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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들 간에 보다 기능적으로 상호 의
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상호의존은 다
양한 형태와 심도 있는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이
질적인 차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또한 세계사적 상황변화에 직면해서
한·중 간에 경제협력과 같은 하드웨어 수준의 교류를 넘어서 지역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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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 신뢰, 존중 등의 가치에 근거해 지역공
동체 전체의 스마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전략이 요
구되고 있다. 이것은 한·중 간 뿐만 아니라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3
국간의 안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공동번영을 통해 해당 국가뿐
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1)
또한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미래상에 대
한 공감대와 상호 신뢰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중간의 자
유무역협정(FTA) 체결, 나아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이
를 위한 안전판이란 주장이 제시되기도 한다.2)
한·중 간 FTA에 관한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아세안 10개국 +
한국·중국·일본)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가 2년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
출했다. 이어서 2006년 11월 APEC각료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FTA 산·
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 6월 5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그러
나 마지막 회의로 예정되었던 6차 회의는 2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다. 사
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던 셈이다. 그러던 것이 2010년 4월 30일과 5월 28
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제 머
지않아 한국과 중국은 FTA라는 테이블에서 만나게 된다. 그 협상 테이
블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간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이 만났던 그 어
떤 테이블보다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FTA에 임하는 태도나 전략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 원
래 경제적 의미에서 FTA란 양자협정을 통해 양국의 시장을 WTO체제
가 규율하는 것 이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
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관세 인하로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경쟁의 범위
가 넓어져 산업의 체질도 강화된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교과서적 의미
의 FTA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지금까지
1) Stolle, D. and R. Rochon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2, NO, 1, 47-65.
2) 서운석 (2011), “한·중·일 3국 국민의 경제의식 변화 비교 분석”, 경영경제
연구, 제33권, 제 2호,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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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홍콩, 마카오,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
타리카 등과 FTA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했다. 또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호주, 아이
슬란드, 노르웨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타이완 등과 협상을 진행
하고 있다. 이런 상황가운데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 어떤 일
관성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만한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나 선진 거대경제권을 찾기 어렵
다. 특수 관계인 홍콩을 논외로 하면, 중국이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ASEAN 정도가 중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
유는 중국이 FTA에 경제적 의미만큼이나 전략적 의미를 크게 두고 있
기 때문이다. 이에 한·중 FTA체결은 한국이 그동안 FTA협상 및 체결
한 여타의 FTA보다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왜냐하면 FTA와 관련한 국제정치경제학에서의 논의는 FTA 체
결 동인으로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비경제적-전략적 또는 정치적-요소
도 고려되어야 한다.3)
또한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이후 고도성장과 함께 각종 개혁조
치를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이미 새로운 변화 단계로 접어들었
다. 2001년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에 정식으로 편입된 이후 연평균
10.3%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2%에도 미치지 않은 ‘고성
장-저물가’ 시대를 구가하였다. 대규모 무역수지 혹자, 외국자본 유입 등
에 힘입어 2006년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외환 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
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수출 및 투
자 위주의 경제성장 패턴도 2007년을 기점으로 소비 위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직면했음에
도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2008년 21.6%, 2009년 15.5%, 2010년에는
17.5%에 달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심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경제사회개발 12차 5년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변화는 재중한국기업들에 경영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3)

FTA체결의
비경제적
동인에
대한
논의는
Woolcock(2003),
Ravenhill(2008), Damro(2006), Zerui Yang(2004), 강준영․ 정환우
(2007), 윤성욱·주장환(2010)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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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으로 보고, 한·중 FTA에 대한 배경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FTA 추진배
경 및 현황들을 살펴보고, 특히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미시적인 측
면에서 재중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통해서 한·중 FTA체결
에 대한 재중한국기업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중 FTA
체결 시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중 FTA체결 시 재중한국기업들의 경
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환
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Ⅱ. 한․중 FTA에 대한 배경
1. 한중 FTA 추진배경 및 현황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주요 쟁점 및 관심사항이다. 한
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하여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통상장관
이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
진하기로 한 이후 7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다(<표 1>참고). 그러나
농수산업분야 문제 등 민감한 문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11년 4월
하이난 보야오 포럼에 참석한 한국총리에게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한국
과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한·중 FTA 체결을 희망한
다고 말한바 있으며, 또한 2011년 5월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협상 및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1> 한중 FTA 논의 진행 상황
시기

