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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 타결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현재 54

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

드와 FTA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FTA, 뒤이어 베트남과도 FTA를 타결하였

다. 이 같은 상황에서 FTA체결로 인하여 수출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그동안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를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특혜관세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

의를 가진다. 특히 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체결국 수출에서 애로

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FTA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FTA 체결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수행을 협조하여 주신 관련 담당자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농식품 수출입업체, aT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이 연

구가 FTA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기존의 수출전략 및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산물 수출증대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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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현재 50개국

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FTA 교역량 비중도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

상을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FTA 체결로 인하여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FTA를 활용한 역내 수

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만큼 수출이 증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협정 체결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지 않

은 것은 FTA 활용률(Utilization ratio)이 낮기 때문이다. 특혜관세 혜택을 극

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산지 증명 발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농산물 수출에서 기체결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시켜야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수출경쟁력도 제고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의 경우 아직 FTA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규

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에 관한 현황과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FTA 체결국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관세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산지 증명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특혜관세

를 적용받고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FTA 체결국의 수출시장 현황과 원산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FTA 환경에 적합한 체결국별, 품목별 수출확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우선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실질

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



iv

였다. FTA 체결국 및 품목군별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추

계하고, 주요시장별 활용률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FTA 체결국별, 품목군별 관세양허안을 토대로 특혜관세 구조를 비교·분

석하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품목군별 가공도별 관세감축 효

과를 계측하였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산

지 규정의 충족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 규정

(PSR)을 분석하고, 체결국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현황과 특징을 비교하

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원산지 엄격성지수 13단계를 산정하고 

FTA 협정별 엄격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한편 FTA 특혜관세 혜택과 원산

지 엄격성 지수 등 FTA 활용 결정요인들을 이용하여 FTA 수출 활용률과

의 관계를 분석하고, 원산지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업

체를 대상으로 FTA 대상국과의 수출에서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함으로써 

FTA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FTA 체결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FTA 체결상대국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FTA 체결 이

전 미체결국 시장으로의 수출보다 증가율이 높아 FTA 체결이 농산물 수출

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ASEAN(3.1%)과 인도(0.3%) 시장에 대한 수출의 

FTA 활용률이 극히 낮았다. 그에 따라 농산물 수출의 FTA 관세절감 효과

도 미미한 실정이다. FTA 특혜이윤은 당해 연도 FTA 특혜관세와 MFN

실행세율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관세가 연차별로 감축되므로 특혜이

윤은 해마다 증가하게 된다. 잠재적 특혜이윤 추정 결과 미국은 연초(HS

24류), 당류(HS 17류), 낙농품(HS 04류), 채소(HS 07류) 등의 특혜이윤이 

높았으며, EU는 채소 과일 조제식료품(HS 20류), 육 어류조제품(HS 16

류), 밀가루 전분(HS 11류) 등의 특혜이윤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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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이윤의 증가는 상대국과의 관세절감액 증가와 직결되며 관세

절감액은 MFN 실행세율과 FTA 특혜관세의 차에 수출액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미국과의 FTA에 따른 2013년 관세절감가능액은 3,575만 달러였

으나 실제 관세절감액은 1,394만 달러였으며 EU의 경우 관세절감가능액은 

1,594만 달러지만 실제 관세절감액은 652만 달러에 머물렀다.

농산물 수출에서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관세절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FTA 협정별로 특혜관세 혜택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그리고 수

출규모 등의 변수들이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

과 FTA 특혜관세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활용률이 가장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많고 수출규모가 

높지만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농산물 무역창출효과가 상

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모형 추정 결

과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1단위 높아지면(엄격해지

면),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10.2~10.7% 감소하는 것으

로 계측되었다. 현재 협상 중인 FTA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낮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체결된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는 체결국과의 원산지 협력위원회를 통해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객관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규정 관련 정보 부족과 복잡한 원

산지 증명 발급 절차를 FTA 활용률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FTA 관련 정보제

공 확대와 FTA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FTA 원산지 증명 발급 시스템 구

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FTA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one-stop)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 등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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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rategies for Increasing Agricultural

Exports by Utilizing FTAs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Beginning with the FTA with Chile in 2002, Korea has signed 12 FTAs 
with 50 countries as of October 2014, and its proportion of FTA trade vol-
ume is expected to be over half its total trade volume. Some expect a large 
increase in regional exports if the FTAs are actively utilized, but exports 
have not grown as much as expected. This is because Korea’s FTA uti-
lization ratio of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is 22.8%, which is a very low 
level. That is, it shows that the FTAs, which the nation signed, have not 
been used efficiently in agricultural export and that export increase effects 
due to FTA preferential tariff cuts were small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reason for the low FTA utilization ratio in agricultural products ex-
port is that most export companies are small-scale so they do not know a 
prerequisite for FTA preferential tariff reduction, place-of-origin regu-
lations, or they have difficulties in being issued a certificate of origin for 
export owing to lack of people exclusively in charge. Unfortunately,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current state of rules of origin by FTA 
and by item has not been ful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ek for new export strategies which can 
maximize the FTA utilization ratio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place-of-origin regulations by item and by FTA partner country and the tar-
iff rate structure.

Method of Research 

  We drew strategies for increasing exports by partner country and by item 
suitable for the FTA environment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cur-
rent situation of FTA partners’ export markets and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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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we analyzed the present state and features of rules of origin by 
FTA to identify the FTA utilization status of agricultural exports and prac-
tically improve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For this, we estimated agricul-
tural exports’ utilization ratio of FTA preferential tariff by FTA partner and 
by item group, and suggested plans to enhance the utilization ratio by ma-
jor market. We also compared and analyzed preferential tariff structures on 
the basis of tariff concessions by FTA partner and by product group, and 
measured tariff reduction effects by item group and by process criterion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EU. To figure out the require-
ments of rules of origin,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 maximizing FTA 
preferential duty benefits, we analyzed the rules regarding major agricul-
tural products, compared FTA partners’ rule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the restrictiveness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sector by FTA by 
designing or calculating 13 stages of previous studies’ restrictiveness index 
related to the place of origin.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 among FTA utilization ratios in ex-
port by using determinants of FTA utilization such as the previously calcu-
lated FTA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and place-of-origin restrictiveness in-
dices, and analyzed the effect of rules of origin, which are the key of FTA 
utilization, on overall trade through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effects. Last, we established detailed export strategies suited to the FTA en-
vironment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to dominate the export markets of 
FTA partner countri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difficulties of domes-
tic exporters and im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export to the nation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various strategies are needed to max-
imize FTA effects by comparing FTA partners’ complex and diverse coun-
try-of-origin regulations and analyzing their features in order to increase 
tariff reduction effects and the low FTA utilization ratio in agricultural 
export. 
  First, given that strict place-of-origin regulations lower trade creation ef-
fects resulting from FTA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a strategy is necessary 
to maximally raise import barriers of strict conditions for imported agri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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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al products by independent rules of origin from a point of view of a ne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regulations 
agreement, and to maximally lower export barriers by negotiating eased 
rules for ex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n case of the FTA place-of-origin 
regulations agreement which have been already signed, improper rules 
should be revised through the existing implementation committees by FTA.
  Additionally, because domestic ex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have 
difficulties in FTA utilization mainly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com-
plex procedures related to the place of origin, policies are needed to ex-
p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FTAs, nurture FTA experts, 
and diffuse the management system of FTA certificates of origin in order 
to promote the exporters’ utilization of FTAs. A certain level of govern-
ment support can also be an effective strategy to cultivate FTA specialists 
of domestic companies in FTA partners in the mid and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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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현재 50개국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협상 

중인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 FTA 교역량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70%

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TA 국가 간 농업부문의 무역수지 적

자 폭은 FTA가 처음 발효되었던 2004년에 약 1억 달러에서 2013년 13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 대한 농산

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폭

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농업부문 무역 불균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함께 농가소득

이 정체된 가운데, 개방 품목의 과잉생산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농

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수급안정과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2017년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증대 정책을 다각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농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의 엔화 약세로 수출이 감소 내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기회

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수출지원제도와 수출확대 전략만으로는 

단기간에 수출 증대를 통한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FTA체결로 인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역내 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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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FTA 체결상대국으로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FTA 특혜관

세 대상 농산물을 중심으로 일정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 FTA가 수출환경

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례로 FTA 체결상대국인 

미국, EU, ASEAN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다. 특히, 한·ASEAN과 한·미, 한·EU 등 FTA를 활용한 관세인하 

및 즉시철폐 수혜 대상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ASEAN FTA는 발효 이후 매년 1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최근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농산물 시장으

로 발전하였다. 한 미 FTA는 발효 이후 농산물 수출이 즉시 철폐 대상인 

김(38.9%), 음료(34.2%), 김치(28.7%) 그리고 라면(11.7%)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년간 약 7.0% 성장하여 6억 5천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EU지역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정도의 수출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FTA 체결국으로 수출비

중 증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FTA 활용의 필요성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1은 농산물 수입이나 제조업 수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

상품목’의 수출액 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FTA 활용 수출액 

비중이 약 23%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농산물 수입의 FTA 활용률 

63.1%나 제조업 수출의 FTA 활용도 70%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기체결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출에 있어 FTA 관세인하 혜택을 통한 FTA 수출

증대효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제조업에 비해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수입 원료

1 FTA 활용률이란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수출입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얼

마만큼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서론  3

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농산물의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고 FTA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위 ‘스파케티 볼’ 효과와 상대국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의 낙후 등이 거론되고 있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

이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며 이를 충족시켜야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

되어야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즉시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원산

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관세인

하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FTA의 핵심은 원산지 규정이

며 원산지 지위 획득 여하에 따라 FTA 역내산으로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

는 것이다. 현재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현황 파악 및 

활용률 개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농산물

에 대해서는 현황과 특성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FTA 체결국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수출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수출증대 

전략에 FTA 활용 제고 방식을 포함하도록 체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특혜관세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

하여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FTA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업

체를 대상으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에서 애로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

함으로써 FTA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FTA 체결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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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이 연구의 특징

3.1. 선행연구

3.1.1. 농산물 수출확대 전략 연구

어명근 외(2010)는 채소, 화훼류, 축산물, 전통주 등을 포함한 주력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5개의 수출시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

을 비교하였으며, 해외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활

용하여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수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주

요 품목별 수출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명근 외(2011)는 우리나라 농산

물 수출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수출 증대 요인분석을 위해 중력모형을 응

용한 수출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입국의 경제규모(GDP), 인접성, 정부의 수

출 촉진 지원 등이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해외 농산물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최적상품 속성조합을 도출하였으며, 상품 유형별 시뮬레이션

을 통해 향후 시장 점유율을 예측함으로써 시장 맞춤형 상품화 전략을 제

시하였다. 또한, 기존 주력 수출시장과 더불어 신흥시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여건을 제시하였으며 수출유망

품목의 가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격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별 최

적가격과 수용가격대를 도출하고 수출지원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최세균 외(2008)는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관세체계 등을 검토하

여 FTA 체결로 인한 EU시장의 개방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한 결과, 농산물 수출 

증가는 주요 15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

였다. 탄력성을 이용하여 수출입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도훈·이진면

(2007), 박혜진·김기홍(2009)이 있다. 박혜진·김기홍(2009)는 한·칠레 FTA

로 인한 IT제조업의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수출수요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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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세계 수출탄력성을 추정하여 사후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의 단계적 

인하는 IT부문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출증가율은 평균 5.64%로 분석하였다. 김도훈·이진면(2007)은 

관세인하효과를 수입가격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정도로 보고 미국의 대

한국 수입에 대한 수입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한국의 수출증가 효과를 계

측하였다.

최재섭(2012)은 집단 간 수입 식품 구매행태의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미국거주 외국인과 미국거주 한국인의 두 그룹

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미교포와 그 외의 미국인 시장의 특

성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하고 대미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표적시장별 맞춤

형 마케팅 전략이 수립·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증대 정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적 마케팅 전략을 선택해

야 하며 구체적으로 시장개발 전략 또는 시장침투 전략을 통한 마케팅 을 

제안하였다. Song Weidou(2012)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변화와 중국의 

FTA 현황 등을 제시하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중국 농산물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고려변수로는 소득, 가격 

등의 경제학적 변수와 지리적, 문화적 요인 등이 반영되었으며 분석 결과,

한·중 FTA는 24~60%의 중국 농산물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하였다. 오 도(2012)는 중국의 한국 농산물 시장 점유율, 지역적 현시비교우

위지수, 무역결합도 지수와 농산품 수출의 수출경합도 지수의 동태적인 분

석을 활용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 농산물 경쟁력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중국 농산물 경쟁력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1.2. 원산지 규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구경모(2011)는 원산지 규정의 일반적인 내용과 한국이 기체결한 7개국

(칠레, 싱가포르, 인도, 미국, EU, EFTA, ASEAN)에 대한 FTA 협정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방식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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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위반에 대한 국내외 관련 법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체

결된 FTA의 원산지 규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기준의 

정립,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차원의 노력, 국내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의 유연

성 및 신속성 등을 제시하였다. 권순국(2011)은 수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 규정을 대상으로 규범적·실무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

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일반이론과 국가별 세부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기술

적인 접근을 통해 규정상의 문제점과, 실제로 협정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본 

관세청 판정사례를 분석하는 법률적인 접근을 통해 원산지 규정 활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송미헌(2007)은 원산지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과 체결된 FTA 협정별 비교 분석을 위해 관세청 자료를 위

주로 문헌조사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FTA의 정부 정책 시사점을 연구 범위

로 정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한정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원산지 규정은 

FTA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원산지 판정이 특혜관세 여부

를 결정하고 무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정혜련(2010)은 주요국 원산지 규정 중 농산물을 기초로 일반 원산지 기

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나눠 정성/정량 분석을 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엄격성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관세양허협

상 결과, 수출입 교역통계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이 체결한 농업 분야의 품목별 원산지 엄

격성 지수가 다른 국가의 엄격성 지수에 비해 높아 우회수입 방지 효과가 

크고 엄격성 지수와 관세 양허 지수 사이의 일정한 상관관계는 찾아보기 어

렵지만, 수출의 활성화와 교역의 확대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결

론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 검토를 통해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수출 촉진 목표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김무한(2010)은 FTA 원산지 규정 제도의 역사와 유형 등을 비롯해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원산지 규정

의 핵심 이슈로 원산지 증명제도, 검증제도와 원산지 결정기준 방법 중 부

가가치계산방식, 주요공정기준, 보충기준과 결정기준의 특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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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FTA 활용 성공 사례와 FTA 원산지 기준의 활용사례를 바

탕으로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규정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활

용전략과 정부 차원의 지원 측면으로 나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Jos Vestraten(2011)은 EU의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위한 통관서류의 종류

와 조건과 함께 유럽 감사원의 연구와 법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원산지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Domenick

Gambardella(2011)는 미국의 원산지 검증범위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자유무역이 수출입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입업자와 세관으로 분류하여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

와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석오(관세청, 2011)는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FTA 특혜 관세와 관련된 제도로 적용보류제도와 적용배제제도에 대

하여 비교·분석하고, 실제로 발생한 수출입 검증 위반 사례를 통해 국제 검

증 동향을 파악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나병인(2011)은 FTA

원산지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품목분류의 개념과 구성에 대해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분류체계의 발전사와 규범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상품을 예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상품의 HS 코드가 결정

되는 과정과 국가 간의 HS 분쟁과 타결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상태(2011)

는 관리와 제도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FTA 원산지 검증의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 관리적인 측면으로는 원산지업무체계구축, 협력업체관리, System

관리를,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원산지 사전검증제도,

품목분류 유권해석,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최연수(관세청, 2013)는 EU를 중심으로 FTA 진행 현황을 분석하고 실

제 수출입기업들의 특혜관세의 실질활용률과 주요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원산지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TA 활용률은 수입

규모에 비례하며 기업의 경우 정보와 경험 및 외국자본의 비율이 높을수록 

활용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찬우 외(2013)는 원산지 규정

에 관한 일반적 고찰과 함께 중국 FTA 원산지 규정의 운영현황을 분석하

고 농수산물 분야로 한정하여 원산지 규정과 결정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연

구하였다. 정인교 외(2005)는 원산지 규정의 개념, 세부기준별 특징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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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단점 및 도입 목적 등 일반적인 내용과 주요 FTA 원산지 규정 및 우

리나라의 원산지 규정의 세부특징까지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를 위해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정의 산업별 분류와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호주 PC(productivity Commission)의 지수를 

활용해 비교·분석하였다. 김한성 외(2008)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미국, 캐나다, EU,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위반

에 대한 처벌 법규를 정리하고,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 과제를 단기/중장기로 나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산

지 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접근하였고,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경우 Estevadeordal의 지수를 기초로 원산지 규

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간의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특별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아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산업 및 교

역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1.3. 비관세 장벽에 관한 연구

이상훈 외(2012)는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기

업이 겪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

은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기술장벽’, ‘투

명성’, ‘가공 무역’ 관련 순으로 분석되었다. 김태윤 외(2010)는 ASEAN 주

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

로 무역에 미치는 비관세 장벽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기

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재신(2012)은 1980~2010년의 연도별 시계

열 자료를 이용, 국내 경제여건과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미국 비관세 

장벽의 보호무역 성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공적분 검증기법 및 소표본 

공적분 검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비관세 장벽의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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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i Uprasen(2012)는 1999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EU의 14개국에

서의 비관세 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관세 장벽

은 수출보상 비율(Export Coverage Ratio: ECR)과 빈도수 지수(Frequency

Count Index: FCI)를 통해 추정하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영향을 계측하였

다. 그 결과, EU시장 내에서 비관세 장벽은 한국의 수출에 두 가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을 저해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기술장벽(TBT)조치는 한국의 

EU수출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환우(2013)은 중국의 비관세정책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비교·검토하였다. 특히, 기술장벽(TBT)

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를 중점으로 양국의 제도 및 집행 현황과 기

존 FTA 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비관세 장벽이라 

하더라도 제도 및 정책, FTA 협상 과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종찬 박상길(2010)은 한·중·일 3국의 관

세 및 비관세 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관세장벽

의 경우, 중국과 한국의 관세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 낮은 수

준이지만 각국별로 취약한 산업은 높은 관세율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중국은 ‘직접적 수입통제’ 등 각종 비관세 장

벽이 증가추세에 있고, 일본은 특유의 ‘상관행 및 유통장벽’이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김종훈(2010)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천서(2008)

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현황을 조사하고 그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고, 비관세 장벽 사례를 언급하였다.

DAVID HANSON(2010)은 미국과 일본, 유럽의 무역정책 배경 및 무역관

습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2. 이 연구의 특징

농산물 수출증대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특정 국가 내지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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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출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수출확대 방안 내지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FTA 체결국의 수출시장 현황 및 원산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FTA 환경에 적합한 체결국별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연구의 특징은 체결국별 품목별 협정세율 및 

양허안 분석을 통해 활용률 및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 등에 관해 정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의 수출전략 및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농산물 수출업

체 조사를 통한 FTA 활용 실태와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출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증대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

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4.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2 HS 01~24류(단, 03류, 수산물은 제외)

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2년에 걸쳐 수행된다. 1차년도에는 농산

물 수출의 FTA 활용 실태 분석과 수출증대 및 저해요인 분석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2차년도

에는 1차년도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FTA 체결국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 분석, 품목별 관세율구조 

분석, 수출유망품목 선정, 수출증대요인 분석, 수출전략 유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FTA별, 품목별 최적의 특혜관세 및 원산지 

활용 수출증대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2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발간물에 따르면 

농산물은 기초(신선)농산물, 반가공농산물, 가공농산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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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대 방안 도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 FTA 체결국/미체결국 수출동향 분석

- FTA 활용률 현황 분석

- FTA 협정별 특혜관세 및 원산지 규정 

  특징 분석

- FTA 활용결정요인 및 무역효과 분석

- 수출입업체의 FTA 활용실태 조사(설문)

1차년도

<경제적효과분석 및 전략도출>

- 수출유망품목선정

- 수출전략 유형화 및 수출증대 요인 분석

- 특혜관세혜택, 원산지규정 등 수출증대 

  효과 추정

- FTA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분석

- 수출증대방안 모색

2차년도

1차년도 주요 연구방법은 FTA 체결국별, 품목별 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표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을 근거로 수출

활용률을 추계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S 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특혜관세 및 엄격성지수를 추정하여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수

출 미활용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무역협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수출업체의 FTA 수출활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

다. 1차년도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1. 체결국별 FTA 활용 현황

FTA가 상품교역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표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을 근거로 체결국별,

품목군별(HS 2단위), 세부품목별(HS 10단위)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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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측하였다. 추가적으로 비교 분석 측면에서  FTA 수입활용 현황과 비

농산물 FTA 수출 활용 현황을 함께 추계하였다.

4.2. 체결국별 FTA 특혜관세 현황 분석

우리나라에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 가운데 특혜관세를 부

여하는 품목과 특혜관세 수준을 파악하고자 체결국 측의 주요 농산물 관세

양허 내용을 정리하였다. 체결국별, 품목군별 발효 이후 당해 연도 및 다년

간의 FTA 특혜이윤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FTA 체결국에서 역외국산 농

산물보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얼마나 시장가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농산물 수출에 따른 관세절감액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FTA 체결국인 미국과 EU를 대상으로 품목군별 FTA의 관세절감 효

과를 세부적으로 계측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3. FTA 농산물 원산지 규정의 특징 및 무역효과 분석

다음으로 FTA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 현황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FTA 활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원산지는 FTA에서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

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분류되며, FTA 협정별, 품목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혜관

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농산물 분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유형은 36개로 분류하

고 선행연구의 기본원칙으로 수정보완된 별도의 13단계 엄격성 지수를 고

안하여 FTA별 농산물 분야 엄격성지수 분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

서 산정된 주요 FTA 활용 결정요인들이 FTA 수출 활용률 및 무역효과에 

어떠한 패턴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 토빗 분석 등 다양한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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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산물의 FTA 수출입 활용 실태 분석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혜택은 주요 수출촉진 요

인 중의 하나인 반면,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Restrictiveness)은 저해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들 요인 외에도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많

기 때문에 현재의 수출업체의 수출유형, 운영 형태, 정부의 FTA 지원정책 

등이 최선인지 혹은 다른 활용률 증대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업체의 FTA 수출활

용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FTA 수출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와 관련

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연구방법을 토대로 1차년도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그림 1-2. 1차년도 연구체계도

제1장에서는 연구의 내용 및 방향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동향 및 FTA 체결국별 수출동향, 체결국별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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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입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FTA 체결국 및 품목군

별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추계하고, 주요시장별로 활용률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4장은 FTA 체결국별, 품목군별 관세양허안을 

토대로 특혜관세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품목군별, 가공도별 관세감축 효과를 계측하였다. 제5장은 농산물 중심으

로 주요 원산지 규정 이론을 설명하고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 현황 및 특징

을 파악하는 한편, 별도의 13단계 엄격성지수 고안 및 산정하여 FTA별 농

산물분야 엄격성 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6장에서는 앞에서 

산정된 FTA 특혜관세 혜택과 원산지 엄격성 지수 등 FTA 활용 결정요인

들을 이용하여 FTA 수출 활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아울러 FTA 활용

의 핵심인 원산지 규정이 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

서는 농산물 수출 및 수입업체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를 조사하

여 미활용 및 저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 8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FTA 활용 제고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의 부속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① 농산물 FTA 활용률 제고 관련 자료, ② 농산물 수출현황(체결국별, 세

번별, 가공도별, 원산지규정별) 자료, ③ FTA 체결국의 농산물 HS 코드 및 

관세감축일정 자료 등 1차년도 연구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물과 2차년도

의 분석 시 활용될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제시하였다.



