 구체적으로 EU 외 제3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 증가율과 EU로부
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율을 아래 식 (2)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음.

∆       ∆     
      ∆ Pr          

(2)

- 식 (2)는 아래 식 (3)과 (4)의 차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며 ∆ 
   

 ∆     는 관측기간 동안 EU 외 국가들로부터의

중간재  수입과 EU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율의 차이(로그값의
변화)를 의미하고 상품 고정효과   가 탈락함에 따라 상품별 추세 등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로 인한 편의를 통제할 수 있음.
-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비EU 국가들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과 EU 국가들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변화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식
(2)는 식 (3)과 (4)의 차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음.

∆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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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 Pr         

2. 데이터
○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량화 지수는 최종재  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와 연결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를 중간재  를 기준으로 총합하여   






변수를

측정함.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를 이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는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연결한 모든 최종재-중간재 묶음의 이항
변수를 중간재  를 기준으로 합산한 값    이고, 두 번째는 이 묶
음에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중간재-최종재 간 수직적 관계가 검
증된 묶음만 남긴 후 중간재  를 기준으로 합산한 값인    임.
○ 무역 데이터는 UN Comtrade에서 EU로부터의 수입액 및 전 세계로
부터의 수입액,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을 이용함.20)
- 본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을 기준으
로 발효 이전 데이터로 2010년을 시점 연도로, 발효된 이후 생산자들
20) 2장에서의 국가별･산업별 중간재 수입 비중 변화에서는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BEC 코드를 이용하여 중간재와 최종재를 구분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중간재 교역 데이
터를 이용할 때 한-EU FTA에서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으로부터 연결된 중간재에
대한 무역 데이터를 이용함. BEC 코드에 의한 중간재 정의와 원산지 규정을 이용한 중간
재에 대한 정의는 6단위 HS2007 코드를 이용할 때 약 91%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2
장과 3장 간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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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TA 규정에 적응하고 이용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
해 종점 연도를 2014년으로 선정21)
- 2015년에는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다수의 국
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통제할 수입국들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2014년을 FTA 발효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의 종점으로 설정하며
2011년 발효 이후 효과를 검증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고려됨.22)
- EU로부터의 수입과 비교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은 해당연도에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던 미국, 칠레, 아세안, 인
도 등의 국가를 제외함.23)
○ 한-EU FTA의 특혜관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의 WTO TRAINS 관세 데이터를 이용함.
- 농산품 및 식품에 해당하는 관세의 경우 종량세가 다수 포함되어 있
어 품목별 일관적인 관세율 도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함.
○ 분석에 이용되는 무역통계, 관세 데이터, 원산지 규정 정량치를 연결
한 데이터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4-1>과 같음.
- 2014년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0년에 비해 산업별로 대
부분 증가하였으며 EU가 아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역시 대체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21) 한-EU FTA는 2009년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이후 2011년 7월 잠정 발효되고 2015년
전체 발효된 바 있음(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22)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이 HS2007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무역데이터 및
관세데이터를 HS2007로 변환하여 이용함.
23) 싱가포르의 경우 2006년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중간재 교역과 크게 관련이 없어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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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무역통계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2010년
2010년
2014년
2014년
비EU·FTA 비EU·FTA
비EU·FTA 비EU·비FTA
MFN 관세 대EU 관세 MFN 관세 대EU 관세
체결국 수입 체결국 수입 미체결국 수입 미체결국 수입

