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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책 형성의 국내정치적 기원: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이승주
<요약문>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
우 차별적인 FTA 정책을 실행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에서 차별성이 초래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FTA 정책이 국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추적할 뿐 아니라, 이를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분
석틀이 필요하다. FTA 정책결정에 수반된 국내협상은 다음 사항들의 영향을 받는다: (1) 정부간
협상과 병행되는 대내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조직화된 반대의 유무; (2) 반대의 수용 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3) 정부간에 합의된 무역 자유화의 시행을 위한
국회 비준과정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직화된 반대의 유무; (4) 그에 따른 보상책의 제공
여부; (5) 국회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에서 각각 대대적인 자유화/광범위한 보상, 제한된 자유화/제한적 보상, 광범위한 자유화/무
보상의 패턴이 발생한다.

주제어: FTA, 정책결정구조, 자유화, 보상, 한국, 일본, 싱가포르, 동아시아 지역주의

Ⅰ. 서 론
다자주의 통상정책의 전통적 지지자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양자 FTA 정책을 수용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 2001년 체결된 일본ㆍ싱가포르 FTA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
내외 국가들과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다자주의 통상 정책에서 탈피하여
양자 FTA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상대국 선정에서 속도, 범위, 수준에 이르기까지 FTA의 구체적 내용 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차별성을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에는 신속한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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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포괄적 범위의 FTA, 높은 수준의 FTA가 있는가 하면, 점진적 FTA,
소규모 개발도상국과의 FTA, 협소한 범위의 FTA, 낮은 수준의 FTA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차별적인 FTA 정책을 실행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대외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Aggarwal and Urata 2006). WTO 출범 이후 다자주의 무역 자유화 협상의 난항이나 FTA의
전 세계적 확산과 같은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동아시아 국가
들의 FTA 추진에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동기가 작용하였다고 본다(Solís et. al. 2009). 빠르게
확산되는 FTA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인식을 갖게 된 동아시아 각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차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FTA를 추진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Dent 2003). 동아시아 금융 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자주의 이외의 대안을 추구하도록 촉
진하였으며, FTA는 그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 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FTA 체결 경쟁에 돌입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연구들은 개별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ㆍ경제적
요인이 FTA 정책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Krauss 2003; Munataka 2006). 우선,
정부의 전략적 동기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개별 국가의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능률적인 산업 부문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浦田 2002). 반면, 국내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FTA로 인한 수혜집단과

다(

피해집단 사이의 정치적 경쟁의 결과를 반영한 FTA 정책이 수립된다고 본다(Katzenstein 2006;
Mulgan 2005; Yoshimatsu 2005; Solís and Katada 2007; 최태욱 2006).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FTA 정책은 다양한 수준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되고 있
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별적인 FTA 정
책을 추진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적 성격
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자주의에서 FTA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설명하는 데는 강점이 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이한 FTA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
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유사한 성격의 변화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
이 차별적인 FTA를 추구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다자주의의 대안을 모색하
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FTA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원칙, 기준, 구체적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FTA를 추진할
당시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마다 상이한 국내적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FTA를 추구하는 구체적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개별 국가의 FTA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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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FTA 정책이 형성되는 정치적ㆍ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에서 다양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한다. 특히 동
아시아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3국의 FTA
정책을 분석한다. 유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3국의 주요 행위자들이 FTA 정책 결정
구조와 제도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3국의 FTA 정책이 차별화
되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의 차별성을 상대국 선정, FTA가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FTA의 범위와 수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 분석틀에 기초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이 형성
되는 동태적 과정을 비교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FTA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Ⅱ. 동아시아 FTA의 다양성
1. FTA 체결 현황과 FTA 교역 의존도
현재까지의 FTA 체결 현황은 개별 국가들이 FTA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차적 기준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는 54개에 이르며,
그 가운데 40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현재 78개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상태임
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에서 FTA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당 3.4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2.2개의 FTA를 체결
하고 있는 미주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1)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2010년 현재, 한국은 5개의 FTA를
발효시켰고, 협상 타결 및 서명 단계의 FTA가 2개, 협상 진행 중인 FTA가 8개이다. 일본 역시
11개의 FTA를 발효시켰고, 현재 4개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17개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3개의 FTA를 타결한 상태에서, 7개의 FTA 협
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전체 교역 가운데 FTA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역의 비중은 개별 국가들이 FTA에 부여
한 정책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FTA가 국가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해당 국가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1)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34개국들은 2008년 현재 75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ww.sice.o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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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주요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 비중이 2000년 이후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차이도 상당한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중국, 일
본, 싱가포르의 FTA 교역 비중이 각각 44%, 25%, 11%, 59%를 기록하였다.2) 싱가포르의 수치
가 59%를 기록한 것은 싱가포르가 단순히 다수의 FTA를 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긴밀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싱가포르가
중국, 일본, 미국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의 수치
역시 협상 타결 단계에 있는 한 ㆍ미 FTA를 포함하여 44%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아직 타결
되지 않은 한ㆍEU FTA를 포함할 경우,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한국은 칠레, 싱가포
르 등 경제 교류 규모가 작은 소규모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던 초기 FTA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미국, EU, 인도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왔다. 한국은 FTA
에 그만큼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한ㆍ중ㆍ일ㆍ싱가포르의 전체 교역에서 FTA를 통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IMF Trade Statistics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음.