농산물 수출 동향 제2장

이 장에서는 농산물 수출 현황 및 변화를 FTA 체결국별, 품목군별로 정

리하고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동향

1.1. 전체 농산물 수출 동향

우리나라 농산물(HS 01~24류, 단 03류는 제외) 수출은 2004년 23억 

8,357만 달러에서 2013년 54억 7,227만 달러로 연평균 9.7%3 증가하였다

<표 2-1>. 이중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크게 증

가하였으며,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12.0%(EFTA)

~25.0%(ASEAN)4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로의 수출은 2010년 FTA 발효 

3 Compound Annual Growth Rate(CAGR).
4 각각의 FTA 발효기간이 다르므로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 계산에 

이용된 기간은 FTA에 따라 상이함: 한·칠레 FTA는 2004년-2013년, 한·EFTA

는 2006년-2013년, 한·ASEAN FTA는 2007년-2013년, 한·인도 FTA는 2010년

-2013년, 한·EU FTA는 2011년-2013년, 한·페루 FTA는 2011년-2013년, 한·미 

FTA는 2012년-2013년이 수출 증가율 계산에 이용된 기간임. 한·터키 FTA의 

경우 2013년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은 계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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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383.6 2,519.9 2,585.0 2,783.1 3,175.9 3,336.8 4,114.6 5,077.4 5,341.1 5,472.3

FTAs 1.1 0.6 26.3 250.4 303.9 343.2 560.7 844.1 1,431.4 1,689.8

(비중) 0.0% 0.0% 1.0% 9.0% 9.6% 10.3% 13.6% 16.6% 26.8% 30.9%

칠레 1.1 0.6 0.8 1.5 2.8 3.0 2.8 4.2 5.0 5.0

싱가포르 20.4 22.9 22.6 26.8 34.8 43.0 81.8 71.4 87.6 104.9

EFTA 2.4 2.0 2.9 2.4 3.4 3.6 4.4 5.2 6.0 6.5

ASEAN 138.3 163.5 205.3 246.5 297.7 336.7 541.3 709.0 786.0 939.2

인도 6.3 5.8 6.7 9.0 9.5 11.0 12.2 13.3 11.3 11.4

EU 79.2 73.0 64.7 73.1 91.6 82.1 83.9 111.7 122.2 146.7

페루 0.8 0.3 0.2 0.1 0.2 0.4 0.6 0.6 0.8 0.8

미국 332.2 329.9 335.4 353.5 365.2 370.0 410.5 451.3 500.0 571.8

터키 1.2 3.4 3.9 2.1 13.2 6.6 3.0 10.6 8.1 8.3

콜롬비아 0.2 0.1 0.2 0.2 0.2 0.1 0.6 1.2 3.2 2.4

호주 29.6 44.1 58.0 71.0 74.2 82.2 79.0 86.6 96.8 101.0

캐나다 34.4 34.0 33.3 35.2 37.8 41.0 47.1 56.8 65.3 70.4

기타 1,737.6 1,840.1 1,851.1 1,961.6 2,245.4 2,357.1 2,847.5 3,555.3 3,648.7 3,503.7

표 2-1. FTA 체결국으로의 연도별 농산물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주 1) 농산물은 HS 01~24류(단 03류 어류 제외)를 뜻함.

2) FTAs는 개별 FTA 체결상대국의 수출액을 발효일과 관계없이 발효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며, 각 개별 FTA가 발효된 시점부터는 표에서 음영으로 표기하였음.

3) 싱가포르는 ASEAN 회원국이므로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ASEAN FTA

가 발효된 2007년 이후로는 FTAs 합산에 포함하지 않았음.

4)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는 FTA가 타결이 되었지만 발효가 되지 않은 국가들로 

FTAs 합산에서는 제외됨.

자료: Global Trade Atlas.

음.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2006년에 발효가 되었으나 2007년 발효된 

한·ASEAN FTA에 체결국가에 싱가포르가 포함됨에 따라 2007년 이후 싱가포

르로의 수출자료는 ASEAN 국가들로의 수출자료와 중복됨. 따라서 한·싱가포

르 FTA 수출실적은 수출 증가율 계산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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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3년까지 오히려 연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FTA 체결국으로 수출액은 16억 8,900만 달러로 농산물 전체 수출의 약 

31%를 차지하면서 점차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

럼 FTA 체결국으로 수출비중 증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

상일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FTA 활용 측면에 대한 필요성

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64.0%(2013년 기준)에 해당하는 FTA 비

체결국(역외국)으로의 수출은 2004년 17억 3,761만 달러에서 2013년 35억 

371만 달러로 전체 연평균 수출 증가율인 9.7%보다 낮은 8.3%로 나타났다.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

의 농산물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ASEAN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2013년 기준)의 17.2%에 해당하는 9억 3,922만 달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일 국가 수출액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이 2013년 5억 

7,177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0.4%)로 가장 높았다. 한편, 2013년 6월 현

재 FTA 타결 후 미발효 상태인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지역으로

의 연평균(2004~2013년) 농산물 수출 증가율은 각각 8.3%(캐나다), 14.6%

(호주), 34.5%(콜롬비아)로 매우 높게 나타나 향후 FTA 발효 시 수출증가

가 기대된다.

1.2. FTA 발효 전후 대비 농산물 수출 증가율 변화

1996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나라 수출 자료를 활용하여 FTA 발효 전과 

후의 농산물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996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5.6%씩 증가해 왔

으며, 2004년 한 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연평균 9.7%씩 수출이 증

가하였다. 그러나 FTA 발효 전인 1996년에서 2003년까지는 연평균 0.1%

씩 수출이 감소하였다. FTA 비체결국들로의 수출은 1996~2013년 동안 

4.4%씩 증가하였으며, 2004~2013년에는 8.3%씩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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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전체 발효 전 발효 후

대세계 2004 5.6% -0.1% 9.7%

칠레 2004 15.3% 8.3% 18.3%

싱가포르 2006 11.8% 4.3% 24.5%

EFTA 2006 -1.8% -14.9% 12.0%

ASEAN 2007 13.9% 7.1% 25.0%

인도 2010 8.9% 11.5% -2.0%

EU 2011 0.5% -3.4% 14.6%

페루 2011 6.5% 5.0% 15.0%

미국 2012 7.9% 7.3% 14.3%

기타 2004 4.4% -1.1% 8.3%

표 2-2. FTA 발효 전/후 연평균 농산물 수출 증가율

주 1) 전체는 1996~2013년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고, 발효 후는 FTA가 발효된 시점부

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발효 전은 1996년부

터 각 FTA가 발효되기 직전 연도까지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의미함. 단, 대세계

는 한 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2) 기타는 우리나라 대세계 수출 중 FTA 발효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함. 표 2-2

의 기타에는 FTA가 타결되었으나 발효되지 않은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가 포함되

어 있음. 또한 터키는 2013년에 발효해서 발효기간 중 변화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타에 포함시켰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도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FTA에서는 FTA 발효 후의 수출 증가율이 

발효 전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 EU, 페루, 미국 

등과의 FTA는 발효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FTA별로 살펴보면,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ASEAN이다. ASEAN은 FTA 발효 전에도 연평균 7.1% 수출이 증가하였

으나, 발효 이후에는 연평균 25.0%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싱

가포르로의 수출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는 FTA 체결 전에는 연

평균 수출 증가율이 4.3% 수준이었으나, 체결 이후에는 수출 증가율이 연

평균 24.5%로 증가하였다. EFTA, EU 등 유럽 국가로의 수출은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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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연평균 수출이 각각 -14.9%, -3.4%였으나, FTA 체결 이후에는 

12.0%, 14.6%로 증가하였다.

한편, FTA 비체결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1996~2013년에는 4.4%였다.

우리나라가 첫 FTA를 체결한 2004년을 기준으로 FTA 발효 전인 1996~

2003년의 수출 증가율은 -1.1%였으나, FTA 발효 이후인 2004~2013년에

는 수출 증가율이 8.3%로 증가하였다. 2004년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증가

율이 FTA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

지만, FTA 체결국들의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품목별 수출 현황

2.1. 품목군별(HS-2) 수출 현황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수출 상위 5개 품목군은 

모두 가공농산물로 HS 21류(기타조제식료품), 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22류(음료·주류·식초), 24류(연초), 17류(당류·설탕과자)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농산물 중에서는 HS 12류(채유용종자·인삼)가 최근 3년 연평균 수출

액 2억 9,685만 달러로 수출액 상위 6위에 해당하며 최근 3년 연평균 수출

액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기초농산물로는 HS 12류(채유용종자·인삼) 외

에 07류(채소)와 08류(과실·견과류)가 있다. 반가공농산물 중에서는 HS 05

류(기타동물성생산품)와 23류(조제사료)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이며, 15류(동물성유지)가 9,908만 달러로 1억 달러에 근접한 수

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2011년-2013년) 동안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군

은 대세계 수출 상위 10개 품목군과 거의 동일하다(표2-4). 다만, 대세계 수

출 상위 10개 품목군에는 HS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가 포함되고 08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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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견과류)가 제외되나, 대FTA 체결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에는 이와 반대

로 08류(과실·견과류)가 포함되고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가 제외된다.

구분 품목군명
2004 2009 2011 2012 2013

평균

(11-13)

전체 FTA 전체 FTA 전체 FTA 전체 FTA 전체 FTA 전체 FTA

01류 산동물 0.8 - 2.8 0.8 1.7 0.5 1.5 0.9 1.6 1.1 1.6 0.8

02류 육류 15.0 - 30.3 22.9 39.8 22.6 34.0 24.1 45.5 27.0 39.8 24.6

04류 낙농품 7.1 - 24.0 0.2 19.2 0.9 33.2 6.6 43.7 7.0 32.0 4.8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24.2 - 24.9 6.2 130.6 64.1 163.8 91.4 275.2 172.0 189.9 109.2

06류 산수목·꽃 50.3 - 78.6 0.6 92.3 2.2 85.3 3.9 62.5 4.3 80.1 3.5

07류 채소 102.3 - 123.0 3.3 138.6 15.8 161.3 24.4 162.1 28.9 154.0 23.0

08류 과실·견과류 101.6 - 143.2 20.0 125.7 22.1 141.3 57.5 148.6 63.1 138.5 47.6

09류 커피·향신료 12.7 - 18.1 0.9 45.6 3.4 32.5 9.4 27.4 9.6 35.2 7.5

10류 곡물 1.6 - 7.9 0.4 7.1 2.1 5.0 1.4 3.8 1.0 5.3 1.5

11류 밀가루·전분 17.7 - 43.5 18.0 58.4 24.1 59.9 31.6 59.2 33.4 59.2 29.7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67.4 0.1 170.1 17.4 305.4 33.9 293.2 77.0 292.0 85.7 296.9 65.5

13류 식물성엑스 47.1 0.1 55.7 4.9 67.3 14.5 67.9 24.4 81.7 34.6 72.3 24.5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0.8 - 0.1 0.0 0.1 0.0 0.2 0.0 0.2 0.1 0.1 0.0

15류 동물성유지 20.4 - 31.2 10.2 107.1 31.3 103.7 38.5 86.4 40.9 99.1 36.9

16류 육·어류조제품 227.4 - 165.4 2.0 222.4 16.5 225.1 42.9 230.9 57.1 226.1 38.9

17류 당류·설탕과자 175.1 0.0 257.1 14.1 473.4 40.3 452.9 46.4 423.2 61.1 449.8 49.3

18류 코코아 32.3 0.0 31.7 0.9 49.1 1.3 55.2 3.6 51.1 4.5 51.8 3.1

19류 곡물·곡분의조제품 380.0 0.2 447.0 46.7 645.4 98.4 725.2 230.1 761.1 253.3 710.6 193.9

20류 채소·과실의조제품 133.1 - 161.4 5.2 194.7 10.0 206.0 26.7 186.0 31.3 195.6 22.7

21류 기타조제식료품 291.9 0.0 526.8 63.8 924.8 227.8 935.4 292.2 1,015.1 344.3 958.4 288.1

22류 음료·주류·식초 257.5 0.0 358.3 13.1 650.4 43.6 721.0 132.2 707.2 154.2 692.9 110.0

23류 조제사료 42.7 0.5 112.8 66.1 139.9 80.4 136.9 83.8 190.4 86.3 155.7 83.5

24류 연초 274.8 0.1 523.0 25.5 638.3 88.3 700.4 182.3 617.3 189.1 652.0 153.3

전체 농산물 2,383.6 1.1 3,336.8 343.2 5,077.4 844.1 5,341.1 1,431.4 5,472.3 1,689.8 5,296.9 1,321.8

표 2-3. 품목군별 농산물 수출현황(전체/FTA)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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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품목군별 농산물 수출 현황

주: 개별 FTA 체결국의 수출액을 발효일과 관계없이 발효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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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액 비중 누적비중 AG코드 HS코드(2단위)

궐련 560.3 10.6 10.6 15412 24

커피조제품 301.9 5.7 16.3 15111 21

자당 252.4 4.8 21.0 15803 17

라면 201.9 3.8 24.9 16231 19

기타곡물발효주 140.8 2.7 27.5 15729 22

기타음료 140.7 2.7 30.2 15999 22

소주 116.2 2.2 32.4 15757 22

비스킷 113.1 2.1 34.5 16122 19

김치 100.2 1.9 36.4 12105 20

기타설탕과자 90.7 1.7 38.1 16109 17

홍삼 87.3 1.6 39.7 15531 12

파프리카 80.6 1.5 41.3 12138 7

기타베이커리제품 76.2 1.4 41.3 16129 19

맥주 68.5 1.3 45.5 15701 22

단일과실조제품 67.3 1.3 46.7 11691 22,20

물 66.3 1.3 48.0 15911 22

조제분유 54.4 1.0 49.0 24141 19

배 50.7 1.0 50.0 11602 8,20

곡류조제품 47.0 0.9 50.9 16111 19

기타소오스제품 45.5 0.9 51.7 14399 21

전체농산물 5,296.9 100.0 100.0 - -

표 2-4.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 현황(평균 2011～2013)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Global Trade Atlas.

2.2. 품목별 수출 현황

최근 3년(2011~2013년) 평균 수출액 상위 20위 품목 대부분은 가공농산

물이며 기초농산물 중에서는 홍삼(8,727만 달러), 파프리카(8,057만 달러),

배(5,073만 달러, 배즙 음료 포함)가 포함된다. 가공농산물 중에서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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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인 궐련(5억 6,034만 달러)을 포함하여 곡물발효주(1억 4,076만 달러),

김치(1억 15만 달러), 단일과실조제품(6,735만 달러), 조제분유(5,441만 달

러), 곡류조제품(4,703만 달러)의 주원료는 기초농산물이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수출은 국내 농산물 수요를 증가시켜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과 농

업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초농산물 수출만큼 농업부문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3. 가공도별 수출 현황

3.1. 가공도 분류 기준

수출 농산물은 크게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와 가공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HS 체계에서 개별 무역 상품은 

크게 01류(Chapter)부터 97류까지 2단위로 대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농산

물은 2단위 기준에서 3류(어패류)를 제외한 1류부터 24류에 대부분 포함된

다.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상위 6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되며 상품 세분

화에 따라 최대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의 

HSK(HS of Korea)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10단

위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HS 코드 7단위부터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6단위를 넘어가는 상품의 경우 HS 코드에 의

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공 정도에 따른 농산물의 분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OECD(2010) 등에서는 Regmi 외(2005)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Regmi 외(2005)는 농산물을 토지 사용 관련도와 가공 정도에 따라 크게 

기초농산물, 원예농산물, 반가공품, 가공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Regmi 외

(2005)의 분류방법은 OECD(2010)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송주호 외

(2012)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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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은 가공 정도가 매우 낮은 신선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류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현황에서는 원

예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농산물, 반가공농산물, 가공농산물로 구분하였다.

구분 유명 송주호 외(2012) Regmi(2005)　

01류 산동물 기초농산물 기초

02류 육류 반가공식품 반가공

04류 낙농품 가공식품 가공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반가공식품 반가공

06류 산수목·꽃 기초농산물 원예

07류 채소 기초농산물 원예, 가공

08류 과실·견과류 기초농산물 원예, 가공

09류 커피·향신료 기초농산물 기초, 원예, 가공

10류 곡물 기초농산물 기초

11류 밀가루·전분 반가공식품 반가공, 가공

12류 채유용종자·인삼 기초농산물 기초, 반가공

13류 식물성엑스 반가공식품 반가공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반가공식품 반가공

15류 동물성유지 반가공식품 반가공

16류 육·어류조제품 가공식품 가공

17류 당류·설탕과자 가공식품 가공, 반가공

18류 코코아 가공식품 반가공, 가공, 기초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가공식품 가공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가공식품 가공

21류 기타조제식료품 가공식품 가공

22류 음료·주류·식초 가공식품 가공

23류 조제사료 반가공식품 반가공

24류 연초 가공식품 가공

표 2-5. 농산물 품목분류

자료: Regmi(2005); 송주호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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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11-13)

전

체

수

출

농산물 2,383.6 2,519.9 2,585.0 2,783.1 3,175.9 3,336.8 4,114.6 5,077.4 5,341.1 5,472.3 5,296.9

기초
농산물

436.7 448.2 390.4 421.3 486.7 543.6 625.9 716.5 720.2 698.1 711.6

(18.3) (17.8) (15.1) (15.1) (15.3) (16.3) (15.2) (14.1) (13.5) (12.8) (13.4)

반가공
농산물

167.9 186.2 223.9 241.2 281.8 298.4 392.7 543.1 566.4 738.6 616.0

(7.0) (7.4) (8.7) (8.7) (8.9) (8.9) (9.5) (10.7) (10.6) (13.5) (11.6)

가공
농산물

1,779.0 1,885.5 1,970.8 2,120.6 2,407.4 2,494.7 3,095.9 3,817.8 4,054.5 4,035.6 3,969.3

(74.6) (74.8) (76.2) (76.2) (75.8) (74.8) (75.2) (75.2) (75.9) (73.7) (74.9)

F

T

A

수

출

농산물 1.1 0.6 26.3 250.4 303.9 343.2 560.7 844.1 1,431.4 1,689.8 1,321.8

기초
농산물

0.1 0.0 3.4 23.7 35.4 43.5 58.7 80.0 174.5 193.8 149.4

(9.5 (5.0) (13.1) (9.5) (11.6) (12.7) (10.5) (9.5) (12.2) (11.5) (11.3)

반가공
농산물

0.6 0.1 1.9 82.5 102.5 128.2 160.0 237.0 293.8 394.2 308.3

(56.0 (18.0) (7.1) (33.0) (33.7) (37.4) (28.5) (28.1) (20.5) (23.3) (23.3)

가공
농산물

0.4 0.4 21.0 144.2 166.1 171.5 342.0 527.0 963.1 1,101.8 864.0

(34.4) (77.0) (79.8) (57.6) (54.6) (50.0) (61.0) (62.4) (67.3) (65.2) (65.4)

F

T

A

비

중

농산물 0.0 0.0 1.0 9.0 9.6 10.3 13.6 16.6 26.8 30.9 25.0

기초
농산물

0.0 0.0 0.9 5.6 7.3 8.0 9.4 11.2 24.2 27.8 21.0

반가공
농산물

0.4 0.1 0.8 34.2 36.4 43.0 40.7 43.6 51.9 53.4 50.1

가공
농산물

0.0 0.0 1.1 6.8 6.9 6.9 11.0 13.8 23.8 27.3 21.8

표 2-6. 가공도에 따른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 ) 안의 숫자는 비중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3.2. 가공도별 농산물 수출 현황

가공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 농산

물 중 기초농산물은 13.4%, 반가공농산물은 11.6%, 가공농산물은 74.9%에 

해당된다(표 2-6). FTA 체결국(발효 기준)으로의 수출실적 역시 기초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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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11.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가공농산물과 가공농

산물은 전체 수출실적에서 23.3%와 65.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 정도에 따른 농산물 수출은 대세계 수출과 대FTA 체결국 수출이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에서는 반가공농산물

의 수출 비중이 대세계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반

가공농산물 수출 중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50.0%로 기초농산물

(21.0%)이나 가공농산물(21.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가공도에 따른 농산물 수출 현황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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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계 FTA 칠레
싱가

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

비아
호주 캐나다 기타

전체 5,296.9 1,478.4 4.7 88.0 5.9 811.4 12.0 126.9 0.8 507.7 9.0 2.2 94.8 64.2 3,657.2

01류 1.6 0.9 - 0.0 0.0 0.1 0.0 0.5 - 0.4 0.0 0.0 0.0 0.2 0.5

02류 39.8 24.7 - 0.0 - 24.4 0.0 0.1 - 0.2 - - 0.1 - 15.0

04류 32.0 6.3 0.1 0.2 - 1.3 0.0 0.1 0.0 4.8 - 0.0 2.1 0.9 22.7

05류 189.9 109.3 0.0 - - 107.9 - 0.9 0.0 0.4 - - 0.6 1.5 78.5

06류 80.1 4.1 0.0 0.1 0.0 0.2 0.0 1.8 - 2.0 0.0 0.0 0.1 0.1 75.7

07류 154.0 26.4 0.0 1.7 0.0 8.8 0.0 7.2 - 10.3 0.0 - 3.5 4.2 120.0

08류 138.5 56.9 0.1 10.8 - 24.6 0.0 2.0 0.0 30.2 0.0 - 0.1 3.2 78.4

09류 35.2 8.5 0.0 1.1 0.0 2.8 0.3 1.5 0.0 3.7 0.0 0.0 0.7 0.6 25.3

10류 5.3 1.6 - 0.1 0.0 0.9 0.0 0.4 0.0 0.3 0.0 - 2.2 0.0 1.5

11류 59.2 32.1 0.0 2.9 0.0 24.8 0.0 0.7 0.0 6.6 0.0 0.0 0.5 0.2 26.4

12류 296.9 73.1 0.4 4.0 0.1 39.6 4.1 4.5 0.0 23.6 0.8 0.0 2.6 2.6 218.5

13류 72.3 27.6 0.3 1.1 0.2 7.7 0.2 8.8 - 10.2 0.1 0.0 0.2 1.5 42.9

14류 0.1 0.0 - - - 0.0 - 0.0 - 0.0 - - 0.0 - 0.1

15류 99.1 37.6 0.2 9.6 1.9 31.5 0.2 1.5 - 2.2 0.1 0.0 2.9 0.3 58.4

16류 226.1 50.4 0.1 0.5 0.0 5.2 0.2 12.0 0.0 32.9 0.1 0.0 3.9 3.1 168.7

17류 449.8 51.1 0.1 2.3 0.0 40.4 0.7 4.2 0.0 5.2 0.4 0.0 2.0 0.5 396.2

18류 51.8 3.4 0.0 0.2 0.0 2.0 0.0 0.3 0.0 1.1 0.0 - 1.9 0.0 46.5

19류 710.6 229.3 1.5 8.5 3.0 78.9 1.0 29.1 0.2 115.2 0.3 0.0 28.7 18.1 434.5

20류 195.6 26.9 0.0 2.1 0.0 8.0 0.0 4.1 0.0 14.6 0.0 0.0 3.4 2.7 162.6

21류 958.4 326.5 0.5 17.6 0.2 173.4 1.5 21.7 0.2 125.4 3.6 0.1 22.8 15.1 593.9

22류 692.9 128.4 0.5 10.6 0.2 46.3 0.5 15.3 0.1 65.4 0.2 1.0 10.9 5.6 547.0

23류 155.7 83.8 0.9 0.4 0.0 80.1 1.3 0.9 0.0 0.5 0.1 0.9 0.2 0.0 70.8

24류 652.0 169.3 0.1 14.2 0.2 102.3 1.8 9.1 0.1 52.3 3.3 0.1 5.6 3.8 473.2

표 2-7. FTA 국가별 품목군별 농산물 수출(2011～2013 평균)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4. FTA 국가별 수출 현황

4.1. 대 FTA 체결국 농산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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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명 주요수출국

01류 산동물 미국

02류 육류 ASEAN

04류 낙농품 ASEAN, 미국, 호주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ASEAN

06류 산수목·꽃 미국, EU

07류 채소 ASEAN, 미국, EU

08류 과실·견과류 ASEAN, 미국

09류 커피·향신료 ASEAN, 미국, EU

10류 곡물 ASEAN, 미국, EU, 호주

11류 밀가루·전분 ASEAN, 미국

12류 채유용종자·인삼 ASEAN, 미국

13류 식물성엑스 ASEAN, 미국, EU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ASEAN, EU

15류 동물성유지 ASEAN

16류 육·어류조제품 미국, EU

17류 당류·설탕과자 ASEAN, 미국

18류 코코아 ASEAN, 미국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ASEAN, 미국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ASEAN, 미국

21류 기타조제식료품 ASEAN, 미국

22류 음료·주류·식초 ASEAN, 미국

23류 조제사료 ASEAN

24류 연초 ASEAN, 미국

표 2-8. FTA 체결국 중 주요 수출 대상국

FTA 체결국 중 품목군별 주요 수출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

문에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3개년 평균(2011~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품목군별 수출을 FTA별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은 

ASEAN과 미국으로 나타났다. ASEAN은 HS 01류 산동물, 06류 산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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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16류 육 어류조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미국

은 HS 02류 육류,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15류 

동물성유지, 23류 조제사료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EU는 HS 06류 산수목 꽃, 07류 채소, 09류 커피 향신료, 10류 곡물, 13류 

식물성엑스,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16류 육 어류조제품의 주요 수출 시

장이며 그 외 칠레, EFTA, 인도, 페루, 터키 등으로는 수출이 미미한 편으

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 FTA가 미발효된 호주의 경우 HS 04류 낙농품,

10류 곡물 등이 주요 수출시장이다.

