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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007년 2월, 5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조치와 관
련해 “2.13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
졌음.
-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 및 폐기를 진행시
킴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경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 핵문제 해결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지원 및 무역
정상화 등 북한경제의 회생･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특히, 북한과 같은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이 유망
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선진국과의 무역을 정
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베트남이 대선진국 무역을 정상화한 과
정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가 어떤 과정
을 거쳐, 어떤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전망해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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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북한의 대미 수출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려면 미국과 양
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건부) “정상교역관계”의 지위
를 부여받아야 함.
- 핵문제 해결시 북한과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외교관계를 수
립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양자간 무역협정은 별도의 협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일이 훨씬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음.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은 행정
부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무역협정의 체결은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훨씬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즉 북한이 단순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하며 개혁･개방 노선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
를 보이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핵문제 해결과 북･미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북한산 상품의 대미수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한･
미 FTA에서 합의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잘 활용할 경우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생산제품의 대미수출은 보다 빨리 가능
해질 수도 있음.
○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를 부여받고
WTO에 가입하는 등 최종적인 무역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매
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개혁･개방이 충분히 진전되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실질적 전환
이 이루어진 후에야 미국과의 항구적 정상교역관계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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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이 가능함.
○ 핵문제 해결시 EU 및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는 미국의 경우
보다 순조롭게,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U는 이미 북한과 국교를 수립했고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으며, 핵문제 해결시 북한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EU는 북한이 개방정책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 개발도상
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핵문제 해결시 북한과 일본은 국교를 수립하게 될 것으
로 보이며, 그 경우 북한에 대한 최혜국 지위 및 GSP 혜택
부여 등 무역 정상화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선진국으로의 수출여건 개선이라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
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수출산업을 육
성해야 할 것임.
- 북한은 남한기업을 포함해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이들 기업이 해외수출을 하는 데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만들
어 주어야 함.
- 이와 함께 경제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경제특구에 북한 국내기
업도 함께 참여토록 하며 국내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등 적

4

극적인 수출산업 육성정책을 펴야 할 것임.
○ 정부는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을 지지･지원하고 남북경
협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해야 할
것임.
- 북한이 대외무역을 정상화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공적 개발
협력도 북한의 정책 변화와 연계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
- 또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을 지원함으로써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북
측 기업의 수출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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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무역 정상화 전망

○ 2007년 2월 5차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조
치”와 관련해 이른바 “2.13 합의”가 이루어졌음.
-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 및 폐기를 진행시
킴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
기로 합의했음.
○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북한의 대외관계가 획기적으
로 개선될 수 있음.
- 북한, 미국, 일본은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대적성국 교역
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음.
- 2007년 8월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
그룹의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면, 경제 지원 및 무역 정상화 등 북
한경제의 회생･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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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한, 미, 일, EU 등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전망도 밝아지게 됨.
○ 북한과 같은 소규모 개발도상국은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과 남한 등 몇몇 국가에 집중되
어 있으며,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의 무역은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이는 미국, 일본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등, 선진국
과의 무역환경이 제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
문임.
○ 선진국 시장은 북한의 비교우위 부문인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수출시장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선진
국 무역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베트남이나 구소련, 동유럽 등의 체제전환에서도 대선진
국 무역의 제도적 환경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 그러나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대외무역 정
상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 핵문제 해결,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등 정치적 관계의 개선이
자동적으로 무역 정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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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무역 정상화는 미국
국내 법규와 정치 상황이 부과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
켜야 하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은 체제전환국과의 무역 정상화 과정에서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바 있음.
- 또, 형식적 제도상 대외무역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내부적 개
혁을 통해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에 큰 도움
이 안 될 수도 있음.
○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국 중 베트남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은 공산당 통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가난한 저소득
국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개시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전쟁
을 치른 바 있고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북
한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향후 북한의 무역 정상화 과정도 베트남을 비롯해 (구)사회주
의국이 선진국과 무역을 정상화한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베트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을
완료한 나라라는 점에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좋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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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됨.
○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에서 최근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대서방 무역관계를 정상화하였음(<부록 1> 연표 참조).
- 베트남은 캄보디아 침공 문제 등으로 인해 1980년대까지 서방
선진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으나,
- 1980년대 말 캄보디아에서 철군한 이후 1990년대 초중반까지
서방 선진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 또는 회복하였음.
- 외교관계 회복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는 EU 및 일본과, 그리
고 2000년대에는 미국과의 무역을 정상화하였음.
- 베트남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은 2006년 미국과 “항구적인
정상적 교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수립
함과 동시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완료되었음.
- 선진국과의 무역 정상화 이후 베트남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그림 I-1> 참조).
○ 북한의 경우에도 대외무역을 정상화할 경우 수출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980년대까지 북한은 중국, 베트남보다 1인당 수출액에서 훨
씬 앞서 있었으나, 1990년대 초 이후 점차 뒤처지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1/10 미만, 베트남의 1/7 미만 수준으로 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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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베트남의 대외무역 추이(1985～2006)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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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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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중국, 베트남의 경우 대외무역 정상화와 그 이후의 경제발전
으로 수출액이 수십 배 규모로까지 증대하였음.
- 북한도 중국, 베트남과 같은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펼
경우, 남북경협,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힘입어 대규모 수출산
업을 육성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사례를 참고해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
화 과정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베트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무역 정상화에 필요한 절
차와 조건은 무엇인지, 무역 정상화를 통해 북한기업이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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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

중국, 베트남, 북한의 1인당 수출액 비교
단위 : 달러
738
738

중국
중국

베트남
베트남

477
477

북한
북한

26
26 12
12
1985

69
69

55 38
55
38

86
86

123
123
78
78

1990

197
197187
187
45
45

1995

32
32
2000

64
64
2006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
년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주 : 북한의 수출액은 남북교역 중 대남반출 포함.

한에 진출하는 남한 및 외국기업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지
를 분석･전망할 수 있음.
- 또한 베트남의 개방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무역 정상화에 따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끝으로, 북한의 무역 정상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
와 기업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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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과 선진국 간 무역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1. 무역 관련 제재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1) 대미 수출 관련
□ 북한의 경우1)
○ 북한산 상품의 대미수출(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산 상품의 수입)
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약이 있음.
- 북한산 상품을 수입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에 통지하고 승인
을 얻어야 함.
- 북한산 상품에는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2)
에 따른 일반 관세율이 아니라,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에 따른 “Column 2 관세율”이 적용됨.
1)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Davis and Others (1994),
Rennack (2006), Choi and Lee (2006), OFAC (2007), Fischer (2003), 통일
부･KOTRA (2005), 박윤환 (2005) 참조.
2) 미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를 1998년에 “정상교역관계”(NTR)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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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상품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
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혜택을 받
지 못함.
○ 위 세 가지 제약 중 두 번째인 “정상교역관계” 지위의 미부여
가 가장 중요한 제한 조치임.
- 미국정부는 1950년 이래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해 왔으나, 2000
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상품의 수입을 허용했음.
- 사전 통지 및 승인 의무가 남아 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인 획득이 가능함(Noland, 2004).
- 하지만 북한산 상품에 적용되는 “Column 2 관세율”이 일반
관세율보다 몇십 % 포인트씩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상 북한산 상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
가 나타나고 있음(<부록 2>의 <부표 2-1> 참조).
- 일반 관세율과 GSP 관세율 간의 격차는 크지 않으며, 특히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은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3장 3절 참조).

□ 과거 베트남의 경우3)
○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 이전에는 베트남산 상품도 북한산 상품

3) 베트남에 대한 제재와 그 해제 과정에 대해서는 Hufbauer, Schott, and Elliot
(1990), Manyin (2001,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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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었음.
- 미국은 1954년에 북베트남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고, 1964
년부터 전면적인 교역･금융거래 금지를 실시했으며, 1975년에
는 이 조치를 남베트남을 포함한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 적용
하였음.
○ 베트남과의 교역 금지 조치는 1994년에 해제되었음.
-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는 미-베트남 간 무역협정이 발효된
2001년 12월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가 부여되었음(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 베트남은 2007년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GSP 혜택을 부여받
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양국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2) 대미 수입 관련
□ 북한의 경우
○ 북한에 대한 미국상품의 수출(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수입)은
2000년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대부분 허용되었음.
- 2000년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도 당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및 상무부 수출관리국)의 허가가 있으면 대북수출이 가능했음.
- 2000년 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소비재 및 금융 서비스 등 많
은 상품의 대북수출이 허가 없이도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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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북한은 1988년 이래 미 국무부에 의해 “국제테러 지원
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보 사안과 관련되는 품목들은 엄격한
수출통제를 받고 있음.
-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기술 및 재래식 군수물자･기술에 대
한 엄격한 수출통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 민수용이라 하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
도 품목･기술은 상무부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대북한 수출이
가능함.
- 또한, 대북한 교역과 관련해서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신용 공
여가 금지되어 있음.

□ 베트남의 경우
○ 1994년에 대베트남 교역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미국상품의 대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음.
- 대베트남 교역에 대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신용 공여(이는 대
베트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는 1998년 3월부터 허용
되었음.

(3) 대EU 무역 관련
□ 북한의 경우
○ 현재 EU는 북한과의 무역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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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4)
- 현재 EU는 북한산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2002).
- 또, EU와 북한은 2001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EU의 각
회원국도 비숫한 시기에 대부분 북한과 수교하였음.
○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아직 북한과 EU 간의 무역은 완
전히 정상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북한산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적용되
는 일반특혜관세(GSP)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GSP 혜택 부여는 먼저 북한이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야만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European Commission,
2002, p. 19).
- 둘째,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니므로5), 북한산 섬유․의류
에 대해서는 수입쿼터가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수입이 금지
되어 있음(조명철 외, 2005).

4) 정원준 (2000)에 의하면, 1990년대 말까지 북한은 EU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최혜국에 대한 “협정관세율”(conventional rate)보다 5～
10% 높은 “독립관세율”(autonomous rate)을 적용받았다고 함. 참고로, EU
는 2001년부터 관세율표에서 “독립관세율” 칼럼을 삭제하였음.
5) 세계적 섬유･의류협정의 종료에 따라 WTO 회원국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쿼터가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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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01년에 북한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쿼터 증가 혜택
(60%, 일부 품목은 50%)을 부여한 바 있으며, 북한의 대외관
계가 개선될 경우 추가 조치도 가능할 것임.

□ 베트남의 경우
○ 베트남은 캄보디아 침공 문제로 1980년대 말까지 EU 및 EU
회원국들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음.
- EU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교역에 대한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
었으나, 베트남과 EU 간에는 거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EU와 베트남 간의 무역은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에야 개
시되었음.
- 1992년 EU-베트남 섬유협정을 계기로 베트남의 대EU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양자간 협력협정 이후에는 양
국간 교역이 급속히 증가했음.

(4) 대일본 무역 관련
□ 북한의 경우
○ 과거 북일무역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으나, 일본정부는 2002년
말 이후 간접적 방식으로 북일무역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음
(미무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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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불거진 납치 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로 대북수출과 관련하여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캐치올
규제”(민군 겸용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었고,
-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규제, 북한산 상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단속 등이 강화되었음.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는 북한상품의 대일
본 수입과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했음.
- 또, UN 결의안에 따라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및 주요 재래
식 무기 관련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음.
○ 한편, 북한은 일본의 최혜국(MFN) 대우를 받지 못하므로 북한
산 상품의 대일본 수출은 관세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음.
- 북한산 상품에는 최혜국 세율보다 높은 국정세율이 적용됨.
- 또한, 북한산 상품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일반특
혜관세(GSP)의 혜택을 받지 못함.

□ 베트남의 경우
○ 과거 베트남의 대일 교역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는 않았음.
- 일본은 1973년에 베트남과 수교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베
트남을 GSP 수혜 대상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켜 왔음.
- 그러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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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80년대 말까지는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교역이 재개된 이후에도 양국간 교역을 규율하는 공식적인 무
역협정은 오랫동안 맺어지지 않았으며, 1999년에 가서야 공식
적으로 상호간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

2. 대선진국 무역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1) 북한의 대선진국 무역 현황6)
○ 2000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은 거의 없음.
- 미국 상품의 대북 수출은 인도적 지원에 따른 일부 식량 및
식품(밀, 옥수수, 분유제품 등)의 소규모 수출에 그쳤음.7)

6) 이 절에서 사용하는 북한 무역 데이터는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에 의거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는 남한을 북한으로 오인한 경우가 종종 포
함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음. 여기서는 다만 개략적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함. 개별 국가의 대북한 무역에 관해 보다 정
확한 수치는 남북한을 오인한 경우를 바로잡은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참조.
7) 1995년 이래 10년 간 미국정부는 북한에 약 1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으
며, 그 중 60%는 식량, 40%는 KEDO의 중유 지원이었음. 미국 정부의 대
북지원은 대체로 국제기구(WFP 및 KEDO)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식량 및
중유를 구매해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Manyin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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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EU 국가들 사이의 교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긴 하지
만, 대체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양장석․우상민, 2007).
- 2000년대 초 북한-EU 간 관계 개선에 따라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던 북한의 대EU 수입이 북한 핵문제의 악화에 따라 최근
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음.
- 북한은 EU 회원국에 섬유제품, 광산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기계류, 비철금속, 차량 등을 수입하고 있음.
- 최근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EU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
중은 대체로 10%를 하회하고 있음.
- EU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
발하며, 영국, 프랑스 등과의 교역은 저조함.
○ 1990년대에 비교적 활발했던 북일교역은 2000년대 들어 계속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며(김연건, 2006), 2006년 핵실험 이후에
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임.
- 일본은 1990년대에는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 교역상대국이었
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지위가 크게 하락했음(2006년에는
4위, 남한을 포함하면 5위).
- 특히 일본은 1990년대에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었
으나, 대북제재가 차츰 강화되자 북한은 수출처를 중국 등 제
3국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음.
-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수산물, 광산물, 전기･전자제품,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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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고,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과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등
이었음.
○ 이상을 총괄해 보면, 북한의 대외무역 중 선진국과의 무역은 매
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Ⅱ-1> 북한의 국가･지역별 수출: 주요 선진국과 중국 비교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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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주 : 1) 본선인도가격 (f.o.b.) 기준 자료임, 2)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이나,
여기서는 2004년 및 2007년 가입국을 제외한 15개국만을 포함시켰음, 3)
EU의 2006년 수치는 IMF data 중 북한의 대그리스 수출 수치(남한의
선박 수출금액을 북한으로 오인)를 KOTRA 북한 무역통계의 수치를
참고해 변경하여 조정한 것임(그 밖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오차가 포
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좀더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는 KOTRA, ｢북
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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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 주요 선진국이 가장 중요한 교역상
대국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또한 선진국과의 무역환경이 정상화될 경우, 북한의 대
선진국 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날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함.