2010년
EU 수입

2014년
EU 수입

식품

482

1,051

1,521

1,648

4,973

6,952

-

-

-

-

광물

930

1,422

91,418

141,915

45,356

45,308

2.9

2.9

2.8

0

화학공업

6,072

7,625

12,468

11,797

14,198

19,006

6.3

6.3

6.2

0.7

플라스틱･고무

1,152

1,683

5,897

4,404

5,044

6,561

6.8

6.8

6.6

0.1

원피･가죽

772

1,264

201

305

1,450

2,013

6.1

6.1

5.7

0

목재

548

776

1,178

1,074

4,757

5,493

2.5

2.5

2.5

0.3

섬유

729

1,062

901

1,122

7,939

11,886

9.8

9.8

9.8

0.1

신발류

1,235

2,154

3,570

2,121

5,856

7,339

7.7

7.7

7.7

0.2

기초 금속

3,131

4,331

20,277

16,478

22,871

26,200

4.3

4.3

4.2

0.1

15,457

20,113

23,097

18,710

61,996

72,763

6

6

6

0.1

광학기기

2,633

3,635

4,739

4,967

7,880

10,336

6.8

6.8

6.8

0.3

운송기기

3,801

9,876

3,792

3,060

6,495

5,220

5.5

5.5

5.4

0.3

589

594

470

508

2,969

3,938

5.6

5.6

5.6

0.1

기계 및 전자기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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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TRAIN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비EU･비RTA 국가는 EU회원국이 아니면서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
2) HS2007 기준.

- 그러나 산업별 증감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기계 및 전자기기
와 운송기기의 경우 관측 기간 동안 EU권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
였으나 비EU권 및 FTA 미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함.
- 2010년 MFN 관세와 2010년 대EU 관세는 EU FTA가 발효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2014년 MFN 관세와 대EU 관세
는 EU FTA가 발효된 시점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분석 결과
(1) 기초 결과
○ 본 장에서는 한-EU FTA 체결로 특혜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었을 때 한
국의 최종재 생산자가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중간재 구입처를
변경하였는지를 한국의 EU 국가와 EU 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액을
특혜관세와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분석함.
- 표에서  는 log∆        log ∆     즉, 역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2014년과 2010년과의 차이의 로그값과
EU로부터의 수입액의 2014년과 2010년과의 차이의 로그값의 차이
를 의미하며 2014년과 2010년 사이 두 집단의  상품 수입 증가율의
차이를 의미함.
- 먼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직적 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을 이용한 분석 결과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이 EU산 수입에 부
과하는 특혜관세와 기타 역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차이가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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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U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예측
한 바와 같이 ∆ Pr     에 대한 계수는 부정적이고
유의미하게 나타남.
- 즉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제3국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EU의 중간재  생산자의 보호 효과가 높아짐.
- 이러한 효과는 분석 대상을 전체 수입국에서 다른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정했을 경우 더 커짐.
○ 반면,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효과는 정의 부호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즉,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은 EU로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중간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의 중간재 구매자들이 EU 외의 수입국에
서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EU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다시 EU로 최종재를 수출할 때 받
을 수 있는 특혜관세의 혜택이 크지 않거나 한국과 EU 간 무역의 수
직적 통합 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FTA 발효 이후 최종재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와도 부
합하고 있으며 멕시코-미국의 경우와 같이 한국과 생산 공정의 수직
적 결합도가 높은 한-중 FTA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됨.
○ 원산지 규정에 따른 중간재-최종재 묶음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두 상품 간 수직적 결합이 있는 경우만을 지수 측정에 이용한   
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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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과 EU로부터의 수입 차이를 비교한 분석에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공급에 많은 제한을 부과할수록, EU가 아닌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EU 외에 FTA를 체결한 국가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 한국 최종재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행정비용 및 순응비용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
쇄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한-EU FTA의 경우에는 이러
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시 말해 다른 국가에 대한 MFN 관세 지불 금액과 한-EU FTA의 관
세 인하분의 차이가 효율적인 중간재 구입처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
하지 않다거나, 중간재 구입처를 변경하여 최종재를 제조하고 이를
<표 4-2> 분석 결과
 를 이용한 경우

 를 이용한 경우

(1) 전체

(2) FTA
체결국 제외

(1) 전체

(2) FTA
체결국 제외

VARIABLES











0.151***

0.171***

0.125***

0.121**

(0.0401)

(0.0524)

(0.0370)

(0.0483)

-0.103**

-0.113*

-0.113**

-0.125**

(0.0446)

(0.0582)

(0.0444)

(0.0581)