4.2.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 품목

FTA 체결상대국 중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ASEAN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3년(2011~2013년) 연평균 8억 1,143만 달러

의 농산물을 ASEAN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표 2-9). 반면, 단일 국가 수

출액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이 최근 3년(2011~2013년) 평균 5억 770만 달

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주요 수출시장은 EU이며, EU로의  수

출은 1억 2,690만 달러이다.

가. ASEAN

ASEAN은 우리 농산물 수출은 상품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수출 상

위 20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46.1% 차지하고 있다. ASEAN

지역으로의 수출 상위 20위 품목은 대부분 가공농산물이며, 기초농산물은 

딸기(일부 가공품 포함), 감, 팽이버섯, 홍삼이 포함되고 반가공농산물로는 

옥수수전분, 대두박, 옥수수유가 포함된다. 특히 가공식품 중 궐련은 우리

나라의 전 세계 수출액 1위인 농산물이며, 대ASEAN 수출에서도 전체 수

출액의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들 외에 수출은 크지 않으나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



농산물 수출 동향30

가한 품목은 두부, 연유, 생우유, 치즈, 밤, 호박, 탁주(막걸리), 녹차, 사

과 등이 있다.

품목명 수출액 비중 누적비중 AG HS2 가공도

궐련 87.6 10.8 10.8 15412 24 가공

커피조제품 74.7 9.2 20.0 15111 21 가공

라면 24.2 3.0 23.0 16231 19 가공

닭고기 20.1 2.5 25.5 22201 20 가공

옥수수전분 19.9 2.5 27.9 11402 11 반가공

물 19.1 2.4 30.3 15911 22 가공

딸기 11.9 1.5 31.7 12136 8,20 기초/가공

대두박 11.7 1.4 34.9 13511 23 반가공

비스킷 10.0 1.2 36.1 16122 19 가공

기타베이커리제품 9.2 1.1 37.3 16129 19 가공

조제분유 8.7 1.1 38.3 24141 19 가공

인스턴트면 8.4 1.0 39.4 16239 19 가공

감 8.2 1.0 40.4 11613 8 기초

옥수수유 8.0 1.0 41.4 13111 15 반가공

맥주 7.7 0.9 42.3 15701 22 가공

아이스크림 7.0 0.9 43.2 16931 21 가공

팽이버섯 6.9 0.9 44.0 12304 7 기초

기타소오스제품 6.4 0.8 44.8 14399 21 가공

기타음료 5.3 0.7 45.5 15999 22 가공

홍삼 5.1 0.6 46.1 15531 12 기초

전체농산물 811.4 100.0 100.0 - -

표 2-9. 대ASEAN 품목별 수출 현황(평균 2011～2013)

단위: 백만 달러, %

주: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를 활용하였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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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액 비중 누적비중 AG HS2 가공도

기타음료 39.5 7.8 7.8 15999 22 가공

궐련 39.4 7.8 15.5 15412 24 가공

배 24.9 4.9 20.5 11602 8,20 기초/가공

라면 22.9 4.5 25.0 16231 19 가공

비스킷 20.6 4.1 29.0 16122 19 가공

기타파스타 12.3 2.4 31.5 16299 19 가공

곡류조제품 11.8 2.3 33.8 16111 19 가공

국수 11.7 2.3 36.1 16211 19 가공

기타소오스제품 10.6 2.1 38.2 14399 21 가공

소주 9.0 1.8 39.9 15757 22 가공

고추장 7.9 1.6 41.5 14304 21 가공

채소종자 7.7 1.5 43.0 12175 12 기초

커피조제품 7.2 1.4 44.4 15111 21 가공

베이커리반죽 7.0 1.4 45.8 14102 19 가공

기타조제식료품 6.9 1.4 47.2 16909 19 가공

기타베이커리제품 6.7 1.3 48.5 16129 19 가공

기타채소 6.6 1.3 49.8 12179 7 기초

빵 6.3 1.2 51.0 16121 19 가공

인스턴트면 5.3 1.1 52.1 16239 19 가공

홍삼정 5.2 1.0 53.1 15533 13 반가공

전체농산물 507.7 100.0 100.0 - -

표 2-10. 대미 품목별 수출 현황(평균 2011～13)

단위: 백만 $, %

주: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를 활용하였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나. 미국

미국으로의 수출 상위 20위 품목은 전체 수출의 53.1%를 차지하고 있어 

상품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위 수출품 대부분 가공농산물이며, 기

타음료, 궐련, 라면, 비스킷, 기타파스타 등의 품목이 포함된다. 기초농산물



농산물 수출 동향32

은 배(일부 가공품 포함), 채소종자, 기타채소 등 일부 품목도 수출되고 있

으며, 반가공농산물로는 홍삼정이 수출되고 있다.

이들 품목들 외에 수출은 많지 않으나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

한 품목은 딸기, 호박, 참기름, 홍차,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수삼, 홍삼분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FTA가 발효가 된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다. EU

EU 수출 상위 20개 품목이 수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이

며, EU 역시 우리 농산물 수출의 상품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EU로의 

수출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초농산물 수출이 많은 편이다. 기초농

산물 수출에는 새송이버섯, 채소종자, 감귤, 선인장, 녹차 등이 포함된다.

가공농산물 중에서는 라면의 수출이 가장 많고, 기타음료, 기타파스타, 커

피조제품, 국수, 김치 등의 순서로 수출이 많다.

이들 품목들 외에 수출 증가세는 크지 않으나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

게 증가한 품목은 감, 두부, 홍삼, 들깨, 감귤, 은행 등이 있다. 그러나 EU

와는 FTA가 발효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고 수출이 안정적이지 않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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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액 비중 누적비중 AG HS2 가공도

라면 13.4 10.6 10.6 16231 19 가공

기타음료 10.4 8.2 18.7 15999 22 가공

새송이버섯 5.4 4.2 23.0 12305 07 기초

기타파스타 3.5 2.7 29.3 16299 19 가공

커피조제품 2.9 2.3 31.6 15111 21 가공

국수 2.7 2.1 33.7 16211 19 가공

김치 2.7 2.1 35.8 12105 20 가공

채소종자 2.6 2.0 37.8 12175 12 기초

단일과실조제품 2.5 2.0 39.8 11691 22 가공

균질화담배 2.3 1.8 41.6 15422 24 가공

기타베이커리제품 2.3 1.8 43.4 16129 19 가공

인스턴트면 2.0 1.6 45.0 16239 19 가공

감귤 1.5 1.1 46.1 11642 08 기초

선인장 1.4 1.1 47.2 12226 06 기초

기타조제식료품 1.4 1.1 48.3 16909 19 가공

기타소오스제품 1.4 1.1 49.4 14399 21 가공

고추장 1.2 0.9 50.4 14304 21 가공

곡류조제품 1.2 0.9 51.3 16111 19 가공

비스킷 1.1 0.8 52.1 16122 19 가공

녹차 1.0 0.8 52.9 15301 09 기초

전체농산물 126.9 100.0 100.0 - -

표 2-11. 대EU 품목별 수출 현황(평균 2011～2013)

단위: 백만 달러, %

주: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를 활용하였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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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FTA 체결국가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원본자료를 한국관

세무역개발원에서 입수하여 FTA 체결국 및 품목별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추계하고, 아울러 활용률 제고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1. FTA 특혜관세 활용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협정에 명시된 

관세양허 품목의 교역액 중에서 실제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교역이 

이뤄진 비율을 뜻한다. FTA가 상품교역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또는 FTA 활용률)을 이용

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 FTA 활용률은 농산물 전체 수입액에서 발효 이후 현재까

지 관세인하가 시작되지 않아 일반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무관세 품목이거

나 관세양허 품목이 아닌 양허제외 품목은 FTA 관세인하 혜택과 무관하므

로 제외시켜야 한다. 즉, FTA대상 품목 수입액에서 실제로 특혜관세를 받

은 수입액의 비중으로 활용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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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출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액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양허안을 이용하여 양허제외, 무관세, 현행관세

유지 품목을 추려 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원

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을 근거로 FTA 활용률을 계측하였다. 이 연구에서 

FTA 활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교역품목의 전체 교역액 중 실제로 특혜관

세를 받은 교역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측할 수 있다.

(식 1)  활용률


특혜관세대상품목교역액



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은교역액
×

여기서 는 FTA 체결국을, 은 품목을 의미한다. 활용률이 0%인 경우 

해당 FTA를 통한 특혜관세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100%인 경

우 해당 FTA의 특혜관세혜택을 완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

관세 활용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점차 커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1>은 FTA

체결국별 특혜관세 활용률을 계측한 결과이다. 수입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51%에서 63%로 약 12%p 증가했고, 수출의 경우도 2012

년 18.4%에서 2013년 22.8%로 약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출과 수입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FTA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은 주요 FTA별 농산물 수출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은 약 63%인 반면 수출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23%로, 수출입 

간 FTA 특혜관세 활용률 격차 폭이 40%p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농산물 수입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51%에서 2013년 

63%로 12%p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

년 18.4%에서 2013년 22.8%로 4.4%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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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활용률 격차는 2012년 36.2%p에서 2013년 40.3%p로 확대

된 것이다.

그림 3-1. FTA별 농산물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2012～2013)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

FTA별로 농산물 수출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활용률이 2013년 기준으로 한·칠레(94.3%), 한·페루

(92.8%), 한·EFTA(78.8%), 한·EU(64.1%), 한·미(71.5%), 한·ASEAN(57.0%)

FTA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인도 및 터키를 제외하고 대부분 50% 이상

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도(22.6%), 한·터키

(21.4%), 한·싱가포르(8.4%) FTA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수출의 경우 EFTA, 미국, EU 등과의 FTA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싱가포르, ASEAN, 인도와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EFTA(78.5%), 한·EU(51.3%), 한·미(48.3%),

한·칠레(27.7%), 한·페루(26.6%) FTA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한·ASEAN(3.9%), 한·인도(0.3%), 한·터키(10.7%) FTA는 저조한 수준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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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 수출

2012 2013 2012 2013

한·칠레 FTA 88.3 94.3 25.2 27.7

한·싱가포르 FTA1) 6.2 8.4 - -

한·EFTA FTA 73.2 78.8 85.5 78.5

한·ASEAN FTA 58.7 57.0 3.9 3.9

한·인도 FTA 23.5 22.6 0.5 0.3

한·EU FTA 57.7 64.1 46.3 51.3

한·페루 FTA 90.8 92.8 33.9 26.6

한·미 FTA 44.5 71.5 34.7 48.3

한·터키 FTA - 21.4 - 10.7

계 51.0 63.1 18.4 22.8

표 3-1. FTA별 농산물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

주: 싱가포르의 수입관세(01~24류)가 모두 0세율로서 FTA 대상수출액이 없음.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2.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5

2.1. 총괄

앞선 분석에 의하면 2013년도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2.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혜관세 대상 농산물 수출액은 약 13억 3천

만 달러이며, 이 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수출

액은 약 3억 4백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이 절은 협동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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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산물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과 ASEAN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FTA 체결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가운데 ASEAN과 미국

의 비중이 전체의 89%에 이르는 한편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수출비중도 

ASEAN과 미국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으로 농산물 수출은 ASEAN 시장이 7억 5천만 달러로서 전

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미국 시장으로 4억 4천만 달러

에 32.7%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

도 미국이 2.1억 달러로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EU,

ASEAN의 순이다. 따라서 대ASEAN 및 대미국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

률을 높이는 것이 전체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의 관건이 된다.

구 분
특혜관세 대상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한·칠레 FTA 5,024 0.4 1,390 0.5 27.7

한·싱가포르 FTA 0 0.0 0 0.0 0.0

한·EFTA FTA 3,801 0.3 2,984 1.0 78.5

한·ASEAN FTA 752,447 56.6 29,538 9.7 3.9

한·인도 FTA 11,448 0.9 38 0.0 0.3

한·EU FTA 114,512 8.6 58,692 19.3 51.3

한·페루 FTA 297 0.0 79 0.0 26.6

한·미 FTA 435,084 32.7 210,196 69.2 48.3

한·터키 FTA 7,927 0.6 849 0.3 10.7

계 1,330,539 100.0 303,765 100.0 22.8

표 3-2. FTA별 농산물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 현황40

그림 3-2. FTA별 농산물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

이론적으로도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FTA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FTA(예: 한·미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의 변화

와 함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FTA(예: 한·ASEAN FTA)

의 특혜관세 활용률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3개국

과 FTA가 체결되어 있고, 각각으로의 수출이  이고 그 중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되는 금액이   라고 하면 전체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

용률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특혜관세 활용률의 변화율(   )을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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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서  


  


  


이고, 는 

 


  


  


을 의미하며 또한 각각

의 합은 1이다.

의 값은 미국 시장이 0.692로 가장 높고,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특혜

관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전체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대미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48.3%이기 때문에 이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ASEAN 시장으로의 수출은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혜

관세 활용률은 3.9%로 매우 낮아 자체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특정 시장에서 수출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경우, 전체 수출에서 차

지하는 해당 시장의 수출비중 변화율()도 같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도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면 전체 수출에

서의 특혜관세 활용도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ASEAN과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되 수출증가율보다도 특혜관세 활

용률을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유별 수출액과 특혜관세 

활용도를 보면 HS 05류, 19류, 21류, 24류의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일 필요

가 있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특혜관세대상 농산물 수출액을 유별로 

구분해 보면 05류(기타동물성생산품), 19류(곡물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

와 21류(조제식료품), 24류(담배류)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22류(음료 

및 주류), 12류(채유종자 등), 17류(당류와 설탕과자)이다.

그런데 19류, 21류, 22류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비중도 높아 이

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

러 05류(기타동물성생산품), 12류, 24류의 경우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이 부류의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전체 특혜관세 활

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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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세번

특혜관세 대상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금액(천 달러) 비중 금액(천 달러) 비중

전체 1,330,539 100.0 303,765 100.0 22.8

01류 127 0.0 0 0.0 0.0

02류 26,385 2.0 70 0.0 0.3

04류 6,470 0.5 3,051 1.0 47.2

05류 169,709 12.8 235 0.1 0.1

06류 3,955 0.3 1,851 0.6 46.8

07류 24,106 1.8 12,494 4.1 51.8

08류 21,246 1.6 2,319 0.8 10.9

09류 4,870 0.4 218 0.1 4.5

10류 923 0.1 328 0.1 35.6

11류 23,010 1.7 3,592 1.2 15.6

12류 56,771 4.3 2,655 0.9 4.7

13류 18,687 1.4 3,734 1.2 20.0

14류 17 0.0 1 0.0 5.0

15류 21,594 1.6 5,526 1.8 25.6

16류 31,249 2.3 17,638 5.8 56.4

17류 56,102 4.2 5,127 1.7 9.1

18류 4,076 0.3 190 0.1 4.7

19류 221,953 16.7 83,134 27.4 37.5

20류 26,562 2.0 9,836 3.2 37.0

21류 294,879 22.2 110,238 36.3 37.4

22류 124,718 9.4 38,834 12.8 31.1

23류 24,684 1.9 228 0.1 0.9

24류 168,446 12.7 2,464 0.8 1.5

표 3-3. 농산물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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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산물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

2.2. ASEAN 시장

ASEAN 시장으로의 농산물 수출에 따른 특혜관세 활용률은 4%에 불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특혜관세 대상 농산물 총 7억 5천만 달러 

수출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은 약 3천만 달러로 FTA 특혜관세 활용

률은 3.9% 수준이다. 수출이 HS 05류(기타동물성생산품), 11류(제분공업

의 생산품), 15류(동·식물성 기름과 유지, 납), 17류(당류와 설탕과자), 19

류(곡물조제품), 21~24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부류의 수출은 비중도 

작으며, 특혜관세 활용률도 매우 낮다. 특히 HS 05류, 11류, 17류, 22~24류

는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큰 데도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

다. 그나마 HS 15류, 21류(조제식료품)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ASEAN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HS 05류, 11류,

15류, 17류, 19류, 22류, 24류 중심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SEAN으로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담배, 커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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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음료, 과당, 라면, 닭고기, 옥수수전분, 인삼, 딸기, 비스킷, 대두박,

설탕, 맥주, 잎담배, 쇼트닝, 인스턴트면, 감, 팽이버섯, 아이스크림, 옥수수

유, 조제분유, 소주, 혼합조미료, 단일과실조제품, 젤라틴, 국수, 배, 오리고

기, 김치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HS 05류(기타동물성생산품), 15류(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납), 19류(곡물, 밀크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 21

류(조제식료품), 22류(음료), 24류(담배류) 등에 포함되어 있다.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금액(천 달러) 비중 금액(천 달러) 비중

전체 752,447 100.0 29,538 100.0　 3.9

01류 126 0.0 0 0.0 0.0

02류 26,156 3.5 0 0.0 0.0

04류 1,469 0.2 0 0.0 0.0

05류 169,299 22.5 0 0.0 0.0

06류 63 0.0 0 0.0 0.0

07류 6,027 0.8 462 1.6 7.7

08류 15,945 2.1 26 0.1 0.2

09류 1,298 0.2 0 0.0 0.0

10류 462 0.1 5 0.0 1.0

11류 16,066 2.1 0 0.0 0.0

12류 44,510 5.9 437 1.5 1.0

13류 6,640 0.9 21 0.1 0.3

14류 16 0.0 0 0.0 0.0

15류 17,670 2.3 2,818 9.5 15.9

16류 4,600 0.6 0 0.0 0.0

17류 47,000 6.2 29 0.1 0.1

18류 2,656 0.4 0 0.0 0.0

19류 76,023 10.1 3,841 13.0 5.1

20류 5,682 0.8 41 0.1 0.7

21류 147,080 19.5 21,009 71.1 14.3

22류 50,453 6.7 68 0.2 0.1

23류 23,165 3.1 0 0.0 0.0

24류 90,039 12.0 781 2.6 0.9

표 3-4. 한·ASEAN FTA에서 농산물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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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ASEAN FTA에서 농산물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

한편 신선농산물로 수출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딸기와 배 등의 특혜관

세 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HS 06~08류는 그 대부분이 신선

농산물로 현재 특혜관세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어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통해 수출수익률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3. 미국 시장

미국 시장으로의 농산물 수출에 따른 특혜관세 활용률은 48%로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3년 총 4억 4천만 달러 특혜관세 대상 농산물 수

출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은 약 2억 1천만 달러로 FTA 특혜관세 활

용률은 48.3% 수준이다. 수출이 HS 07류(식용채소), 13류(락, 검 등), 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등의 조제품), 19류(곡물조제품), 21류(조제식료품), 22

류(음료 및 주류), 24류(담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혜관세 활용률은 부

류마다 차이를 보여 HS 09류, 12~13류, 18류, 24류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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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로 낮은 반면 HS 08, 10, 17류, 21, 23류는 60% 이상이다. 미국 시장

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HS 07류, 13류, 19류, 21~24류 

중심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금액(천 달러) 비중 금액(천 달러) 비중

전체 435,084 100.0 210,196 100.0 48.3

01류 0 0.0 0 0.0 0.0

02류 221 0.1 70 0.0 31.8

04류 4,911 1.1 3,036 1.4 61.8

05류 410 0.1 235 0.1 57.3

06류 2,080 0.5 1,263 0.6 60.8

07류 11,217 2.6 7,311 3.5 65.2

08류 2,987 0.7 2,023 1.0 67.7

09류 3,129 0.7 209 0.1 6.7

10류 302 0.1 210 0.1 69.5

11류 6,470 1.5 3,468 1.7 53.6

12류 3,381 0.8 507 0.2 15.0

13류 11,272 2.6 3,700 1.8 32.8

14류 1 0.0 1 0.0 100.0

15류 2,166 0.5 1,659 0.8 76.6

16류 13,275 3.1 7,738 3.7 58.3

17류 4,331 1.0 3,959 1.9 91.4

18류 1,236 0.3 174 0.1 14.1

19류 107,713 24.8 55,400 26.4 51.4

20류 15,896 3.7 7,775 3.7 48.9

21류 125,149 28.8 79,678 37.9 63.7

22류 56,716 13.0 30,478 14.5 53.7

23류 190 0.0 135 0.1 70.8

24류 62,031 14.3 1,166 0.6 1.9

표 3-5. 한·미 FTA에서 농산물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 현황 47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농산물은 담배, 음료, 라면, 배, 비스킷, 젤라틴,

인삼, 국수, 곡류조제품, 소주, 고추장, 베이커리반죽, 빵, 커피조제품, 인스

턴트면, 아이스크림, 팽이버섯, 김치, 간장, 밤, 혼합조미료, 발효유, 고추, 맥

주, 된장, 냉면, 과실조제품, 유자차, 감귤 등이다. 이들 품목은 대개 미국으

로 수출되는 HS 07류, 08류, 16류, 19류, 21류, 22류, 24류에 해당하며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도를 올리는 맞춤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HS

07류는 대개가 국산 농산물로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한·미 FTA에서 농산물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

2.4. EU 시장

EU 시장의 경우 2013년 특혜관세 대상 농산물 수출은 총 1억 1,400만 

달러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은 약 5,869만 달러로 FTA 특혜관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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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금액(천 달러) 비중 금액(천 달러) 비중

전체 114,512 100.0 58,692 100.0 51.3

01류 0 0.0 0 0.0 0.0

02류 0 0.0 0 0.0 0.0

04류 89 0.1 15 0.0 17.3

05류 0 0.0 0 0.0 0.0

06류 1,812 1.6 588 1.0 32.3

07류 6,817 6.0 4,677 8.0 68.6

08류 1,947 1.7 270 0.5 13.9

09류 287 0.3 10 0.0 3.4

10류 157 0.1 113 0.2 72.4

11류 458 0.4 114 0.2 25.0

12류 2,432 2.1 1,390 2.4 57.2

13류 5 0.0 4 0.0 85.1

14류 0 0.0 0 0.0 0.0

15류 1,151 1.0 854 1.5 74.2

16류 12,996 11.3 9,802 16.7 75.4

17류 3,281 2.9 768 1.3 23.4

18류 143 0.1 16 0.0 11.1

19류 32,536 28.4 20,491 34.9 63.0

20류 4,848 4.2 1,945 3.3 40.1

21류 19,111 16.7 9,216 15.7 48.2

22류 15,603 13.6 7,890 13.4 50.6

23류 82 0.1 63 0.1 77.4

24류 10,758 9.4 464 0.8 4.3

표 3-6. 한·EU FTA에서 농산물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용률은 51.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EU 수출은 HS 07류(식용 

채소), 16류(육류, 어류, 각갑류의 조제품), 19류(곡물조제품), 21류(조제식

료품), 22류(음료 및 주류), 24류(담배류)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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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률은 부류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HS 07류, 10류, 15~16류 19류는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이다. EU 시장으로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HS 06류, 08류, 17류, 20류, 21류, 24류 중심으로 특혜관

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U로 수출되는 주요 농산물은 라면, 음료, 젤라틴, 새송이버섯, 단일과

실조제품, 담배, 인스턴트면, 김치, 국수, 인삼, 면, 선인장, 커피조제품, 담

배, 감귤, 비스킷, 곡류조제품, 고추장, 간장, 팽이버섯, 베이커리반죽, 녹차,

당면, 소주 등이다. 이들 품목은 대개 EU로 수출되는 HS 07류, 13류, 19

류, 21류, 22류, 24류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도를 올리는 

맞춤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한·EU FTA에서 농산물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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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소결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무역에서 FTA 국가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제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교역이 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FTA 특혜관세 

활용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추세를 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나타나 수출입 간 특세관세 활용률은 2012년 36.2%p에서 

2013년 40.3%p로 확대되었다. 또한, FTA별로도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이

하였다. FTA별로 농산물 수출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수입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년)을 보면, 한·칠레와 한·페루는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한·EU, 한·ASEAN은 60~70% 대로 저조하였다.