<그림 Ⅱ-2> 북한의 국가･지역별 수입: 주요 선진국과 중국 비교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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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주 :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f.) 기준 자료임, 2) 2001년 북한의 대일본 수
입액은 본래 11억 6,900만 달러였으나, 일본 쌀 가격 기준인 대북 쌀 원
조금액을 국제가격으로 재평가하여 총수입액을 3억 5,000만 달러로 조
정하였음.

22

(2)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현황8)
○ 1990년대 초까지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은 북한과 비슷한 상
태에 머물러 있었음.
-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 베트남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소련, 동유럽이었음.
- 미국과의 교역은 거의 없었고, EU와의 무역도 저조했으며, 선
진국 중에서는 일본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지만 그
것도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음.
○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무역 정상화
과정에 따라 급속히 발전했음.
- 1996년 EU와의 무역협정 이후 대EU 교역이 크게 증가했고,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이후에는 대미교역이 급격히 증가
했음.
- 대일교역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선진국과의 무역은 수입상품의 공급처로서보다
는 수출시장의 개척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컸음.
- 미국과 EU는 2000년대 들어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
리잡았으며, 수출증가 속도도 다른 국가･지역보다 훨씬 빠름.
8) 좀더 자세한 내용은 3장 4절과 4장 3절에서 미국, EU, 일본의 3개 지역별로
나누어 다시 설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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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베트남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 및 ASEAN 국가들
이며,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함.
- 즉 베트남의 지역별 무역은 주로 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수입
하고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
국의 경우와 유사함.
○ 베트남의 경험은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이 정상화될 경우 주요 선
진국이 북한의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그림 Ⅱ-3>

베트남의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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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주 : ASEAN-5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를 의미하
며, EU-15는 <그림 Ⅱ-1, 2>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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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베트남의 주요 국가･지역별 수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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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주 : <그림 Ⅱ-3>과 동일

- 베트남이나 북한 같은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에는 주변 국가로
부터 수입한 원자재･부품 및 설비를 이용해 만든 노동집약적
공산품을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이 적합함.
-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이 발전해온 방식이기도
하며, 가공무역은 지금까지도 중국 대외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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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정상화 과정

○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정상화 과정은 <표 Ⅲ-1>과 같이 네 단계
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
- 그 중 제1단계는 중국, 베트남, 북한 등 미국과의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교역금지라는 초강경 제재를 당
했던 나라들에게 필요한 과정이며,
- 나머지 2, 3, 4, 5단계는 (구)사회주의국 또는 체제전환국이 미
국과의 무역 정상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공통적 과정임.9)
○ 북한은 1단계를 대체로 지난 상태이며, 앞으로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2, 3, 4단계를 통과해야 함.
- 미국은 북한에 대해 1989, 1995, 1997, 2000년 네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북･미
간의 수출입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음.
9)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5단계인 GSP 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4단계 항
구적 정상교역관계 부여와 WTO 가입이 필요함. 하지만 비공산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예컨대, 미국은 아직 항구적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여러 (구)소련 출신 나라들(탈공산주의 국가들)에게 GSP 혜
택을 부여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Ⅲ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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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정상화 과정 요약
필요한 조치

결과

∙미국의 경제제재 ∙원조 허용
(교역금지 조치 ∙교역 허용
1단계
등) 완화･해제
∙미국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항 유보
2단계
결정

베트남의 경우
∙1993년,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 원조에 대한 반대
철회
∙1994년, 교역금지 조치 해제

∙해당 국가에
∙1998년, 잭슨-배닉 수정조항
대한 교역 및
유보, 그 후 2001년까지 매년
투자와 관련한
유보 조치 연장
미국 수출입은행 ∙유보 거부 결의안 하원에서
및 OPIC의 신용
부결
공여 허용

∙양자간 무역협정 ∙조건부 정상교역 ∙2000년에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관계 (= 최혜국)
서명
3단계
지위 부여
∙2001년에 미, 베트남 의회
통과하여 발효
∙항구적 정상교역
관계 부여 법안
4단계
통과

5단계 ∙GSP 혜택 부여

∙항구적 정상교역 ∙2006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
관계 부여 및
법안 의회 통과
WTO 가입 지지 ∙2006년 미-베트남 간 WTO
가입협상 타결
∙아직 미부여 상태

자료 : Manyin (2001)의 <표 1>을 기초로 수정･보완

- 다만 북한산 상품 수입시 사전통지 및 승인 의무, 그리고 테
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엄격한 수출통제 등의 제한 조치가 추
가로 완화되어야 함.
- 베트남 및 기타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 3, 4, 5
단계는 국교 수립시 자동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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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립 이후 별개의 협상을 거쳐야 함.
○ 아래에서는 2, 3, 4, 5단계에 따른 무역 정상화 과정을 세 절로
나누어 베트남 사례를 들어 설명함.
- 2, 3단계는 미국 무역법의 “잭슨-배닉 수정조항”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한 절로 묶어 설명함.

1. 양자간 무역협정과 조건부 NTR 부여
(1) 무역협정 체결 절차와 과정
□ 미국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항에 따른 절차
○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음.
- 미국은 1951년 “무역협정 연장법”(Trade Agreement Extension
Act)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해 “최혜
국”(most favored nation: MFN) 지위를 정지시켰음.10)
- 나중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최혜국 지위의 거부에 관
한 근거 법규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의 “잭슨-배닉 수
10) 사회주의 국가들 중 처음부터 소련 블록에서 이탈한 유고슬라비아에는 최
혜국 지위가 유지되었으며, 1960년에는 폴란드에게 예외적으로 최혜국 지
위가 부여되었음. 폴란드는 1981년 계엄령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지
위를 박탈당했다가 1987년에 다시 회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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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으로 대체되었음(Pregelj,
2005).
○ 잭슨-배닉 수정조항은 “이민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비시장경
제국가”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혜국 지위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로 용어를 변경)
- 국책 금융기관의 신용(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과 해외민간투자
공사(OPIC)의 투자보증 등)
○ 잭슨-배닉 수정조항은 1970년대 초 소련의 이민제한 정책, 특
히 유태인의 미국 이민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
어진 것임.
- 당시 미국과 소련은 상호간 최혜국 지위 부여를 포함해 양자
간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 중이었음.
- 소련은 잭슨-배닉 수정조항을 내정간섭이라 하여 강력히 반대
했으며,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의 상호간 최혜국 지위 부여 시
도는 무산되고 말았음.
- 잭슨-배닉 수정조항은 당초 제정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련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되었음.
○ 잭슨-배닉 수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구)사회
주의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항구적인 정상교역관계(최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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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부여받으려면 다음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함(Pregelj,
2005).
- 첫째,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한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
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림.
- 그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국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이 허용됨.
- 둘째, 해당 국가와 미국이 양자간 무역협정을 맺어야 하며, 여
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그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조건부로, 즉 잠정적으로 정상교역
관계(NTR)의 지위가 부여됨.
- 셋째, 해당 국가에 대해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를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이 최종적으로 종료됨.
○ 대통령이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하나는 해당 국가가 “이민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을 유보(waiver)한다
는 결정(이 결정은 매년 6월 3일에 갱신되어야 함)을 내리는
것임.
-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가 잭슨-배닉 수정조항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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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민의 자유”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no violation)
고 대통령이 결정(이 결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갱
신되어야 함)하여 의회에 보고함.
- 실제 체제전환국의 대미 무역 정상화 과정에서는 최초에는 모
두 첫 번째 방법이 사용되었음.
- 그 후 대다수 체제전환국에게는 첫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방
법으로 적용방식이 변경(이는 해당 국가에서 “이민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된 바 있으나,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이 없었음(<표 Ⅲ-2> 참조).
○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잠정적 적용 정지는 일단 대통령의 결정
만으로 가능하지만, 이 결정은 계속 갱신되어야 하며 의회는 그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 의회가 유보 결정의 갱신을 거부할 경우 해당 국가에 잠정적
으로 부여된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도 철회됨.
- 미 의회에서 루마니아, 중국, 헝가리, 베트남 등 4개국에 대해
유보 결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결의안이 상정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음.
-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인권, 노동권, 무역적자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유보 결정의 갱신 여부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음.

Ⅲ.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정상화 과정 31

<표 Ⅲ-2> 체제전환국에 대한 미국의 잭슨-배닉 수정조항 적용 현황
적용 유보
(Waiver)
그루지야
동독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1)
루마니아(2)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베트남
벨로루시(1)
벨로루시(2)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1)
투르크메니스탄(2)
헝가리

1992.
1990.
1990.
1992.
1975.
1991.
1990.
1992.
1991.
1998.
1992.
2001.
1991.
1992.
1992.
1992.
1990.
1992.
1992.
1979.
1990.
1992.
1992.
1992.
1992.
2003.
1978.

6.
8.
12.
4.
4.
8.
12.
6.
1.
4.
4.
7.
1.
4.
6.
6.
12.
4.
4.
10.
2.
6.
4.
6.
6.
8.
4.

“비위반”
(No Violation)

적용 종료
(Termination)

1997. 6.

2000. 12.
1991. 12.

1994. 9.
1995. 5.
1997. 6.
1996. 9.

1993.
1997.
1997.
1997.

6.
6.
6.
12.

1996. 11.
1991. 12.
1999. 7.
2006. 12.

1996. 10.
2005. 1.
2000. 6.
1991. 12.

1997. 12.
1997. 6.
1991.
1997.
1997.
1997.
1997.

2002. 1.
1992. 4.

10.
12.
12.
12.
12.

2000. 6.

1989. 10.

1992. 4.

자료 : Pregelj (2005).
주 : 1) 동독은 서독과 통일되면서 자동적으로 적용 무효가 됨, 2) 루마니아
는 1988년 7월에 적용 유보 상황을 스스로 포기했다가 1991년에 다시
적용받음, 3) 벨로루시는 2001년에 적용 유보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4) 투르크메니스탄은 “비위반” 상황에서
“적용 유보” 상황으로 재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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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체결 과정
○ 베트남의 경험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무역 정상화
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보여줌.
- 베트남과 미국은 국교 정상화 직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
상 개시에 합의했으나, 무역협정이 체결･발효되기까지는 무려
6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었음.
- 이는 국교 정상화 다음 해인 1980년에 무역협정이 체결된 중
국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임.