논의 진전 내용

2004.9

양국 통상장관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양국의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 개시

2006.11

민간 공공연구 2년차 수행 후 11월 연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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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양국 통상장관이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 개시하기로 합의

2007.3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베이징)

2008.6

산관학 공동연구 5차 회의(베이징)

2010.5.28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선언(서울)

2010.9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베이징)

자료: 외교통상부

한·중 FTA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관심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한국 측의 관심사항은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를 비롯하여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내
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 부과 금지, 정부조달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반덤핑 등 무역 분쟁 협의 등이다. 반
면, 중국은 농수산품, 섬유, 기계 등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개방을
비롯하여 인력이동, 교육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개방, 동식물검역 절차
및 제도개선(비관세 장벽), 그리고 반덤핑 등 무역 분쟁 협의: 대중국 특
별 세이프 가드 해제 등의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다.
<표 2> 한중 FTA 예상 쟁점 및 관심사항
한국 측 관심사항

○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
○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투자자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부과 금지
○ 정부조달시장 개방
○ 비관세장벽 완화
○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 반덤핑 등 무역 분쟁 협의

중국 측 관심사항

○ 농수산품, 섬유, 기계 등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개방
○ 인력이동, 교육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개방
○ 동식물검역 절차 및 제도개선
(비관세 장벽)
○ 반덤핑 등 무역 분쟁 협의
- 대중국 특별 세이프 가드 해제

특히, 한·중 FTA를 추진하는 배경 및 과정에서 양국 간에 산업별 및
업종별로 비교우위 체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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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상대적 우위가 있어 수출효과가 있다고 하고 농산물과 철강 부문에서는
불리하다고 한다. 특히, 한국농업에 치명적 영향이 있어 국내농업생산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소발표
에 의하면, 한·중 FTA가 2011년 말에 체결이 된다는 가정 하에 10년 후
인 2020년에는 곡물 3억 200만 달러, 과일 10억 2천만 달러, 채소 9억
7,700만 달러, 축산 4억 600만 달러의 농업생산의 감소를 나타낼 것이라
고 추정하였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
되면 농산물 연간 수입액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한국과 중국의 상호 경쟁력을 평가한 것을 보면(<표 3>
참고), 첫째, 자동차는 한국이 완성차 및 부품에서 우위이고 중국은 일부
부품에서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둘째, 전자는 한국이 통신설비, 반
도체, LCD 등 가전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중국은 자동자료처리기,
유선전화 등에서 경쟁력이 향상 중이라고 한다. 셋째, 석유화학 분야에서
한국이 유기화학, 플라스틱제품 등에 경쟁력이고 있고, 중국은 비료 등에
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넷째, 섬유·의류분야는 한국이 고급 및 기능성
섬유제품 및 의류 부문에 경쟁력이 있고, 중국은 저가 섬유제품 및 의류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 FTA는 산업 각 분야별로 보면, 득(gain)과 실(loss)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얼마
나 큰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국익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11)에 의하면, 한·중 FTA가 체결 시 국내총생
산(GDP)은 2%이상의 추가적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한·중 FTA에 대한 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한국과 중국의 상호 경쟁력 평가(중국 측 평가)
구분
자동차

전자

한국

중국

○ 완성차 및 부품

○ 일부 부품 경쟁력

우위

유지

○ 가전제품 비교우위

○ 중국 경쟁력

- 통신설비, 반도체,

향상 중

비고

○ 상호보완성 증가
- 전자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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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우위