수출의 경우에도 EFTA, 미국, EU 등과의 FTA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ASEAN, 인도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수출증대 방안으로 수출입, FTA별 상이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ASEAN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수출을 늘리는 것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가운데 

ASEAN과 미국의 비중이 전체의 89%에 이르는 한편 특혜관세 적용을 받

는 수출비중도 ASEAN과 미국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제고의 효

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시장별 전략으로 ASEAN 시장에서는 특

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HS 05류, 15류, 19류, 21류, 24류 중심으

로 특혜관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HS 07류,

13류, 19류, 21~24류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 제고 방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별 수출액과 특혜관세 활용도를 보면 HS 05류,

12류, 17류, 19류, 21~22류, 24류 등에서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농산물 수출액을 유별로 구분해 보

면 19류(곡물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 21류(조제식료품), 22류(음료 및 주

류), 24류(담배류)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05류(동물성 생산품)와 12

류(채유종자 등)이다. 그런데 19류, 21류, 22는 특혜관세의 적용 비중도 높

아 이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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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통해 FTA 체결상

대국에서 시장 선점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FTA 관

세양허 계획 검토를 통해 관세율 수준, 인하폭 및 기간을 점검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효된 

9건 FTA의 주요 농산물 관세양허 내용을 정리하고, FTA 체결국별 세번별 

특혜관세의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FTA 이행에 따른 연차별 

관세절감 효과를 계측하고 이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FTA 체결국의 특혜관세 현황 및 특징

1.1. FTA 체결국별 특혜관세 양허안

FTA 체결국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4년 한·

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4년 5월 한·캐나다 FTA까지 현재 총 51개국

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9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한 FTA 특혜관세가 인하되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로부터 FTA 체결국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품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특혜관세 수준

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 발효된 9개 체결국 측의 주요 농산물 관

세양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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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한·칠레 FTA

(2004년 4월 발효)

729품목

- 즉시철폐 677개 품목(92.9%)

- 10년 철폐(쇠고기, 쌀 등) 10개 품목(1.4%)

- 양허제외 42개 품목(5.8%)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발효)

6품목

- 모든 품목 즉시철폐

※ 단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은 실행관세 적용

한·EFTA FTA

(2006년 9월 발효)

- 가공농산물 ⇒ 본 협정, 기초농산물 ⇒ 양자협정을 통

해 규정

- 기초농산물의 관세철폐율: 스위스(51%), 노르웨이(61%),

아이슬란드(67%)

- 아이슬란드: 사과, 배, 쌀 발효주, 김치 무관세, 버섯류

등은 즉시철폐

- 노르웨이: 김치는 96% 감축, 사과, 배는 계절관세 적용

- 스위스: 즉시철폐(김치, 쌀 발효주), 쿼터 및 계절관세

(사과, 배)

한·ASEAN FTA

(2007년 6월 발효)

- 일반 또는 민감(일반민감,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양허

- 일반품목군의 관세는 ’10년 완전 철폐(선발 가맹 6개

국), 베트남은 ’16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8년

철폐예정

- 6개 국가의 수입관세는 대부분 ’12년부터 무관세

- 베트남 등 후발가맹국은 ’12년 이후에도 5～50% 관세 부과

- 10% 이상 기준세율 철폐품목: 고추, 무, 딸기, 파프리

카, 백합, 장미,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한·인도 CEPA

(2010년 월 발효)

- ’17년까지 1～5%로 감축: 쇠고기, 돼지고기 등 9(HS

6단위 기준)품목

- ’19년까지 50% 감축: 보리, 녹차, 닭고기, 감, 강낭콩,

(절단육), 인삼, 딸기 등

- 양허제외 쌀, 무, 감자, 고구마, 고추, 사과, 견과류, 밀

가루 등

한·EU FTA

(2011년 7월 발효)

2,064품목

- 즉시철폐 1,896개 품목(91.8%): 닭고기, 아이스크림, 면

류, 돼지고기, 맥주, 화훼류, 비스킷, 인조꿀, 녹차, 음

료, 간장 등

- 3～5년 철폐 129개 품목(6.3%): 고추류, 천연꿀, 쇠고기,

표 4-1. 기체결 FTA의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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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마늘,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오렌지, 감귤, 등

- 쌀은 양허제외, 배는 계절관세(8～12월)

한·페루 FTA

(2011년 8월 발효)

961품목

- 즉시철폐 663개 품목(69.0%)

- 5년내 철폐 812개 품목(84.5%)

- 양허제외 5개 품목(0.5%)

한·미 FTA

(2012. 3. 15 발효)

1,813품목

- 즉시철폐 1,065개 품목(58.7%): 라면, 배, 주류, 간장,

조제식료품, 음료, 삼계탕 등

- 2～7년 철폐: 대두유, 버섯, 호두, 자두, 아이스크림, 담

배, 채소 등

- 10～15년 철폐: 차, 설탕, 멥쌀, 쇠고기, 치즈

- 10년 철폐 및 TRQ: 낙농품(300톤)

한·터키 FTA

(2013년 5월 발효)

2,612품목

-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 양허

- 즉시철폐 480개 품목(18.4%): 커피, 김치, 면류, 소주 등

- 5년 내 철폐: 542개 품목(20.7%): 인삼류, 선인장, 장미

- 10년 내 철폐: 1,377개 품목(52.7%): 잎담배, 양배추,

오이, 감자, 콩

- 양허제외 1,060개 품목(40.6%): 혼합주스, 파인애플, 체

리, 살구, 닭고기, 유장, 치즈, 벼 등

자료: 외교통상부; 관세청(2014); 문한필 외(2014).

그림 4-1. 기체결 FTA 체결국의 농산물 관세양허 현황

자료: 이투데이(2014. 6. 19.) 5면 일부 편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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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세부 내역 기준세율
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감귤 신선 10% 즉시철폐 즉시철폐

고추 신선, 냉장 20% 즉시철폐 즉시철폐

김치 조제저장처리 10% 즉시철폐 즉시철폐

단감 신선 10% 즉시철폐 즉시철폐

딸기 신선 15% 즉시철폐 즉시철폐

막걸리 곡물발효주 5% 양허제외 양허제외

무 신선 20% 즉시철폐 즉시철폐

밤 탈각/미탈각 3% 즉시철폐 즉시철폐

배 신선 7% 즉시철폐 즉시철폐

사과 신선 7% 즉시철폐 즉시철폐

새송이버섯 신선/냉장 10% 즉시철폐 즉시철폐

유자차 조제 10% 즉시철폐 즉시철폐

인삼 홍삼, 백삼 3% 즉시철폐 즉시철폐

선인장 - 3% 즉시철폐 즉시철폐

백합 절화/신선 15% 즉시철폐 즉시철폐

장미 절화 15% 즉시철폐 즉시철폐

채소종자 기타 1% 즉시철폐 즉시철폐

파프리카 신선 20% 즉시철폐 즉시철폐

팽이버섯 신선/냉장 10% 즉시철폐 즉시철폐

표 4-2.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별 ASEAN의 양허 내용

가. 한·ASEAN FTA

ASEAN 주요국별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 결과에 의하면, 상호대응세율

제도에 따라 일부품목(민감)의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용인하였다.

일반품목군의 관세철폐는 선발 가맹 6개국의 경우 2010년에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2012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후발 가맹국인 베트남은 2016년까지,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18년까지 일

반품목군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등 후발 가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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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세부 내역
한·미 FTA

기준세율 양허안

감귤 신선 1.9c/kg 즉시철폐

고추 신선, 냉장 4.4c/kg 즉시철폐

김치 조제저장처리 11.2% 즉시철폐

단감 신선 2.2% 즉시철폐

딸기 신선 0.5〜1.1c/kg 즉시철폐

막걸리 곡물발효주 3c/lt 즉시철폐

무 신선 2.7% 즉시철폐

밤 탈각/미탈각 0% 즉시철폐

배 신선
0.3c(7.1-3.31)
0(4.1-6.30)

즉시철폐

새송이버섯 신선/냉장 8.8c/kg+20% 5년 철폐

유자차 조제 11.3c/kg 즉시철폐

인삼 홍삼, 백삼 0% 즉시철폐

선인장 - 1.9% 〜6.8% 즉시철폐

백합 절화/신선 6.4% 즉시철폐

장미 절화 6.8% 즉시철폐

채소종자 기타 1.5c/kg 즉시철폐

파프리카 신선 4.7c/kg 즉시철폐

팽이버섯 신선/냉장 8.8c/kg+20% 5년 철폐

표 4-3.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별 미국의 양허 내용

2012년 이후에도 주요관심품목에 한해 5~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0년도에 관세가 철폐된 품목으로는 태국의 경우 라면, 비스킷, 딸기(신

선) 등이며, 인도네시아는 라면, 옥수수전분, 아이스크림, 배(신선) 등이고,

말레이시아는 커피엑스, 옥수수전분, 라면, 딸기(신선) 등이 있다.

나. 한·미 FTA

농산물의 경우 미국은 우리에게 품목 수 기준 58.7%, 대미 수출액 기준 

8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주요 즉시철폐 품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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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세부 내역
한·EU FTA

기준세율 양허안

감귤 신선 16%(계절관세) 5년 철폐

고추 신선, 냉장 0% 즉시철폐

김치 조제저장처리 17.6% 즉시철폐

단감 신선 8.8% 즉시철폐

딸기 신선 11.2% 즉시철폐

막걸리 곡물발효주 €5.76/hl 즉시철폐

무 신선 13.6% 즉시철폐

밤 탈각/미탈각 5.6% 즉시철폐

배 신선 7.2%
5년 철폐(8.1-12.31)
즉시철폐(1.1〜7.31)

새송이버섯 신선/냉장 6.4% 즉시철폐

유자차 조제 18.4% 즉시철폐

인삼 홍삼, 백삼 0% 즉시철폐

선인장 - 8.3% 즉시철폐

백합 절화/신선 8.5% 즉시철폐

장미 절화 8.5% 즉시철폐

채소종자 기타 3% 즉시철폐

파프리카 신선 7.2% 즉시철폐

팽이버섯 신선/냉장 6.4% 즉시철폐

표 4-4.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별 EU의 양허내용

로는 음료, 주류, 간장, 된장, 라면, 배, 고추장, 삼계탕, 조제식료품, 김치 

등이며, 아이스크림, 버섯 등 기타 품목(22.7%)에 대해서는 대부분 5년 이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 한·EU FTA

EU는 즉시 관세철폐를 품목 수 기준 91.8%, 대EU 수출액 기준 88.3%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음료는 0~33.6%, 면류 및 비스킷은 복합세,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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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등으로 양허하였다. 일부 채소 및 과일품목(16개 세번: 감귤, 복숭아,

자두, 토마토, 호박 등)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

다. 한ㆍEU FTA 설명 자료에 따르면, 시장진입가격제도란 EU로 수입되는 

채소 및 과일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

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 한·EFTA FTA

EFTA 국가들은 우리에게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스란드 67%

수준의 농산물을 양허한 가운데, EFTA 측은 우리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

해 양허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사과, 배, 쌀, 발효주, 김치 등에 대해 무관세

이며 버섯류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하였다. 노르웨이는 김치에 대해 96%

관세 감축, 사과·배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사과의 경우 12~4월, 배 12

월~8월까지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스위스는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사과와 배는 TRQ 내지 계절관세를 통해 일부 

양허하였다.

1.2. FTA 협정별 농산물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현황과 전망

FTA 체결국이 우리나라 농산물에 적용하는 특혜관세 혜택은 주요 수출

촉진 요인으로서 FTA 체결에 따른 차별적인 수출관세 적용은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체결국별 및 품목군별 특혜관세 수

준을 비교하기 위해 발효 이후 당해 연도 및 다년간의 FTA 특혜이윤

(Preferential Margin; PM, %)6을 계측하였다. 이를 통해 FTA 체결국에서 

6 FTA 체결 이전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체결 이후 FTA 특혜관세율 간 차이

(OECD 2007)를 나타내며 0과 100 사이의 백분율 값을 갖도록 표준화하여 관

세수준 상호 비교를 용이하게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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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결국산 농산물보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얼마나 시장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FTA 체결에 의한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FTA 특혜이윤은 다음 식을 활

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

 










 




×

여기서 
은 체결 이후 양허관세 즉, FTA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는 체결 이전 양허관세 즉,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 관세이며, FTA 체결로 관세가 매년 감축된다고 가정하면 

특혜이윤(PM)은 점차 커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 미국

<그림 4-2>는 2013년 기준 HS 2단위 품목군별 특혜이윤을 나타낸 것이

며 평균적으로 2.14% 수준의 특혜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특

혜이윤이 높은 상위 5개 품목군에는 24류 연초가 16.46%로 가장 높은 가

운데, 다음으로 17류 당류(4.28%), 4류 낙농품(4.09%), 7류 채소(3.44%),

20류 채소·과일조제품(3.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2류 채유용종

자(0.26%), 5류 기타동물성생산품(0.31%), 23류 조제사료(0.46%) 등은 특

혜이윤이 미미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연초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경쟁력이 약 

16.5%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채유용종자(0.26%)는 가격경쟁력 증가가 거

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차별 평균 특혜이윤을 보면 평균적으로 발효 초기연도에는 

1.2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0년 차에 5.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연초의 경우 8.23% 수준이었으나 10년차에는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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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HS 2단위 품목류별 특혜이윤 분포(미국, 2013)

자료: 한·미 FTA 양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52.83%까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낙농품은 2.04%에서 11.08%로,

채소과실의 조제품도 1.69%에서 9.20%까지 특혜이윤이 확대될 것으로 계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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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초기연도
(2012년)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차

01류 산동물 0.34 0.73 0.76 0.76 0.76

02류 육류 0.59 1.65 2.57 2.99 3.24

04류 낙농품 2.04 6.09 9.89 11.08 11.08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0.15 0.34 0.42 0.42 0.42

06류 산수목, 꽃 1.08 2.17 2.17 2.17 2.17

07류 채소 1.72 4.94 7.25 7.68 7.83

08류 과실,견과류 0.92 2.57 3.76 3.91 3.91

09류 커피,향신료 0.29 0.57 0.57 0.57 0.57

10류 곡물 0.30 0.78 1.11 1.45 1.95

11류 밀가루, 전분 1.34 3.04 3.53 3.53 3.53

12류 채유용종자, 인삼 0.13 0.26 0.26 0.26 0.26

13류 식물성엑스 0.43 0.86 0.86 0.86 0.86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0.54 1.08 1.08 1.08 1.08

15류 동물성유지 0.93 2.26 2.94 3.19 3.19

16류 육,어류조제품 1.12 2.90 3.49 3.67 3.88

17류 당류,설탕과자 2.14 5.07 5.60 5.80 5.81

18류 코코아 0.72 2.16 3.13 3.13 3.13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1.45 3.62 4.84 4.97 4.97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69 5.03 7.59 8.69 9.20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56 3.93 5.04 5.28 5.28

22류 음료,주류,식초 0.38 0.96 1.36 1.59 1.59

23류 조제사료 0.23 0.53 0.62 0.62 0.62

24류 연초 8.23 21.01 30.10 39.19 52.83

평균 1.23 3.15 4.30 4.91 5.57

표 4-5. 한·미 FTA에서 연차별 품목군별 특혜이윤(PM) 전망

단위: %

자료: 한·미 FTA 양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나. EU

특혜이윤이 높은 상위 5개 품목군은 20류 채소·과일조제품(15.1%), 1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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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어류조제품(9.78%), 11류 밀가루·전분(8.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품목군에는 5류 기타동물성생산품(0.31%), 12류 채유용종자(1.52%),

23류 조제사료(1.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HS 2단위 품목류별 특혜이윤 분포(EU, 2013)

자료: 한·EU FTA 양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한·EU FTA의 경우 체결국의 양허기간이 대부분 5년 이내 설정되어 있

으며 연차별 평균 특혜이윤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초기연

도의 평균 특혜이윤은 5.41%, 5년 차에 6.73%로 약 1.32%p 증가가 예상되

었다.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연초의 특혜이윤 증

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는 초기연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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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
초기연도
(2011년)

3년 차 5년 차

01류 산동물 2.00 2.00 2.00

02류 육류 4.21 4.21 4.21

04류 낙농품 2.38 2.38 2.38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0.10 0.31 0.42

06류 산수목, 꽃 5.52 5.52 5.52

07류 채소 5.52 5.89 6.20

08류 과실,견과류 6.30 6.77 7.24

09류 커피,향신료 4.57 4.57 4.57

11류 밀가루, 전분 8.76 8.76 8.76

12류 채유용종자, 인삼 1.52 1.52 1.52

13류 식물성엑스 4.73 4.73 4.73

15류 동물성유지 6.11 6.11 6.11

16류 육,어류조제품 7.54 9.78 11.25

17류 당류,설탕과자 6.91 8.22 9.53

18류 코코아 7.41 7.41 7.41

19류 곡물,곡분조제품 6.65 8.61 9.59

20류 채소,과실조제품 15.08 15.10 15.13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8.27 8.27 8.27

22류 음료,주류,식초 3.30 3.30 3.30

23류 조제사료 1.81 1.81 1.81

24류 연초 4.88 14.64 21.40

평균 5.41 6.19 6.73

표 4-6. 한·EU FTA에서 연차별, 품목군별 특혜이윤(PM) 전망

단위: %

주: 10류 및 14류는 즉시철폐 대상이며 발효 이후 5년 관세철폐임.

자료: 한·EU FTA 양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다. 인도

인도의 경우 평균 특혜이윤은 10.96%로 미국과 EU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위 품목군에는 07류 채소가 1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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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류 커피·향신료(18.92%), 02류 육류(11.88%) 등에서 평균 10%대 이상의 

특혜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반면 12류 채유용종자

(6.16%), 15류 동물성유지(6.21%), 23류 조제사료(6.39%) 등은 특혜이윤이 

앞서 분석한 FTA의 특혜이윤보다는 크지만 한·인도 FTA 내에서는 미미

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림 4-4. HS 2단위 품목류별 특혜이윤 분포(인도, 2013)

자료: 한·인도 FTA 양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한·인도 FTA에서 발효 초기연도 평균 특혜이윤은 3.45% 발생하였으나 

연차별 관세 감축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년 차에는 무려 

23.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 중에는 커피·향신료의 경우 초

기연도에는 4.73% 수준이었으나 10년 차에는 무려 47.31%까지 특혜이윤

이 확대될 것으로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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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
초기연도
(2010년)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

01류 산동물 2.53 6.87 11.22 15.56 17.99

02류 육류 2.97 8.91 14.85 20.78 24.15

04류 낙농품 2.88 8.65 14.42 20.19 23.08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2.51 8.24 14.03 19.83 22.73

06류 산수목, 꽃

07류 채소 17.14 18.46 19.78 21.10 23.08

08류 과실,견과류 2.19 6.58 10.96 15.34 21.92

09류 커피,향신료 4.73 14.19 23.65 33.12 47.31

10류 곡물 0.00 0.00 0.00 0.00 0.00

11류 밀가루, 전분 4.97 9.58 14.19 18.79 25.13

12류 채유용종자, 인삼 1.54 4.62 7.70 12.05 18.43

13류 식물성엑스 2.57 7.84 13.12 18.39 21.02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2.42 7.27 12.12 16.96 23.08

15류 동물성유지 1.55 4.66 9.27 15.61 25.11

16류 육,어류조제품 2.88 8.65 14.42 20.19 23.08

17류 당류,설탕과자 2.44 7.33 12.22 17.10 20.23

18류 코코아 2.88 8.65 14.42 20.19 23.08

19류 곡물,곡분조제품 2.78 8.33 13.88 19.44 23.08

20류 채소,과실조제품 2.78 8.34 13.89 19.45 23.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84 8.51 14.18 19.86 23.08

22류 음료,주류,식초 2.88 8.65 14.42 20.19 23.08

23류 조제사료 1.57 4.72 8.11 11.56 16.31

24류 연초

평균 3.45 8.45 13.54 18.79 23.40

표 4-7. 한·인도 FTA에서 연차별 품목군별 특혜이윤(PM) 전망

단위: %

자료: 한·인도 FTA 양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나머지 FTA 중 한·칠레, 싱가포르 FTA의 경우 발효 즉시 대부분 품목

의  관세가 철폐(약 5%)되었고, 한·ASEAN FTA의 경우 국가별 양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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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PM를 계측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터

키 및 페루 자유무역협정의 경우는 다음의 <표 4-8>을 통해 특혜이윤의 현

황 및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초기연도에 2.73%의 특혜이윤이 발생하

였고 향후 10년 차에는 2.97%로 증가세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반면, 가장 최근에 발효된 터키의 경우 특혜이윤이 동 기간 2.95%에서 

8.61%로 약 2.5배 증가가 예상되어 터키 시장에서의 수출가격경쟁력은 향

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초기연도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

미국 1.23 3.15 4.30 4.91 5.57

EU 5.41 6.19 6.73 6.73 6.73

페루 2.73 2.77 2.83 2.86 2.97

인도 3.45 8.45 13.54 18.79 23.40

터키 2.95 4.71 5.89 7.03 8.61

칠레 5.54 5.56 5.59 5.62 5.66

평 균 3.55 5.14 6.48 7.66 8.82

표 4-8. 주요 FTA의 연차별 특혜이윤(PM) 전망 종합

단위: %

자료: 각 FTA별 양허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2. FTA 관세절감 효과 분석

이 절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연차별 수출관세가 인하되어 관세절감액

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 수출에 따른 관세절감액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EU를 대상으로 품목군별 

FTA의 관세절감 효과를 세부적으로 계측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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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세절감 분석 방법

FTA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절감액은 크게 관세절감가

능액 과 실제 관세절감액 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관세절감가능액은 MFN

실행세율과 FTA 특혜관세의 차에 수출액을 곱해 금액으로 추계 할 수 있

으며, ② 실제 관세절감액은 관세절감가능액 에 FTA 수출 활용률을 곱하

여 추계할 수 있다. 추계공식은 다음 식과 같다.