관측치

48,563

28,920

48,563

28,920

Adjusted R-squared

0.0376

0.0473

0.0376

0.0471

∆Pr 

주: 1) 괄호 안은 HS코드 2단위 산업 수준의 군집된(clustered) 표준오차.
2) *10% 수준에서 유의; **5% 수준에서 유의; ***1% 수준에서 유의.
3) 수입국별 고정효과, 상수항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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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로 판매할 유인이 적다는 것임.
○ 특혜관세 혜택 및 원산지 규정의 영향은 한국의 최종재  생산자가
한-EU FTA 발효 후 EU에 수출할 때 받을 수 있는 특혜마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즉, 한국 최종재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을 따
르기 위해서는 행정비용 및 순응비용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해야 하며 이 유인은 중간재  를 역내에
서 조달하여 최종재  를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누릴 수 있는 관
세 혜택일 것임.
- EU로 수출하던 최종재 상품이 많은 생산자와 최종재를 제3국으로 수출

<표 4-3> 분석 결과: EU에 대한 수출액을 포함한 경우
(1) 전체

(2) FTA 체결국 제외

VARIABLES







0.165

0.302

(0.171)

(0.222)

-0.00431

-0.0136

(0.0117)

(0.0150)

0.0411*

0.0378

(0.0220)

(0.0286)

-0.153***

-0.165***

(0.0458)

(0.0588)

관측치

44,513

26,592

Adjusted R-squared

0.00419

0.0455

 × Exp

Exp

∆ Pr 

주: 1) 괄호 안은 HS코드 2단위 산업 수준의 군집된(clustered) 표준오차.
2) *10% 수준에서 유의; **5% 수준에서 유의; ***1% 수준에서 유의.
3) 수입국별 고정효과, 상수항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서는 생략.

제4장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해온 생산자 간에는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에 맞출 유인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 기간 이전에 EU로 수출하던 최종재  의
수출액을 분석에 포함하여 결과를 검토함.
○ 분석 기간 시점인 2010년 이전인 2007년에서 2009년간의 EU에 대한
수출액 평균을 이용하여24) 수출액 평균치와    와의 교호항을 포
함하고 분석한 결과, EU에 대한 수출액이 많은 상품일 경우,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EU 외 국가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EU 시장이 중요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순응비용을 감수하고 원산
지 규정을 맞출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EU에 대한 수출이 많은 수출
업자는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수입선을 전환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그러나 원산지 규정의 평균적인 정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지는 않
고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강건성 분석
○ 이하에서는 위 분석의 결과를 원산지 규정 중, 세번변경 기준이 90%를
초과하는 산업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검증함.
- 본 연구에서 이용한 Conconi et al. (2018)의 방법론은 세번변경 기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NAFTA를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의 정량화를 시도
24) 2010년 이전의 기간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시기임을 감
안하여, 1개 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09년간의 HS 6단위 상품별
수출액 데이터를 평균하여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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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택적인 부가가치 기준이 함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분석을
함께 시도하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 <표 3-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4단위 세번변경기
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기준과의 선택기
준과 함께 순수한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정량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강건성 검사에서는 산업별로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서 세번
변경 기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화학 공업, 기계 및 전자기기, 고무
및 플라스틱, 원피, 광물성 생산품 등의 산업만을 한정하여 동일한 분
석을 수행함.25)
○ 분석 결과, 상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간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오히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는 EU 외 FTA 체결국가를 포함한 경우가 FTA 체결국을 제외
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한-EU FTA의 중간재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이 증가하였고 특히 다른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증가
시켰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앞서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수입 시장의 경우 2000
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간 가공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제하고
25) 세번변경 기준의 비중은 화학공업산업은 90.3%, 기계 및 전자기기산업은 86.2%. 광물성
생산품은 98%, 원피는 965.7%, 고무·플라스틱산업은 86.2%에 이르며 기타 산업의 경우
5%~80%까지 분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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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검증 결과
(가) 산업을 제한한 분석