반면, 일본의 전체 교역에서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에 불과하다. 일본은 일부
의 예외를 제외하면, 여전히 경제 교류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
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또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현재까지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를 본격
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ASEAN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
2) 이 수치는 약 11%, 8%, 0%, 26%를 기록한 2000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FTA 정책 형성의 국내정치적 기원 105
하였고, 역외 국가들 가운데는 멕시코,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최근에야 비로소 인
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과 FTA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이 국가들
이 일본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 2.1%에 불과하다.

2. FTA의 범위
경제 협력 관련 규정,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교역 포함 정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상이한 범위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3) 일본은 경제 협력,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 금융 등 WTO-plus 쟁점을 두루 포함하는 광범위한 FTA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4) 일본ㆍ
태국 FTA, 일본ㆍ브루나이 FTA의 경우, WTO-plus 규정을 FTA에 포함시키는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은 이 국가들과의 FTA에서 무역 촉진, 투자, 정부 조달, 경쟁 정책 등 싱가
포르 이슈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기준, 환경, E-commerce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들을 망
라한 FTA를 체결하였다(Kawai and Wignaraja 2008).
싱가포르와 한국도 기본적으로 FTA에 WTO-plus 쟁점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전략을 쓰
고 있지만, 상대국의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WTO-plus 쟁점 가운
데 싱가포르 이슈는 모두 포함시키고, 협력 증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WTO-plus 쟁점 포함 비율이 한ㆍ미 FTA와 한ㆍ싱가포르 FTA에서 각각 55%, 60%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WTO-plus 쟁점을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국의 선호를 고려하는 신
축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WTO-plus 쟁점 포함 비율이 한국, 일본과의 FTA에서는
각각 60%와 50%에 달하는 비교적 광범위의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파나마
와의 FTA에서는 각각 45%, 40%, 45%의 WTO-plus 쟁점을 포함시키는 중범위의 FTA를 체결
하였다(Kawai and Wignaraja 2008).

3. 무역 자유화의 수준
동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FTA의 상이성은 무역 자유화의 수준에서도 드러난다. 관세 자유
화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내용은
매우 차별적이다(<표 1> 참조).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무역 자유화 정도와 관계없
이 100%의 관세 철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즉시 철폐하고 있다. 한국은 기본

3)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FTA의 유형에 대해서는 Dent 2007, 447-474 참조.
4) 중국의 FTA를 통한 무역 자유화 정책은 주로 상품 교역에 치중하고, 서비스 교역은 부분적으로만 다
루어진다. 중국은 또한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 금융 분야는 FTA에서 제외시키는 등 비교적 단순화된
형태의 FTA를 선호한다.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더라도, 권리 규정이 아닌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다. Den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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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높은 무역 자유화를 선호하지만, 상대국에 따라 탄력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일종의 맞춤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즉, ASEAN 및 인도 등 개도국과의 FTA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미국 및 EU 등과는 높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ㆍ
ASEAN FTA에서 한국의 관세 철폐율은 90%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한ㆍ미 FTA의 관세 철폐율
은 99.7%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한국 FTA의 신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대대적인 무역 자유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높은 국내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

<표 1>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 자유화 비교
FTA
한국 칠레
한국 싱가포르
한국 ASEAN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일본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일본 브루나이
일본 칠레
중국 ASEAN
싱가포르 한국
싱가포르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출처: Kuno and Kimura 2008.