- 자동자료처리기,

통신장비

유선전화

○ 기술격차 축소

○ 유기화학,
석유

플라스틱제품 경쟁력

화학

- 중국 석유화학 수입

○ 비료 등에서 경쟁력

○ 전체적으로 한국
경쟁력 우월

20% 장악
섬유·
의류

○ 고급 및 기능성

○ 중국 저가 섬유제품

섬유제품 및 의류

및 의류 부문에서

부문에 경쟁력

경쟁력 확보

○ 세계시장에서
양국경쟁

2. 경제적 배경
중국이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경제적 배경은 무엇보다
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은 1979년부터 약 30여년 이상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개혁개
방정책을 점차 확대해왔다. 대내적으로 시장화와 사유화 개혁을 통한 사
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추진해왔고, 대외적으로는 점진적 개방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세계경제체제에 적극적으
로 편입해갔다.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은 해외 직접투자와
무역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이는 WTO 가입 이후인 2002년부터 중국의 GDP증가율은 연평균 약
10.5% 증가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 이후 2002년부터 중국의 무역증
가율은 매년 20%이상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무역의존
도도 2001년 38.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65.7%, 2010년 67.4%
등 60% 이상까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경제적 배경으
로 작용하였다.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 달성을 위해 세계경제에 대한 전
략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적극 동참해야 되지만, 경제통합 및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를 최소화하려는 지역주의와 양자주의의 추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
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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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에 FTA가 주요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2005년 7월에 발표한 ‘지역경제협
력 참여전략’에 의하면, 중국은 FTA를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지역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시장개척, 주요 채널 및 에너
지·자원 확보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4)
이처럼 중국은 FTA를 중국의 대외경제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 및
지역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1990
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해외로부터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 인진라이
(引进来)’ 발전전략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쩌우추취(走出去)’의 발전전략
을 병행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외환보유
액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전략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 다국적 경영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촉진, 선진기술도입, 에너지·
자원 공급선 확보 등을 도모해왔다.5) 이러한 전략변화는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 이유로는 FTA는 국제 경제발전
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더 많이 유인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
니라, 국제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실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
은 한·중 FTA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치적 배경
FTA가 협상 및 체결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정치적 배경
에는 대외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이 고려하는 정치적 이익은 대외전략적인 측면과 함께 국
내정치적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먼저, 국내정치적 배경을 보면, 중국은 FTA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
전을 이룩함으로써 체제안정 및 당 지배체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4) 전병곤(2010), “중국의 FTA 추진과 대외전략적 함의”, 중국연구 제49권,
622-624.
5) 백권호, 서석흥(2006)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평가”, 중국학연
구, 제35집, 2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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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30
년 동안 약 10% 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 2위
의 경제규모로 급부상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지역 및 계층 간 소득격차
의 심화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그리고 이와 연관
된 삼농(농촌, 농업, 농민)문제, 부패문제, 소수민족문제 등이 어우러지면
서 누적된 사회적 불만을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锦涛) 체제는 2020년 ‘샤캉사회(小康社
会)’ 실현이라는 장기적 비전하에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을 제기하면서
균형과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왔다.6) 이러한 방향은
2007년 17차 당 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확정된 ‘과학적 발전관’으로 계승
되었다. 과학적 발전관은 소강사회(小康社会)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성
장을 중시하면서도 사회변화 및 발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환경 및 균형
발전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발전관이라
할 수 있다.7) 이는 덩샤오핑(邓小平) 이후의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견지
함으로써, 개혁개방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기존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해
소하고, 당과 민족 등 전체 국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
룩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의 FTA 추진배경의 대외 전략적 측면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대외인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 종식 후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 다국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중국의 다국화 전략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의 단극체제 또는 일방주의를 견