<표 Ⅲ-3>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협상 일지

1995. 7
10

∙베트남-미국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발표
∙양국 외무부 무역협정 협상 준비 합의

1996. 5
9

∙미국, 양자간 무역협정 청사진 제시
∙양국 협상 개시

1998. 3

∙미국, 베트남에 대한 잭슨-배닉 수정조항 유보 결정

1999. 7
9

∙원칙적 합의에 도달 → 합의 초안 가조인
∙베트남, 세부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2000. 5
7

∙미국, 베트남 요청 수용 용의 제시
∙베트남-미국 협정안 서명

2001. 9
10
11
12

∙협정안, 미 하원 통과
∙협정안, 미 상원 통과
∙협정안, 베트남 의회 통과
∙협정 발효

자료 : U.S.-Vietnam Trade Council (2007); 한국수출입은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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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베트남의 시장개방에 관해 포괄적이고
상세한 양보를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음.
- 미국은 단지 정치외교적 이익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획득
하는 데 적극적이었음.
- 베트남의 국가 규모와 성장 잠재력, 그리고 배후의 ASEAN
시장까지 고려할 때, 미국의 업계에 베트남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음.
- 결국 베트남은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크게 진전시
키기로 했고, 특히 미국의 중요 관심사항인 서비스시장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음.
○ 미국의 강력한 개방 요구는 베트남 내에서도 심각한 정치적 논
쟁을 불러일으켰음.
- 미국의 광범위한 개방 요구로 협상 자체에 시일이 오래 소요
되었고,
- 협정안이 기본적 합의를 이룬 1999년 이후, 베트남 공산당 내
에서 이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논쟁으
로 협정의 서명과 발효가 지연되었음.
- 보수파는 무역협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급격한 개방이 공산당
통치체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결국 개혁파가
승리하여 베트남 공산당은 무역협정안을 수용했음.
○ 미국에서도 베트남-미국 무역협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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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운동이 펼쳐졌음.
- 값싼 베트남산 공산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미국 노
동계 및 섬유･의류업계는 베트남의 노동 및 환경기준이 국제
표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베트남-미국 무역협정에 반대
했음.
- 미국 정부는 이런 반대를 고려하여 협정 내용에 베트남산 상
품의 수입 급증시 긴급 수입제한 조치(safeguard) 조항과 섬
유･의류 제품에 대한 쿼터 부과 조항을 포함시켰음.
- 한편, 노동계를 포함한 여러 집단에서 베트남의 인권 및 종교
의 자유 부재를 이유로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반대운동을 펼
쳤음.
- 미 하원은 베트남-미국 무역협정과 함께 베트남 인권법을 통
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베트남이 인권을 신장시키지 않을 경
우 베트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인도적 분야 원조를 증가시
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여러 반대운동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트남과 미국
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음.
- 이는 무역협정을 통해 베트남과 미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
- 베트남이 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
미국 내 반대론을 무마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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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베트남의 경험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두 나라 각각에
서 제기된 내부적 갈등으로 무역협정 체결이 상당 기간 지연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베트남-미국 양자간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11)
□ 개요
○ 베트남-미국 양자간 무역협정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
품무역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투자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무역협정에서 다룬 7개의 주제는 상품무역, 지적 재산권, 서비
스 무역, 투자, 사업편의 보장, 투명성 관련 규정, 기타 일반적
조항임.
○ 무역협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규정은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고 있음.
- 다만 베트남의 경제체제와 발전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거리가 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유보조항과 점진적 도입
조항을 두고 있음.
- 무역협정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다는 점에서, 미국 측에서
는 새롭게 법･제도를 변경할 부분이 없으나 베트남으로서는
11) 이 절의 내용에 관해 좀더 상세한 것은 Ministry of Trade, Vietnam (2000),
Burke (2003), Manyin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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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1장

2장

3장

베트남-미국 양자간 무역협정의 주요 목차

상품무역

지적 재산권

∙일반적 의무
∙저작권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
∙상표
∙특허
∙집적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비밀정보 / 영업비밀
∙산업 디자인
∙(지재권 침해) 단속

서비스 무역

∙서비스 무역의 포괄 범위
∙최혜국 대우
∙국내 규제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시장 접근권
∙내국민 대우
∙의무 이행 스케줄

4장

투자 관계의 발전

5장

사업 편의 보장

6장

투명성 관련 규정 및
행정심사 청구권

7장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비관세 장벽
∙세관 수수료 및 가격평가
∙관세 인하
∙긴급 수입제한 조치
∙상사 분쟁
∙국영무역

일반적 조항

자료 : US-Vietnam Trade Council.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분쟁해결 절차
∙기술이전
∙외국인의 입국, 체류, 고용
∙권리의 보존
∙수용 및 보상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환전
∙베트남측의 유보조항
∙미국측의 유보조항
∙사무실 및 생활공간 접근
∙광고권, 시장조사 등
∙법, 규정, 행정절차의 공표
∙경제, 무역 및 기타 데이터에의 접근
∙신규 제정 법, 규정에 대한 의견 표명
∙행정심사 및 심사청구권
∙초국경 거래 및 이전
∙국가안보
∙일반적 예외
∙과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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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대폭적인 제정･개정 등 준비가 필요했음.

□ 베트남이 얻게 된 혜택
○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이 얻게 된 혜택은 주로 상품
무역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미국의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로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미
국의 수입관세는 평균 40% 내외에서 3% 수준으로 하락했음.
- 또 베트남 기업은 미국 내에 수입 및 유통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 역시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
유리한 변화임.
○ 베트남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관한 미국측의 수입관세는 아
래와 같이 하락했음(기타 다른 품목의 관세율 격차에 대해서는
<부록 2>의 <부표 2-1> 참조).
- 남성 실크 셔츠 : 60% → 0.9%, 여성 속옷 : 58.5% → 8.5%
- 대나무 또는 등나무 가구 : 60% → 0%, 목제 가구 : 33.3% →
3.2%
- 고무창 운동화 : 35% → 5.1%
○ 하지만 베트남산 상품의 대미수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제한사
항이 남았음.
- 첫째, 미국은 베트남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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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쿼터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12)
- 둘째, 양국은 상호간에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
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조정관세 또
는 수량제한)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음.
- 셋째, 미국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일반특혜관세
(GSP) 혜택을 베트남에 부여하지 않았음.13)

□ 베트남이 미국에 부여한 혜택
○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장 개방 혜택을 제공하기
로 했음.
- (3년에서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모든 수입쿼터를 폐지함.
- 250개 품목(그 중 4/5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3년에 걸
쳐 33～50% 포인트 인하함.
- 미국 기업 및 미국 투자기업에 대부분 상품의 수출입 권한을
(3～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여함.
12) 미국은 일방적으로 쿼터를 부과하지는 않았으며, 나중에 2003년 양자간 섬
유협정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쿼터를 부과하였음. 지금은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쿼터가 부과되지 않음. 다음 절 설명 참조.
13) 양자간 협정에서는 단지 GSP 혜택의 부여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
혔음(1장 3절 8항). 미국 국내법상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GSP 혜택 부
여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부여 및 해당 국가의
WTO 가입 이후에 가능함. 2007년 1월 베트남이 WTO에 가입했으므로,
조만간 미국은 베트남에 GSP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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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
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규정된 제도를 18개월에 걸쳐 도입하기로
했음.
- 이로써 미국기업 및 미국인은 저작권, 상표, 특허, 산업디자인
등 포괄적인 지적 재산권을 인정받게 되었음.
○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베트남은 WTO의 일반적 규칙
을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 기업에 베트남 서비스 시장 진입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음.
- 우선 미국 은행은 30～49% 지분 범위 내에서 베트남 측과 합
작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9년 후에는 100%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음.
- 3년 후에 미국 보험회사의 합작 방식 진출을 허용하고, 5～6
년 후에는 100% 자회사도 허용함.
-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년 간의 유예 기간 후에 분야에 따
라 49% 또는 50% 지분 한도를 조건으로 미국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
○ 투자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측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음.
- 부문에 따라 2년, 6년 또는 9년에 걸쳐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에 대한 심사 절차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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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의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외자기업은 베트남 기업과 동등
한 권리를 보유함.14)
- 종전에는 미국 기업은 베트남 내 합작기업에 최소한 30% 이
상의 지분을 가져야 했으나, 이 제한사항을 폐지함.
- 베트남은 WTO의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예를 들어 국산부품
사용의무 등)을 폐지하기로 했음.

2. 미국의 대베트남 PNTR 부여와 베트남의 WTO 가입
(1) PNTR 부여 및 WTO 가입 절차
□ 미국의 PNTR 부여와 해당 국가의 WTO 가입 간의 관계
○ 체제전환국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은 미국의 항구적 정상교역
관계(PNTR) 부여와 해당 국가의 WTO 가입에 의해 완료된다
고 할 수 있음.
- 대다수 체제전환국은 사회주의 시기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맹국이 아니었음.15)
14) 당시 베트남은 경상계정의 자유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익
의 해외송금을 위한 환전은 허가를 받아야 했음. 베트남은 2005년에 “IMF
8조국”으로 이행하여 경상계정의 자유태환을 실시하게 되었음.
15) 체제전환국 중 유고슬라비아는 1966년, 폴란드는 1967년, 루마니아는 1971
년, 헝가리는 1973년에 GATT에 가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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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체제전환 이후 GATT/WTO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
중임.
- 2007년 7월 현재 체제전환국 32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포함)
중 22개국이 WTO 가입을 완료했음.
- 나머지 10개국 중 9개국은 가입 신청 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
- (구)사회주의권 국가 중 WTO와 아무런 관련도 맺고 있지 않
는 나라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2개국뿐임.
○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지위의 부여와 함께 이
루어졌음.
- 단,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시 미국의 PNTR 부여가 전제조
건이 되는 것은 아님.
- WTO 가입은 회원국 2/3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다음 항
설명 참조),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또, 체제전환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미국이 반드시 해당 국
가에 PNTR을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님(Cooper, 2006).
- WTO의 기본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상호간에 “무조건적 최혜
국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미국도 WTO에
가입하는 국가에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이는 “무조건적 최혜
국 대우”와 같은 뜻임)를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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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현황
GATT 원가맹국
GATT
가맹 시기

그루지야
라트비아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베트남
벨로루시
보스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체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쿠바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헝가리

WTO 신규 가입(신청)국
WTO 가입
WTO
신청 시기
가입 시기
1996. 6.
2000. 6.
1993. 11.
1999. 2.
1997. 7.
협상 중
1993. 6.
협상 중

1971. 11.
1994.
1993.
1991.
1995.
1993.
1999.
1986.
2004.

1.
11.
10.
1.
9.
5.
11.
12.

2001. 5.
2001. 7.
1997. 1.
2007. 1.
협상 중
협상 중
1996. 12.
협상 중

1993.
1997.
1992.
1994.
1994.
1993.
1986.

12.
6.
11.
3.
12.
11.
7.

2003. 2.
협상 중
2000. 9.
1999. 11.
협상 중
협상 중
2001. 12.

1996. 1.
1994. 10.

협상 중
2004. 10.

1993. 9.
1996. 2.
2001. 5.
미신청

2000. 11.
1998. 12.
협상 중

1993. 4.
1994. 10.

1993. 4.

1948. 1.

1967. 10.
1973. 9.

자료 : WTO
주 : GATT 원가맹국의 WTO 가입일자는 WTO가 창설된 1995년 1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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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WTO 헌장에는 특정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에 대해 예
외적으로 무조건적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음.
- 따라서 해당 국가가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드시
PNTR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실제로 미국은 1997년에 WTO에 가입한 몽골에 1999년에야
PNTR을 부여했으며, 2001년에 WTO에 가입한 몰도바에는 아
직 PNTR을 부여하지 않았음.
- 또, GATT 창설멤버이며 자동적으로 WTO 회원국 자격을 갖
고 있는 쿠바는 신규 가입국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62년 이래 쿠바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의 PNTR 부여와 해당 국가의 WTO 가입 사이에
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 WTO 가입 협상을 추진한 체제전환국은 대개 미국으로부터
조건부 NTR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이를 PNTR 지위로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었음.
- 미국이 PNTR을 부여한다고 해도 미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가 추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정상화했다는 상징적인 의
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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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
을 원만히 타결하여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WTO에 가입하고자 하였음.
- 실제로 중국, 베트남 등 WTO에 신규 가입한 체제전환국(몰도
바 제외)은 이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를 부여받
았으며,
- 러시아 등 WTO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체제전환국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또 WTO 가입을 위해서는 주요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해서 가입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중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이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
- 미국은 WTO 가입신청국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까다로운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가장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림.
- 중국, 베트남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타결함으로
써 WTO 가입 협상을 마칠 수 있었음.

□ PNTR 부여 및 WTO 가입 절차
○ 체제전환국에 대한 미국의 PNTR 지위 부여는 미국 의회가 해
당 국가에 PNTR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성립함.
- 이 법안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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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킨다는 규정이 포함됨.
- PNTR 지위의 부여는 해당 국가의 체제개혁 상황,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
- 미 의회는 대개의 경우 해당 국가의 WTO 가입을 위한 미국
과의 양자간 협상이 타결된 후에 PNTR 부여를 위한 법안을
상정･통과시킴.
- PNTR 지위의 부여는 반덤핑법 상의 “시장경제국” 지위16)와
는 관련이 없음.
○ WTO 가입은 해당 국가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요구하는 수준의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이루었음을 의미함.
- WTO 가입은 개별 회원국과의 어렵고 복잡한 협상을 요구하
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임.
○ WTO 가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16)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국” 지위에 대한 판정은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국
에서 내리며, 판정기준은 그 나라 통화의 태환가능성 정도, 임금 결정방식,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정도, 국영기업 비율, 정부의 가격통제 상황 등임
(Manyin, Cooper, Gelb, 2006). “시장경제국” 지위가 무역관계에서 갖는 실
질적 의미는 반덤핑 판정시 수출가격과의 비교를 위해 그 나라 내수가격
을 사용하느냐(시장경제국의 경우), 제3국의 가격을 사용하느냐(비시장경제
국의 경우)와 관련이 있음. 중국과 베트남은 PNTR 부여에도 불구하고 아
직 “비시장경제국” 지위로 남아 있는 데 반해, 러시아는 PNTR을 부여받
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음. 결국 미국은 “시장경
제국”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자국산업에 피해를 미칠 가능성을 주
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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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보고서 제출과 실무그룹의 구성
- 가입신청국은 자국의 경제 및 무역정책 중 WTO 협정과 관련
되는 부분에 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WTO는 신청국의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
성하게 되며, 이 실무그룹에는 신청국의 가입 문제에 관심을
갖는 WTO 회원국들이 참여함.
- 이 실무그룹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음.
○ 둘째, 가입 신청국과 WTO 회원국 간의 개별적인 양자간 협상
- 가입 신청국은 가입시 시장개방 조건과 관련하여 실무그룹
에 참여한 WTO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진행
해야 함.
- 양자간 협상에서의 약속 사항은 신청국이 WTO에 가입할 경
우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동등하
게 적용됨.
○ 셋째, 가입 의정서 및 이행 스케줄의 작성
- 양자간 협상이 종료되고 나면, 실무그룹과 신청국은 신청국
의 가입조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실무그룹 보고서”, “가입
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 및 약속사항의 이행 스케줄을
제출함.
○ 넷째, 가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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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총회 또는 장관급 회의에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청국은 WTO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신청국 자신의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고 신청국이 가입 의정
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1개월 후 회원 자격이 발효됨.