수입국
한국
칠레
한국
싱가포르
한국
ASEAN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일본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일본
브루나이
일본
칠레
중국
싱가포르
한국
싱가포르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Tariff line

관세 철폐율
Trade Value

96.3%
98.8%
91.6%
100.0%
90% 이상
90% 이상
99.7%
100.0%
76.2%(*)
NA
87.0%(*)
NA
88.8%(*)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95.0%
100.0%
91.6%
NA
76.2%(*)
100.0%
100.0%

99.9%
96.2%
NA
100.0%
90% 이상
90% 이상
NA
NA
94.0%
100.0%
87.0%
98.0%
94.0%
99.0%
92.0%
97.0%
93.0%
90.0%
92.0%
97.0%
99.9%
99.9%
90.1%
99.8%
NA
100.0%
NA
100.0%
94.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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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달리 FTA로 인한 피해집단에 대규모의 보상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
문에, 피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사전적으로 반영하여 제한적인 FTA를 추구한다. 일본이 현재까
지 체결한 FTA의 상품 교역 양허 내용을 검토하면,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대국
의 양허율은 97%~100%인 반면, 일본의 양허율은 87%~94%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양희 외
2008).

Ⅲ. 분석적 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차별적 성격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차별성이 초래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FTA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추적할 뿐 아니라, 이를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분석틀이 필요하
다. 여기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FTA 정책이 형성되는 메커니
즘이 작동하는 과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된 분석틀을 제시한다.
FTA의 수준과 범위는 정부간 협상뿐 아니라 국내 행위자의 비준을 받기 위한 대내협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FTA 정책이 국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
다. FTA는 대개의 경우 일방적인 형태를 띠기보다는, 다자수준이건 양자수준이건 통상협상을