(나) 중국을 제외한 분석

(1) 전체

(2) FTA
체결국 제외

(1) 전체

(2) FTA
체결국 제외

VARIABLES











0.226***

0.193***

0.129***

0.132**

(0.0468)

(0.0612)

(0.0389)

(0.0527)

-0.122**

-0.151**

-0.125***

-0.148**

(0.0572)

(0.0754)

(0.0466)

(0.0632)

관측치

26,391

15,699

45,535

25,892

Adjusted R-squared

0.0418

0.0518

0.0375

0.0477

∆Pr 

주: 1) 괄호 안은 HS코드 2단위 산업 수준의 군집된(clustered) 표준오차.
2) *10% 수준에서 유의; **5% 수준에서 유의; ***1% 수준에서 유의.
3) 수입국별 고정효과, 상수항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서는 생략.

분석을 수행함.
- 중국의 경우 2015년 한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분석 기간에서는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2000년대부터
급증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고려하여 샘플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함.
- 분석 결과는 앞선 분석들과 동일하나 계수값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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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결과
○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효율적인 중간재 수입처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기존 연구들은 역내국 간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관세와 함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산
지 규정 또한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한국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최종재보다 낮기 때
문에 중간재에 대한 보호 효과가 과소평가 될 수 있으나, 최종재에 부
과된 원산지 규정은 보호 효과를 중간재에 이전하는 효과를 갖고 있
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보다 크게 작용
할 수 있음.
○ 한국과 EU 간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달리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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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FTA 체결 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함.
- 무역수지 적자의 이유는 EU의 경기침체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FTA
체결로 인해 한국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구입이 특혜 관세 및
원산지 규정 도입에 따라 EU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양국 간 교역은 산업 내 무역을 위주로 확대되어 왔으며 공급
사슬이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이 한국의 중간재 수입구조 변화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FTA 체결로 인해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었을 때 한국의 최종재 생산
자는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중간재 구입처를 변경하여 FTA 체결
국이 제공하는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거나 MFN 관세를 지불하면서
FTA 체결 상대국이 아닌 다른 효율적인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음.
- 한국의 최종재 생산자들이 신규 도입된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에 어
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을 Conconi
et. al(2018)의 방법론에 따라 정량화하여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
정이 중간재 구입 결정에 미치는 보호효과를 측정함.
-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은 PAN EURO 방식으로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며 정량화 결과 화학공업 및 고무·플
라스틱산업에서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중간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량화한 지수와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중간재 수입국에 변화가 발

56 한-EU FTA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한국의 중간재 무역구조 변화 분석

생했음을 확인함.
-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 시점인 2010년과 완전히 발효된 시점인
2014년의 중간재 수입을 통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중간재 수
입이 중간재 구입처에 대해 부과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비EU 국가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즉,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은 EU로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중간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의 중간재 구매자들이 EU 외의 수입국에
서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EU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다시 EU로 최종재를 수출할 때 받
을 수 있는 특혜관세의 혜택이 크지 않거나 한국과 EU 간 무역의 수
직적 통합 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NAFTA 발효로 인한 멕시코의 수입변화를 분석한 Conconi
et al.(2018)의 결과와 상반되는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수직적
통합 수준이 높고 미국이 멕시코의 최대 무역 시장이며 멕시코는 자
본재 중심의 중간재 수입 후 노동집약적 공정 과정에 특화된 구조를
갖기 때문으로 분석됨.
- 본 연구결과는 FTA 발효 이후 EU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감소하는 추
세와도 부합하고 있으며 한국과 생산 공정의 수직적 결합도가 높은
한-중 FTA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부가가치 기준이 주요 원산지 규정
이 규정된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특성상 방법론상 한계를 내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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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이용한 방법론은 최종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에 부과하는 수입국 결정(sourcing decision)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재-중간재 연결 묶음을 구성함으로써 지수화하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 부가가치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부가가치 기준을
포함한 변형이 필요하나 본 연구 범위의 한계상 세번변경 기준을 중
심으로 지수를 구축하여 이용하였으며 세번변경 기준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강건성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향후 개선을
통해 더욱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EU 무역 관계의 경우 수직적 통합관계가 중국 또는 미국에
비해 작고 다른 FTA 체결국에 비해 최종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여타 FTA의 원산지 규정과 함께 분석하여 비
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한-중, 한-미 FTA까지 모두 포괄한 총괄적인 연구가 필요
하며 향후 과제로 남겨둠.