관세절감가능액  수출액× 실행세율 특혜관세

실제관세절감액   수출활용률×관세절감가능액

이처럼 실제 관세절감액이 관세절감가능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산

물의 FTA 수출 활용률과 같으며 FTA 수출 활용률이 100%에 달하면 실제 

관세절감액은 관세절감가능액과 같아지게 된다. 2013년도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 자료를 이용하여 FTA 체결국 중 수출규모가 큰 미국과 EU 수

출에서의 관세절감액7을 추계하였다. 관세절감액 추계에 사용된 자료는 한

국관세무역개발원의 우리나라의 대미국, 대EU 2013년 수출액을 사용하였

7 세계적으로 HS-6단위까지는 공통이기는 하나 실제 국가별 품목분류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운영하는 HS-6단위에는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서 A라는 상품이 HS XXXX.XX 로 분류가 되는데 상대국에서는 A라는 상품

을 HS XXXX.ZZ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세부단위로 분석을 할수록 

편의(Bias)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짐. 또한 관세는 수출액에 보험료와 운송료 

등이 합쳐진 금액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액이 아닌 상대국의 수입액

(CIF)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나 HS-2단위 기준으로도 우리나

라 수출액과 상대국의 수입액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FTA 수

출 활용률을 계산할 때 사용한 우리나라 수출액을 기준으로 관세절감액을 계

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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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과 EU의 MFN 실행세율과 우리나라와의 FTA 특혜관세는 WTO의 

2013년 HS 2단위 평균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2.2. 관세절감 추계 결과

가. 국가별

2013년 미국과 EU 농산물(HS 01~24류, 단 03류 제외) 수출에서 절감

할 수 있는 총관세액의 합계는 약 4,080만 달러이며 이 중 절감한 관세액

은 1,869만 달러이다. 미국과 EU의 FTA 수출 활용률은 45.8%이며 FTA

활용률을 100% 활용할 경우 약 2,211만 달러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절감

할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로 인한 관세가 감축 중임을 고려하면 

수출액이 동일할 경우 향후 절감할 수 있는 관세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절감가능액과 실제 관세절감액의 차가 큰 항목은 24류 연초가 774

만 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19류 곡물 곡분조제품(595만 달러), 21류 

기타조제식료품(454만 달러), 22류 음료 주류 식초(76만 달러)의 순서로 

계측되었다.

이들 4개 항목에서 절감 가능한 관세액은 1,899만 달러로 전체의 85.9%

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24류 연초가 2.4%로 매

우 낮으며, 19류는 54.5%, 21류는 61.1%, 22류는 53.4% 수준이다. 관세절

감가능액이 큰 연초, 곡물·곡분, 기타조제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등의 품

목군에서 관세절감이 부진하다. 가공농산물은 FTA 활용률이 극히 낮은 

연초(2.7%)를 제외할 경우 기초농산물이나 반가공농산물에 비하여 FTA

활용률이 높아져 비중상으로는 향후 관세절감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가공 농산물은 수출액이 크고 상대국의 현행관세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FTA 활용률을 제고함에 따라 향후 관세절감액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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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 명칭

합계(미국+EU)

관세절감
가능액(A)

실제 관세
절감액(B)

차액
(A-B)

FTA
활용률

01류 산동물 - - - 0.0%

02류 육류 3 0 3 1.0%

04류 낙농품 668 8 660 1.1%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2 0 2 0.0%

06류 산수목·꽃 177 72 105 40.7%

07류 채소 905 609 296 67.3%

08류 과실·견과류 176 58 118 33.0%

09류 커피·향신료 30 2 28 5.8%

10류 곡물 8 6 2 71.6%

11류 밀가루·전분 164 73 92 44.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28 71 28.2%

13류 식물성엑스 116 38 78 32.9%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0 0 - 100.0%

15류 동물성유지 119 90 30 75.2%

16류 육·어류조제품 1,670 1,229 440 73.6%

17류 당류·설탕과자 667 360 307 54.0%

18류 코코아 89 12 77 13.8%

19류 곡물·곡분조제품 13,051 7,107 5,945 54.5%

20류 채소·과실조제품 1,439 628 811 43.6%

21류 기타조제식료품 11,846 7,302 4,543 61.6%

22류 음료·주류·식초 1,640 877 764 53.4%

23류 조제사료 7 5 2 71.9%

24류 연초 7,927 192 7,735 2.4%

농산물 합계 40,802 18,694 22,108

표 4-9. 우리나라의 미국/EU 수출에서의 관세절감액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출액 자료와 WTO의 관세율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대미국 수출의 경우 관세절감가능액은 3,023만 달러이며 이중 관세를 절

감한 금액은 1,354만 달러이다. 향후 FTA 활용률을 개선하였을 때 가장 

많이 관세를 감축할 수 있는 항목은 24류 연초이며 금액은 609만 달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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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 명칭

미국

관세절감
가능액(A)

실제 관세
절감액(B)

차액
(A-B)

FTA
활용률

01류 산동물 - - - 0.0%

02류 육류 3 0 3 1.0%

04류 낙농품 662 7 656 1.0%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2 0 2 0.0%

06류 산수목·꽃 52 32 20 60.8%

07류 채소 339 221 118 65.2%

08류 과실·견과류 62 42 20 67.7%

09류 커피·향신료 22 1 20 6.7%

10류 곡물 2 2 1 69.5%

11류 밀가루·전분 111 59 51 53.6%

12류 채유용종자·인삼 68 10 57 15.0%

13류 식물성엑스 116 38 78 32.8%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0 0 - 100.0%

15류 동물성유지 52 40 12 76.6%

16류 육·어류조제품 174 101 73 58.3%

17류 당류·설탕과자 300 274 26 91.4%

18류 코코아 80 11 69 14.1%

19류 곡물·곡분조제품 9,619 4,944 4,675 51.4%

20류 채소·과실조제품 579 283 296 48.9%

21류 기타조제식료품 10,275 6,545 3,730 63.7%

22류 음료·주류·식초 1,503 807 696 53.7%

23류 조제사료 6 4 2 70.8%

24류 연초 6,203 118 6,085 1.9%

농산물 합계 30,230 13,540 16,690

표 4-10. 대미국 수출에서의 관세절감액

단위: 천 달러

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출액과 WTO의 관세율 자료를 활용한 추계치임.

다. 그 다음으로 19류 468만 달러, 21류 373만 달러, 22류 70만 달러 등의 

순서로 금액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들 4개 항목이 전체 추가적인 절감가능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1%이다. 24류 연초는 향후 감축할 수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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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 명칭

EU

관세절감
가능액(A)

실제 관세
절감액(B)

차액
(A-B)

FTA
활용률

01류 산동물 - - - 0.0%

02류 육류 - - - 0.0%

04류 낙농품 5 1 4 17.3%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 - - 0.0%

06류 산수목·꽃 125 40 85 32.3%

07류 채소 566 388 178 68.6%

08류 과실·견과류 114 16 98 13.9%

09류 커피·향신료 8 0 8 3.4%

10류 곡물 6 4 2 72.4%

11류 밀가루·전분 54 13 40 25.0%

12류 채유용종자·인삼 31 18 13 57.2%

13류 식물성엑스 0 0 0 85.1%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 - - 0.0%

15류 동물성유지 67 50 17 74.2%

16류 육·어류조제품 1,496 1,128 368 75.4%

17류 당류·설탕과자 367 86 281 23.4%

18류 코코아 9 1 8 11.1%

19류 곡물·곡분조제품 3,433 2,163 1,270 63.0%

20류 채소·과실조제품 860 345 515 40.1%

21류 기타조제식료품 1,571 757 814 48.2%

22류 음료·주류·식초 137 69 68 50.6%

23류 조제사료 1 1 0 77.4%

24류 연초 1,723 74 1,649 4.3%

농산물 합계 10,572 5,154 5,418 48.8%

표 4-11. 대EU 수출에서의 관세절감액

단위: 천 달러

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출액과 WTO의 관세율 자료를 활용한 추계치임.

액이 크지만 FTA 수출 활용률은 1.9%에 불과하며 신선농산물 부분에서는 

07류 채소에서 추가적으로 12만 달러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07류 

수출의 FTA 활용률은 65.2%이다. 한편 04류 낙농품은 66만 달러를 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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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미국+EU)

관세절감가능액
(A)

실제 관세절감액
(B)

차액
(A-B)

FTA
활용률

합계 40,802 18,694 22,108 45.8%

기초(신선) 1,394 774 620 55.5%

반가공 412 206 207 49.9%

가공 38,996 17,714 21,282 45.4%

표 4-12. 가공도별 관세절감액

단위: 천 달러

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출액과 WTO의 관세율 자료를 활용한 추계치임.

축할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EU 수출의 경우 관세절감가능액은 1,057만 달러이며, 절감한 관세액은

542만 달러로 계측되었다. 대EU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48.8%로 

향후 EU 수출에서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관세액이 큰 항목은 24류 

연초이며 절감가능액은 165만 달러이다. 그러나 2013년 연초의 FTA 활용

률은 4.3% 수준에 불과하다. 24류 이외에는 19류(127만 달러), 21류(81만 

달러), 20류(52만 달러) 순서로 향후 관세절감가능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농산물 부분에서는 07류 채소에서 약 18만 달러의 관세액을 절감할 

수 있으며, 08류 과실 견과류에서 약 10만 달러의 관세절감이 가능하다.

FTA 활용률은 07류는 68.6% 수준이지만 08류는 13.9%로 낮은 수준이다.

나. 가공도별

가공도별 관세절감액 추계결과에 따르면, 대미/대EU 수출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공농산물 수출의 관세절감가능액은 4,08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기초농산물은 FTA 특혜관세 활용으로 77만 달러의 관세를 절감하였으며,

수출의 FTA 활용률은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가공농산

물 49.9%, 가공농산물 45.4% 순으로 FTA 활용률을 보였다. 가공도에 따

른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낮은 활용률 순)은 가공농산물＞반가공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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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초농산물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가공농산물＞기초(신선)농산물＞

반가공농산물 순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의 경우, 가공농산물의 관세절감가능액이 2,940만 달러로 가장 

크며 관세절감액은 1,309만 달러, 신선농산물의 관세절감가능액은 55만 달

러이며 절감액은 31만 달러로 계측되었다. 신선농산물의 FTA 활용률은 

56.5%이며, 가공농산물의 FTA 활용률은 44.5%이다.

대EU 수출의 경우, 가공농산물의 관세절감가능액은 960만 달러이며 절

감한 관세액은 462달러이다. 신선농산물의 관세절감가능액은 85만 달러이

고 절감한 관세액은 47만 달러로 계측되었으며 신선농산물의 FTA 활용률

은 54.9%로 나타났다.

미국 EU

관세절감
가능액

실제 관세
절감액

FTA
활용률

관세절감
가능액

실제 관세
절감액

FTA
활용률

합계 30,230 13,540 44.8% 10,572 5,154 48.8%

기초(신선) 545 308 56.5% 849 466 54.9%

반가공 290 141 48.7% 122 64 52.6%

가공 29,395 13,091 44.5% 9,601 4,624 48.2%

표 4-13. FTA 체결국의 가공도별 관세절감액

단위: 천 달러 

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출액과 WTO의 관세율 자료를 활용한 추계치임.

3. 요약 및 소결

FTA에 의한 차별적인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FTA 특혜이윤을 계산한 결

과, 연차별 평균 특혜이윤은 평균적으로 발효 초기연도에는 낮지만 연차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은 

FTA 체결국 수출시장에서 비체결국산 경쟁 농산물보다 시장가격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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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연차별 수

출관세가 인하되어 향후 관세절감액 또한 점차 증가될 것이다. 품목군별로

는 연초, 곡물·곡분, 기타조제식료품, 음료·주류·식초에서 관세절감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공도별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은 가공농산물, 반가공농산물,

기초(신선)농산물 순이였고, 관세절감가능액은 가공농산물, 기초농산물, 반

가공농산물 순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가공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신선 및 반가공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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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농산물 중심으로 FTA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 현황 및 특징

을 비교·분석하여 각 FTA 협정별, 품목별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별도의 13단계 엄격성 지수를 고안하여 

FTA별 농식품 분야 엄격성 지수 분포를 분석하였다.

1. 원산지 규정 이론8 및 농산물 원산지 규정 현황

1.1. 원산지의 중요성 

원산지란 동식물의 산지나 공산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국가를 의미하며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동식물의 경우 원재료나 당해 

상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FTA 관세특례법 

제2조(정의)에서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

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는 국가를 원산지로 정의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생산, 가공,

8 원산지 규정 이론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2년 6

월에 발간한 FTA 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에서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재인용 및 발췌,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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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쿠바에서 태어나 칠레에서 1년간 사육된 돼지가 도축되어 삼겹살로

우리나라에 수입

1. 일반적인 원산지기준: 돼지의 원산지는 출생국 또는 2개월 이상 사육한 나라

☞ 칠레에서 1년간 사육이 되었으므로 원산지는 칠레

2. 한-칠레 FTA의 원산지기준: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이라는 원산지기준을 적용

☞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칠레에서 사육된 돼지고기는 칠레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료: 이명호(2010: 18-19).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청아.

표 5-1. 원산지 규정 비교 사례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판

단하고 있다.

FTA는 WTO와 달리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나 특정 국가 

또는 특정경제연합 간 이루어지는 특혜무역체제이다. 그러므로 원산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FTA는 무조건적인 관세철폐나 인하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양국 간 협상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부합할 때 적용하는 조건

부 관세철폐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국가의 원산지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 FTA 협정체결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규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우회수입의 방지를 위해 원산지 확인이 강

조되며 FTA 교역의 전제조건으로서 FTA 체결국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9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에 비하여 FTA

원산지 규정은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일반적인 수출입거래에서 원산지 규

정과 FTA 원산지 규정 모두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의 범위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9 서창희. 2011. 3. “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를 둘러싼 분쟁- 스위스산 금괴 관

세추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연구 15(1):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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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다. FTA는 체결국 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협정당사국을 원산

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되며 체결국 간 무역창출효과

를 발생시킨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출은 가능하

지만 FTA 관세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역외국 상품에 대해 상대

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원산지 규정은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FTA 체결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해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역외국가의 물품이 역내국

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게 된다. 또한 역외 국가는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인위적 경쟁력 저

하를 역내 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상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2. 원산지 결정기준의 체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체결국별로 협정 

및 품목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

(General Rules)과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분류되며 양자

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총칙규

정으로서의 일반기준과 당해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의 품

목별 기준이 있다.

협정체계상 일반기준은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고 품목별기준은 

별표로 규정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품이 한 국가에서 완전하게 생산되

는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실

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

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기준을 조합하거나 

선택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 다양한 기준의 특

례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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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

가. 일반기준 - 기본원칙

일반기준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된 기본원칙과 품목

별 기준의 엄격성 및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칙은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완전생산기준,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은 

허용되나 생산 공정은 1개국 내에서 충분히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가

공원칙 및 충분가공원칙, 그리고 운송 도중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하

는 직접운송원칙이 있다.

(1) 완전생산기준

어느 한 국가에서 상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한 경우 원산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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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준으로 체약당사국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

렵 또는 어로작업에 의해 획득한 물품이 그 주요 대상이다. 1개국 완전생

산품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생산된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출 당사

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파종하여 역내에서 재배·수확한 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역내 완전생산품은 2개국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 생산

된 상품을 의미하며 미국산 우유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치즈를 미국

으로 수출하는 경우 역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된다. 완전생산 간주상품은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사용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역내 선박으로 역

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폐기물, 부산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완전생산기준은 일반기준으로서 산업분야 및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품목별 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

다.10 완전생산기준은 천연산품, 관산물, 농수산물에 많고 공산품에는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재배, 사육, 양식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완전생산품이 될 수 없으나, 공산품의 경우 재료 조달

이나 생산 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해 완전생산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협정별, 품목별 완전생산품을 정의하는 내용은 상이하다. 한·칠

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미 FTA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영역

의 범위를 당사국뿐만 아니라 상대국까지 확장하고 있으나, 이외의 FTA에

서는 원칙적으로 당사국만이 해당된다. 영역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칠레 

FTA, 한-인도 CEPA에서는 칠레 또는 인도 측의 영역에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우리나

라는 모호하다.

(2) 역내가공원칙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생산 공정이 

모두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생산 공정이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

10 예) 한-아세안 FTA: 참기름(HS 1515.50) - 참깨가 당사국의 완전생산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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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자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외국으

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경우 수입한 상품의 가격은 비원산지 재료 가치

로 판단해야 한다.

이 원칙은 물품의 생산 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업

체의 해외 이전을 줄이고 해외자본의 역내투자를 유치하여 역내산업을 발

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국제적 분업생산이 일반화된 현재 상황에

서 역내가공원칙을 고수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해외위탁 가공산업이 위축

될 수 있고,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국가는 산업입지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지역을 활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 한-싱가포르 한-EFTA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페루

한-EU/
한-터키

한-칠레
/한-미

허용여부 ○ ○ ○ ○ ○ ○ ×

허
용
요
건

지
역

개성
공단

제한
없음

제한없음 개성공단
추후협
상 예정

추후협상
예정(미국)

가
공
비

한국
에서
수출

FOB
가격
40%
이하

EXW
가격
10%
이하

EXW
가격 40%
이하

(267품목)

FOB가격 40%
이하

- -

표 5-2.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요건

(3) 충분가공원칙

역외국가의 재료를 사용한 불완전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실질의 변형이 발생한 물품을 원산지물

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단순 가공하거나 경미한 정도의 공정11을 거

쳐 생산된 상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

지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충분가공원칙은 품목별 기준, 특히 세번변경

11 불인정공정, 불충분공정 또는 단순가공 등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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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세번변경의 대표적인 사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2012: 43).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역내가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협정명 규정방식

한·싱가포르 예시 방식

한·칠레 열거와 예시의 혼합방식

한·아세안 이원화 방식(일반물품 및 섬유류)

한·미 품목별 기준에서 일부 규정

기타 FTA 열거 방식

표 5-3. FTA 협정별 불인정공정의 규정방식

불인정공정의 규정방식은 협정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칠레 FTA에서는 부품 단순조립 규정을 두지 않아 단순조립만 수행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반면, 다른 FTA는 부품을 

단순 조립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한 혼합은 모두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희석의 경우 열거 

또는 예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음료 또는 의약품 등은 혼합 또는 희석이 실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공정

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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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직접운송요건 근거규정

한-칠레 ×
제4.12조 환적

통일규칙 제6.1조 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한-싱가포르 ○
제4.15조 직접운송

제5.9조 다 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한-EFTA ○ 부속서 Ⅰ제14조 직접운송

한-아세안 ○ 부속서 3 제9조 직접운송

한-인도 ○ 제3.15조 직접운송

한-EU ○ 제13조 직접운송

한-페루 ○ 제3.14조 직접 운송

한-미 × 제6.13조 통과·환적

한-터키 ○ 제13조 직접운송

표 5-4. 협정별 직접운송요건 비교

한·아세안 FTA를 제외한 다른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으로 특게된 공정

이 둘 이상 수행된 경우에도 불인정공정으로 간주한다.

(4) 직접운송원칙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는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

서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된다. 단순경유란 

지리적·운송 등에서 환적 등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내 운송업 이용을 촉진하고 운송과정에서 비체결국산 물품이 체결국 원

산지 물품으로 둔갑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직접운송요건이 없을 

경우 비체결국산 물품을 체결국에 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어렵고 사후 원산지 검증도 어려워진다. 규정 형식

은 FTA 체결국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직접운송요건을 두면서 그 예

외로 비체결국 경유 시 허용되는 작업의 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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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EU

한-
페루

한-
미

한-
터키

재료
누적

○ ○ ○ ○ ○ ○ ○ ○ ○

공정
누적

○ ○ × △ × × × ○ ×

표 5-5. 협정별 누적기준 비교

주: 한-ASEAN의 경우 굴,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등 일부품목에 공정누적 허용함.

는 반면,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고 비체결국에서의 작업범위만을 규정하

여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

나. 일반기준 – 분야별 특례

분야별 특례규정에는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

산지 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 

등에 대한 특례가 있다.

(1) 누적기준

어떤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체결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

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기준이라 한다. 누적기준을 두는 이

유는 원산지영역을 확대하여 원산지 충족 요건을 완화시키고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가공을 촉진하여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FTA 시장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인해 역내국 간 교역 및 투자

가 증진될 수 있다.

누적기준은 투입요소에 따라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으로 구분되며 재료누

적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이 용이해지고, 공정누

적에 따라 가공공정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즉, 상대국가의 원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재료누적기준)하거나 상대국 생산 공정을 최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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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미소기준 적용 사례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검토내역 : 

고추장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중국산 재료“E"가 동일한 호에 

해당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다만, 한-EU FTA규정상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가격기준으로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일부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비원산지 원재료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 4단위 변경기준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edin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2012: 46).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산자가 수행한 생산 공정으로 간주(공정누적기준)할 수 있다. 재료누적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체결된 FTA에 모두 적용되고 있으나 공

정누적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2)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 원산지 충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비중이 협정에서 정한 미미한 범위 내

에 있으면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재료를 원산

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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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완화하여 특헤대상 물품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원산지 확인에 소요

되는 비용을 축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

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소기준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섬유류는 일반품목에 

비하여 허용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농수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하여 최소기

준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아세안

한-
인도

한-EU/
한-터키

한-
페루

한-미

가
격
기
준

일
반
품
목

8%
(FOB
기준)

10%
10%
(EXW
기준)

10%
(FOB
기준)

10%
(FOB
기준)

10%
(EXW
기준)

10%
(FO
B기
준)

10%

농
수
산
물

1～24류
CTSH
충족하
면
적용가

능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24류
CTSH
충족하
면 적용
가능

1～14류
적용
제외

1～14류
적용
제외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
외)

중
량
기
준

섬
유

8% 8% 10% 10% 7%
8%
～30%

10%
7%
(탄성사
제외)

표 5-6. FTA협정별 미소기준 규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2012: 47).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3) 중간재(intermediate mater ials)

중간재는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

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자가생산한 재료를 의미한다. 중간

재 규정은 원산지재료로서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세

번변경기준 품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가격계상기준은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 일반경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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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개별법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선입선출법
입고된 총물품 중 먼저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 결정

후입선출법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평균법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함께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

료의 평균취득단가가 높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

산지를 결정

표 5-8. 재고관리기법의 유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2012: 49).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
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터키

한-페루 미국

중간재

인정여부
○ ○ × ○ ○ ○

대상물품
자가
생산품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역내
생산품

자가
생산품

중간재

지정의무
○ × × × × ×

표 5-7. 협정별 중간재규정 비교

주 1) 한-아세안, 한-인도 CEPA에서는 중간재 규정 없음, 그러나 한-아세안 FTA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음.

2)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중간재로 인정받기 위해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사전에 해당재료를 지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2012: 47).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4)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or Mater ials)

대체가능물품은 동종·동질의 곡물, 과일, 원유, 가스 등과 같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동일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협정별로 대체가능물품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국, 한·페루의 경우는 상품 또는 재료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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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용 재료: 촉매제, 연료,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 시험용 재료: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 설비용 재료: 설비, 건물의 유지보수용 부품, 재료

-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표 5-9. 간접재료의 유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2012: 51).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정되며 그 외에는 재료만을 인정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는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들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가능한 원산지재료 또는 비

원산지재료, 상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에는 생산국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을 이용하여 원산지 결정이 가능하다. 한편 재고관리기법에는 개

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으며, 이 중 평균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생산자가 이용하는 재고관리기법은 일단 선택하게 되

면 당해 회계 연도 중에는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그림 5-3. 대체가능물품 적용 예시

주: 생산자가 이용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수출되는 당해 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산이나 중국산으로 결정.

자료: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aT).

(5) 간접재료(Indir ect Mater ials)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제품에는 결합되지 않는 재료 

또는 물품을 의미한다. 협정에 따라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로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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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국내법에서는 간접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 결정 시 

간접재료는 고려되지 않으나, 한·칠레 FTA에서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

도 원산지재료로 간주하고 있다.