<그림 2> FTA 정책의 동태적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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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를 위한 통상협상이 개시된 이후, 국내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는 <그림 2>에 나타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내협상은 다음 사항들의
영향을 받는다: (1) 정부간 협상과 병행되는 대내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조직화된 반
대의 유무; (2) 반대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3) 정부간에 합
의된 무역 자유화의 시행을 위한 국회 비준과정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직화된 반대의
유무; (4) 그에 따른 보상책의 제공 여부; (5) 국회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다.
FTA 정책이 국내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TA의 국내
결정 과정은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협상을 개시하면서 시작된다. 경제적 규모가 작고 교역 관
계가 긴밀하지 않은 국가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거대선진경제권 국가와
의 FTA가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양국 사이의 분업 구조의 형
성과 그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역의 비중이 높은 국가와
의 FTA는 경제구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 피해집단들의 조직화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반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높은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정부가 어떤 상대국을 선택하는지가 국
내적으로 조직화된 반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국의 선택과 그에 따른 정부간
협상의 개시가 FTA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조직화된 반대의 정도는 FTA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집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또는 그 이전에 피해
집단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제한된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FTA 협상이 타결
된다. 반면, 정부간 협상단계에서 피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대적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FTA 협상을 타결한다. 위의
두 가지 형태의 정부간 협상의 결과는 이후 비준 과정에서 다시 조직화된 반대를 고려한 의회
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 제공 여부에 따라, 각각 비준 실패, 무보상,
대규모 보상의 경우로 구분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FTA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 이해 당사자, 의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따라, 한 국가의 FTA 정책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한된 자유화/
무보상; (2) 비준 실패/자유화의 미발생; (3) 제한된 자유화/제한적 보상; (4) 대대적인 자유화/
무보상; (5) 비준 실패/자유화의 미발생; (6) 대대적인 무역 자유화/광범위한 보상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2)와 (5)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역 자유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며, (1),
(3), (4), (6)은 무역 자유화의 범위와 보상의 수준이 다양하게 결합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인 (1), (3), (4), (6)을 중심으로 설명한
다. (1) 제한된 자유화/무보상은 다음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무역, 투자,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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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FTA 협상이 개시되면, 피해집단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집약하고, 기존의 제도적 장
치를 활용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피해집단의 조직화된 반대의사를
정부간 협상에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며, 그 결과 정부간 협상은 제한된 형태의 무역
자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여 타결된다. 정부간 협상을 위한 대내협상 과정에서 대대적인 자유
화에 반대하는 피해집단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의회비준단계에서는 조직화
된 반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체결된 FTA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반면, (3) 제한된 자유화/제한적 보상은 의회비준과정에서 조직화된 반대에 직면한 의회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피해집단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때 발생한다. 보상이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피해집단의 이해관계가 정부의 대내협상과정에서 이미 상당 정
도 수용되어서 FTA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 (4) 대대적인 자유화/무보상
의 패턴은 반대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완비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정책 형성의
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정부간 협상단계뿐 아니
라 의회비준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반대 의사의 표출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대단히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며, 의회비준과정에서도 별도의 보상책을 제공할 필
요가 없다.
한편, FTA 협상에 대한 피해집단의 조직화된 반대가 존재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들의 정책선호를 반영하지 않은 대
대적인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협상을 타결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내협상과정에서 충분
히 수용되지 못한 피해집단의 조직적 저항이 의회비준단계에서 뒤늦게 표출될 수 있다. 이때,
이론적으로는 의회가 조직적 반대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5)
비준 실패/자유화의 미발생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비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
치적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회는 대대적인 자유화를 인정하되 피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상책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6) 대대적 자유화/
광범위한 보상이 발생한다.
위의 분석틀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6) 대대적인 자유화/대규모 보상의 패턴, 일본에
서는 (3) 제한된 자유화/제한적 보상의 패턴, 싱가포르에서는 (4) 대대적인 자유화/무보상의 패
턴이 각각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FTA 협상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의 초반부에 이해관계를 표출할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FTA의 피해
집단들이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된 의회 비준 단계에서 조직화된 반대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으
며, 이에 따라 정부는 FTA 협상의 비준을 위해 대규모 보상을 지급하는 패턴이 발생한다.
한국과 자주 비교되는 일본에서 (3) 제한된 자유화/제한적 보상의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자유화의 최대 반대세력인 농업 부문이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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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부간 협상단계에서부터 제한된 범위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FTA의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의 필요가 비교적 적고, 제한된 자유
화조차도 적절한 보상책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6) 대대적인 자유화/무보상에 해당한다. FTA 정책 형성의 전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고도로 통합된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화된 반대에 직면하
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장기간 의회를 압도적인 차이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자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지급도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 분석틀은 개별 국가의 FTA 정책이 단계별로 형성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장점
이 있다. 정부간 협상의 개시, 이익집단의 활동, 정부 차원의 이익집약, 협상 타결, 국회 비준,
비준 과정에서의 정치적 저항, 보상책의 제공 등 통상정책의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하여
분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분석틀은 무역 자유화와 보상책에 대한 다양한 조합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FTA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FTA 정책에도 이 분석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1) 제한된 자유화/무보
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정부 자체가 아직 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정치체제의 속성상 이미 발생한 무역 자유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논의 전개의 편의상,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순서로 FTA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Ⅳ. 싱가포르․일본․한국의 FTA 정책 형성 과정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한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하여 왔으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신속하게 FTA를 수용하여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했다. 싱가포르
는 동남아시아 교역의 거점인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생산 기지로서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
진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5) 따라서 싱가포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다자주
의의 대안을 모색할 동기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강하였다(Lee 2006). 그 결과, 싱가포르
는 FTA의 체결 숫자와 지리적 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동아시아에서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5) 린다 와이스(Linda Weiss)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국가의 변환 능력