제해야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타의
강대국과 동반자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 다자
간 외교를 중시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인식은 WTO체제 하에서도 북미자유무역지대와 유럽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1997년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시 지역협력 기제가 부
6)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은 2004년 9월16기4중회에서 처음 제시된 후 2005
년 3월 10기전인대 3차회의에서 공식화되었는데, 개혁개방의 각종 부작용
을 함께 치유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후진타오체제 새로운 통
치이념으로서 기능하였다.
7) “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汇编”, 北京, 人民出版社, 1-5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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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였다는 경험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다자외
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강대국으로서 역할에 걸맞은 주변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주의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
국이 주변지역에서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
변국과의 FTA체결은 경제협력은 물론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주변정세
의 안정과 주변국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안보적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데 유효하며 특히 역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
와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FTA 추진배경은 국내경제 및 대외무역의 발전 등 경
제적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평화와 안
정,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외교안보적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
하고 있다. 이에 다음은 한·중 FTA에 대한 분석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4. 한․중 FTA에 대한 분석 및 기대효과
1) 한·중 FTA에 대한 SWOT 분석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비교우위를 고려해 볼 때 한국
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표 4>참고). 또한
한·중 FTA 체결이 기회가 되는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먼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강점은 대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산업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은 중국의 대형국유기업에
비해 아직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중국기업에 비해 부품·소재
산업 부문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도 강점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다른 구
미 국가의 기업이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에 비해 한국기업
은 외국비용 등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강점이 있다.
반면, 한국은 농수산물 부문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농산물은 한국산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의 약
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기호에 맞추고 품질을 좋
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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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적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강대국이 형성해
가는 질서를 상당부문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어 내수주도의 경제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당
분간 고도성장과 내수주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도로 성장하는 중
국 내수시장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한
한국기업에게는 시장창출의 좋은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FTA는 WTO
체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중요한 개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한국은 한미 FTA협상, 한EU FTA 등 이미 다수의 국가와 FTA
를 체결함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FTA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위협요인도 있다. 그것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
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안겨줄 위
협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경제적으로 한때 한국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협력국가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적인 측면에서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이제 중국이 대신하게 되는 상
황이 되었다. 아직 전성기 때의 미국시장 역할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이 2009년도에 24%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삼성경제연구
소, 2011).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교역환경의 균형이 깨지고 부
정적으로 악화된다면 이는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아세안과 대만이 중
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되었
다는 점도 위협요인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부품 및 조립산업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아직은 전기전자, 기계부문에서는 한국기업
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섬유 및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의 부속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위협요인이 될 수 있
다. 다음은 한·중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정치 외교적 효
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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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중 FTA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대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산업경쟁력