(2) 베트남의 경험
□ PNTR 부여 및 WTO 가입협상 관련 이슈
○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조건부 NTR 지
위를 부여받은 지 5년 만인 2006년 12월에 PNTR 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거의 동시에 WTO에 가입하였음(2006년 11월 WTO
총회 승인, 2007년 1월 회원자격 발효).
- 이에 앞서 2006년 5월에는 베트남의 WTO 가입과 관련한 베
트남-미국 양자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미국은 베트남과
마지막으로 양자간 협상을 타결지은 국가였음).
-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PNTR 부여와 WTO 가입 지지는 베트
남이 시장개방 요구를 비롯해 미국측이 제기한 여러 이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였음.
○ 베트남은 PNTR 지위 획득과 WTO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대
외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음.
- 매년 갱신 여부를 심사받는 조건부 NTR 상태에서는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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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베트남 상품의 미국시장 접근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기 때
문에 베트남 수출산업(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기업 포함)의 경
영환경은 불안정했음.
- PNTR 지위 획득과 WTO 가입은 베트남이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 확실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의미도
매우 큼.
- 베트남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통해 수출산업의 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음.
○ 베트남과 미국 양자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베트남
의 섬유･의류 수출 문제였음.
- 2001년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조건
부 NTR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베트남의 대미 섬유․의류 수
출은 급증세를 보였음.
- 미국에서는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당시부터 베트남산 섬유･의
류 수입에 대한 쿼터 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2003년
4월에 양국 간에 섬유협정이 체결되었음.
- 베트남-미국 섬유협정의 주요 내용은 2003년부터 베트남산 섬
유･의류에 대해 미국이 수입쿼터를 설정하며, 쿼터량은 매년
7% 증가(모직 의류는 2%)시킨다는 것이었음.
- 섬유협정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되, 재협상이 없는 한 베트남의 WTO 가입 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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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하였음.
○ 베트남은 WTO 가입을 통해 자국산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음.
- 세계적 섬유협정의 종료에 따라 WTO 회원국 사이에서는
2005년부터 섬유･의류 수입쿼터가 폐지되었음.
- 이는 WTO 미가입국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또, 베트남-미국 섬유협정에 의한 쿼터 부과가 베트남이 WTO
에 가입해야만 종료되므로,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기업에
WTO 가입은 중요한 문제였음.
○ 미국에서는 베트남산 섬유･의류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
쟁이 계속되었음(Sayres, 2002: Manyin and Others, 2006).
- 이는 베트남산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섬유･의류 제조업자와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하는 소매･유통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엇
갈렸기 때문임.
- 미국정부는 베트남의 WTO 가입협상시 베트남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와 베트남의 노동권 신장 등 베트남에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음.
○ 한편, 미국에서는 베트남의 인권과 종교적 자유 문제, 그리고
베트남전 전쟁포로/실종군인 등 비경제적인 이슈도 활발하게
토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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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이슈는 베트남-미국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 왔던 것임.
- 베트남은 최근 들어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완
화하는 등 인권 상황을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 2005년 봄에는 베트남의 종교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안에 대
해 미 국무부와 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였음.
- 전쟁포로/실종군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살아 있는 미
군 전쟁포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군인의 유해를 찾는 데 베트남 정부
가 꾸준히 협력하고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이상의 여러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슈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수용되었고, 그 결과 비
교적 빠른 시일 내에 PNTR 부여 및 WTO 가입이 성사될 수
있었음.

□ WTO 가입에 따른 베트남의 시장 개방
○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하여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
을 약속했음.
- 주요 내용은 관세 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각종 제도개혁, 수
출보조금 폐지 등임.
- 베트남은 WTO에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무역 자유화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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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WTO에 약속한 사항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시행 중이었음(Fujita, 1998; Auffret, 2003;
Schmidt, 2004; Tranh, 2005).
○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폭은 평균 5% 포인트 내외이
며 12년 간에 걸쳐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함.
- 관세율 양허안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율은 2005년 평균 29.4%
에서 WTO 가입 이후 5년 내에 21.7% 이하로 인하할 예정임.
- 비농산물 관세율은 12년 내에 평균 17.0%에서 12.5% 이하로
인하할 예정이며, 특히 섬유･의류는 가입 즉시 36.6%에서
13.5%로 대폭 인하함.
- WTO에 약속한 관세율은 상한선(bound rate)으로서 해당 품
목의 관세율을 상한선 또는 그 미만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뜻
함.17)
- 베트남의 관세율은 종전에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WTO 가입에 따른 추가 인하는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WTO 가입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거 중국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임(김영웅･
윤하청, 2006).
17) 즉 WTO 관세율 상한선(bound rate)이 현행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의 경
우, 향후 관세율을 반드시 인상한다는 뜻은 아니며, 상한선 범위 내에서
베트남 당국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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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부문은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는 분야로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선진국이 베트남 시장에
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함.
- 은행･보험･증권, 통신서비스, 건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여
행･오락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의료, 영화제작･배급, 광고,
택배, 수리･보수 등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가 개방 대상으로
포함되었음.
- 다만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은 49, 50, 51% 등
약 절반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소간의 유예기간
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함.

<표 Ⅲ-6>

WTO 가입에 따른 베트남의 관세율 인하 양허안
단위 : %

2005년
관세율
단순 평균
농산물
비농산물
철강
석유
섬유․의류
신발
자동차
전자

18.5
29.4
17.0
9.7
14.6
36.6
45.0
63.6
13.3

자료 : Tumbarello (2007).

WTO에 약속한 관세율
상한선
최초

최종

17.4
27.3
16.0
17.7
27.2
13.6
35.8
84.8
13.9

13.6
21.7
12.5
13.0
27.1
13.5
27.2
58.7
9.5

이행 스케줄
12년 내
5년 내
12년 내
2년 내
2년 내
가입 즉시
가입 즉시
12년 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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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WTO 가입협정은 또한 무역･투자 및 기타 경제정책
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 개혁･정비 내용을 담고 있음.
- 첫째, 지금도 베트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
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정부 간섭 없이 상업적 방식으로 비
즈니스를 수행토록 하고,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주식회사화를
투명하게 처리할 것.
- 둘째, 정부의 가격통제와 관련하여 WTO 협정을 준수하고, 가
격통제를 시행할 경우 WTO에 미리 통지할 것.
- 셋째, WTO 규정에 맞춰 제반 행정적 및 법적 제도를 도입･
정비하고 공정한 집행을 기할 것.
- 넷째, 외화관리, 지적 재산권, 무역권, 비관세장벽, 수출통제, 위
생･검역, 정부조달 등 여러 분야에서 WTO 규칙을 준수할 것.
○ 미국은 베트남과의 WTO 가입 협상에서 섬유･의류를 비롯해
베트남산 상품의 과도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을 마련했음.
- 우선, 베트남은 농산물과 섬유･의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
급하던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미국은 그 대신 베트
남산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하기로 했음.
- 하지만 베트남은 미국 반덤핑법상 “비시장경제국”의 지위를
향후 12년간 유지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반덤핑 판정에 의
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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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2007년 1월부터 베트남산 섬유･의
류제품의 수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WTO 가입에 따른 베트남의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또는 체제전환이 크게 진전되었음을 의미함.
- 베트남은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했으며, 세계
경제와의 보다 긴밀한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음.
- 베트남의 경험은 WTO 가입과 미국으로부터의 PNTR 지위
획득은 해당 국가가 개혁･개방정책을 크게 진전시킬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3. 미국의 GSP 제도와 베트남에 대한 적용 전망

○ PNTR 지위 획득과 WTO 가입으로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정상화하였으나, 아직 GSP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GSP 혜택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임.

(1) 미국 GSP 제도 개요
○ 미국은 1976년부터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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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음.
- WTO의 전신인 GATT는 1970년대부터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인정하기로 했음.
- 이에 따라 EU(그 전신인 EC)와 일본은 1971년부터, 미국은
1976년부터 GSP 제도를 도입했음.
- 그 밖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불
가리아, 에스토니아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GSP 혜택 대
상인 개발도상국에게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USTR, 2006;
UNCTAD, 2003).
-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감 품목은 주로 경공업 제품
으로서, 대부분의 섬유･의류, 신발, 가방, 가죽제품 등이며, 그
밖에 철강, 유리 및 일부 전자제품 등도 이에 해당함.
- UN에서 규정하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에는 일반 개발도상국보다 좀더 많은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또 2000년에 도입된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 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에 의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에는 섬유･의류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무
관세 혜택을 부여함.
○ 미국은 일반 최혜국 관세율(단순평균은 3.5%, 가중평균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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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GSP 제도에 따른 혜택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님.
- 개발도상국의 주요 대미 수출상품이며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GSP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
- 실제로 중국은 줄곧 미국의 GSP 적용 대상국가가 아니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미수출을 성공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음.
- 다만,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꽤 높기 때문에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받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은
상당히 큰 혜택을 받는 셈임.18)

(2) GSP 부여 조건 및 베트남에 대한 적용 전망
□ GSP 부여 조건
○ 1974년 무역법은 GSP 수혜 대상 국가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필수조건 여덟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USTR, 2006).
- 공산주의 국가가 아닐 것(단, 공산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
으로부터 NTR 지위를 부여받고 있고 WTO 및 IMF 회원국
18) AGOA
활기를
스템이
수출이

실시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미 섬유․의류제품 수출이
띠었으나, 2005년 1월부터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세계적 쿼터 시
폐지되면서 중국 제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나 아프리카의 대미
타격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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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가능함).
- 국제테러 지원국가가 아닐 것.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결사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수용할 만한 노동･임금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고 있을 것.
○ 필수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GSP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상황, 해당 국가와 미국 간의 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됨.
- 특히 해당 국가가 무역 자유화, 지적 재산권 보호, 공정한 무
역정책, 노동권 등과 관련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
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

□ 베트남에 대한 적용 전망
○ 미국은 대다수 체제전환국에 GSP 혜택을 부여했으나 중국은
줄곧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동유럽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1990년대 초에, 그리고 (구)소련
출신 국가들은 90년대 중반에 GSP 혜택을 부여받았음.
- 2004년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GSP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중국은 2001년에 PNTR을 부여받고 WTO에 가입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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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GSP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음.
○ 베트남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당시부터 미국 측에
GSP 적용을 계속 요구해 왔음.
- 베트남은 2006년에 미국으로부터 PNTR을 부여받고 WTO까지
가입함으로써 일단 GSP 적용을 위한 필수조건을 만족시켰음.
○ 향후 베트남에 대한 GSP 적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 2007년 6월에 베트남과 미국은 “교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
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에 서
명하였으며, 여기서 향후 베트남에 대한 GSP 적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 베트남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망하
고 있으며, GSP 혜택을 부여받는 것은 그 전단계로서 유용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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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트남의 대EU 및 대일 무역
정상화 과정

1. 양자간 무역협정 및 최혜국 대우 부여
(1) EU와의 무역협정
○ EU와의 무역 정상화 과정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순조롭게 진
행될 수 있음.
- EU는 냉전 시대에도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특별한 경제제
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까다로운 조
건을 요구하지 않았음.
- 베트남과의 무역 정상화도 미국보다 훨씬 일찍 완료했음.

□ EU와 체제전환국 간 협정 사례
○ EU 및 EU 소속 서유럽 국가들은 냉전 시대 동안에도 소련,
동유럽과 대체로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음(Lavign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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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달리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 동유럽 국가들에게 개별
적인 양자간 협정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계속 부여했음.
- EU(그 전신인 EEC 및 EC)의 관세동맹이 출범한 이후에도 소
련, 동유럽 국가들은 (EU와의 특별한 협정 없이 암묵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음.
- 그러나 소련, 동유럽 국가들은 GATT 가맹국이 아니었고 EU
의 GSP 수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EU의 다른 교역상대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소련, 동유럽 국가들은 EU 국가로의 수출시 관세 면에서는 최
혜국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수량제한, 반덤핑 판정 등 비관세
장벽에 직면했음.
○ EU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동유럽 및 (구)소
련 출신 체제전환국들과 각종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관계를 개
선하였음(OECD, 1994; Lavigne, 1995).
- 우선 상호간의 최혜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EU는 체
제전환국들을 GSP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음.
- 또한 EU는 각종 무역장벽(수량제한,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쿼터, 일부 농산물에 대한 계절관세 등)을 현저히 완화하
는 조치를 취했음.
- 동유럽 국가들(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과는 1991～1995년 사
이에 EU 가입의 전단계로서 점진적 자유무역 이행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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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럽 (가입) 협정”을 체결하였음.19)
- “유럽 (가입)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EU의 GSP 수혜 대상에
서 다시 제외되었음.
○ 한편, 이에 앞서 EU와 중국은 1978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역관계를 정상화한 바 있음.
-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정책적으로 대외무역을 억제했고 EU
와의 무역교류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음.
- 1978년의 무역협정은 1985년에 보다 포괄적인 “무역 및 협력
협정”으로 대체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EU 간 무
역은 급속히 발전했음.