(6)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

어떤 제품이 수입될 당시, 송품장에 기재된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이 수량과 가치가 일반적인 수준의 범위 내로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 당

해 물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원산지를 갖게 된다. 반면, 부속품을 별도로 수

입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수준보다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EFTA와 한·EU FTA는 이들을 본체로 간주하므로 일반재료와 같이 부

속품 등도 일일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본체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한편 부

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부속품 등도 그 원산지별로 부가가치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산한다.

(7) 소매용·수송용 포장 및 용기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소매용 포장 및 수송용 포장, 컨

테이너 등의 용기는 제외하고 결정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매용 포장 및 

용기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에서는 한·EFTA와 한·EU FTA를 제외하고는 

무시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나 부가가치기준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수송용 포장 및 용기는 내용물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를 불문하고 제외

된다.

(8) 세트물품

세트물품은 다른 호로 분류되는 두 개 이상의 물품을 특정 목적하에 하

나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은 각각의 물품별로 하므로 세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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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도 그 구성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원산지물

품이 구성품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나

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EU, 한·EFTA, 한·미, 한·페루 FTA는 협졍별로 세트물품 원산지 결

정기준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FTA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HS 해석과 관련해서는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해당 세트물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한다. 세트로 분류될 수 없는 상품일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 품목별 기준 - 개별기준

특정품목군에 적용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

산지 규정의 별표인 품목별 기준표에서 부, 유 등을 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 일부품목은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별기준을 두지 않고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재료와 제품

의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개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개별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

되는 것으로 원산지 규정 별표에 각 세번별로 정해지는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2개 

이상을 제시하고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조합기준, 규정된 복수의 기준 

중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있다.

(1) 세번변경기준

물품이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불완전생산품으로서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HS분류체계가 당해 상품의 본

질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 품목의 경우 세번이 변경되면 당해 물품의 실질

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된 기준이다. 이때 역내산 재료의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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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여부는 불문한다.

세번변경기준은 세번이 변해야 원산지가 변하는 것으로 통상 2단위, 4단

위, 6단위 기준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단위 수가 커질수록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6단위, 중간 수준인 

경우 4단위, 약한 품목은 2단위 기준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2단위 세

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 CC)은 다른 유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산된 것이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H)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CTSH)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2) 부가가치기준

CC(2단위 변경)

살아있는 소(0102.90)
도축

2단위(유)변경
냉장쇠고기(0201.30)

신선한 양파(0703.10)
건조

2단위 변경 충족 안 됨
건조양파(0712.20)

CTH(4단위 변경)

설탕(1701) 딸기향료(3302)

물엿(1702)

딸기색소(3203)

조제

4단위(호) 변경
캔디(1704)

CTSH(6단위 변경)

볶지 않은 커피(0901.11)
볶음

6단위(소호) 변경
볶은 커피(0901.21)

표 5-10. 세번변경기준의 대표적 사례

상품 제조·생산 및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역내에서 일정 수준 부가가

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요구되는 부가가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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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품목별 경쟁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경쟁력이 강한 품목

은 비율을 낮게 정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비율을 높

게 정해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기준가격과 원산지로 인정되는 부가가치 비율, 산정공식 등은 FTA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역

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s: RVC) 산출 방식과 비원산지재료

비를 상품가격으로 나누어 역외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

하는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iMport contents Method: MC)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5-4. 부가가치기준의 구조

부가가치기준

일반기준 품목별기

개별기준회계기준관세평가협

Incoterms

FTA 일반기준

§ 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

§ 상품가격

§ 재료가격

  ü중간재

  ü대체가능품

  ü부속품 등

  ü소매포장

  ü간접재료

§ 역내가치누적

§ 상품가격

§ 재료가격

§ 상품가격기중

  ∘FOB

  ∘EX-works

§ 상품가격

§ 재료가격

§ 제조경비

§ 이윤

§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

  ü산출공시

  

ü비율요건(%)

자료: 대학교 강의용 FTA표준교재, 제2권 FTA 활용, 기획재정부, p119.

역내부가가치비율은 수입산 원재료 함량기준에 의해 산출 방식이 차이가 

있다. 공제법(Build-Down Method: BD)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계산된 방식으로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역내가치로 간주하여 일정수준 이상일 때 원산지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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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Build-Up Method: BU)은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식으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순원가법(Net-Cost Method: NC)은 주로 자

동차 제품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방식으로 공제법과 유사하며 상품가격에서 

판촉, 마케팅, 로열티 등의 일정비용 등을 제외하여 산출된 방식이다.12

한·싱가포르 FTA 및 한·인도 CEPA는 공제법만을 두고 있으며, 한·칠레

와 한·페루 FTA는 공제법과 직접법을 두고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

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아세안 FTA는 공제법과 직접법 중 각 당사국이 

하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중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의 한·EFTA, 한·EU, 한·터키 

FTA는 단일한 MC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종류 산출방식 적용 FTA

RVC

공제법상품가격
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직접법 상품가격
원산지재료가격

× 칠레, 아세안, 미국

순원가법순원가
순원가비원산지재료가격

×
미국

(자동차 및 부품)

MC 상품가격

비원산지재료비
× EU, EFTA, 터키

표 5-11. 부가가치기준 종류

주 1) 상품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책정된 가격에서 선적 후 수입까지 운임, 보험

료, 기타 서비스 비용 등을 제외한 가격(FOB)이며, EU와 EFTA에서는 공장도 가격

(EXW)을 의미함.

2) 비원산지재료가격은 수입원재료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 원산지 

불명재료를 나타냄.

3 순원가는 총비용에서 공제비용을 제한 가격을 의미함.

12 순원가법은 한-미 FTA에서만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

은 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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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요건 산출공식
상품가격 계산기준

기준가격 공제요소

싱가포르 RVC(45～55%) 공제법
관세가격
(실제지급액)

-

인도 RVC(25～40%) 공제법
조정가격
(실제지급액)

-

칠레 RVC(45～80%) 공제/직접법
관세가격
(실제지급액)

국제운송비용

아세안 RVC(35～60%) 공제/직접법 FOB -

미국 RVC(35～60%) 공제/직접/순원가법 FOB 국제운송비용

EFTA MC(30～60%) MC EXW 환급내국세

EU MC(20～50%) MC EXW 환급내국세

페루 RVC(35～50%) 공제/직접법 FOB -

표 5-12. 부가가치기준 협정별 비교

(3) 가공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f Processing Operating Criterion)

주요공정기준이라고도 하며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으로 식물성생산품, 석유제

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제품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

준과 세변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합기준이 

주를 이룬다. 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야 하는 경우가 많다.13

13 한·미 FTA의 경우 식물성생산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채택 

단, “해당하는 상품 중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삼수, 접수 등 

기타 산식물의 일부에서 자란 농산물 및 원예농산물은 생장된 나라를 원산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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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

야 중 하나로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와 산출물이 충분히 다른 성격을 가

지고 있는지와 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를 결정하

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특히, 한-칠레 FTA에서는 과실혼합물, 혼합주

스 등 20류 일부에서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으로 80% 이상이 역내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HS 1~24류 모두 최소기

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개별 품목의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하

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FTA 협정문(부속서 포함) 등 관련 자료의 정확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협정국 완전생산품 주요 내용

싱가포르/

칠레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EFTA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된 상품

아세안 전적으로 수출국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인도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EU/터키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한 제품

미국/페루
전적으로 어느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

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표 5-13. 협정별 완전생산품의 정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2012: 38).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핸드북.

농산물의 경우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WO)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선 농축산물의 경우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많은데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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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입한 종자, 인경, 접목 등을 통해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닭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

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도축국 기준).

농축산물을 가공한 제품의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의 세번 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곡물제품, 동식물성 유지, 커피조

제품, 각종 식품류 등의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별 품목의 민

감도에 따라 단서규정을 두어 공산품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기준

을 적용하기도 한다. 즉, 가공식품의 원료 농산물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거나 세번이 변경되는 원료 농

산물이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상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단서가 주

어진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2개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설정하여 그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선택기준

을 적용받는 품목도 있다.

2. 원산지 증명 준비 요령 및 주의 사항

2.1. 원산지 증명 준비 요령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결

정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

며 국내에서 유통된 상품이라고 무조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과 마찬가

지로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을 FTA 체결상대국에 수출하더라도 한국산으

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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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산지증명서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증빙서류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크게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신고서로 구분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발행되고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 문구만을 기재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외에 단순가공공정만을 수행한 것을 입증하는 가공

원산지증명서(Processing Certificate fo Origin),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경유사

실을 입증하기 위한 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Re-export/Trans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 한-아세안 FTA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유원산지증명

서(Back to Back Certificate fo Origin)14가 있다.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전에 수출국가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

해 발급하는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증명주체에 따라 기관발급제와 

자율발급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관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국(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상공회의소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 규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

급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자율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

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규정의 충족 여

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직

접 제공하는 방식이다.15

14 경유원산지증명서란, 협정대상물품이 협정대상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

급하는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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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발급제 기관발급제

장점

-발급절차 신속·편리

-발급비용 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자/수입자의 자율책임 부여

공신력 높음

허위증명서 발급 가능성 적음

우회수출방지 기대

단점 -허위증명서 발급 가능성

-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

차의 중복

- 절차 복잡, 시간·비용 증가

- 요식행위

보완수단
현지검증, 특혜관세적용배제 및

처벌
-

표 5-14. 원산지증명방식의 장·단점

기관발급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발급하는 경우 공신력이 높고 허

위증명서의 발급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회수출을 방지할 수 있

다. 그러나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중복될 수 있고, 발급

절차 또한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

율발급의 경우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신속성 및 편리성, 발급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관발급방식에 비해 허위증명서 발급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FTA별로 다르게 채택하고 있

으나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에서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자율증명제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산지 증명방식은 행정환경, 문화 및 제도적 관행에 따라 국가별로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싱가포르, 한·ASEAN FTA, 한·인도CEPA 등은 기

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칠레FTA, 한·EFTA, 한·미FTA, 한·EU

FTA, 한·터키 FTA 등은 자율증명제를 채택16하고 있다. 또한, FTA마다 

그 세부적인 증명방식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관발급도 상공회의

소, 세관, 상무부, 통상부 등 국가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별도

15 한국관세학회. 2010. 8.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른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연구. p.8.
16 한국관세학회. 2010. 8.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른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연구.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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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율발급도 그 책임의 범위와 증명의 방식이 FTA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유효기간 등에 

있어서도 FTA 체결국별로 상이하다.

구분
발급
방식

발급 주체 증명서식
유효
기간

사용언어 사용횟수

칠레
자율
발급

수출자 통일 증명 서식 2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싱가
포르

기관
발급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각자 증명 서식

1년

EFTA
자율
발급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아세안
기관
발급

-아세안: 정부기관

-인도: 수출검사위

원회

-한국: 세관, 상의

통일증명서식
(AK서식)

인도
통일증명서식
(AK서식)

EU
자율
발급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한글,
EU당사국

언어

페루

기관
(5년),
자율
발급

-기관(페루: 통상

관광부,

한국: 세관,상의),

-자율(수출자)

통일증명서식
(기관),

송품장신고방식
(자율)

영어

미국
자율
발급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자율서식
(한국:권고 서식)

4년
영어,
한글

12개월
이내 포괄
발급 가능

터키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표 5-15.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주 1) 2014년 현재 발효된 FTA 협정 기준.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발급일로 부터 12개월로 개

정(2014. 1. 1.).

3) 한-EU는 한 건당 수출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증명서 발

급이 가능하며, 한-페루는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금액이 총 2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자료: 관세청 FTA 포털(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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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원산지기준 적용 절차

역외국 경유 여부 검토

순수 역내재료로 역내 가공시
(완전생산기준)

역내∙외 재료 혼용 또는 일부 역외가공시
(실질변형기준)

역내산 결졍

단순가공 여부 검토

원재료별 원산지 확인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 원재료 일부가 역외산으로 인정

역내산 결졍

역내산 결졍

[품목별 기준 검토]
- 개별기준: 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
  기준
- 공통기준:누적기준,최소기준,중간재,
  대체가능물품,간접재료,원재료,포장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다. 원산지 증명 절차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기

준별 원산지 판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자 소재 국가가 FTA협정 

발효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에 직접 운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

약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수입국으로 운송된 경우 

FTA 협정에서 인정하는 작업(하역, 재선적 등) 이외의 추가적인 작업이 없

었으며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하여 FTA 양허품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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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FTA 원산지 확인/판정 절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및 관세특혜 유무 등의 협정관세율을 확인하고 원산지결정기준과 충족여

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산지 판정 결과 한국산인 경우 FTA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

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수출물품이 원산지 결정기

준을 충족하려면 먼저 역외국 경유 여부를 검토하고 역내 재료로 역내 가

공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역내·외 재료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역외가공을 거쳤을 경우 실질변형기준에 근거하여 단순

가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역외 국가의 단순 가공공정 여부 및 원재료별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나 원재료 일부가 역외산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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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별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FTA 체결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및 유효기

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정별 규정내용에 따라 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

자에 대해 해당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

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기록유지 또는 보관’ 조항을 두

고 있다.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할 수 있

는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발급내역 및 관련입증자료의 

보관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5-8.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자가 보관해야 될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수출물품), 수입신고필증(외국산 원재료), 수출거래 관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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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 공급부품설명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관리대장, 서명카드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다. 일반적인 서

류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미보관할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및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2. 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주의 사항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물품에 대해 각 협정에서 정

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농산물에 대한 FTA 체결국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상이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자율증명방식인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해야

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특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이 까다롭다. 특히 여러 원료가 투입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증

명은 더욱 복잡하다. 또한 일부협정에서는 농산물을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발효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정대상국의 

FTA 협정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수출비중이 비교적 높은 유럽 및 미국의 경우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수출신고수리일 또

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농산물의 거래흐름 상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국내기업에게 농산물을 공급

하는 납품업체 및 농민은 농지원부 및 수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확인

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농식품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하더라도 FTA 체결국의 수입농식품에 대해 검역이나 기타 요건 등

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검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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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농산물의 품목분류 사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할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HS 코드는 보통 

2～3가지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분쟁은 국내외

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국내분쟁”과 

해외시장개척에 나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국 세관당국과의 품목분류 마

찰인 “국제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추의 경우 건조제품(HSK 0904.21-0000)의 관세율이 2014년 현재 27

0%17인 반면, 냉동제품(HSK 0710.80-7000)은 27%18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제분쟁 측면은 상품의 분류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쟁점과 HS 해

석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대상국 세관당국의 품목분류 변경 추징 등 부

당조치로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FTA

시대를 맞이하여 HS 품목분류로 인한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이러한 분쟁발생에 대비한 사전 사후적 측면의 대응노력이 요

구된다. 특히, 농산물은 대부분 천연상품으로 유통되지만 식품공업의 발달

에 따라 그 가공 정도가 복잡해지고 있어 종종 품목분류상 문제가 발생한

다.19 품목분류는 관세율, 관세감면대상 등을 결정하는 전문분야이며 이에 

대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3.1. 커피와 차(茶)류

커피는 커피나무 열매 속 씨(커피콩)를 볶아 물로 추출하여 음용하는 기

17 미추천세율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2014년 기준)
18 기본세율
19 김재식. 2002. 8. “관세율표상 농산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지 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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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품이다. 원두커피는 커피콩을 볶은 후 분쇄하여 얻은 것이며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콩을 볶아 분쇄한 후 증기 또는 열탕을 통과시켜 추출한 것을 

열풍이나 동결로 건조하여 얻은 것이다. 원두커피는 HS 0901호에 분류되

나 인스턴트커피 및 커피믹스 스틱은 HS2101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선물

용으로 인스턴트커피를 유리병에 담은 것과 찻잔을 함께 종이박스에 소매 

포장한 경우 관세율표상으로는 세트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인스턴트 커피

와 도자기 잔을 각각 분류하게 된다.

커피제품의 종류 품목분류

볶은 커피(원두 및 분쇄한 것) HS 0901.21호

인스턴트 커피 HS 2101.11호

인스턴트 커피스틱 HS 2101.12호

표 5-17. 커피제품의 품목분류

차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호성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물 등의 원료를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물

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차류로는 녹차, 홍차, 보이차

와 같은 차류와 캐모마일, 둥글레, 루이보스와 같은 각종 식물성 침출용 차

가 있다. 녹차와, 홍차, 보이차 등을 용기에 담았거나 티백에 포장한 제품

과 이들 제품에 향을 내기 위해 소량의 재료를 첨가한 것은 HS0902호에 

분류되며 이들 원료로 각종 재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제품은 HS2102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차류는 식물학상의 차류에 한정되어 녹차와 홍차,

보이차 등의 발효차만 해당된다. 또한 차로 알려진 식물성 침출차인 캐모

마일, 둥글레, 루이보스는 HS 1211호에 분류되며 이들 식물성 침출차가 혼

합되어 판매될 경우 HS 2106호에 분류된다. 반면, 자스민차 등으로 불리는 

제품 중 홍차에 자스민 잎을 소량 넣어 자스민 향을 첨가한 것은 홍차에 

분류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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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콜릿

카카오 열매를 볶아 분쇄한 후 코코아 버터를 일부 제거한 것을 코코아

라고 하며 코코아 페이스트에 설탕, 향 및 그 밖의 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것이 초콜릿 제품이다. 관세율표상 설탕을 첨가한 코코아 분말이나 초콜릿 

제품은 모두 HS 1806호에 분류되고 코코아버터, 설탕 및 분유로 조제된 

화이트초콜릿은 HS 1704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초코파이 등 초콜릿을 입

힌 비스킷의 경우에는 초콜릿 조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HS 1905의 베이

커리제품으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3. 식초

신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초는 여러 가지 당류 

또는 전분용액을 알코올 발효한 것으로부터 식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초

산발효를 시켜 얻은 초산용액을 말한다. 즉, 양조식초이며 때로는 합성하

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 발사믹 식초란 포도와 와인을 숙성시켜 만든 식초

로 색은 검고 맛은 새콤하여 드레싱소스로 적합한 것으로 양조식초에 해당

된다. 관세율표상 식초는 양조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품이 HS

2209호에 분류되지만 초산수용액의 경우 초산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HS2915호의 초산으로 분류된다.

3.4. 콩과 콩나물

싹의 길이 2cm 기준으로 콩나물은 HS 0709호, 대두는 HS 1201호로 분류

된다.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2cm보다 작은 콩이 섞여 있을 때는 싹이 2cm

이상 자란 콩의 중량이 85%보다 많으면 콩나물로, 적으면 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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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조한 차 꽃(tea flower)

건조한 차 꽃은 식물학상 차류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진 차 꽃을 

건조한 것으로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건조한 차 꽃을 차류가 해당하

는 HS 090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차 잎이 없이 꽃 부분만 제시된 것

으로 차 제조용이 아닌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주로 의료용에 속

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이 해당하는 HS 1211에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다.

제40차 HS위원회에서 논의 후 표결결과 해당물품은 HS 0902호에 분류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건조한 차 꽃은 차류로서 HS 0902호에 차나무의 

꽃이 포함된다는 규정과 의약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

지 않는 등 HS 1211호에 요구하는 향료용,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요건

에 부합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의견에서 기인하였다.

3.6. 대나무 순(죽순)

대나무 순은 대나무류의 땅속 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으로 죽

순, 죽태, 죽자, 탁룡, 죽아, 죽손, 용손 등으로도 불려진다. 대나무 순은 고

유의 질감과 향취가 있는 자연식품으로 단백질, 당질, 지질, 섬유, 회분 외

에 칼슘, 인, 철, 염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 대나무 순은 햇볕에 노출되면 

맛과 성분이 쉽게 변하므로 캐낸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

로 통조림으로 만들어 먹는다.

대나무 순을 슬라이스 하여 염장한 후 수지제 봉지로 소매 포장하여 내

용량 총 2kg, 육질 내부의 소금함량 12% 이상이 함유된 제품을 소스와 소

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 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103.90호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염수에 일시 저장처리한 죽

순이 분류되는 HS 0711.90호에 분류되었다. 그 자체를 바로 먹는 특정 요

리의 하나이므로 HS 2103호에 분류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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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카레

카레는 강황 등 여러 향신료를 사용해 야채나 고기 등으로 맛을 낸 아시

아 요리의 하나이다. 카레에는 주요 재료인 강황 이외에도 계피, 후추, 월

계수 잎 등 20종이 넘는 향신료가 들어 있어 분류가 어렵다.

강황은 관세율표상 HS 0910호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 및 기타 향신료에 분류되고 강황과 계피, 후추, 월계수 잎 등을 혼

합한 카레분말 역시 HS091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식용에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조제된 인스턴트 카레는 HS 2103호의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

미료 및 겨자의 분, 조분과 그 조제품으로 분류된다.

3.8. 식용 쑥과 약용 쑥

관세율표에서 쑥은 식용과 약용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동일한 쑥이라

도 식품 또는 약용 등의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된다. 식용의 쑥이 

별도의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제시되면 HS 0709호에, 건

조된 상태의 것은 HS 0712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보통 건조된 상태로 제

시되는 약용의 쑥은 HS 1211호에 분류된다.

반면, 식용의 쑥을 어떤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조제하였다면 HS

2005호에 분류되며, HS 1211호에 분류되는 약용의 쑥을 특별히 조제하였

다면 의약품으로서 HS 3003호(소매용이 아닌 의약품) 또는 HS 3004호(소

매용 의약품)에 분류된다.

3.9. 품목분류 분쟁의 해결방안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이 HS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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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품목분류와 관련한 국제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수출대상국가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후 신속하게 관세청(관세

평가분류원, HS 국제분쟁신고센터20) 등의 전문기관과 접촉하여 품목분류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분쟁 상대국이 조치하기 전에 우

리나라 당국 및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분쟁대상 물품의 분류 논리를 개

발하여 분쟁해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4. 협정별 원산지 검증 사례

4.1. FTA 원산지 검증

FTA에서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하는 원산지 상품 여부21를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

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다. 주로 원산지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 요건 이외에도 거래당사자, HS 품목분류, 관세율의 적정성,

신청절차 등의 허위 표기 확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FTA 원산지 검증은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

한 관세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협

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특혜관세가 부여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문과 수입국의 관

세관련 법령을 토대로 수행22된다. 검증 내용으로는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

20 2011년에 공실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수입상대국에서 발생하는 품목분류 분쟁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신고센터로서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21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의 원칙 등의 특혜관세

의 수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2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증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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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적정여부 및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이 포함된다.

FTA 원산지 검증 방법에는 검증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

증 방식이 있으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검증방식이 적용된다. 직접

검증 방식(미주형)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정 검증방식 검증 주체 회신기한

한-칠레
직접 검증 수입국 세관 -

한-싱가포르

한-EFTA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참관 가능)
10개월

한-아세안 간접 검증(원칙) →
직접 검증(예외)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2개월

한-인도 3개월

한-EU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참관 가능)
10개월

한-페루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150일

한-미
직접검증

(섬유제품은 제한적
간접검증방식)

수입국 세관
(섬유제품: 수출국 세관)

섬유: 6개월

한-터키 간접 검증 수출국 세관 10개월

자료: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표 5-18. FTA별 원산지 검증 방법

한·미 FTA의 검증이 직접검증 방식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도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에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간접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간접검증 방식(유럽형)은 수입당사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

에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의미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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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EU FTA와 한·EFTA FTA에서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과 한·인도 CEPA에서는 간접검증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직접검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 검증 수행 시 수

출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

입국의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의 혼합방

식(아시아형)으고 검증하기도 한다.