2. 시사점
○ 글로벌 가치사슬 발달로 인해 상품의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고 한 상
품이 여러 개의 국가에서 생산･가공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다수의 연구에서는 무역협정의 효과는 관세 인하 효과 외에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집중되
는 현상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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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무역협정 가입 시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생산자들이 역내 중
간재 생산국으로 구입처를 전환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를 위해 지역 무역사슬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 결과는 미중통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 및 글
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음.
-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
결해왔으며 향후 CPTPP 및 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참여 결정을
논의 중임.
- 기존에 주요 무역상대국 및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추가
적인 무역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의 혜택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추
가 FTA 가입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원산지 규정 또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
○ 2018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는 NAFTA 협정을 개정한 USMCA
협정을 발효한 바 있음.
- 개정된 USMCA 협정은 미국의 제안에 따라 보다 강화된 원산지 규정
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기존의 62.5%였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75%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자동차 부품을 핵심, 주요, 기타 부품
으로 분류해 핵심과 주요부품에 각각 75%, 7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제안함.
-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생산 시설의 역내 회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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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회원국으로부터의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간재의 역내 생산을 유도하
는 특혜원산지 규정은 FTA 체결 상대국과의 경제 구조 및 상품의 경
합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경제 효과에 대한 면
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중간재 최종재 생산자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순응비용을 감수하고 원산지 규정에 부합할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
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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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중간재 분류
품목

음식료품

산업용

연료 및
윤활유

자본재

운송기기
및 부품

소비재

BEC 분류

구분

상세

HS 2007 품목수

111

중간재

산업용 식품음료 원재료

58

112

소비재

가정용 식품음료 원재료

181

121

중간재

산업용 식품음료 가공품

79

122

소비재

가정용 식품음료 가공품

279

21

중간재

산업용 공급품 원재료

270

22

중간재

산업용 공급품 가공품

2,330

31

중간재

연료 및 윤활유 원재료

9

321

중간재/
소비재

내연기관용연료, 휘발유

4

322

중간재

연료 및 윤활유 가공품

16

41

자본재

자본재(수송기기 제외)

595

42

중간재

자본재의 부분품

246

51

소비재

여객용 운송기기

9

521

자본재

기타 (산업용)

46

522

소비재

기타 (비산업용 소비재)

17

53

중간재

운송기기부품

104

61

소비재

내구재

177

62

소비재

반내구재

391

63

소비재

비내구재

222

7

-

미분류

21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의 기준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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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산업 분류
산업구분

ISIC rev3/rev3.1

식품가공

15, 16

섬유･가죽

17, 18, 19

목재

20

제지･출판

21, 22

석유･코르크

23

화학･고무

24, 25

비철금속

26

금속제품

27

제철･제강

28

일반기계

29

전자･전기･정밀기기

30, 31, 32, 33

운송기기

34, 35

기타제조업

36, 37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ISIC revision3 코드와 HS 코드를 매치.

<부록 표 3> EU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 기준 분포
규정

EU-남아공

EU-멕시코

EU-칠레

NC

0.39

0.39

0.39

NC+ ECTC

2.39

2.04

2.39

NC+SP

1.39

1.39

1.39

NC+ECTC+SP

0.00

0.00

0.00

NC+RVC

11.46

10.91

11.90

NC+ECTC+RVC

1.57

1.57

1.57

NC+RVC+TECH

0.08

0.20

0.20

NC+Wholly Obtained Chapter

7.62

7.62

7.62

NC+Wholly Obtained Heading

0.70

0.70

0.70

소계

25.60

24.82

26.16

CTSH

0.20

0.20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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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U-남아공