□ 베트남 사례
○ 베트남전 종료 이후에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문제로 베트
남과 서방 사이의 관계는 계속 단절된 상태였음.
○ 198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EU는 1990년에 베트남과 외교관
계를 수립했음(European Commission, 2007).
- 이어서 1992년 12월에 EU와 베트남은 “섬유･의류 제품에 관
한 양자간 협정”20)을 체결하여 무역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마
19)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된 결과 동유럽 국가들은 2004년 및 2007년에 EU에
가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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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했음.
- EU는 베트남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여해 주
고(즉 새로 수입이 허용된 것을 의미함), HS 51-63류의 200개
품목에 대해 2% 포인트의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했음.
○ EU와 베트남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정상화는 양자간 협력협정이
체결된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음.
- 1995년 7월에 서명되고 1996년 6월에 발효된 베트남과 EU 간
협력협정은 모두 21개조로 10 페이지 내외의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베트남-미국 간 무역협정에 비해 분량이 1/10 수준
에 불과함).
- 협정은 상호간의 최혜국 지위 부여, EU의 베트남에 대한 GSP
혜택 부여21), 상호간의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 투자, 과학기술, 환경 등 여러 방면의 협력과 EU의 대베트
남 개발원조 제공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음.
○ 베트남의 WTO 가입과 관련한 EU-베트남 양자간 협상은 2004
년 10월에 타결되었으며, 베트남은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 개
20) 섬유협정은 그 후 주기적으로 갱신되었으며 EU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쿼터를 계속 증가시켜 주었음.
21) EU는 197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을 GSP 수혜 대상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
켜 왔으나, EU-베트남간의 관계가 1990년대 초까지 거의 단절되어 있었으
므로 GSP 혜택은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했음. 무역협정은 최혜국 지위와
GSP 혜택을 상호 합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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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1995년 EU-베트남 양자간 협력협정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무역 관련

∙상호간의 최혜국 대우 부여
∙EU, 베트남에 대해 GSP 혜택 부여
∙상호간의 비관세 장벽 완화

투자 관련

∙민간투자 장려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기술, 환경 등
개발협력
기타

∙과학기술, 환경,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EU, 베트남에 대해 개발원조 제공
∙약물남용, 마약단속 등의 협력
∙공동위원회 설립
∙ASEAN 지역내 협력 강화

자료 :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95.

방 등 대폭적인 개방 확대를 약속했음.
- EU는 베트남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음.

(2) 일본과의 무역협정
○ 일본 역시 EU와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특별한 무역 관련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음.
- 따라서 체제전환 또는 개혁･개방 이후 일본과 (구)사회주의국
사이의 무역관계 발전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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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체제전환국 사례
○ 일본은 대부분의 체제전환국과 냉전 시대에도 대체로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음.
- 일본은 2차대전 이후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 사이에 소
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통상조약을 체결
했음(정재영, 1992).
- 일본의 경제외교에서는 국제정치적 고려보다는 일본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대체로 우선시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1981년 폴란드의
계엄령 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소련 제재 요청에 부응하여, 한
때 일본 수출입은행의 신규 신용 공여 정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 한편, 중국과는 1972년에 외교관계를 회복한 이후 정상적인 무
역관계를 수립했음.
- 일본과 중국은 1974년에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어서 1980
년대 초까지 항공, 해운, 상표 보호, 과학기술 협력, 이중과세
방지 등 무역, 투자 관련 협정을 잇달아 체결했음.

□ 베트남 사례
○ 일본과 북베트남은 1973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베트남전 종
료 후 1975년에 대사관을 개설했음(MOF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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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베트남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무역을 비롯해 경제협
력을 강화할 방침을 갖고 있었음.
- 그러나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 이후 10여
년 간 양국 간 관계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캄보디아 문제가 1991년 파리협정으로 최종 해결되고 나자, 일
본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으며, 1992년부터 다시
경제원조를 재개했음.
-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베트남과의 교역을 확대했
으며, 1990년대 초 이후 베트남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았음.
○ 일본과 베트남은 1999년 5월에 공식적으로 상호간 최혜국 지위
를 부여하였음.
- 최혜국 지위 부여는 특별한 무역협정 없이 1999년 3월, 양국
간 총리회담에서 합의되었음.
- 최혜국 지위가 부여된 결과,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일본의 수
입관세는 신발의 경우 20%에서 10%로, 농수산물은 4～10%에
서 1～3%로 하락했다고 함(Vietnam Trade Information
Center, 1999).
○ 2000년대 들어 일본과 베트남 간의 무역, 투자 관계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베트남과 일본은 2003년에 “투자 자유화, 촉진 및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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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했고,
- 2006년부터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2008년 체결 목표)

2. EU 및 일본의 GSP 제도와 베트남의 수혜 현황
(1) EU의 GSP 제도
□ EU의 GSP 제도 개요
○ EU는 1971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혜관세율을 제공하는
GSP 제도를 운영해 왔음(European Commission, 2004).
- EU의 관세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GSP 관세 적용에
따른 혜택의 크기가 아주 큰 것은 아님.
- 하지만 최빈국이나 노동권 준수 국가에 제공되는 특별 GSP
프로그램에 의한 혜택은 상당히 큼.
- 수혜대상국은 178개 개도국(그 중 일부는 자치령)으로 거의
모든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최빈국
은 50개국임.
○ EU의 GSP 제도는 수입품의 종류를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의
두 종류로 나누어 비민감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민감품
목에는 아래 <표 Ⅳ-2>와 같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관세를 인
하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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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EU의 GSP 제도 개요
단위 : %
MFN
관세로부터
의 인하방법 HS 코드
030614

종가세
민
감
품
목

(종가세
부분만)
19041010
3.5% 포인트
인하
640411
851650

사례
품목
품명

MFN
관세율

GSP
관세율

LDC
관세율

게

7.5

4.0

0

콘 플레이크
스포츠용 신발
전자레인지

종량세

30% 인하

07142090

섬유･의류제
품

20% 인하

610510
6209

남자용 셔츠
유아용 의류

에틸알콜

15% 인하

220720

변성 에틸알콜

비민감품목

무관세

고구마

841520 자동차용 에어컨
871500
유모차
950611
스키

3.8 + 20 0.3 + 20
€/100kg €/100kg
16.9
5.0
6.4€/
100kg
12.0
10.5

13.4
1.5
4.4€/
100kg
9.6
8.4

10.2€/hl 8.6€/hl
2.7
2.7
3.7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Council Regulation (EC) No 980/2005 및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549/2006에 의거하여 작성.
주 : 1) 섬유･의류 제품은 HS 50-63, 2) LDC는 최빈국에 대한 관세율.

- 민감품목에는 대부분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섬유･의류 등
의 경공업 제품, 영상가전 및 통신장비,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비민감품목 중에는 최혜국 관세율 자체가 0%인 경우도 많음.
○ EU는 최빈국의 경제개발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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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UN이 선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는
“EBA” (Everything But Arms) 프로그램에 따라 무기를 제외
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총 50개 국가가 “EBA” 혜
택을 받고 있음(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등 15개국).
- “EBA” 프로그램에서는 섬유･의류제품처럼 비교적 관세율이
높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되므로 상당히 큰 혜
택을 제공받게 됨.

<UN이 설정한 최빈국(LDCs)의 기준>
○ UN 경제사회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최빈국의
리스트를 결정함(3년마다 심사하여 결정하며, 아래는 2006년
심사 기준).
- 저소득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년 평균 추정치가
745달러 이하일 경우(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가 900달
러를 넘으면 리스트에서 졸업)
- 인적자원 취약성 기준: ① 영양실조 인구의 비율, ② 영유아
사망률, ③ 중등학교 취학률, ④ 성인 문자해독률 지표를 종
합한 인간자산지수(Human Assets Index: HAI)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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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불안정성 기준: ① 인구규모, ② 지역적 고립성, ③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 ④ 수출의 불안정성, ⑤ 농림어업
의 GDP 대비 비중, ⑥ 상품수출 집중도, ⑦ 이재민 비율을
종합한 경제적 불안정성 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로 판정
○ 최빈국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서 기준을 넘어서게 되
면 최빈국 리스트에서 졸업하게 됨.
- 2007년 현재 최빈국은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 15개국, 중
남미 1개국 등 총 50개국임.

자료 : UN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또 EU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국
제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중 종가세 부분에서는 본래의 3.5%
포인트 인하 외에 5% 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주고,
-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는 20% 추가 인하, 종량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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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0%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함.
○ 그 밖에도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 인
센티브 제도”, “마약 생산 및 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 제도” 등
도 운영하고 있음.

□ 체제전환국 및 베트남 수혜 현황
○ EU는 체제전환국들이 체제전환 또는 개혁･개방을 개시할 무렵
GSP 혜택을 부여했음(체제전환국에 대한 GSP 부여 현황은 부
록 3 참조).
-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에 EU의 GSP 수혜
대상에 포함되었음(OECD, 1994).
- 그러나 그 후 EU와 “유럽 (가입) 협정”을 맺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EU는 중국에 대해서도 1980년부터 GSP 혜택을 부여해 왔으
나, 중국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중국에 대한 혜택 범
위를 줄여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음.
○ 베트남은 1970년대 후반부터 EU의 GSP 수혜 대상 국가 리스
트에 포함되어 있었음.
-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는 EU-베트남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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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1990년대 초중반 무역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
로소 실질적인 GSP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베트남은 최빈국 또는 노동권 준수 국가 등에 대한 특별 프로
그램 수혜 대상은 아님.

(2) 일본의 GSP 제도
□ 일본의 GSP 제도 개요
○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1971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GSP)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UNCTAD, 2006;
Komuro, 2006).
- 현재 일본의 GSP 수혜대상국은 141개 개발도상국과 14개 자
치령으로, 거의 모든 개도국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EU와 마찬가지로 UN이 정한 최빈국(LDCs) 50개국에는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일본도 최혜국 관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GSP 혜택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님.
-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2% 내외에 불과하며, 공산품 품목 중 약
1/3은 최혜국 관세율 자체가 무관세임.
-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경공업 제품이나 농수
산물 등 1차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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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일본의 GSP 제도 개요
단위 : %

농수산물
(HS
01-24)

광산물 및
공산품
(HS
25-97)

관세율 적용 사례

적용 대상

관세 인하 방법

일반적인 경우

관세 인하 폭 다양

071120

9

4.5

0

최빈국(LDCs)에만
적용하는 경우

무관세

030624

4

4

0

392310

3.9

0

0

일반적인 경우

무관세
90031901

4.7

0

0

HS Code

MFN GSP LDC

최빈국(LDCs)에만
적용하는 경우

무관세

62019310

12.8

12.8

0

한도 설정 품목
(일정한도 내에서
혜택 적용)

품목에 따라
최혜국 세율의
0, 20, 40, 60, 80%

42022210

16.0

12.8

0

720241

5.3

3.18

0

자료 : Komuro (2006); UNCTAD (2006).
주 : 1) MFN은 최혜국에 부여하는 협정관세율, 2) LDC는 최빈국에 대한 관
세율임.

- 최빈국의 경우에는 민감 품목을 포함해 일반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많은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음.
○ 일본의 GSP 제도에서 공산품에는 대체로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섬유･의류 제품, 철강 등 일부 민감 품목은 일정금액 또는 일정
수량 한도 내에서만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함.
- 농수산물의 경우 일반 개발도상국이 GSP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품목은 많지 않고 관세 인하 폭도 품목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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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빈국은 농수산물과 광산물, 공산품 등 거의 전 품목
에 걸쳐 폭넓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체제전환국 및 베트남의 수혜 현황
○ 일본은 1990년대 초중반에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을 GSP 수혜
대상국에 포함시켰음.
- 중국은 1980년부터 일본의 GSP 수혜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 GSP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었음.
○ 베트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GSP 수혜 대상국에 포함
되어 있었음.
- 그러나 오랜 관계 단절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다가
1990년대 관계 회복 이후에야 혜택을 보게 되었음.
- 최근 베트남은 중국 및 여타 ASEAN 국가 다음으로 일본의
GSP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음(Komur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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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무역 정상화 이후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현황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 정상화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음.
- 베트남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1980년대까지는 소련, 동유럽이
었으나, 1990년대 초 이후 아시아 주변국과 선진국으로 전환
되었음.
- 특히 미국, EU, 일본은 베트남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이 되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의 수출 증가분은
주로 선진국 시장을 향한 것이었음.
-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베트남의 총수입 중 20% 정도에 불
과해 수입상대국으로서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음.
- 하지만 선진국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화 덕분에 수입이 가능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선진국 무역은 베트남 대외무역 발전
의 주된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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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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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그림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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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미국 무역 현황
(1) 개관
○ 베트남과 미국 간 교역은 무역 정상화에 따라 급증세를 지속하
고 있음.
- 1994년, 미국이 대베트남 교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베트남미국 간 교역이 개시됨.
- 2001년,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에 대해 “정상교역

<그림 V-3>

베트남의 대미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090

―×― 수출
수출

060

―□― 수입
수입

030

0 0
자료 : IMF, Direction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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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2002년부터 베트남의 대미 수
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
- 2006년 대미수출액은 2001년에 비해 7.9배 늘어났으나 수입액
은 2.9배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음.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 베트남에 대해 “정상교역관계”가 부여되기 전, 베트남의 주요
대미 수출상품은 새우 등의 수산물, 커피, 신발, 원유 등이었음.
- 수산물, 커피, 원유 등은 “정상교역관계”가 아닌 나라에 부여
되는 “Column 2 관세율”이 낮거나 또는 무관세인 품목들이
었음.
- 한편, “Column 2 관세율”이 높은 품목 중에서도 신발은 2000
년에 이미 1억 3,000만 달러어치가, 그리고 의류제품도 약
5,000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수입되었음.
- 이는 저임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NTR 지위 부여
이전에도 대미수출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베트남에 대한 “정상적 교역관계” 지위가 부여된 후 의류제품
과 가구의 대미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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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에 베트남산 의류제품(SITC 84)의 미국 수입액은 약 34
억 달러, 가구와 신발은 각각 1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음.
- 베트남의 대미수출은 소수 품목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공업
제품이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의류제품의 대미수출은 미국의 수입쿼터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대미수출이 급증하자, 미국은 2003년에
베트남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쿼터를 설정하여 수입을 억제하
였음.