4.2. 수출 농산물의 원산지 검증 사례

우리나라는 2011년 이전까지 수입검증이 수출검증을 상회하였으나 2011

년 이후 수출검증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검증현황을 

살펴보면 한-EU FTA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검증대상품목은 석유화

학, 섬유류, 기계류,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으로 공산품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이다.23

가. 수출 식료품의 원산지증명서 임의 발급

한·EFTA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발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는 생산자나 수출자 외에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할 가능성

이 높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제품의 국내 제

조사실과 원산지 입증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세관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산지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및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출자는 국내 생산자로부터 식료품을 구매하여 스위스로 수출하는 과

23 김영귀 외. 2013. 12.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해외국가들의 원산지 사후검증 사

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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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 이에 수입국 세관은 수출물품

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산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국 세관

에 검증을 요청하였다. 검증 결과,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

을 입증하는 서류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수출자의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나. 라면 스프, 소량 육류 함유24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육류(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

금류나 그 가공품 등)는 미국으로의 수출 자격이 있는 해당 국가 및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가공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013년 

기준, 미국으로 수출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34개국에 불과하

며 대부분 유럽 또는 남미 국가 등이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쇠

고기, 돼지고기 가공품 수출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어떠한 육류 가공품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육류 함유 여부에 따라 수입검역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육류

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함량(육류 3% 미만, 가금육 2% 미만, 육류엑

기스 20% 미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검

사를 실시하며 함량이 높은 제품은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처(FSIS)가 

검사를 행하고 있다.

(1) 검증 배경

2009년 6월부터 미국은 육류가 소량 함유된 수입 제품에 대해 허가 절

차를 강화하였고 육류가 포함된 해당 제품의 원료 및 가공공정을 거친 국

가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24 유병린. 2013. 30년 경험의 전직 농업통상 관료가 말하는 농업과 통상.

p.26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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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스프, 만두소, 냉면 육수에는 육류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한

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라면 스프에도 소량의 육류가 원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 검증 내용 및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육류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도 아

니고 미국의 승인을 받은 가공 공장도 없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생산된 가

공육류가 조금이라도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모두 미국으로 수출이 불가능

하다. 그러나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육류 원료의 대부분은 뉴질랜드산 육

류 엑기스를 수입한 것으로 뉴질랜드는 육류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이며 뉴질랜드 가공공장이 미국의 승인을 받은 곳이다. 따라서 미국 

식품안전검사처장의 검토 결과, 라면을 포함한 소량의 육류함유 식품을 수

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입업체에 서신의 

사본을 배포하여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시하도록 조치를 취

하였다. 한국 라면을 포함한 소량의 육류가 들어간 만두, 냉면 등은 미국 

수출 제재 상황에서 풀려났다.

향후에도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미국으

로 수출 가능한 국가의 육류를 원료로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3.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검증 사례

현재까지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원산지 검증 건수가 적은 편이지만 고

관세인 농산물은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인하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제3국 농

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산물의 FTA

불법적용에 따른 관세탈루와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FTA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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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산 오렌지주스 농축액의 원산지 검증

미국산 오렌지의 수확 부족으로 인근 국가로부터 다량 수입되고 있어 인

근 국가의 오렌지와 미국산 오렌지의 혼재 여부 및 원산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증한 사례가 있다. 오렌지주스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의 최대 수혜품목25이며 미국산 오렌지주스 수입액

은 한·미 FTA 발효 전(2011년 3월~2012년 2월) 1,600만 달러에서 발효 2

년 차(2013년 3월~2014년 2월)에 4,900만 달러로 206%(3.06배) 급증26하

였다. 이처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수입증가의 결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냉동 오렌지주스 농축액은 54%이던 

WTO 양허관세가 FTA 발효로 즉시 철폐되었고 5년에 걸쳐 철폐되는 일반 

오렌지주스 관세도 2014년 현재 21.6%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1) 검증 배경

미국의 오렌지주스 수출업체 4곳이 브라질 등 제3국산 오렌지 농축액을 

수입하여 미국산과 섞어 가공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하면서 미국산으

로 둔갑되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을 착수하게 되었다.

미국산 오렌지주스가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

해서는 미국 내 오렌지 생산업체가 미국에서 생산된 오렌지만을 원료로 사

용해 주스를 만들어야 한다.27 그러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미국 오렌지주

25 신선오렌지나 체리보다 절대금액은 크지 않지만 수입 증가율 급증
26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7 (참고) 외국에서 수입한 오렌지(HS 0805.10)로 한국에서 오렌지주스(HS 2009.1)

를 만든 경우의 원산지는,

①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오렌지주스 총부가가치의 45%이상 한

국에서 형성했으면 한국산

② 이 비율이 한·인도 CEPA에선 40% 이상, 한·EFTA FTA는 45%,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선 70%이면 한국산

③ 한·페루 FTA와 한·미 FTA는 원재료인 오렌지가 한국산이어야만 오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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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업체에 원산지증명 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지 검증을 진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통해 완전생산기준이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검증 내용

오렌지주스의 원산지 위반 단서를 포착한 관세청은 고강도 조사를 벌였

고 미국업체 측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검증대상 오렌

지가 미국 수출자의 농장에서 수확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자료

의 미보관 및 미제출로 인해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이 배제된다. 따라서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이 모두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최대 5백억 원대 관세가 추징된다. 우리나라 관

세청은 미국 플로리다주 현지를 방문해 오렌지 농축액의 생산시설 및 공정

확인절차를 거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였다.

(3) 검증 결과

수출입업자에 대한 서면 조사와 현지 검증 결과 미국산 오렌지주스 농축

액에 브라질산 등이 섞이거나 브라질산이 원산지 세탁을 통해 한국으로 수

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28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후 기

존 54%에서 제로관세로 변경된 특혜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미국 농무부가 발행한 품질증명서를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나. 두부콩의 품목분류 검증

우리나라 수입자는 아세안산 동부콩을 HS 0713.90-0000호로 신고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은 사례가 있다. 동부콩은 콩목 콩

스도 한국산,④ 반면, 한·아세안 FTA는 수입 오렌지를 가공해서 만들어 수출해

도 한국산으로 인정
28 플로리다주는 오렌지를 운송할 때마다 운송장을 발행한 후 운송장이 없으면 

중단시키고 있으며, 농축액을 만드는 주스공장도 미 농무부 직원이 상주해 확

인 절차를 거치는 등 원산지 관리 면에서 미국산이 아닌 오렌지가 섞일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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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의 종자로 팥과 비슷하나 씨와 씨눈이 

조금 더 길며 콩과의 Vigna속에 속한다. 그러나 검증결과 동부콩은 관세율

표상에서 별도로 특게되어 있지 않아 콩(Vigna종)의 기타 세번인 HS

0713.39-0000호에 분류된다. 결국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27%로 품목

분류의 오류에 따라 약 8억 원이 추징되었다.

다. 저지방 코코아분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검증

(1) 검증 배경

2009년 10월 국내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C/O)의 발급번호가 중복

됨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이 싱가포르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국내기업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해당 수입물품

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싱가포르 세관에 요청하였다.

(2) 검증 내용

싱가포르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체계는 6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2년 

주기로 갱신된다. 그러므로 2007년 발급번호는 2009년 발급번호와 중복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발급연도를 기재하지 않고 일련번호만 부여하는 경우 

2006～2007년에 부여한 발급번호는 2008～2009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중복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 결과 저지방 코코

아분(HS 1805)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 4단

위 세번변경기준(CTH)이므로 국내기업이 수입한 저지방 코코아분은 싱가

포르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코코아원두(HS 1801)를 주재료로 

생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CTH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검증 결과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한·아세안 FTA에 따른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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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수입자의 원산지신고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모두 수용하였다. 싱가포르 세관의 검증결과 회신내용에 따라 한·

아세안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검증결과를 통관

지 세관 및 수입자에 각각 통보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등 원산

지검증절차를 종결하였다.

라. 초콜릿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검증

(1) 검증 배경

2008년 8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한 Flower Pots Pottery Ceramic(초콜

릿)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의 금액 및 중량, 송장발행일자

의 글자체가 다른 부분과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조작이 의심스러워 우

리나라 관세청이 필리핀 세관에 검증 요청하였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9란에는 금액 및 중량, 10란의 1에는 송장 발행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검증 내용 및 검증 결과

필리핀세관에서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검증 요청한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며 효력이 있고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이 발행하고 보유하

고 있는 사본과 중량 및 금액, 송장번호와 발행일자가 일치한다. 따라서 해

당 원산지증명서는 조작되지 않았고 필리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행

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서 협정관세 적용 유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4.4. 원산지 검증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2012년 관세청은 별도 훈령29을 마련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

29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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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농산물의 불법 우회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FTA로 인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산

물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틈을 노려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제3국산 잉여 농산물을 미국산이나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려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강화세칙을 바탕으로 서울, 부산, 인천본

부세관에 ‘농산물 원산지검증 전담반’을 설치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기획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특혜 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고관세 

농산물을 필수 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부터 원산지증

빙서류를 제출받은 뒤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

삼분(754.3%), 팥(420.8%) 등 초민감 농산물은 원산지 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유전자(DNA) 분석 등의 첨단 과학 분석 장비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은 농산물 수급동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와 위험을 분석하

여 원산지 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해외 

현지검증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입 전에 원산지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여 향후 동일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심사내용을 활용하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도 등 원산지 검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활

용하여 무역업체의 피해 및 국부의 손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에 대한 특화된 지원

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관리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므로 원산지 관리 현황

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반대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FTA 체결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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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산지 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체

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0

나. 수출입업체의 대응방안

FTA가 확대될수록 세관의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 특히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확→재배→보관→운송→수출의 경로를 거치는 동안 원산지 확인과 관련

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출국 또는 수입국 세관의 입증자료를 요

구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재료를 원산지별

로 구분하여 원산지 검증 대응 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요구 자료를 문서화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회계처리방법을 동일한 방법으로 유

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수입자도 수출자의 원산지관리 적

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과 이

에 따른 원산지 충족 여부, 수출물품의 세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

류 및 품목분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재료 또는 제품의 품목분류가 애매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나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각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요령을 잘 

숙지하여 발급하고 원산지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FTA별로 원산지기준도 

다르고 증명서 양식도 상이하므로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증명서식은 유효

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므로 특혜관세가 배제되거나 검증대상이 된다. 그

30 한국관세학회. 2010. 8.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연구.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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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FTA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원산지업무에 대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FTA로 인한 불확실한 위험이 실현될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

해 사전에 거래계약서에 원산지입증책임을 명시하는 등의 대비책을 세우

는 것이 필요하다.

5. FTA 체결국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 

FTA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체결

국별로 협정에 따라 상이하며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은 상당히 까다

롭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FTA 체결국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3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1에서 13의 지수를 부여하여 

계량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5.1. 원산지기준 유형 분류

정혜련(2010), 정혜련·임정빈(2014)에서는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유형을 36개로 세부 분류하였다. 완전생산기준, 2단위/4단위/6단위 세번변

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 그리고 각 기준

의 변형된 기준으로 대분류하고 품목완화(PR), 비당사국인 ASEAN 회원

국의 유사누적인정(AC), 포함재료에 대한 추가요건(MR), 특정재료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번변경제약(TCR) 등의 변형된 기준을 이용하였으

며, 이외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별도로 세부품목분리(split), 중량기준(Wt),할당물량(SP(Q)), 재검토(review)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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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유형 설명

완전생산기준

WO 완전생산기준

WO+MR
완전생산기준+일부재료의 경우 포함비율 별도

규정

WO(PR)
완전생산기준(일부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

포함 허용, 품목완화)

WO(AC) 완전생산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2단위세번변경

변형된2단위
세번변경기준

CC+TCR
2단위세번변경+특정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CC+MR
2단위세번변경+일부재료의 경우 포함비율 별도

규정

CC+MR
(AC)

2단위세번변경+일부재료의 경우 포함비율 별도

규정(비당사국인 ASEAN회원국의 재료를 사

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 충족가능)

CC 2단위세번변경

CC(AC)
2단위세번변경(비당사국인 ASEAN회원국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 충족가능)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4단위세번변경

CTH(AC)
4단위세번변경(비당사국인 ASEAN 회원국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 충족 가능)

CTH+MR
4단위세번변경+일부재료의 경우 포함비율 별도

규정

CTH+TCR
4단위세번변경+특정재료의 경우 비원산지재료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CTH+TCR+
MR

4단위세번변경+특정재료의 경우 비원산지재료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일부재료

의 경우 포함비율 별도 규정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6단위세번변경

변형된 CTSH+TCR 6단위세번변경+특정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

표 5-19. 품목별 원산지기준 유형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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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유형 설명

6단위세번변
경기준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변변경 제약

부가가치기준 RVC 부가가치기준

변형된
부가가치기준

RVC+MR 부가가치기준+ 포함비율 별도 규정

특정공정기준 SP 특정공정기준

결합기준

CC+RVC 2단위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CTH+RVC 4단위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CTSH+RVC 6단위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cc/spilt 2단위세번변경/세부품목분리

CC/SP 2단위세번변경/특정공정기준

CC/
CTSH+MR

2단위세번변경/6단위세번변경+포함비율별도 규

정

CTH+TCR/
CTH

4단위세번변경+특정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제약/ 4단위세

번변경

CTH/RVC 4단위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CTH+MR/
RVC

4단위세번변경+일부재료의 경우 포함비율 별도

규정/ 부가가치기준

CTH+TCR/
RVC

4단위세번변경+특정재료의 경우 비원산지재료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부가가치

기준

WO(AC)/R
VC

완전생산기준(비당사국인 ASEAN회원국의 재

료를 사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 충족 가능)/부

가가치기준

기타

split 세부품목분리

Wt 중량기준

CC/SP(Q)
2단위세번변경/특정공정기준 충족하지 못하더

라도 일정물량은 원산지 기준을 완화, 할당물량

Review 일정기간 이후 규율여부 재검토

자료: 정혜련(2010); 정혜련·임정빈(20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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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원산지 엄격성 지수 개발 및 산정

5.2.1. 기준설정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는 Estevadeordal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대

적인 엄격성을 서열화한 것이다. 엄격성 지수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자의

적인 판단이므로 엄격성을 판단하는 데 완벽하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성분석을 위해 엄격성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를 이용하여 FTA 체결국들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Estevadeordal 지수를 이용하여 1에서 7의 카테고리

로 나누어 지수를 부여하였다. 정혜련(2010)과 정혜련·임정빈(2014)은 엄

격성 지수를 7단계로 나눠 2단위>4단위>6단위 세변변경기준 순으로 엄격

하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결합기준이 단일기준에 비해 엄격하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제1류의 산동물의 경우는 다른 유로 제조·가공·변

경될 수 없으므로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수입된 원재료의 

사용을 제약하는 경우 한 단계 강화된 지수로 분류하였다. 또한, 선택적 요

건(or)이 포함된 경우 한 단계 완화된 기준으로 지수를 분류하고 중량기준

의 경우 부가가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문한필 외(2014)는 다양한 

원산지 유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11단계의 엄격성 지수를 개

발하였다.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의 원산지 규정 완화 조항이나 중량 및 함

유량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약조항을 지수 분류에 반영하여 특수성을 고려

하였다. 먼저, 단위가 낮을수록 가공공정이 복잡하므로 2단위(CC), 4단위

(CTH),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은 각각 6, 4, 2의 수치를 부여하였고 

완전생산기준(WO)는 8, 부가가치기준(VA)은 4, 특정공정기준(SP)은 5, 비

원산지재료의 중량한도를 설정한 기준(Wt)은 6의 수치를 부여하였다. 부가

가치기준에서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은 공제법(45%)을 기준으로 이를 초

과하면 1을 가산, 낮을 경우 1을 차감하고 특정원료에 한정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 경우(MVA)는 3을 부여하였다. 단, 30%를 초과하면 1을 가

산, 낮으면 1을 차감하였다. FTA별로 수입산 부가가치비중을 산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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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MC법(EFTA, EU에서 적용)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기타 FTA)을 이

용하고 있으나 MC를 RVC로 모두 전환하였다.

복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결합기준은 각 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합

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선택기준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이용하였다. 세번

변경제약(TCR;E)의 조건(특정 유나 호, 소호 등의 제외)이 있을 경우에는 

1을 가산하였다. 반면, 유, 호,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세번변경

까지 허용한 경우(S)는 1을 차감하였다. 부가가치기준 강화31의 조건이 있

는 경우(P)는 1을 가산, 부가가치기준 완화32 조건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

(N) 1을 차감하였다. 한편, 중량 또는 함유량에 대한 재료사용을 허용함으

로써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W)는 1을 가산하고, 일부 원료의 비원산지재

료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준이 완화되면 1을 차감, 완전생산기준 중에서 

상대국과의 누적기준(K)이 적용되지 않으면 1을 가산, 적용되면 1을 차감

하였다. 또한 포함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부여되는 경우 1을 가산하

였으며 FOB가격은 상품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문한필 외(2014)의 원산지 엄격성 지수 기준은 상세하게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지수의 값을 부여했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수치가 부여되더라도 동일한 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9, 10의 수치가 부여된 유형을 10단계로 동등하게 분류하였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만 복수

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경우는 각 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합산하

여  합산된 수치가 같을 때만 동등한 단계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3단계로 엄격성 지수를 수정·보완하였고, 기존의 엄경성 지수보다 더 정

교화된 지수를 고안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5-20).

31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초과하는 경우, 공장도거래가격으로 계산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45% 미만 허용하거나 일부원료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0% 초

과, 일부원료의 비원산지재료 가치를 30%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됨.
32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0% 이하이거나, 공장도 거래가격으로 계산된 비원산지재

료의 가치를 50%이상 허용, 또는 일부원료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20% 이하,

일부원료의 비원산지재료 가치를 40% 이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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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성지수 유 형

13
CTH+E&MVA+P&MVA+P, CTH+E&WO,

WO(MR)&MVA+P, WO+E&MVA+P

12 WO(MR)&MVA, WO&VA, WO&MVA+P

11 CC&RVC(45)+P, WO&MVA, CC&VA+P, WO(MR)+E+W

10
CTH+E&MVA+E+MR, CC&VA, CTH+E+MR&MVA+P,

CC&RVC

9

CTH+E+MR&MVA, CC&VA+N, CTH&RVC+P, WO+W,

WO+E, CTH+E&MVA+P, WO(MR), CC+E+W+MR,

CTH&RVC, CTH&RVC(45)+P,

8
MVA+P&MVA+P, CTH&MVA+P, CTH+RVC(40), WO,

CC+E+W

7
CTSH+E&MVA+P, CTSH&RVC(45)+P,

CTH&VA+N, CTSH&RVC(30/45), CC+E, CC(01)

6
MVA&MVA, CTH+E+MR, CTSH+E&MVA,

CTSH+RVC(40), CC, Wt

5
SP, CC/RVC(55), CTSH/ RVC(45), RVC+P,

SPR, CC+L, VA+P, CTH+E

4 VA, RVC+P+L, MVA+P, RVC(30/45), CTH

3
CTH+E/VA+N, CTSH+MR/RVC(40)+MR, RVC(40)+L,

VA+N, MVA, RVC(40)+L, CTSH+MR, CTH+L, CTSH+E

2 CTSH, MVA+N, CTSH+MR+L

1 none+k, CTSH+N, none

표 5-20. FTA 체결국의 품목별원산지 결정 기준 유형과 엄격성 지수

5.2.2. 분석결과

원산지 규정은 6단위 세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차후 분석의 편의를 위

해 농축산물 품목분류(HSK) 10단위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FTA 체결국별 

엄격성 지수의 분포를 분석하였다(표 5-20).

칠레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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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엄격한 2단위 변경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9%가 6~7단계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

준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6~7단계에 80% 이상의 세번이 분포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EU는 협정문과 별도의 의정서에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

다. 다른 FTA 체결국에 비해 구체적인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

용하고 있으며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을 적용하고 있다.

ASEAN은 역내완전생산기준은 특정국가가 아닌 ASEAN 역내에서 완전

생산기준을 충족했을 때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형여부의 

판단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8단계에 약 51% 분포되어 있고 1단계에 30% 분포되어 있다. 인도는 

농산물 대부분이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 63% 정도 8단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40%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루는 2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1-2단계에 37%, 6-8단계에 57%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FTA

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번변경기준을 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실질적 변형기준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수입산 원재료비율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산 비율은 

품목에 따라 40~60%로 규정하고 있다.

터키는 완전생산기준 적용 품목이외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타 체결국에 비

해 결합기준을 사용하는 품목이 많아 12~13단계에 13%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싱가포르는 중계무역국가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가지

고 있는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회수입우려

가 큰 품목은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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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미국 EU ASEAN 인도 페루 EFTA 터키 싱가포르

13
0 0 107 0 0 0 0 61 0

(0.00) (0.00) (6.64) (0.00) (0.00) (0.00) (0.00) (3.78) (0.00)

12
0 0 163 0 0 0 77 163 0

(0.00) (0.00) (10.11) (0.00) (0.00) (0.00) (4.78) (10.11) (0.00)

11
0 0 5 0 0 0 38 23 313

(0.00) (0.00) (0.31) (0.00) (0.00) (0.00) (2.36) (1.43) (19.42)

10
148 0 43 5 41 0 24 6 0

(9.18) (0.00) (2.67) (0.31) (2.54) (0.00) (1.49) (0.37) (0.00)

9
149 41 169 4 47 0 332 161 0

(9.24) (2.54) (10.48) (0.25) (2.92) (0.00) (20.60) (9.99) (0.00)

8
0 4 688 826 1027 251 811 683 0

(0.00) (0.25) (42.68) (51.24) (63.71) (15.57) (50.31) (42.37) (0.00)

7
376 414 0 0 0 286 56 0 495

(23.33) (25.68) (0.00) (0.00) (0.00) (17.74) (3.47) (0.00) (30.71)

6
741 903 24 3 163 411 55 79 580

(45.97) (56.02) (1.49) (0.19) (10.11) (25.50) (3.41) (4.90) (35.98)

5
16 12 308 190 0 11 20 243 73

(0.99) (0.74) (19.11) (11.79) (0.00) (0.68) (1.24) (15.07) (4.53)

4
173 47 66 22 0 0 181 115 138

(10.73) (2.92) (4.09) (1.36) (0.00) (0.00) (11.23) (7.13) (8.56)

3
0 30 5 68 0 49 15 54 1

(0.00) (1.86) (0.31) (4.22) (0.00) (3.04) (0.93) (3.35) (0.06)

2
1 145 31 8 0 383 0 13 2

(0.06) (9.00) (1.92) (0.50) (0.00) (23.76) (0.00) (0.81) (0.12)

1
8 16 3 486 334 221 3 11 10

(0.50) (0.99) (0.19) (30.15) (20.72) (13.71) (0.19) (0.68) (0.62)

합계 1612 1612 1612 1612 1612 1612 1612 1612 1612

표 5-21. FTA 체결국별 엄격성지수

창출되는 경우만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기준은 대부분 

50%(공제법)로 규정하고 있어 강화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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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소결

FTA가 본격화되면서 역내국 간 특혜관세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역

외국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FTA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 규정은 각국의 이해관

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03류를 제외한 HS 01류에서 24류에 해당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여 FTA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HS 코

드는 보통 2～3가지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발생하는 품목분류 분

쟁 사례 및 검증 사례 등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FTA 협정 및 품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체

결국별로 비교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수치화하였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최

대한 활용하였으나 복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경우, 각 기준의 

지수를 합산하고 합산된 수치가 같을 때만 동등한 단계로 분류함으로써 기

존의 엄격성 지수보다 더 정교화된 13단계의 지수를 고안하였다. 농축산물 

품목분류 10단위 세번에 대한 FTA 체결국별 엄격성 지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칠레는 2단위 변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과 EU는 세번변경

기준에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공정기준 등을 결합시켜 강화된 수준의 엄격

성 지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ASEAN과 인도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완전생산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페루는 2단위, 6단위 세

번변경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FTA는 세번변경기준과 수입산 원

재료 비율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터키는 다른 체

결국에 비해 결합기준을 사용하는 품목이 많아 엄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계무역국가이므로 우회수입우려가 큰 품목은 역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

고 있으며 역내 부가가치를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강화된 수준의 엄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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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국에서 원산지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그만큼 수출

국에서는 원산지 규정 이행비용이 추가되어 수출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수출입 농

산물의 교역규모 및 교역수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협정별 맞춤형 원산지 규

정을 수립하여 수입농산물은 최대한 까다로운 조건하에 수입장벽을 최대

한 높이고, 수출농산물은 완화된 규정으로 협상하여 수출장벽을 최소로 낮

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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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앞서 계측되고 산정된 FTA 특혜관세 혜택(PM)과 원산지 

엄격성 지수(RI), 농산물 수출액 등 FTA 활용 결정요인들을 이용하여 

FTA 수출활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FTA 활용에 있어서의 핵

심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이 무역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 결정요인 간 상호연관성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PM)은 체결국 시장에서 시장가격경쟁

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이하 FTA 수출활용

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RI)과 FTA 수출활용률 간에는 부정적인 영

향이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규모도 FTA 수출활

용률에 상당부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 수출결정요인들이 

FTA 수출활용률에 어떠한 패턴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연관성

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계

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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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혜관세 혜택33(PM)과 FTA 수출활용률 간 관계

전체 체결국을 대상으로 상관계수를 계측한 결과, 특혜관세 혜택과 FTA

수출활용률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측되어 FTA 특혜관세 

혜택은 FTA 수출활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

국별로 보면 EU, 미국은 양의 상관정도가 강한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이외

에 칠레, 인도, 터키, 페루의 경우 모두 음(-)의 상관이면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특혜관세 혜택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수출활용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FTA 수출 활용률에 특혜

관세 혜택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칠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0.0962 -0.1224 -0.0454 0.0911 -0.2066 0.0563 -0.0645

(0.0001) (0.147) (0.606) (0.058) (0.113) (0.197) (0.548)

표 6-1. 체결국별 특혜관세 혜택과 수출활용률(2012～2013년 HS 6단위) 간 상관계수

주: ( ) 안은 P-값을 의미함. 터키는 2013년만 고려.