○농수산물 부문의 취약

○對중국 대비 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

○중국과의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중국의 고도성장과 내수주도 성장

○교역환경 악화

○FTA 시대의 도래

-선진국 수출환경 악화 / 미중간의 경쟁

- 한미, 한EU FTA의 체결

○중국 시장 경쟁 심화
-중국·대만 ECFA, 중국·아세안 FTA
-중국의 부품 및 조립산업 경쟁력 제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 경제적 효과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이며, 향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세계
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이울러 지역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의 다양
한 요인들로 인하여 양국 간의 교역, 투자 등의 경제교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
로 한·중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한국에게 중국이라는
거대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양국 간의 다양한 무역마찰로 인한 무
역규제 조치를 줄일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제정된 한국의 FTA로드맵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고, 이에 따른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
루어져 왔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분야별, 아울러
제조업 분야별로 FTA를 통한 양국의 실익이 구별되어진다. 한·중 FTA
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Viner(1950)
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가 발행할 수도 있다. 반면에 FDI 및 생산성
증대, 수출입의 거래 비용 감소 등과 같은 동태적인 경제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아울러 Ko and Lee(2008)이 주장한 도미노 효과에 따라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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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 간의 예를 들어 한·일 FTA 체결, 한·중·일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중 양국 간의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한·중 FTA
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중 FTA가 다른 여타의 국
가와 체결한 FTA보다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의 한·중 FTA의 목표 및 원칙에 따
르면 첫째가 ‘포괄성(comprehensiveness)’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분야를 포괄하는 제3세대 FTA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한·중 FTA의 목표 및 원칙에는 ‘민감한 분야에 대
한 고려(consideration of sensitive sectors)’가 포함되어 있지만 협상 과
정에서 양측의 민감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가 한·중 FTA의 경제적 성
과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8)
3) 비경제적-정치 외교적 효과
범위를 넓혀 지역주의(regionalism)를 포함한 경제통합이나 지역 간 무
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FTA 체결에 따른 정치적 효과
에 대한 논의도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정
리한 Ravenhill(2008)에 따르면 지역주의와 같은 경제통합, 즉 경제적 수
단을 이용한 국가 간 관계 증진 또는 지역 내 안보 증대, 이민, 조직범
죄, 테러 등과 같은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대처, 협상력(bargaining)
증대, 국내 유권자 욕구 충족, 다자간 협상에 비해 쉬운 협상과 협정 이
행 등을 FTA 체결에 따른 정치적 효과로 들고 있다.
한·중 FTA와 연관해서는 무엇보다는 아시아 지역 안보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 증대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만의 입장을 고려하
였을 때, 양자 간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으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
보와 관련하여 중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8) 윤성욱·주장환(2010), “한-중FTA: 한국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중국학논
총, 제29권,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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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TA라는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시한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
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간
접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9)
또한 한국 기업들이 한·중 FTA 체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주요 동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6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415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1%, 특히 서비
스업체들의 찬성률이 83.6%로 제조업체의 65.5%보다 더 한·중 FTA에
찬성하고 있다.10)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이미 서비스 선진국인 미
국, EU등과의 FTA체결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일정부분 이루어
져 있어 특히 동 분야에 있어 협상력이 증대된 것이 주요 이유라고 분석
되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 협
력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만약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교역환경의
균형이 깨지고 부정적으로 악화된다면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나라가
비경제적-정치 외교적 효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 FTA와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대국민 설득의 차원에서 당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두말할 나위 없지만, 사실상 한·중 FTA와 관련하여서는 예상되는 경제
적 이익과 동시에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그렇다면 양국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하에 각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경제적 협상을 통해 얻
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제기〉
1. 재중한국기업들의 한·중 FTA체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9) 윤성욱·주장환(2010), “한-중FTA: 한국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중국학논
총, 제29권, pp229-254.
10) POSRI (2007), “한·중 사전 점검”, China Journal ,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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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는 한·중 FTA체결 실행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즉 한·중 FTA체결 시 경영성과가 더 클 것이
다.
3.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는 한·중 FTA체결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설문내용 정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설문응답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에 직접투자를 실행한 한국기업들의 현지 자회
사(재중 한국계 외자기업)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이징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총괄본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국진출
한국기업 그랜드 서베이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KOTRA에서 실
시하고 있는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는 중국 전역에 설치된
KOTRA 지역 무역관을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전체 한국계 외자기업
들 가운데 코트라 중국본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
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이다.
2010년에 실시된 KOTRA 중국진출 한국계 외자기업 그랜드 서베이에
는 539개의 현지 진출기업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즉, 본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KOTRA 중국진출 한국계 외자기업 그랜드 서베이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업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광저우, 다렌, 베
이징, 상하이, 우한, 청두 그리고 칭다오 등 7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활용된 중국 진출 한국계 외자기업(자회사) 표
본의 특징은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응답 업체의 특성
광저우
41

다렌
79

베이징
126

투자지역
상하이
133

(7.6%)

(14.7%)

(23.4%)

(24.7%)

우한
11

청두
8

칭다오
14

(2%)

(1.5%)

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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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태
제조업

비제조업

국내공장폐지

국내공장축소

국내공장 유지

중국투자

중국투자

중국투자

62(11.5%)

47(8.7)

192(35.6%)

국내공장
확대
중국투자
48(8.9%)

189(35.1%)

2. 문제제기에 대한 분석 및 검증
1)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관련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개항목이 1개 차원으로 추출되었다. 경
영성과의 요인적재량은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영성과의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6> 경영성과의 요인분석 결과
경영성과

Rotated Component Matrix
Variable
전반적 만족도
기업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
eigenvalue
cum%