<표 V-1> 미국의 대베트남 10대 수입품목 (SITC 3단위, 2006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SITC
코드
821
333
851
845
842
841
844
036
071
843

수입금액

품명
가구
원유
신발
기타 의복제품
여자용 의복 (직물제)
남자용 의복 (직물제)
여자 용 의복 (니트)
갑각류, 연체동물 등
커피
남자용 의복 (니트)

자료 : UN Comtrade.

2000

2002

2004

2006

10
95
132
13
4
21
3
199
128
6

93
193
240
298
219
209
125
384
63
97

470
378
507
822
717
617
296
291
131
209

1,093
1,092
1,035
999
906
735
455
359
223
222

2000～06
연평균
증가율
117
50
41
108
143
81
131
10
1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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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수입증가율은 2003년부터 현저
히 하락하였음.
- 반면, 2005년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섬유･의류 쿼터가
폐지되었고, 그 결과 중국 의류제품의 대미 수출이 2005년에
급증세를 보였음.
○ 2007년부터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의 수입쿼터가 폐
지되었으므로, 향후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대미수출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2007년 상반기에 약 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06년 현재 미국 의류 수입시장에서 베트남은 5위를 차지했
으나, 조만간 3위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미국의 대베트남 최대 수출품목은 항공기이며, 이를 제외한 수
출구조는 다양한 상품들로 분산되어 있음.

<표 V-2>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의류제품(SITC 84) 수입액
단위 :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89
88
23
22

93
82
25
21

101
78
23
22

120
73
24
23

144
70
26
25

211
64
32
34

244
56
40
36

베트남

0.5

0.5

10

26

27

29

34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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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미국의 대베트남 10대 수출품목(SITC 3단위, 2006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SITC 코드
792
575
263
248
022
851
781
874
752
776

품명
항공기
기타 플라스틱
면
단순 가공 나무 및 침목
우유제품
신발
승용차
측정, 분석, 검사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2000

2003

2006

3
9
15
1
5
27
0
7
9
30

716
22
35
12
3
23
3
24
16
2

77
62
47
44
41
34
34
33
31
25

자료: UN Comtrade.

- 항공기 수출액은 변동성이 심하며, 2003년에는 무려 7억 달러
를 넘기도 했음.
- 항공기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의 수출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아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아직은 제한적인 수
준임.
-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주된 관심사였
으나, 미국으로서는 서비스시장, 직접투자, 지적 재산권 등 포
괄적인 이슈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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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EU 무역 현황
(1) 개관
○ 베트남-EU 간 무역은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 개시되었으며,
EU와 베트남이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발전하였음.
-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 정상화 이후 베트남의 대EU
수출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음.

<그림 V-4>

베트남의 대EU(15개국)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80
―×― 수출
수출

60

수입
―□― 수입

40

20

0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주 : 2004년 및 2007년 EU 가입국을 제외한 EU 15개국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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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베트남의 최대 수
출시장으로 부상한 바 있으며, 베트남-미국 간 무역 정상화 이
후에는 미국에 이어 제2대 수출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역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U의 대베트남 수입은 증가
속도가 훨씬 느려서 베트남은 EU에 대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 베트남의 대EU 수출상품 중에서는 신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함(2005년 EU의 대베트남 수입 중 신발이 40% 차지).
- 한 때 베트남의 신발 수출액의 70%가 EU 시장으로 갔으나,
2006년에 EU가 베트남산 신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 시장으로 수출처를 전환한 사례가
많아 현재는 약 50%가 EU 시장으로 가고 있음.
○ 신발 외에도 각종 의류, 가구, 가방 등 경공업 제품이 대EU 수
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EU는 2004년에 베트남과 맺은 “신시장접근협정”에 따라 베트
남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쿼터를 2005년부터 폐지했기 때문
에, 향후 베트남산 섬유･의류제품의 대EU 수출은 더욱 빨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는 커피, 수산물 등 1차 상품이 주요 수출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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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EU의 주요 품목별 대베트남 수입액22)
단위 : 백만 달러

SITC
851
821
071
841
831
845
842
036
034
785

품명
신발
가구
커피
남자용 의류(직물제)
가방
기타 의류
여자용 의류(직물제)
갑각류, 연체동물 등
물고기(냉장, 냉동)
자전거

1990

1995

2000

2005

0.3
1
29
2
0.2
1
3
13
1
0.02

443
26
240
168
73
60
116
22
3
5

1,774
210
268
369
152
135
187
67
14
44

3,021
675
398
327
269
250
243
168
164
161

자료 : UN Comtrade
주 : 2004년 및 2007년 EU 가입국을 제외한 15개국에 대한 통계임.

○ EU의 대베트남 수출은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의약
품, 통신장비, 기계류가 가장 중요한 품목임.
- EU의 대베트남 수출은 유로의 강세로 인해 증가세가 다소 느
린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고 할 수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

22) 2007년 8월 현재 UN Comtrade database에서 EU 일부 국가의 2006년 품
목별 무역 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지 않아, 이 표에서는 2005년까지의 품목별
현황을 제시했음(한국무역협회의 EU 무역통계에서는 HS 기준 품목별 통
계를 2007년 상반기까지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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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EU의 주요 품목별 대베트남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SITC
542
764
728
931
792
098
745
611
022
772

품명
의약품
통신장비
특수산업용 기계
기타 특수거래
항공기
기타 식용제품
기타 비전기식 기계
가죽
우유제품
전기회로 관련 기기

1990

1995

2000

2005

32
9
4
0.5
0.9
0.1
1.1
0
2
2

98
99
47
14
25
8
19
1
10
15

101
64
49
14
2
15
16
13
19
34

153
148
89
71
67
65
58
55
51
48

자료 : UN Comtrade
주 : 2004년 및 2007년 EU 가입국을 제외한 15개국에 대한 통계임.

고 비관세장벽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EU의 대베트남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베트남-일본 무역 현황
(1) 개관
○ 베트남-일본 간 무역은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철군한 1980년
대 말 재개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0년대 초중반에는 일본이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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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베트남이 EU 및 미국과 무역을 정상화한 이후에는
제3위 수출시장으로 밀려났음.
○ 일본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임과 동시에 주요 수입상대국이
기도 함.
- 베트남은 미국, EU에 대해서는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과는 대체로 무역균형을 이루고 있음.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 베트남의 최대 대일 수출품목은 원유지만, 점차 전기제품, 의류,
가구 등 노동집약적 상품의 비중이 커져 가고 있음.
- 베트남-일본 무역이 재개된 초기에는 원유와 수산물이 대일수
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상품의 수출은 미미했음.
- 과거에는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추세가 베트남의 대일수출의 증가세에 큰 영향을 미쳤음.
- 2000년대 들어서는 전기제품(배전장비, 전기회로 기기) 수출이
급증해 주요 수출상품으로 자리잡았고, 가구, 신발 등 경공업
제품 수출도 크게 증가했음.
○ 일본의 주요 대베트남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전자부품, 기계류,
철강 등으로 다양하며, 일본은 베트남에게 중요한 자본재･중간
재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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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5>

베트남의 대일본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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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표 V-6>

일본의 대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SITC
333
773
036
821
845
841
321
037
772
851

품명
원유
기타 배전용 장비
갑각류, 연체동물 등
가구
기타 의류
남자용 의류(직물제)
석탄
기타 어류, 갑각류 등
전기회로 관련 기기
신발

자료 : UN Comtrade.

1990
379
0
121
0
3
5
7
9
0
0

1995
607
1
303
41
111
123
56
31
0
17

2000
547
115
392
108
215
182
50
59
43
58

2006
712
605
552
251
227
187
182
180
16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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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7>

일본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SITC
772
673
931
728
759
776
773
723
874
653

품명
전기회로 관련 기기
철강 평판압연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별거래
특수산업용 기계
컴퓨터 부품
반도체 및 기타 전자관
배전용 장비
토목공사용 장치
측정, 검사, 분석기기
인조섬유직물

자료 : UN Comtrade.

1990
0.7
0.1
0.6
1.5
0.0
0.0
1.8
0.8
0.9
2.2

1995
13
12
4
28
0.4
1.5
12
20
8
31

2000
82
75
230
45
2
125
34
35
16
54

2006
269
267
226
201
137
131
130
121
9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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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과 시사점