(transformative capability)으로 개념화하였다. Wei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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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왔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01년 뉴질랜드와 최초의 FTA를 체결한 이래,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에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간 최초의 FTA를 체
결하였고, 2003년에는 다시 역외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EFTA, 2004년에는 미국, 2005년에는
인도, 요르단과 FTA를 각각 체결하였다. 2006년에는 다시 역내의 한국, 역외의 파나마와 FTA
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에는 역내의 중국, 역외의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다.6) 이와 같이 싱
가포르는 다수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결과, 역내외 국가들을 연결하는 FTA 허브
(hub)의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를 포함, 싱가포르가
체결한 FTA 가운데 상당수는 FTA의 범위와 강도 면에서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7)
싱가포르가 추진해 온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FTA를 오로지 대외환경 변화의 결과로만 보기
는 어렵다. FTA 정책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무역개발원(Trade Development Board),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통신정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가 FTA 정책에 참여하
고 있다. 외견 상 다수의 정부 부처가 FTA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통상산업부가 정책결
정과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산업부는 싱가포르가 전통적으로 지향했던
다자 수준의 무역 자유화 정책과 양자적 FTA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싱가포르의 대외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한다. 이로써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 부처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정책 조정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며, 고도의 자율성을 갖춘 통합된 정책결정 체제를 갖게 되었다.8)
이러한 제도적 배경은 싱가포르 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 높
은 FTA를 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산업 분야를
개혁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할 필요가 컸던 것
이다(Low 2003). 싱가포르 정부가 일본과 미국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상대국으로 선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Terada 2009).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FTA 정책을 추진하
는 가운데, 국내 이익집단으로부터 조직화된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실제로
FTA 이해 당사자들이 FTA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정부의 기존 정
책 선호가 변화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고도로 통합된 FTA 정책 결정 구조 하에서
6) 싱가포르가 역외의 강대국들과 FTA를 추진한 데에는 외교안보적 요소도 작용하였다. 주변 강대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 등 역외의
강대국과의 FTA를 체결하고자 하였다. Pang 2007.
7) 싱가포르는 다만 자국의 선호를 고수하기보다는 상대국의 선호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여 FTA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Dent 2007.
8) 1979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개발국(Development Division)에서 분리된 통상산업부는 싱가포르
경제의 세계화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선도해왔다. 통상산업부는 1부와 특수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
고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10개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http://app.mti.gov.sg/default.asp?i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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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선호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선호
가 정책 결정 과정 중에 타협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9)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소규모 통상국가로서 싱가포르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제도 역시 신속하게 재편된 이해관계를 정책 선호로 전환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10) 따라서 정부간 FTA 협상 단계뿐 아니라 의회 비준 과정에서도 조직화된 반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정부는 대단히 광범위한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며,
의회 비준 과정에서도 별도의 보상책을 제공하지 않는 패턴이 발생한다.
또한 싱가포르 FTA 정책형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TA 정책결정구조를 고리로 한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FTA 정책에 대한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 데에는 정부연관기업(government-linked companies: GLCs)을 중심으로
형성된 싱가포르의 특수한 정치경제 체제 역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11)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에서 가장 세계화된 경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연관기업들이 금융, 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연관기업들을 통해 정부의 정책선
호를 시장 행위자들에게 전달 또는 강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Lee 2006). 이
러한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등과의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 국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다.
반면,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다국적기업들의 평
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FTA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선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싱가포르 GDP에서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34.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싱가포르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정책
선호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1). 실제로 미국
의 다국적기업들은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미국ㆍ싱가포르 FTA 재계연합
(U.S.-Singapore FTA Business Coalition)을 결성하여 싱가포르 정부에 자신들의 정책 선호를 적
극적으로 전달하였다(The Straits Times, December 13, 2000).
9) 싱가포르 정부가 고도로 통합된 정책결정 구조를 갖게 된 데에는, FTA가 다자주의를 촉진하는 디딤
돌(building block)이 될 수 있다는 수상과 내각 차원의 인식의 전환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
환을 바탕으로 FTA가 통상정책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
책결정체제가 완성되었다.
10) 정치 체제의 속성 상 FTA에 대한 적극적 반대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도 싱가포르 정부가 과
감한 FTA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지난
2006년 총선거에서 84석 가운데 82석을 석권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 압력단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직적 반대를 동원
하기란 어렵다.
11) 정부연관기업을 통한 싱가포르의 정부ㆍ기업 관계에 대해서는 Hamilton-Hart (2000)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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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FTA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싱가포르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방된 경제체제를 선호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2. 일본
일본은 FTA 후발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일본ㆍ싱가포르 FTA는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한 무역 자유화를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일
본이 통상정책의 중심축을 양자 FTA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시발점이었다. 역내 국가들과의
FTA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
되었으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주
력하였다. 2005년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전략은 이후 ASEAN과의 FTA
체결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일본은 역외 국가들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싱가포르
와 FTA를 체결한 이후 다음 FTA 상대국으로 멕시코를 선정하여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이후에
도 일본은 칠레, 스위스와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호주, GCC, 인도, 페루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10년 6월 현재, 일본이 9개의 양자 FTA 그리고 ASEAN
과의 다자 FTA를 체결하고, 현재 다수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인 데서 알 수 있듯이, FTA는
신속하게 일본 통상정책의 주요 축으로 정착되었다.
정책결정 면에서 싱가포르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일본의 FTA 정책에서는 제한된 자유화/제
한적 보상의 패턴이 주로 나타난다. 일본의 FTA 정책은 광범위한 쟁점들을 포함하는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역 자유화의 심도 면에서는 민감 산업부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
한된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경향이 역내외의 다수 국가들과의 FTA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Dent 2006). 그 결과 일본은 FTA 상대국으로 무역 자유화의 부담이 큰 거대선진경제권보
다는 개도국을 선호하고, 개도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자국의 비대칭적 경제력을 활용해 제한
적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FTA를 고수하고 있다(최낙균 외 2008). 전통적으로 무역 자유화의
최대 반대세력인 농업부문 및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는 이를 고
려하여 정부간 협상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제한된 자유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정치적