Cronbach's
factor 1
0.93
0.89
0.88

alpa
0.913
3.17
79.41

2) 문제제기 검증
문제제기 1 검증: 문제제기 1은 재중한국기업들이 한·중 FTA에 대
해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한
태도조사결과는 <표 7>에서 보듯이 매우찬성이 16.39%로 나타났고, 찬
성이 57.05%로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23.24%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를 볼 때, 재중 한국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해서 73.44%가 찬
성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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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간의 한·중 FTA에 대한 태도를 조사 분
석한 결과를 보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이 한·중 FTA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비제조업 매
우찬성= 21.86%, 찬성=58.86%; 제조업 매우 찬성=13.14%, 찬성 56.6%),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14.868, p<0.01). 이는 제조업
보다 비제조업체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한·중 FTA에 대한 태도조사결과 교차표
한중 FTA 에 대한 태도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제조업
41
176
85
8
비제조업
37
99
27
2
전체
78
275
112
10
퍼센트 16.38% 57.05% 23.24% 2.07%

매우반대
2
4
6
1.24%

전체
312
169
481
100%

<표 8>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선형 대 선형결합
유효 케이스 수

값
14.868
14.975
5.968
481

자유도
4
4
1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005***
.005***
.015**

* p<0.1, **p<0.05, ***p<0.01

문제제기 2 검증: 문제제기 2는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가 한·중
FTA체결 실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즉 한·중 FTA체결 시 경영
성과가 더 클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FTA체
결 전과 한·중 FTA 체결 이후에 대한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에 대
한 검증결과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즉 한․중 FTA체결 전의 재중
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 보다 한·중 FTA체결 후의 경영성과가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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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고(M체결 후=2.98, M체결 전= 2,7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F=10.22, p<0.01). 따라서 한․중 FTA체결 시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FTA체결을 했을 경우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재중한국기업들의 중국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성과 차
이를 알 수 있다.
<표 9> 한․중 FTA체결 전과 후에 대한 검증 결과
제 III 유형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8.20

1

8.20

10.22

0.00 ***

절편

8595.56

1

8595.56

10712.5

0.00 ***

한․중 FTA체결

8.20

1

8.20

2
10.22

0.00 ***

효과
오차

836.08

1042

0.80

합계

9442.00

1044

수정 합계

844.28

1043

* p<0.1, **p<0.05, ***p<0.01

문제제기 3 검증: 문제제기 3은 한·중 FTA 체결의 원인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의 주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먼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10>에서 보듯이 관세인하요인 52.18%, 한중기업협력확대요인 21.36%,
비관세 인하요인 10.92%, 대중투자증가요인 8.01%, 중국산수입가격인하
요인 5.83%로의 순위를 나타냈다.
<표 10> 한·중 FTA에 체결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관세인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15.00

39.89

52.18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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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감소

45.00

8.35

10.92

63.35

대중투자증가

33.00

6.12

8.01

71.36

중국산수입가격인하

24.00

4.45

5.83

77.18

한중기업협력확대

88.00

16.33

21.36

98.54

기타

6.00

1.11

1.46

100.00

합계

412.00

76.44

10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체결 요인들이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한․중 FTA체결 요인
과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반복측정(within-subject factor
design)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표 11> 같이 나타냈다. <표 11>에서 보
듯이 비관세장벽 감소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M=3.23), 그 다음으로는 한중기
업협력기회증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M=3.045). 이는 한·중 FTA체결
시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는 관세인하, 대중국투자증가 그리고 중국
산수입가격인등과 같은 요인보다 비관세장벽 감소 요인과 한중기업협력
기회증대와 같은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표 11> 한․중 FTA체결 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
원인
관세인하

성과
성장성
수익성
만족
비관세장벽 성장성
감소
수익성
만족
대중국투자 성장성
증가
수익성
만족

평균
표준오차
2.643
.060
2.817
.061
2.751
.061
3.178
.130
3.222
.133
3.289
.132
2.545
.151
2.818
.156
2.667
.154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2.526
2.760
2.696
2.937
2.632
2.870
2.923
3.433
2.960
3.484
3.030
3.548
2.248
2.843
2.512
3.124
2.364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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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수입 성장성
가격
수익성
만족
한중기업협 성장성
력기회확대 수익성
만족