1.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1)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 전망
○ 2007년 2월 6자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2.13 합의에 의하면, 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핵 2.13 합의 중 북･미 관계 관련 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
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
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자료 : 6자회담 합의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0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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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는 정치적
상징성은 매우 크지만, 북한의 대미무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치지는 못함.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주된 결과는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원
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철회와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
제의 완화임.
- 하지만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금융
기구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는 데는 추가적인 여러 조
건과 절차가 필요하며, 전략물자 수출통제도 부분적으로 완화
되는 데 불과함.
- 대적성국 교역법의 종료는 북한과의 교역･투자를 좀 더 자유
롭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북한의 대미수출이 여전히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미간 교
역이 확대되기는 어려움.
○ 베트남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북･미 교역이 실질적으로 정상화되
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첫째,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
항”의 적용 유보(waiver) 조치를 취함.
- 둘째, 북한과 미국이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매년 갱신이 필요한 조건부로) “정상교역관계”의 지위
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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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미국이 북한에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를 부여하
고(그 경우 북한이 WTO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어서 개발도상국 일반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의 혜택을 북한에도 부여함.
○ 이상의 조치 가운데서 특히 양자간 무역협정이 북･미 교역의
실질적 정상화를 의미하는 핵심 사안임.
- 이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미국이 북한산 상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북한의 대미수출이 가능
해지기 때문임(미국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 흔히 핵협상이 타결되면 북･미 수교, 즉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이 이어지고, 곧바로 북･미 교역도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음.
- 미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해서 곧바로 최혜국(정상교역
관계)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
한 별도의 협상을 요구함.
- 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 유보 등의 조치는 행정부, 즉 대
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양자간 무역협정의 체결은 의회
의 비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까다로움.
- 베트남의 경우 이미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있었고 캄보디아
철군으로 군사문제도 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계 수립 이후 무역협정 발효까지 6년이나 걸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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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 노선이 불확실하고 핵문제 외에도 미
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 군사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무
역협정 체결은 베트남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인권, 종교의 자유 등 미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들
로 인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북･미 교역 정상화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
임.
- 첫째, 군사적으로는 핵 폐기, 미사일 등 기타 대량살상무기 프
로그램의 포기 등에 협조하여 현재의 군사적 대결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켜야 함.
- 둘째,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노선을 분명히 하고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실시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보여야 함.
- 셋째, 정치･사회적으로도 법･제도･관행을 개혁함으로써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할 것임.
○ 북･미 무역협정 체결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항구
적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와 북한의 WTO 가입까지는 또 상
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항구적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WTO 가입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야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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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WT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해당 국
가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해당 국가에 대해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함.
- WTO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은 개혁･개방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해당 국가가 사실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가
능함.
- WTO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체제가 전환된다면, 미국으로
부터 GSP 혜택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핵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미무역이 정
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이런 조건들은 결국 개혁･개방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산 상품의 대미수출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는 상당 기간 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개혁․개방을 유도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하지만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잘
활용할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미수출은 비교적 빠른 시
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으
나(박스 기사 참조), 핵문제가 최종 해결될 경우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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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임.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한･미 FTA>
○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서는 FTA 발효 1년 후 구
성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FTA 특혜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 특혜 부여 여부를 결정할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국제규범에 따른 노동 및 환경기준의 준수 여부임.
- 향후 핵협상 타결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미수출이 유망
해질 것으로 보이나 섬유･의류 분야의 미국 내 생산업자들
이 노동권 미비 등을 근거로 반대 로비를 펼칠 가능성이 남
아 있음.
- 베트남의 경우에도 베트남-미국 무역협정을 전후로 미국내
생산업자들은 베트남의 노동권, 종교의 자유 미비 등을 이
유로 내세워 무역협정에 반대하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수
입쿼터 부과를 주장한 바 있음.
- 실제로 무역협정 발효 후 베트남산 섬유･의류의 대미수출이
급증하자 미국정부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수입쿼터를 부
과해 수입을 제한한 바 있고,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과 함께 비로소 쿼터를 폐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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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및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 전망
□ EU와의 무역 정상화
○ EU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북한산 상품에 최혜국 관세
율을 적용해 주고 있어 이미 북한-EU 간 무역은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즉 관세 적용에 관한 한, 한국산 상품과 북한산 상품의 대EU
수출은 동일한 여건에 놓여 있음.
- 다만, EU는 북한산 상품 중 섬유･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쿼
터를 적용하고 있음.
○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EU와 북한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북
한의 대EU 수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EU는 핵문제 해결시 북한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쿼터를 증
가시켜 줄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해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섬유･의류제품 관련
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한 다음, 나중에 포괄적인 양자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임.
- 북한의 대외관계 호전으로 남한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직
접투자가 늘어나면 수출제품 생산능력이 증가하면서 점차 대
EU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임.
- 단, 북한이 WTO에 가입할 때까지는 북한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쿼터 제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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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한 EU의 GSP 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북한이 좀더 적
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에 발표한 “북한 전략 페이퍼”(North
Korea Strategy Paper)에서 북한이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만 GSP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European Commission, 2002).
- EU의 GSP 혜택 부여시 중요한 점은 북한을 일반 개도국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최빈국으로 간주하는가에 있음.
- 최혜국 관세율과 GSP 관세율 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데
비해, 최빈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
용하기 때문에 혜택 정도가 매우 큼(<부록 2>의 <부표 2-2>
참조).
- 최빈국 여부는 UN이 결정하는데, 판정기준이 엄격하고 경제
사회 상황에 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최
빈국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일
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임.23)
23) 한국은행의 북한 국민소득 추정치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
민소득은 남한의 약 1/17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국은행 (2007)
참조. 이를 국제비교를 위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북한의 1
인당 GNI는 1,340달러(남한은 2만 3,800달러)가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최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임. 하지만 단지 저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인적자원
및 경제적 불안정성 기준까지 충족시켜야 하므로, 최빈국으로 판정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IV장 2절의 박스 기사 “UN이 설정한 최
빈국의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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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
○ 핵협상 타결시 북한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될 것
으로 전망됨.
- 2007년의 2.13 합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양자 대화를 개시하기로 했음.
-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인해 일본의 대북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교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
나,
- 핵문제가 완전 해결된다면 여론이 호전되면서 결국 국교 정상
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과 일본 간의 무역 정상화는 다음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첫째, 2002년 납치자 문제 부각 이후 일본이 대북 교역에 대
해 실시한 각종 제재와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에 새로 실시
한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해
제해야 함.
- 둘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곧이어 양자간 무역협정
또는 다른 형식을 취하여 북한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
는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북한에 최혜국 지위가 부여될 경우, 개도국에 대한 GSP 혜택
도 함께 부여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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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 지위 및 GSP 혜택이 함께 부여될 경우 북한산 상품의
대일 수출여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EU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GSP 혜택 부여시 일반 개
도국 자격인가 최빈국 자격인가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크게 달
라지게 됨.
- 최빈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므
로 매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북한에 대해 최빈국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결론적으로 핵문제 해결시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대선진국 무역여건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수출여
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에는 어려운 조건과 절차가 따르므로 시
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나, EU 및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
는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 FTA의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잘 활용
할 경우 수출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북한의 대선진국 수출여건이 호전되면서 수출산업
육성에 의한 경제발전 전망이 밝아지게 됨.
- EU, 일본 등과의 무역이 활성화되고 남한기업을 포함한 외국
인직접투자도 활성화될 경우, 이에 영향받아 북한의 대미 무
역 정상화 과정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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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전망
(1)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
○ 북한이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려면 대외적 여
건을 개선하는 것 외에 능동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선진국과의 무역이 제도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출산
업을 육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음.
- 즉 대선진국 무역의 정상화는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
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 또한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만
미국과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이 완료될 수 있음.
○ 중국, 베트남의 경우 대외관계 및 대외무역의 정상화는 개혁･개
방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로서 큰 의미가 있었음.
- 중국은 1970년대 중후반에 걸쳐 미국, 유럽,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바탕으
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개시할 수 있었음.
- 베트남도 1990년대 초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된 후 미국, 유럽,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이를 통해 이미 80년대 후반
에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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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우에도 중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대외관계의 호전이
개혁･개방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 달리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절대
적인 정치경제적 우위를 가진 남한에서 받는 영향으로 인해
현 체제가 정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가능
성이 높음.
- 따라서 북한은 대외관계 정상화에 따라 개방정책을 추진하더
라도, 중국, 베트남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지리경제학적 여건은 비교적 유리하기 때문에 개방정책
이 좋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과 인접
해 있어 대외무역과 외자유치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이 북
한의 대외무역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국이 홍콩, 대만, 동남아 등 해외 화교경제와의 연계 덕분에
무역과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것과 유사한 조건이
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중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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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의 크기가 외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중국의 경우에도 개혁･개방 초기 20년 동안은 외국인 직접투
자가 대부분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집중되었으며, 내수시장
을 목표로 한 투자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야 본격화되었음.
○ 결론적으로 북한은 개방정책을 중국, 베트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한적 정책이라 하
더라도 북한경제에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임.
- 중국, 베트남 같은 대단한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방정책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음.
- 대외무역과 외자유치가 증가하게 되면 북한과 남한 및 외부세
계 사이의 교류가 늘어나게 되며, 이러한 교류의 증대는 장기
적으로 북한 사회를 시장경제체제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2)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북한이 대외무역 정상화에 따라 좋아지는 여건을 제대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
해야 함.
-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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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리해 볼 수 있음.

□ 외자유치 및 가공무역 활성화
○ 가장 빠르게 수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공무역을 활
성화하여 노동집약적 부문에 대한 비교우위를 살리는 것임.
- 가공무역이란 외국에서 자본재 및 중간재(= 자본･기술집약적
제품)를 수입해 노동집약적 조립･가공을 거쳐 만든 최종재를
다시 수출하는 방식임.
- 초기에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위탁가공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차 국내기업 스스로 원부자재를 수입･가
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보다 수준 높은
가공무역으로 이행할 수 있음.
- 또한, 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품 생산은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으로도 가장 유망한 분야임.
○ 가공무역을 활성화하려면, 수출품 생산용 원부자재 및 설비의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가공무역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함.
- 과거 중국을 비롯해 많은 개발도상국이 가공무역을 우대하는
조치를 통해 좋은 성과를 기록한 바 있음.
- 북한도 2001년에 가공무역법을 제정해 비슷한 제도를 마련했
으나, 실질적 운영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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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또한 외자유치를 위해 1980년대 중반 이래 각종 법규를
제정해 왔으나 실제 외자유치 활동은 미온적이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진출 관련 협상, 투자과정의 행정절차,
투자 이후 경영과정에 대한 간섭 등 투자유치국 정부의 행정
적 규제가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침.
- 북한의 관료들은 수익성 등 시장경제적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고 과거 사회주의 방식대로 관료적 규제를 가하려는
경향이 있음.
- 특히 남한기업과 관련해서는 육로운송, 기업인․기술자의 자
유 왕래 및 북한 상주, 통신 등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차 부재한 실정임.
○ (남한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북한 내 활동과 관련한 정치
적･이데올로기적 제약을 제거하고, 투자유치 담당 관료 및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함.
- 외자기업에 대해 완전한 경영 자주권(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세제우대와
인프라의 우선 제공 등 우대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험으로 볼 때 외자기업의 투자 성사 및 투자 이후
의 경영성과에 따라 투자유치를 담당한 관료들에게 승진 및
물질적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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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경제특구로의 전환
○ 개성공단 등 북한의 현행 경제특구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하는 폐쇄적 특구임.
- 개성공단은 남한기업의 제조업 부문 단독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북측 근로자의 임금만 확보할 수 있을 뿐,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부재한 상태임.
- 북한당국은 경제특구를 개혁의 출발점･실험실 및 외부세계와
의 연결통로로 인식하기보다는 개방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선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북한이 이같은 폐쇄적 특구에서 벗어나 과거 중국의 경제특구
와 같은 개방적 특구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현행 특구 외에 여러 지역을 개방지역
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외자유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또한 단지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북한 국내기업, 북한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합작기업, 외국 단독투자 기업, 북한의 개인 자
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단순한 제조업용 공단이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이 함
께 발달하는 종합경제개발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특구 내 기업과 특구 외 기업 간의 다양한 제휴･협력 관계를
개발함으로써 특구경제와 내지경제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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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함.
○ 개방적 경제특구는 북한경제의 글로벌화와 전반적 체제개혁을
촉진하는 선도적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개방적 특구정책으로의 전환은 외국기업들에게 긍정적 신호
로 작용하게 되어 외자유치를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휘
할 것임.
- 북한 국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외국기업이
가진 경영･기술 노하우가 북한 국내로 전파되는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음.
- 특구는 시장경제적 비즈니스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종합
경제개발구로서 북한경제 전체의 체제개혁 모델로도 기능할
수 있음.

□ 기업 개혁과 무역 자유화
○ 장기적으로는 단지 외자유치만이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을 육성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북한은 1990년대 초 이래 무역 분권화를 실시하는 등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시장경제적 무역활동에는 크게 미
달한 상태임.
- 과거보다 훨씬 많은 무역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대
부분은 당, 군부, 내각 소속의 관료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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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유통기업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부당국의 정책
적 우선순위에 따른 통제무역이 지속되고 있음.
-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비공식무역이 상당히 활발하지만, 비공
식부문의 생산･수출능력은 제한적이므로 무역 확대에도 한계
가 존재함.
○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 분권화의 범위를 크게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품 생산기업에 경영자율권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당국이 직접 통제하는 무역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생산
및 유통기업에 직접적으로 대외무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과
각종 원부자재 수입이 용이해야 하며, 따라서 수입 자유화 조
치도 필수적임.
○ 또 국내 기업에 (남한을 포함해) 외국과의 무역 및 합작투자에
관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기업과의 무역, 위탁가공 및 합작투자는 기존 기업의 설
비 교체, 원자재 공급, 판로 확보 등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
공함.
- 또한 합작기업에 완전한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외국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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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경쟁력 있는 환율수준의 안정적 유지
○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환율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에서는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 간의 격차가 매우 큰
이중환율제가 유지되고 있음.
- 공식 환율은 2002년 7월 이후 1달러당 150원 내외에서 큰 변
동이 없으나, 비공식 환율은 2007년 5월 현재 1달러당 3,000원
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해 있음.
○ 이같은 환율 이중화는 다른 체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흔
히 나타난 현상으로서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침.
- 이중환율체계에서 공식 환율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과대평가
하므로, 공식부문에서는 수출을 기피하고 수입을 선호하게 되
며, 그 결과 경상수지 악화와 외화부족을 초래함.
- 거꾸로, 비공식 환율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
가하기 때문에, 산업 재건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원자재 수
입을 곤란하게 함.
○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관련
해 다음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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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단일화, 적정수준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경상계정에
서의 자유태환(current account convertibility)24)
○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함.
- 거시경제 안정화(특히 인플레이션의 퇴치)와 충분한 외환보유고
○ 먼저 공식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절하해 비공식환율과 통합
한 다음, 거시경제 안정화를 통해 환율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해야 함.
- 이 때 고정환율이 바람직한가 (관리)변동환율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관리)변
동환율을 선택하는 것이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난 추세임.
- 초기에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관광 등)에 적용하는 환율을
서로 달리하는 방안도 가능함(상품무역에 단일한 환율을 적용
하는 것이 핵심 과제).25)
○ 경상계정의 자유태환은 해당 경제가 무역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와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의미함.
24) “경상계정에서의 자유태환”이란 “경상거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
한 한 자국 통화를 외화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경상계정에서의 자유태환을 실시하는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부르는데(경상계정의 자유태환이 IMF 협정 제8조 제2, 3, 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 오늘날에는 IMF 회원국 대부분(약 90%)이 8조국에
해당함.
25) 중국도 개혁･개방 초기에 이중환율제를 운영했으나 상품무역에는 대체로
시장환율을 적용했으며, 1994년에 환율 단일화를 실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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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태환은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안정적인 무역추세가 전제되
어야 하므로, 매우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임.26)

3.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국제협력 촉진
○ 핵협상 타결로 인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는 북한을 국제사
회 안으로 끌어들여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개방정책 확대
를 통해 국제경제와의 교류를 넓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무역, 투자, 개발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체제의 개혁 및 개방 확대가 필요하
나, 북한은 아직 개혁･개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교육, 북한이 수용가능한 지원 프
로그램의 개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의견조정 등 어려운 협
상이 필요할 것임.
26)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개시 18년 만인 1996년에, 베트남은 19년 만인 2005
년에 경상계정의 자유태환을 실시하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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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여러 각도로 지원방
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는 우선 북･미,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을, 그리고 장기적
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이
관련 협상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야 할 것임.
-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 가입을 지지하
고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도 중요함.
-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정책･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서도 북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유연한 대북지원 방안
을 개발하여 국제금융기구 및 북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 내부의 정
책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 미국은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무역제도 정
비와 시장개방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또 북한 스스로도 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확
보하려면, 수출산업 육성, 외자유치 활성화 등 개방정책을 적
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 정부는 정책 컨설팅, 국제경제･무역 교육, 수출산업 육성 지원,
외자유치기관 설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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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할 것임.

(2) 북한 개발협력과 개방정책의 연계
○ 핵협상 타결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
제지원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핵문제 해결의 대가인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이 북한의
체제위기를 완화해주면서 북한체제의 성격을 현 상태로 고착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단지 “평화공존” 또는
“평화보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북한체제의 성격이 근본적으
로 변화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의 제도, 정책을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의 깊
게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일
반적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북 개발협력(개발지원)과 관련해서는, 핵문제 해결과 직결되
는 지원 프로그램과 그 이외의 프로그램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핵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경제적 지원은 전력 지원 등 에너지
지원으로 한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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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목적의 개발지원은 왜곡된 방식으로 설계･집행될 가능
성이 높으며, 그 결과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
므로, 가급적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협상과 직결되는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프로그램에는
보다 엄격한 국제규범을 적용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의 대북 개발지원도 북측의 적극적 협력의지 및 개방
정책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임.
- 북측의 협력의지와 개방정책 확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출
산업 육성과 외자유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경우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지원사업이 별다른 경제적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대규모 개발지원의 전제조건으로서 북측에게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개방의 범위를 크게 확대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3)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 개선
○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파트너로 가장 유력한 나라는 남
한임.