ㆍ사회적 제약은 일본이 FTA 상대국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협상 전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 FTA 정책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 표출과 이를 반영
하는 FTA 정책결정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12) 일본의 FTA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선호
12) 일본의 FTA 정책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승주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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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전적으로 반영시키는 특징이 매우 두드러진다(이승주 2009). 일본 FTA 정책의 시발은 정
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FTA의 주요 당사자인 재계와 농민단체의 이해관계
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정책결정체제는 수출 대기업뿐 아니라,
주요 당사자들의 정책 선호를 정책형성의 사전적 또는 초기 단계에서 고루 반영하여 무역 자
유화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우선 FTA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자인 자동차업체, 전자업체, 정부조달 수주업체들은 FTA의
미체결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Manger 2005;

岩武

俊広 2005; 森本修 2005). 특히, 일본 게이단렌(日本 経団連)은 FTA의 미체결로 인한 피해를
추산하여 공표하는 등 FTA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수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
하였다(Yoshimatsu 2005;

中川 2006; Solís and Katada 2007). 게이단렌은 더 나아가 민감 산업

인 농업의 자유화를 전제로 한 일본ㆍ멕시코 FTA, 일본ㆍ태국 FTA, 일본ㆍ오스트레일리아
FTA 협상의 개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에 신중했던 대기업들이 FTA의 적극 추진을 요청한 것은 FTA 미체결의 불이익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투자, 서비스, 기술
협력 등 광범위한 쟁점을 내용으로 하는 FTA의 체결을 추진하였다.
반면, 대기업이 일본 정부의 초기 FTA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FTA의 구체적
내용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해 당사자인 농업 부문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농민들

農協) 등 고도로 조직화된 단체들을

은 농촌 지역이 과대 대표된 일본 선거체제의 특성과 노쿄(

활용하여, 농산물 수입 자유화와 관련된 FTA 정책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
히, 농림수산성, 자민당, 농협 사이의 유기적 3각 협력체제는 농업 자유화를 효과적으로 저지

川北ㆍ尾上 2001). 농산물의 대대적인 수입 자유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

하는 작용을 하였다(

은 FTA 정책의 실행에 농민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
다.13)
일본의 FTA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경제산업성은 WTO 체제
하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난항에 따른 대안의 모색, FTA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대비, 동아
시아 지역주의의 주도권 확보의 필요성, FTA를 활용한 국내 경제구조의 개혁 등을 위하여
FTA 추진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FT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외무성을 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했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담당하였던 외
13) 고이즈미 수상이 집권한 2000년대 이후, 일본 농업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농업 인구의 감소, 노쿄
의 정치적 영향력 쇠퇴,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선거전략의 변화, 자민당 내 농림족의 분화 등 다양
한 원인 때문에 일정 정도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Krauss and Pekkanen 2004; Sasada 2008). 이에 따
라, FTA를 포함한 통상정책에 대한 농민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쇠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선호를 사전적으로 반영하는 일본의 전통적 정책결정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초
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Mulgan 2005; Schein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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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이 양자 FTA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WTO 차원의 무역 자유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세계 각국이 FTA 체결 경쟁을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은 외무성이 다자주의 통상 정책을 고수하는 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
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 경제산업성, 외무성, 재무성 등이 일본 정부가 FTA의 추진을 공식화하자,
농림수산성은 농산물 관세 인하의 문제는 다자통상협상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에
서 벗어나 FTA 협상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농림수산성의 참여로 일본 FTA
정책결정구조의 근간인 4성 체제가 완성되었다(Pekkanen 2009). 4성 체제의 완성은 한편으로
는 FTA 대외협상체제의 제도적 완결이라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 등 FTA 반대 세력
들이 공식적인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시키는 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4성 체제는 개별 부처가 대외협상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보유한 분산적 체제
이다. 특히, 일본 FTA 정책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인 농업 부문은 4성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농림수산성은 FTA가 일본 농업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 자유화를 전제로 한 FTA의 반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였다. 즉, 농림수산성은 FTA 협상단에 참여는 하였으나, 주로 농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무
역 자유화의 반대자로서 기능하였다. 농림수산성이 2004년 11월 식량 수입의 자유화가 아니라