2.792
3.042
3.000
2.955
3.182

.178
.183
.180
.093
.095

2.442
2.683
2.646
2.772
2.994

3.141
3.401
3.354
3.137
3.369

3.000

.094

2.815

3.185

<표 12> 한․중 FTA체결 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검증결과표
소스
절편
원인
오차

제 III 유형
제곱합
5826.81
40.96
757.27

자유도
1.00
4.00
398.00

* p<0.1, **p<0.05, ***p<0.01

평균 제곱
5826.81
10.24
1.90

F
3062.42
5.38

유의확률
0.00
0.00

또한 <표 12>에서 보듯이 한․중 FTA체결 요인과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반복측정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5.38, p<0.01). 이는 문제제기 3의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는 한·
중 FTA 체결의 원인에 따라 경영 성과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힘으로써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중 FTA 추진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재중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체결에 대한 태도, 한·중 FTA체결 시 재
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그와 관련
된 영향요인들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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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재중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에 대한 태도를 조사
한 결과, 약 66%가 찬성하고 반대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FTA체결에 대해서 재중한국기업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체가 한·중 FTA체결에 대
하여 더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은 이미 서비스 선진국인 미국, EU등과의 FTA체결을 통
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일정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히 동 분야에
있어 협상력이 증대된 것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중 간에 FTA를 체결하기 전보다 체결 후에 경영성과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FTA체결을 했을 경우 재중한국기업들
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
중한국기업들의 중국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성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 FTA체결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관세인하가 약
39.9%, 한중기업협력확대가 약 16.3%, 비관세감소가 약 8.4%, 대중투자
증가가 약 6.1%, 중국산수입가격인하가 약 4.5%, 기타 1.2%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한·중 FTA체결의 원인에 따라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
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관세장벽 감소 요인이 다
른 요인에 비해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한중기업협력기회증대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한·중 FTA체결 시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는 관세인
하, 대중국투자증가 그리고 중국산수입가격인등과 같은 요인보다 비관세
장벽 감소 요인과 한중기업협력기회증대와 같은 요인들이 더 많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결과들은 한·중 FTA 체결 시 양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인하효과와 한국기업들의 대중투자효과를 비교했을 경우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효과 보다 양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인하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이는 특히 한․중 FTA체결의 경제효과의 원인이 양국
간의 관세인화 및 비관세 감소와 한중기업협력확대임을 알 수 있겠다.
또한 본고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에 대한 배경을 경제적 배경과 정
치적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이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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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경제적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정치적 배경을
보면,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외전략적인 측면과 함께 국내정치적 측면이
결합된 정치 외교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중 FTA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한·중 FTA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경
제적 이익과 동시에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국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
에 각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경제적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할 것
이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 간의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한·중
FTA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FTA 체결에 따른 구
조조정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 정부가 상호 민감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
기 전까지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권고가 들어
있다. 이런 내용은 그만큼 한ㆍ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ㆍ중 FTA 체결 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부문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FTA협상 출범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민
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ㆍ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기존의 다른 FTA 협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대목이라고 한
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협상이 정식으로 시작될 때까지 민감한 부분
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적 효과는 물
론 정치 외교적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관·학의 입장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효과적 대응전략 및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
이다.
한편, 국제 체제론 관점에서 국제정치구조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분류
한 것을 보면, 제1기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를 동서냉전의 양극화 시
대로서 미·소 양대 강국에 의한 동맹시기. 제2기는 1956년부터 1971년까
지는 과도기로서 양극화체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 즉 자본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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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주의 체제란 서로 다른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이
론과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데탕트시대로서 이는 양극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 제 3기는 1972년부터 1989년
까지의 다극화시대로서 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구조가 와해된 결과로
생겨난 유동상황 속에서 여전히 미·소 중심의 다극체제였다.
이처럼 국제환경은 여러 체제들이 변화하는 양상 속에서 각 국가 행위
자들을 통해 변모해 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 사회는 양극,
다극, 양·다극체제라는 세 가지의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 왔다. 제 4기는
냉전 와해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단극체제로서 특히 소련 연방 해체로
인한 미국의 독주 국제환경의 변화로 강대국인 미국만이 존재하자 미국
의 일방적인 군사외교 경제력을 뒷받침 한 단극체제를 유지하게 됨. 그
리고 제 5기는 2008년-현재까지의 다극화되는 시기로 세계는 경제블럭
을 중심으로 다극화로 재편성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경제 파
탄으로 유럽연합의 합중국 태동과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한·중 FTA를 역사의 시대적 진행방향으로 이
해하면서 아울러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2. 시사점 및 제언
한·중 FTA는 세계경제의 변화 및 G2시대의 도래, 그리고 한국과 중
국의 경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중국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역동성 유지 및 강화, 동북아의 산
업분업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의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국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했
고, 특히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중국-아세안과 중국-대만의 경제
협력기본협정(ECFA) 내용 및 계획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시장에서 중국이 아세안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
하고 한국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세안 제품이 한국
제품에 비해 더 경쟁력이 더 커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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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제로 중국-아세안 FTA를 이용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아 졌다. 또한 중국-대만 ECFA에 따른 협정 세율을 감안한 대응전략
도 필요하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기술과 품질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여 중국의 개방을 유도한
다면 중국시장에서 아세안 기업,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그리고
대만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현재의 위치를 적어도 동등한 수준으로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내수주도 경제에서 한국기업은 과거의 수출용 부품 및 중간재의
생산과 수출에서 소비재나 내구소비재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더욱이 중국의 거대한 인구가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되면 중급제품에
대한 대규모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다른 국가의
경쟁기업에 비해 더 유리한 환경에 접근하도록 한·중 FTA를 전략적으
로 체결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중 FTA체결과 관련하여 산업분야
및 업종별로 중국과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농
산물의 경우에는 수출효과보다 수입효과가 더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
질지도 모르나 이에 대비해 모방할 수 없는 최고의 품질, 탁월한 기술
개발 등의 R&D전략과 최고의 상품과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한·중 FTA는 산업 및 각 분야별로 보면, 득(gain)과 실
(loss)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를 너무 근시
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 및 관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혜롭게 구축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한․중 FTA체결에 따른 재중한국기업들의 경영