EU-멕시코

EU-칠레

CTSH+ECTC

0.00

0.00

0.00

CTSH+SP

1.90

1.90

1.78

CTSH+ECTC+SP

0.00

0.00

0.00

CTSH+RVC

0.27

0.27

0.27

CTSH+ECTC+RVC

0.00

0.00

0.00

CTSH+RVC+SP

0.00

0.00

0.00

CTSH+ECTC+RVC+SP

0.00

0.00

0.00

소계

2.37

2.37

2.25

CTH

32.99

32.99

32.86

CTH+ECTC

4.60

5.13

4.56

CTH+SP

0.00

0.00

0.00

CTH+ECTC+SP

6.66

6.66

6.66

CTH+RVC

13.01

12.68

12.78

CTH+ECTC+RVC

0.37

0.86

0.37

CTH+RVC+SP

0.00

0.00

0.00

CTH+ECTC+RVC+SP

0.02

0.02

0.02

소계

57.65

58.34

57.25

CC

2.16

2.16

2.16

CC+ECTC

1.02

1.02

1.02

CC+SP

0.04

0.04

0.04

CC+ECTC+SP

11.02

11.25

11.02

CC+RVC

0.00

0.00

0.00

CC+ECTC+RVC

0.00

0.00

0.00

CC+RVC+SP

0.00

0.00

0.00

CC+ECTC+RVC+SP

0.00

0.00

0.00

소계

14.24

14.47

14.24

총계

100.00

100.00

100.00

자료: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정재호 외(2015)에서 재인용.
주: CC:2단위 세번변경 기준, CTH: 4단위 세번변경 기준, CTSH: 6단위 세번변경 기준, ECTC:
세번변경 기준 예외 규정, RVC: 역내 부가가치 기준, SP: 특정공정 기준, CI: 품목변경기
준, NC: 세번변경 기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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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산업별 원산지 규정 정량화 결과(투입-산출표 미반영)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동물성 생산품

22.3

9.3

1

30

식물성 생산품

6.6

2.8

1

10

식품

8.5

4.9

1

16

광물

6.4

2.4

1

9

화학공업

13.2

6.6

1

26

플라스틱･고무

11.4

5.4

1

19

원피･가죽

7.8

3.7

1

12

목재

8.9

3.7

1

14

신발류

5.7

3.1

1

11

기초금속

8.1

3.9

1

15

기계 및 전자기기

8.4

2.8

1

14

광학기기

8.3

3.4

1

13

운송기기

10.1

4.0

1

14

기타

11.8

4.8

1

17

자료: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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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한국의 주요 FTA 체결국 및 체결국의 FTA 현황
체약국

발효시점
(년.월)

칠레

04.4

미국(04.1), 중국(상품: 06.10, 서비스: 10.8), 일본(07.9),
CPTPP(19.12)

싱가포르

06.3

일본(02.11), 중국(09.1), CPTPP(19.12)

EFTA

06.9

ASEAN

07.6

일본(08.12), 중국(상품: 05.1, 서비스: 07.7)

인도

10.1

ASEAN(상품: 10.1, 서비스: 15.7), 일본(11.8)

EU

11.7

일본(19.2)

페루

11.8

미국(09.2), 중국(10.3), 일본(12.3), EU(13.3), CPTPP(19.12)

미국

12.3

터키

13.5

EU(96.1)

호주

14.12

미국(05.1), ASEAN(10.1), 일본(15.1), 중국(15.12),
CPTPP(19.12)

캐나다

15.1

EU(17.9), CPTPP(19.12)

중국

15.12

ASEAN(상품: 05.1, 서비스: 07.7)

뉴질랜드

15.12

중국(08.10), ASEAN(10.1), CPTPP(19.12)

베트남

15.12

일본(09.10), CPTPP(19.12)

콜롬비아

16.7

EU(96.1), 미국(12.5)

주요 경쟁국과의 FTA 체결 현황(미국, EU, 중국, 일본 등)

자료: 오영석 외(2019),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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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NAFTA 원산지 규정 최종재-중간재 매칭

자료: Conconi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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