朝日新聞,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방어적 FTA 추진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2004/11/14).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협상 상대국의 선정에서부터 무역 자유화의 범위에 이르
기까지 농림수산성의 동의 없이는 효과적인 대외 협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민 집단
의 이해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충족되지 않으면 대외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고,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처간 정책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정책결정구조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FTA의 수혜자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
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제한적 자유화와 제한적 보상’을 특징으로 하는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농민 등 FTA의 반대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제한적 자유화
를 추진하였으며, 무역 자유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 역시 제
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FTA 정책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비준에 있어서도 비준 거부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의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국
한ㆍ미 FTA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데서 나타나듯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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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수준을 조절하기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자유화’를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집단에 ‘대규모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의 FTA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의 FTA 정책은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이미 FTA를 다수 체결하고 있었던 국가들을 추격
하기 위한 ‘따라잡기’ FTA 전략을 펼치면서 본격화되었다(손열 2006). 1999년 12월 김대중 정
부는 칠레와 최초의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싱가포르,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위한 공동 연
구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 한국의 FTA 정책의 요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방어적 전략이
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방어적 FTA 전략에서 탈피하여 공세적 FTA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2003년 8월 상대국의 선정 기준, 추진 전략, FTA 체결의 우선순위 등을 구체화한 동시다발적
FTA와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 내용으로 하는 FTA 로드맵의 발표를 통해 FTA 정책 기조
의 변화가 공식화되었다.14)
한국의 FTA 정책에서 ‘대대적인 자유화와 대규모 보상’이라는 패턴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
는 FTA 정책결정구조 및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정책결정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FTA 정책결정구조는 ‘행정부 주도’와 ‘대
외협상과 대내협상의 분리’라는 특징을 갖는다.15) 행정부 주도 현상은 김대중 정부가 1998년
2월 대외협상력의 제고와 국내 부처 간 정책조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외교통상부 내에 통상
교섭본부를 창설하면서 대두되었다(최병일 외 2006). 통상교섭본부의 출범으로 외교통상부, 재
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통상정책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뿐 아니라, 총
체적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정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는 통상교섭본부가 대외협상을 주도하고, 대내협상은 재정경제부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조정하는 이원적 구조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대내협상보다 대외협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
운 통상교섭본부가 FTA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외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대내협상과 대외협상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이승주
2006).
대외협상 중심의 FTA 정책결정 구조로 인해, 정부는 또한 주요 수혜자인 수출 기업과 이들
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대한상의, 각종 업종별 협회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FTA를 추진하는 데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FTA 피해집단의 이
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FTA를 추진하였다. 2007년 4월 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ㆍ미 FTA 협상 타결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
14) FTA 로드맵은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2003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15) FTA와 관련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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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73%에 달하였다(갤럽조사 2007/4/3). 물론 FTA에
따른 무역 자유화에 대한 강한 반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정진영 2004). 다만, FTA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 상 농업, 서비스업 등 잠재적 피해집단들은 상당히 조직화된 반대를 동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해집단들이 FTA 정책결정의 초반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집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업종별 조직, 정당, 국회가 다
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 데 있다(유현석 2008; 최태욱 2006). 따라서
정부는 정책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피해집단의 조직화된 반대에 직면하지 않고 FTA 정
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결정 초기 단계에서 사전적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요 당사자들이 FTA 정책결정에 뒤늦게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ㆍ미 FTA의 경우, 미국
과의 협상 합의를 발표한 것은 2006년 2월 3일이었고, 첫 공청회는 하루 전인 2월 2일에 처음
개최되었다. 그리고 2차 공청회는 미국과의 1차 협상이 끝난 6월 27일에 개최되었다. 이와 같
은 대내 협상 방식은 국내의 당사자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이 시위 등
제도권 밖의 수단을 선호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당사자들이 상대국과의 협상 개시
이후 또는 국회 비준을 획득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FTA에 대한 반대 선호를 표출하였던
것이다. 의견 수렴이 정책결정의 사전적 또는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정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해관계를 협상 개시 이후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표출하게
되며, 정책선호의 표출을 정치화하는 경향이 초래되었다. 특히 FTA의 피해집단들은 가두시위
와 같은 강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결국, 당사자들이 정책선호를 표출하는 시점이 지연
될수록, 그리고 정부가 FTA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의사표출의 정치화
가 심화되었다(이승주 2006).
정책결정의 후반부인 국회 비준 단계도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와 대규모 보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정책결정의 후반에서 발생한 조직화된 반대에 직면하여, 무역
자유화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피해집단에 이면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통상
정책의 거부권자로서 국회 또한 주로 비준안을 지연시키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이면보상의 크
기를 더욱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FTA의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이 분명하게 구분되
었던 한ㆍ칠레 FTA와 한ㆍ미 FTA가 대표적 사례이다.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농민 등 반대
집단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국회는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지연
시켰다.16) 결국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 119조원 규모의 ‘농업ㆍ농촌 지원계획
안’을 발표하였다.17) 이에 더하여,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출연금을 농어민에게 지원
16) 이시영ㆍ전성희(2003)는 국회가 농어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과대 대표되어 있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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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207호)이 추가 제정되는 등, 국회 비준동의 과정은 농어업 등 피해집단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18)
대규모 보상의 패턴은 한ㆍ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반복되어, 정부는 2007년 11월 6일 20
조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하
였다. 이 대책은 한ㆍ미 FTA의 발효 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지원, 고품질친환경 농
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농림부 2007).
대대적 자유화가 피해집단에 대한 대규모의 보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한국 FTA 정책
에서 발견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대대적 자유화로 인한 피해집단에 대규모의 직접적 보
상을 지급할 경우, FTA의 추가 체결에 따른 자유화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새로운 피해집단이
출현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반대의 강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따라서 대대
적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상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한 정책결정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집단들은 자유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보상의 지급을
추구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대대적인 자유화와 대규모 보상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에 있다.