112

- 남한은 언어적･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대북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임.
-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로 선진국 수출 길이 열리게 되면, 많
은 남한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북한에 진출할 수 있음.
- 북한 역시 남한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수출산업 육성
과 외화 획득의 기회를 얻게 됨.
○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
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
- 현재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남북경협, 즉 위탁가공교역과 평
양 등 타 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도 개성공단에 준하는 남북경협 환경
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위탁가공교역 및 대북투자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함.
- 첫째, 현재 개성공단에만 허용되어 있는 남북간 육상운송을 허
용하여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남북경협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함.
- 둘째, 협력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남북 간 통신여건을 개선해야 함.
- 셋째, 남측 기업인과 기술자의 수시방북 및 북한 상주를 허용
하고 대북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 행사를 보장해야 함.
○ 이와 함께 북측은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을 제2, 제3의 경제특구
로 지정함으로써 대북진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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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설정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므로, 개성공단 외에 추가 경제특구가 설치된다면 수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또 북측 기업의 동반 참여, 북한 주민의 개인 서비스업 허용,
노동력 이동 촉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특구정책을
채택해야 함.

(4)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 북측 기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에 익숙하지 않아
향후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국제무역의 전반적 흐름과 수출
마케팅 방법을 학습해야 함.
○ 우리 정부가 북측 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북측 기
업의 학습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 산업협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1960년대 남한의 수출산업 육성과정에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큰 성과
를 거둔 바 있음.
○ 현재 북측은 제조업 분야의 수출능력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
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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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는 남한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출 진흥에 지대한 기
여를 한 바 있으며, 북측 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가
장 적합한 기관으로 평가됨.
-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 홍콩 등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측 무역회사 관계자들과 KOTRA 현지 무역관 사이의 정기
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 북측 정부･기업 관계자의 “산업시설 시찰 프로그램”을 중국
등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KOTRA 현지 무역관이 이를 담당
하도록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KOTRA가 북측 기업을 상대로 바이어 및 원자
재 구매선 알선, 북측에 투자할 기업의 알선 등의 활동을 통
해 북측의 국제무역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북측이 국제적 표준을 충족하는 수출상품을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남측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
색해 볼 만함.
- 현재 북측의 공산품은 여러 면에서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
는 수출상품의 국제적 표준에 크게 미달해 있는 상태임.
- 특히,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북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남측에서 품질, 규격, 포장,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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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정상화 과정 연표
미국

1973.09
1975.04.

EU, 일본
∙일본, 북베트남과 외교관계 수립

∙베트남 전쟁 종료
∙미국-베트남 외교관계 단절 및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개시

1975.10

∙일본, 베트남에 대사관 개설

1978.12

∙베트남, 캄보디아 침공

1989.09

∙베트남 군대, 캄보디아로부터 철수

1990.11

∙EU-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1991.04

∙미국,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1991.10

∙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

1992.02

∙베트남 전쟁 실종 미국군인 관련
양국 협동 조사위원회 구성

1992.12
1993.07

∙EU-베트남 섬유협정 체결
∙미국, IMF와 세계은행의 베트남
지원 재개 승인

1994.02

∙미국, 베트남과의 무역 금지 조치
해제

1994.12.

∙베트남, WTO 가입 신청

1995.01

∙미국, 베트남 연락사무소 설치

1995.07

∙미국-베트남 외교관계의 정상화
선언 및 대사관 개설

1995.07
1996.05
1996.06

∙EU-베트남 협력협정 서명
∙미국, 베트남과의 양자간 무역협
정 청사진 제시
∙EU-베트남 협력협정 발효 → 최
혜국 지위 및 GSP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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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

∙미국의 초대 주베트남 대사 부임

1998.03

∙미국, 베트남에 대해 잭슨-배닉
수정조항 적용 보류(waiver) 공표
→ 미국 수출입은행 및 해외민간
투자공사(OPIC)의 대베트남 무역
및 투자 관련 신용 공여 허용

1999.05
1999.07

∙일본-베트남, 상호간 최혜국 지
위 부여
∙미국-베트남 양자간 무역협정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2000.03

∙EU-베트남 섬유 및 시장접근 협
정 서명

2000.07

∙미국-베트남 양자간 무역협정 서명

2000.11

∙클린턴 대통령 베트남 방문

2001.07～11 ∙미국-베트남 양자간 무역협정,
미 상하원 및 베트남 의회 통과
2001.12

∙미국-베트남 양자간 무역협정 발
효 → 미국, 베트남에 “조건부 정
상교역관계” 지위 부여

2003.03
2003.07

∙EU-베트남 섬유 및 시장접근 협
정 (개정안) 서명
∙미국-베트남 섬유･의류협정 서명

2003.11
2004.10

∙일본-베트남 투자 자유화,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협정 서명
∙베트남의 WTO 가입 관련 미국베트남 협상 개시

2004.12

2006.03

∙EU-베트남 新시장접근협정 서명
→ 베트남의 대EU 섬유･의류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
∙베트남의 WTO 가입 관련 미국베트남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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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베트남의 WTO 가입에 관한 미
국-베트남 양자간 협정 서명

2006.10

∙일본-베트남 “경제적 파트너십 협
정”(FTA)을 위한 협상 개시

2006.11

∙WTO 총회, 베트남 가입 승인

2006.12

∙미국, 베트남에 대한 “항구적 정
상교역관계” 지위 부여 법안 의
회 통과

2007.01

∙베트남, WTO 가입

2007.06

∙미국-베트남 “교역 및 투자 기본
협정” 서명

2007.07

∙일본-베트남 “경제적 파트너십
협정”(FTA)을 위한 4차 협상

자료 : U.S.-Vietnam Trade Council, “Chronology of Key Events in the
U.S.-Vietnam Relations”, 2007; European Commission, “EU' Relations
with Vietn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Vietnam
Relations” 및 기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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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 EU, 일본의 관세율 : 주요 품목 예시

<부표 2-1> 미국의 관세율: 주요 품목 예시
단위 : %
업종 HS 코드
1차
상품
의류
및
섬유류
신발
가방
완구
고무
플라스
틱제품
기타
잡제품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전기
및
전자
제품

030624
0307
251910
420310
610620
610910
611030
620193
620530
650590
640299
640411
420222
950300
401110
401120
392690
392310
761519
392610
900319
711319
870899
870829
847330
847160
847170
841510
845011
850490
851650
852190
852713
852872
854011

품목
게
갑각류, 연체동물 등
마그네사이트
혁제 의류
인조섬유제 여자용 블라우스 셔츠
면제 T 셔츠
인조섬유제 저지, 풀오버, 가디건 등
인조섬유제 남자용 아노락, 스키자켓
인조섬유제 남자용 셔츠
기타 모자
기타 신발
스포츠화
핸드백
각종 완구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버스, 화물차용 공기타이어
플라스틱제 제품
플라스틱제 상자 케이스
알루미늄제 식탁, 부엌용품
플라스틱제 사무용품, 학용품
안경테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차체 부품
컴퓨터 부품
컴퓨터 입출력 장치
컴퓨터 기억장치
에어컨
세탁기
변압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
라디오
컬러 TV
TV용 음극선관

관세율
Column 1
일반
GSP
0/7.5
0
0
0
0
0
4.7/6
0/6
14.9/32
14.9/32
16.5
16.5
6～32
6～32
4.4～27.7 4.4～27.7
12.2～25.9 12.2～25.9
1.1～7.1 1.1～7.1
3～48
3～48
10.5～48
10.548
5.7～17.6 0～17.6
0
0
3.4 / 4
0
3.4 / 4
0
0～6.5
0
3
0
3.1
0
5.3
0
0
0
5～7
0
0～2.5
0
2.5
0
0
0
0
0
0
0
0～2.2
0
1.4
0
0～3
0
2
0
0
0
0～4.9
0
0～5
0~5
7.5 / 15
0*

Column 2
0/16
0
10.33$/t
35
54.5/72
90
35～90
58.5～90
45～76
35～65
35～84
35～84
40～90
70
10
10
25～80
80
45.5
80
50
80
0～25
25
35
35
35
35
35
35
35
35
35
25 / 35
60

자료 : 통일부･KOTRA(2005), pp. 17～18(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07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
주 : * 표시한 부분에서는 8단위 이하 세부품목 중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만 무관세인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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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EU의 관세율: 주요 품목 예시
단위 : %

업종
1차
상품

의류,
섬유
제품

신발
가방
완구
고무
플라스
틱제품
기타
잡제품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전기
및
전자
제품

HS 코드
030624
030791
251910
420310
610620
610910
611030
620193
620530
65059005
64029905
640411
42022210
95030021
401110
401120
392690
392310
761519
392610
900319
711319
87089910
87082910
847330
847160
847170
841510
845011
85049005
851650
852190
85271310
852872
854011

품목
게
기타 갑각류
마그네사이트
혁제 의류
인조섬유제 여자용 블라우스 셔츠
면제 T 셔츠
인조섬유제 저지, 풀오버, 가디건 등
인조섬유제 남자용 코트
인조섬유제 남자용 셔츠
기타 모자
기타 신발
스포츠화
핸드백
인형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버스, 화물차용 공기타이어
플라스틱제 제품
플라스틱제 상자 케이스
알루미늄제 식탁, 부엌용품
플라스틱제 사무용품, 학용품
안경테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차체 부품
컴퓨터 부품
컴퓨터 입출력 장치
컴퓨터 기억장치
에어컨
세탁기
변압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
라디오
컬러 TV
TV용 음극선관

관세율
MFN

GSP

LDC

7.5
11.0
0
4.0
12.0
12.0
12.0
12.0
12.0
5.7
17.0
16.9
9.7
4.7
4.5
4.5
6.5
6.5
6.0
6.5
2.2
2.5
3.0
3.0
0
0
0
2.2～2.7
2.6～3.0
0
5.0
13.9
12.0
14.0
14.0

4.0
7.5
0
0.5
9.6
9.6
9.6
9.6
9.6
0
13.5
13.4
6.2
1.2
0
0
0
0
2.5
0
0
0
0
0
0
0
0
0
0
0
1.5
10.4
9.6
10.5
10.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Council Regulation(EC) No 980/2005 및 Commission Regulation(EC)
No 1549/2006에 의거하여 작성.
주 : MFN은 최혜국 관세율, GSP는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의한 관세율, LDC
는 GSP 중에서 최빈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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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일본의 관세율: 주요 품목 예시
단위 : %
관세율

업종 HS 코드
1차
상품

의류,
섬유
제품

신발
가방
완구
고무
플라스
틱제품
기타
잡제품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전기
및
전자
제품

030624
030791
251910
42031010
610620011
610910011
611030011
62019310
620530
650590
640299
640411
42022210
950300
401110
401120
39269001
392310
761519
392610
90031901
71131901
870899
870829
847330
847160
847170
841510
845011
850490
851650
852190
852713
852872
854011

품목

일반

게
6
기타 갑각류 등
0～10
마그네사이트
0
혁제 의류
40
인조섬유제 여자용 블라우스 셔츠
16.8
면제 T 셔츠
16.8
인조섬유제 남자용 셔츠
16.8
인조섬유제 남자용
16
인조섬유 남자용 셔츠
9
기타 모자
7
기타 신발
20
스포츠화
10
핸드백
20
각종 완구
3.4～4.6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0
버스, 화물차용 공기타이어
0
플라스틱제 제품
0
5.8
플라스틱제 상자 케이스
알루미늄제 식탁, 부엌용품
0
플라스틱제 사무용품, 학용품
5.8
안경테
5.6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6.2
자동차 부품
0
자동차 차체 부품
0
컴퓨터 부품
0
컴퓨터 입출력 장치
0
컴퓨터 기억장치
0
에어컨
0
세탁기
0
변압기
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0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
0
라디오
0
컬러 TV
0
TV용 음극선관
0

WTO
4
0～7
0
16
10.9
10.9
10.9
12.8
7.4
5.8
6.7～10
8
16
0～3.9
0
0
0
3.9
0
4.8
4.7
5.2
0
0
0
0
0
0
0
0
0
0
0
0
0

GSP
GSP

LDC
4
0
0～7
0
0
0
16
16
10.9
0
10.9
0
10.9
0
12.8
0
7.4
0
0
0
6.7～10 6.7～10
8
0
12.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Japan Customs(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07_4/index.htm)
주 : WTO는 WTO 회원국에 부여하는 최혜국 관세율(협정관세율이라고도 함),
GSP는 일반 개도국에 대한 GSP와 최빈국(LDCs)에 대한 GSP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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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체제전환국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GSP 부여 현황
EU

수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크로아티아
쿠바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GSP
○
○
○
○
○

미국
GSPLDCs

일본

○

○
○
○
○
○
○
○
○
○
○

○
○
○

○
○
○

○
○

○
○

GSP

AGOA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UNCTAD(2005).
주 : 1) (구)소련, 동유럽 나라 중 EU의 GSP 혜택 대상이 아닌 나라는 EU
회원국임, 2) GSP-LDCs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특별혜택, 3) AGOA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 의한 혜
택 대상, 4)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이 EU의 GSP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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