성과에 관한 이론적 선행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심층 깊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 가설
의 도출과 실증분석을 하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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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是关于了解和掌握中国经营环境变化给在中国的韩国企业经营成果带
来的影响。本文以韩․中FTA促进背景和现况，以及在中国的韩国企业为研
究对象，通过调查在中国的韩国企业对韩․中FTA的看法来掌握在中国的韩
国企业经营成果有什么样的影响，并以对在中国的韩国企业经营成果影响因
素的实证分析提出韩国企业在中国的企业经营战略。
简单概括本文所得出的结论，第一，在中国的大多数韩国企业都赞同对
韩․中FTA促成，第二，韩․中FTA促成会给在中国的韩国企业经营成果带
来好的影响，第三，对在中国的韩国企业经营成果影响因素的实证分析得出
降低关税，韩中两国企业合作交流，对非关税的降低，以及中国产品的低级
进口等对在中国的韩国企业经营成果带来影响，而且这些影响因素对在中国
的韩国企业经营成果有不同成度的影响。
因此本文提出通过韩․中FTA促成来有效的占领中国市场，同时要以产业
和业种的比较优势来制定战略，要以提高国家整体产业发展为长期战略目标
来促成两国的协作关系。
주제어: 한·중 FTA, 중국시장, 경영성과, 비교우위, 전략적 협력관계
韩․中FTA, 中国市场，经营成果，比较优势，协作关系
Korea·China FTA, China Market, Management
Performance, Comparative Advantage, Strateg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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