17)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농업을 시장 지향적 구조로 개편하고, 친환경ㆍ고품질 농업의 육성에 주력하
며,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있다. 농가에 대한 소득 정책으로는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농외소득의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반기 5년 동안(2004~2008)에 50조 5천억 원, 후반기(2009~2013)에는 68조 8
천억 원 등 총 119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18) 국회는 이와 동시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
켰다(한국일보,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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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함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에는 무역 자유화의 속도, 범위, 심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간략한 비교 검토를 통해, 3개국
이 차별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게 된 국내 정치적ㆍ제도적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대대
적 자유화/대규모 보상, 일본은 제한적 자유화/제한적 보상, 싱가포르는 대대적 자유화/무보상
을 특징으로 하는 FTA 정책을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3개국이 차별적인 FTA 정책을 추
진하게 된 데에는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표출 방식과 정책결정
구조의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외 환경 변화 또는 개별 국가의 FTA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에 차별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외 환경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별 국가들이 취한 FTA 정책의 자율성을 간과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 반면, 개별 국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FTA 정책 분석은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FTA 정책이 도출되는 국내 정치과정을 압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각국의 FTA 정책의 차별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였
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FTA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정부간 협상의 개시부터 의
회 비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 형성의 단계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이론적, 현실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FTA 정책
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이익집단 사이의 경쟁과 갈등의 결과가 한 국가의 FTA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반면,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부의 자율성
또는 정책결정 제도에 의해 사회적 선호와 유리된 FTA 정책이 추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FTA 정책의 수요
또는 공급 가운데 어느 일면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결정 구조의 제약 속에서 의사를 표출
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면서, FTA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대한 동태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역내 국가들의 차별적인 FTA 추진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도 본 연구
는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부
터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주의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기보다는, 서로 다른 지역적 범위와 수준의 지역주의
가 공존하는 중층적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FTA들이 지역주의와 관련한 기존의
구상들과 체계적 연관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층성이 강화된
것이다. 역내 국가들이 국내 정치적ㆍ제도적 요인 때문에 이질적인 FTA들을 다수 추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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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승주 2010).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지
역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정치적ㆍ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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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mestic Political Origins of FTA Policy: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Japan, and Singapore

Lee, Seungjoo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East Asian countries have displayed a great deal of diversity in terms
of the nature, scope, and depth of FTA policies, although they simultaneously shifted to bilateral FTAs
from traditional multilateral trade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unified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domestic political and institutional origins of this diversity that enables us to capture the
formation of FTA policies in a dynamic as well as comparative way. I argue that several factors influence
FTA policymaking in the domestic bargaining process: (1) whether the government faces organized
opposition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FTA negotiations; (2) whether the government policymaking
structure can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opposing groups; (3) whether groups suffering from FTAs
are able to mobilize organized opposition in the ratification stage; (4) whether the government can
provide compensation for opposing groups; (5) whether the parliament vetos FTA bill. Based on this
analytical framework, I find massive liberalization and massive compensation in Korea, limited
liberalization and limited compensation in Japan, and massive liberalization and no compensation in
Singapore.

Key Words: FTA, policymaking structure, liberalization, compensation, Korea, Japan, Singapore,
East Asian reg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