1.2. 원산지 엄격성과 FTA 수출 활용률 간 관계

대부분의 FTA 체결국에서 원산지 엄격성과 수출활용률 간의 상관계수

가 음(-)으로 나타났다.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은 수

출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결국별로 보면 

33 한·ASEAN FTA의 경우 국가별 양허안이 다양하여 통일된 PM의 계측이 불가

하였고, 한·싱가포르 FTA는 발효즉시 모든 대상품목(6개품목 제외) 관세철폐 

되었고, 한·EFTA FTA의 경우 관세구조가 종량세 및 복합세 등으로 매우 복잡

하고 수출규모도 매우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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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ASEAN, 인도, 터키, EU 등 순으로 음(-)의 상관정도가 강하게 나타

났으며 미국과 칠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호상으

로 음(-)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엄격성 이외의 다른 요인

이 수출활용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0.0736 -0.0130 0.0039 -0.029 -0.201 -0.1599 -0.0915 -0.2393 -0.0542 -0.0922

(0.004) (0.887) (0.946) (0.032) (0.085) (0.085) (0.069) (0.073) (0.239) (0.429)

표 6-2. 체결국별원산지엄격성과수출활용률(2012～2013년 HS 6단위) 간상관계수

주: ( ) 안은 P-값을 의미함. 터키는 2013년만 고려.

1.3. 농산물 수출실적과 수출활용률 간 관계

전체 농산물의 수출실적과 수출활용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0.0639)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실적이 높을수록 수출활용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0.1165로 가장 높고 페루 0.1429, EU 0.09,

미국 0.0251, 인도 0.246 순으로 상관정도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EU뿐이었다.

전체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0.0639 -0.1485 0.1165 0.0246 0.0900 0.1429 0.0251 -0.1156

(0.008) (0.078) (0.030) (0.780) (0.061) (0.276) (0.566) (0.281)

표6-3. 체결국별농산물수출실적과수출활용률(2012～2013년HS 6단위) 간상관계수

주: ( ) 안은 P-값을 의미함. 터키는 2013년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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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 결정요인이 수출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PM),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RI) 그리고 수출

실적 등 주요 수출활용 결정요인들이 수출활용률에 상당부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개별적 상관계수 계측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결정요인

은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을 거쳐 수출활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패널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활용 결정요인들과 수출활용

률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 분석모형 및 자료

FTA 발효 이후 체결국별 수출활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출활용 모형을 설정하였다.

ln
 ln ln  ln  

여기서 종속변수  
는 t년도 i국가 j세번의 FTA 체결국의 수출활

용률을 의미하며 주요 설명변수 은 체결국 FTA 특혜이윤을, 는 

체결국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Restrictiveness Index)를 의미한다. 상

기 모형에는 국별 세번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랜덤 효과(random effect)

와 연도별 확률 효과 를 모형에 포함하여 수출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을 계측하였다. 또한, 국가별 수출실적이 클수록 수출활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서 국가

별 더미()를 포함하였다. 즉, 수출활용률은 특혜이윤과 원산지 엄격성 지

수, 국가더미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이들 변수와 수출활용률 간 

평균적인 반응을 계측하기 위해 양변에 대수를 취하여 계측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제공하는 HS 10단위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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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용률 Coef. Std. Err. z P>z [95% Conf.

FTA특혜이윤 0.014 0.009 1.91 0.06 -0.004

엄격성 지수 -0.046 0.017 -2.66 0.01 -0.081

국가별

더미

칠레 -0.895 0.102 -8.77 0.00 -1.095

인도 -2.229 0.306 -7.29 0.00 -2.828

페루 -1.423 0.145 -9.84 0.00 -1.706

EU -0.004 0.110 -0.04 0.97 -0.220

상수 -0.098 0.118 -0.83 0.41 -0.328

/sigma_u 0.769 0.048 15.96 0.00 0.675

/sigma_e 0.432 0.020 21.10 0.00 0.391

rho 0.761 0.027 　 　 0.705

Log likelihood = -865.26561; Prob > chi2 = 0.0000

표 6-4.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활용률 결정요인 추정결과(수출활용 모형)

주: 최근 발효한 터키(2013년 5월)는 패널데이터 구축 상 제약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수출액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 FTA 발효국 47개, 품목군 1~24류(3류 제외)

에 해당되는 세번, 2012-2013년 2개년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종속

변수인 수출활용률은 세번별·국가별로 구분하였으며 설명변수인 특혜이윤

은 체결국별 세번별 수입관세율을 시산하였다. 엄격성 지수 역시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을 참조하여 세번별로 계측하였다. 추정 방식은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패널 토빗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는 세번에 따라 양허제외 및 무

관세인 경우 또는 활용률이 매우 미미한 경우 종속변수가 제외되어 발생하

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2. 분석결과

FTA 수출활용률 결정요인 추정결과는 <표 6-4>에 제시하였다. 특혜이

윤과 엄격성 지수의 추정계수는 각각 0.014, -0.046으로 계측되었고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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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특혜이윤이 높을수록, 수출 상

대국 원산지 엄격성이 낮을수록 FTA 수출활용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국

별 더미는 EU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준변수인 미국과 비교하여 타 FTA 체결국일 경우 수출활용률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 토빗 모형34은 비선형 모형이므로 양대수를 취하여 추정한 결과일

지라도 <표 6-4>의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설명변수별로 별도의 한계효과를 다음과 같이 시산할 수 있다.

FTA 특혜이윤의 한계효과(표 6-5)는 10% 단위로 분류하여 계측하였으

며, 그 결과 특혜이윤이 10%에서 40%까지 확대되면 FTA 수출활용률은 

각각 3.4%, 4.8%, 6.6%, 8.9%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증감률을 보면, FTA 특혜이윤이 증가할수록 수출활용률은 체증(미분값 >

0)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엄격성 지수(표 6-6)의 한계효과는 체감(미분

값 < 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한계효과(표 6-7)는 미국 > EU > 칠

레 > 페루 > 인도 순으로 계측되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차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관세로 인

하여 특혜이윤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활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특혜이윤과 수출규모가 높지만 수출활용률이 저

조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34 이 연구의 패널토빗 모형 추정방법은 LR검정으로 확률효과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Wald  값이 164.82 수준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확률효과 토빗 모형

을 이용한 패널 확률효과 토빗모형(Panel Random effect Tobit Model)을 활용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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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이윤 한계효과 Std. Err. z P>z 95% Conf.

0 0.024 0.005 4.990 0.000 0.014

10 0.034 0.007 5.150 0.000 0.021

20 0.048 0.017 2.810 0.005 0.014

30 0.066 0.035 1.900 0.058 -0.002

40 0.089 0.060 1.470 0.142 -0.030

표 6-5. FTA 특혜이윤 한계효과

엄격성지수 한계효과 Std. Err. z P>z 95% Conf.

1 0.051 0.013 4.040 0.000 0.026

3 0.041 0.008 5.120 0.000 0.025

5 0.033 0.005 6.200 0.000 0.023

7 0.026 0.004 6.000 0.000 0.018

9 0.020 0.004 4.620 0.000 0.012

11 0.016 0.005 3.400 0.001 0.007

13 0.012 0.005 2.570 0.010 0.003

표 6-6. FTA 엄격성지수 한계효과

국가별 한계효과 Std. Err. z P>z 95% Conf.

미국 0.209 0.022 9.470 0.000 0.166

칠레 0.033 0.006 5.510 0.000 0.021

인도 0.000 0.001 0.900 0.368 -0.001

페루 0.008 0.003 2.790 0.005 0.002

EU 0.207 0.030 6.850 0.000 0.148

표 6-7. FTA 국가별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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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원산지규정 엄격도와 무역창출효과 수준 간 관계

고

저

무역

창출

저                        고원산지규정

엄격도

자료: World Customs Organization(2014)의 개념 및 도식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3. 농산물 분야 원산지 규정의 무역 효과 분석

이 절에서는 FTA 원산지 규정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자료를 활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무역효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1. 이론적 배경

원산지 규정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즉, FTA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폐한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

혜관세 혜택을 얻을 수 없으므로, 관세철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반면에 원산지 규정은 역내국 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경

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FTA 체결상대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역외국(비

체결국)이 무임승차 혜택을 입는 소위 무역굴절(trade deflection)효과를 방

지하고 특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

해야 역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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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

무역

전환

저                    고원산지규정

엄격도

그림 6-2. 원산지 규정 엄격도와 무역전환효과 간 관계(1단계)

자료: World Customs Organization(2014)의 개념 및 도식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교역량이 증가하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FTA 협상에서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

라 농산물의 무역규모 및 무역수지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

이다. 만일, FTA 체결국의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산물의 

무역 활성화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는 미미해질 수 있어 원산지 규정과 무

역창출효과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그림 6-1>).

한편,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특혜관세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

격의 역내국에서 상대적 가격이 높은 역외국으로의 교역이 확대되는 무역

전환(trade diversion)효과가 발생하게 된다35. <그림 6-2>의 무역전환효과

와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 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 규정이 엄

격해질수록 무역전환효과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다시 감소하

게 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A, B, C 3국 중 A국과 B국은 FTA 협상을 통

한 역내국이고 C국은 역외국이다. 1단계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상대

35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으로 인한 ‘무역전환’이란 역내국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역외국의 ‘교역 감소’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으로 야기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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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일정 물량의 값싼 C국 제품이 B국을 통해 A국으로 

교역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교역량은 과거 C국과 A국이 직접 교역할 

때 보다는 감소한 수준이다.

2단계의 경우, A국과 B국 간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더욱 높아져 C국 

제품은 더 이상 B국을 통한 우회 교역이 불가능한 단계로 상대적으로 원

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낮은 1단계 때보다 교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나타낸다. 즉, 무역전환효과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고

저

무역

전환

저                         고원산지규정

엄격도

그림 6-3. 원산지 규정 엄격도와 무역전환효과 간 관계(2단계)

자료: World Customs Organization(2014)의 개념 및 도식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마지막 3단계에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역내에서 교역

하던 제품을 다시 값싼 역외국인 C국으로부터 교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제품을 다시 C국으로부터 교역하게 되는 

분기점(threshold point)은 원산지 규정 이행비용(Cost of Rules of Origin

Compliance: Cost_RoO)이 특혜관세이윤(Preferential tariff margin: PM)을 

초과하는 수준(Cost_RoO > PM)에서 결정될 것이다.



FTA 활용 결정요인과 무역효과 간의 관계분석14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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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원산지규정

엄격도

그림 6-5. 원산지 규정 엄격도와 무역전환효과 간 관계(3단계)

자료: World Customs Organization(2014)의 개념 및 도식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앞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역내국에게만 제공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등의 

무역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역내 농산물 수입국을 예로 들면,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 이후 수입 

농산물 관세철폐에 의한 자국산 농산물의 역내 수입국산 농산물로 대체되

는 부문과 가격하락으로 소비가 증가한 부문으로 나뉜다. 무역전환효과는 

기존 역외국산 수입 농산물 일부가 역내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발생하

는 것 말한다. <그림 6-5>는 역내국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역

내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에 

FTA 체결 이전 관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각각 
 , 

 이 된다.

체결 이전 수입량()은 모두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다 체결 이후 수

입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으로 확대되어 수입량은 ()+

()만큼 증가하며, 이때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에 따른 사회적 후생 

변화는 ((f+l+m)+(j+q+r); 무역창출효과)와 (s+t+u, 무역전환효과) 간의 차

이로 계측된다.

반면, 원산지 규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입가격 및 수

입량의 변동으로 사회적 후생 변화 또한 발생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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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수입가격은 원산지 규정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

라 역내국 가격( )보다 항상 높게 형성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원

산지 규정 행정비용이 특혜관세 혜택 분(실행세율 특혜관세)

보다 적을 때( )까지 역내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정부수

입 등 각각의 사회적 후생이 결정된다. 그러나 만일 원산지 규정 엄격도가 

매우 높은 경우()인 행정비용이 특혜관세 혜택보다 높을 때

부터는(Cost_RoO > PM) 다시 역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이다.

결국 일반적인 FTA 원산지 규정 이행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

환효과로 사회적 후생변화는 소비자 후생의 경우 (e+f+g+h+i+j)만큼 증가

하고 생산자 후생은 (e), 정부관세수입은 (g+h+i+n+o+p+s+t+)만큼 감소하

게 된다. 따라서 FTA 원산지 규정 효과는 사회적 후생효과(i+r; 무역창출

효과 , s+t+u; 무역전환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역내국 수입가격 + 관세+ 엄격한 원산지 규정 행정비용

(Cost of the Strict Rules of Origin)

  : 역외국 수입가격 + 관세+ 관대한 원산지 규정 행정비용

(Cost of the Generous Rules of Origin)



　: 역내국 수입가격 + 관세




　: 역외국 수입가격 + 관세
　: 역내국 수입가격

　: 역외국 수입가격

그동안 원산지 규정 이행비용(the cost of ROO compliance) 추계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U schems의 경우 Manchin(2006)은 교역

규모 대비 약 5% 상당의 이행비용을 예상하였으며, Cadot et al(2005)은 

약 6~8%로 추계하였다. NAFTA의 경우 Carrière and de Melo(2004)는 약 

6%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ASEAN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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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원산지 규정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Manchin and Pelkmans-Balaoing(2007)은 원산지 규정 이행비용이 과다하

기 때문에 특혜관세 이윤이 25% 이상이 돼야 교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Hayakawa et al(2011)은 일본과 ASEAN

간 교역에서 일본 수출업체에 대한 특혜관세 이윤의 한계비율(threshold

rate)을 약 5.2%로 추계하고 원산지 규정의 이행비용이 5% 수준 이내가 되

도록 협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3.2.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무역창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식(10)과 

같이 중력모형(Gravity Model)으로 설정하였다. 중력모형은 무역효과 실증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검증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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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n 


lnln

여기서  
는 종수변수로서 역내국 농산물 수출액이며 는 FTA 역

내국(=칠레, 인도, EFTA, ASEAN, 미국, EU, 페루), 는 분석기간

(2012~2013년)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로서 는 수출액규모에 영향을 미

치는 각 결정요인들의 행렬로서 해당 역내국의 1인당 GDP, 환율(대미환율

(원/달러)), 해당 역내국에서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 Index)

지수(역내국, 세 번, =1,...,13)36, 국가별, 세번별 수출가격, 해당 역내국

에서의 경쟁국가의 세 번별 수출가격이며, 는 우리나라와 역내국 

간 거리를 나타낸다. 즉, 역내 수출대상국 농산물 수출은 역내 수출 대상국 

수출가격, 역내 수출 대상국에서의 경쟁국가의 농산물 수출가격, 환율, 거

리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ln 


lnln
한편, 원산지 규정의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식(12)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우리나라의 역외국 농산물 수출액이며, 는 

역외국(=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홍콩, UAE, 대만, 러시아)을 의미하고,

t는 분석기간으로 2012~2013년이다. 설명변수는 상기의 ‘원산지 규정의 무

역창출효과’ 모형의 설명변수와 모두 동일하다. 이들 모형의 주요 핵심 변

수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로 엄격도에 따라 각 모형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원산지 규정의 무역창출효과 모형’에서 추정결과가 원산지 규

정의 엄격성이 강화될수록 역내국 수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FTA 체결로 발생하는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수출

대상 역내국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반감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원산지 규정의 무역전환효과 모형’에서 엄격성 지수의 추정결과가 

36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지수는 모형설정 시 Semi-log 함수형태를 적용하기 위해 

수준변수(level)로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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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계수로 추정된다면, 기존 역내국으로 수출되었던 농산물 일부가 역외

국으로 수출대상국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분석방법 및 자료

분석 자료는 기발효 FTA 중에서 최근에 발효된 터키와 ASEAN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FTA 역내국 수출 자료 7건과 일본, 중

국 등 역외국 수출 자료 8개를 각각 활용하였다. 품목군은 1~24류(3류 제

외)에 해당되는 HS 10단위 농산물 수출액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기간은 

2012-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무역창출모형과 무역전환모형에서 

관측치 개수는 각각 8,120개, 9,280개로 추출되었다.

자료의 출처로 두 모형의 종속변수인 국가별, 세번별 수출 자료(달러),

설명변수 중 국가별 1인당 GDP는 IMF 자료를, 역내국 세번별 수출단가,

수출대상 역내국 경쟁국 수출단가(달러/kg, cif)는 Global Trade Atlas 자료

를 사용하였다. 또한, 환율은 한국은행의 환율(원/달러)을 활용하였으며, 국

가 간 거리는 CEPII에서 제공하는 국가간 거리(mile)를, 역내국의 세번별 

원산지 규정 엄격성 지수는 앞 장에서 산정한 것을 활용하였다.

구분
무역전환효과 모형 　무역창출효과 모형

평균 관측치 표준편차 평균 관측치 표준편차

수출액(천$) 1,612 3,536 8,744 1,140 2,440 6,148

국민소득($) 35,351 9,280 19,107 28,599 8,120 29,232

환율(원/$) 1,111 9,280 15.92 1,111 8,120 15.92

엄격성지수 6.68 9,280 1.24 6.32 8,120 2.75

거리(miles) 718.3 9,280 551.5 435.6 8,120 353.0

자체가격($/kg) 54.83 3,523 711.12 44.48 2,431 343.34

경쟁가격($/kg) 21.8 6,976 140.8 21.8 6,104 140.8

표 6-9.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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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식은 분석 기간 동안 세번별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발생

하는 추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 절에서 활용한 Tobit모형을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세번별 연도별 고유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세번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임의효과를 함께 적용하였다.

3.4. 분석결과

3.4.1. 역내국 농산물 수출의 무역창출효과 및 결정요인 추정결과

<표 6-10>은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등 수출결정요인들이 FTA 체결상대

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FTA 체결국 대상 농산물 수출규모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

의 결정요인들의 경우 수출가격은 낮을수록, 경쟁국 농산물 가격은 높을수

록, 수출시장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와 FTA 체결상대국 수출시

장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환율은 높을수록 우리나라 FTA 체결상대국으로

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주요 추정계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1단위 엄격(관대)해 

지면, 우리나라 FTA 체결상대국의 농산물 수출은 10.2~10.7% 감소(증가)

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FTA 특혜관세 혜

택으로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를 저해(증진)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37 한편, 수출가격의 평균한계효과는 –0.381~–0.470으로 수출가격이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10% 하락하면, 농산물 수출규모은 3.81%~4.70%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

라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

37 Semi-log 함수 추정결과 비교 시 설명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 설명변수 1단

위가 변하면 종속변수는 ‘추정계수×100’% 수준으로 변하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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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Tobit 모형1) OLS 모형

변수 계수 Z값 P>z 계수 t값 P>t

수출가격 -0.470 -7.94 0.000 -0.381 -6.42 0.000

경쟁가격 0.472 8.33 0.000 0.426 7.51 0.000

엄격성 지수2) -0.102 -4.74 0.000 -0.107 -4.95 0.000

1인당 GDP 0.373 5.75 0.000 0.354 5.43 0.000

환율 0.609 0.14 0.886 0.766 0.18 0.859

거리 -0.350 -8.31 0.000 -0.335 -7.88 0.000

상수 5.200 0.17 0.862 3.830 0.13 0.899

 2.929

적합도  
=152.44 ;

Prob>chi2 = 0.000
R-squared = 0.0542

표 6-10. 우리나라 역내국 농산물 수출의 무역창출효과 추정 결과

주: 토빗 모형의 추정계수는 평균한계효과(


 ×


)로 재계산한 수치이며,

관측치가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OLS 추정계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310 left-censored observations; 2061 uncensored observations.

3.4.2. 역외국 농산물 수출의 무역전환효과 및 결정요인 추정결과

<표 6-11>과 같이 우리나라 역외국 농산물 수출 결정요인 추정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특혜관세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역내국으로부터 상대적 가격이 높은 역외국으로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내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게 되는 반면에 역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 결정요인들의 경우 앞선 무역창출모형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출가격과 거리는 수출규모와 반비례하고, 환율과 경

쟁가격은 높을수록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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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bit 모형
1)

OLS 모형

변수 계수 Z값 P>z 계수 t값 P>t

수출가격 -0.500 -9.81 0.000 -0.469 -9.04 0.000

경쟁가격 0.479 9.64 0.000 0.476 9.41 0.000

엄격성 지수2) 0.277 7.16 0.000 0.286 7.22 0.000

1인당GDP -0.428 -6.99 0.000 -0.414 -6.61 0.000

환율 1.607 0.5 0.620 2.098 0.63 0.526

거리 -0.059 -2.01 0.044 -0.037 -1.26 0.209

상수 2.856 0.13 0.900 -1.176 -0.05 0.960

 2.737

적합도  
=208.71 ;

Prob>chi2 = 0.000
R-squared = 0.0536

표 6-11. 우리나라 역외국 농산물 수출의 무역전환효과 추정 결과

주요 추정계수를 보면,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1단

위 엄격해지면, 우리나라 역외국 농산물 수출은 27.7~28.6% 증가하는 것

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FTA 체결상대국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높을수록 

역외국 수출규모를 감소시키는 무역전환효과가 희석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역전환

모형에서 역외국 수출가격이 10% 하락하고 경쟁국 수출가격이 10% 상승

하면, 역외국 농산물 수출은 각각 4.69%~5.0%, 4.76%~4.79%씩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의 대리변수인 1인당 GDP의 추정계수가 음(-)

으로 추정되어, 역외국 중 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수출이 

많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역외국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는 무역전환효과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 토빗 모형의 추정계수는 평균한계효과(


 ×


)로 재계산한 수치이며,

관측치가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OLS 추정계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265 left-censored observations; 3256 uncensored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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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6-6>은 상기 추정된 무역창출효과모형과 무역전환효과 모형

의 FTA 원산지 규정 추정계수를 활용하여 수출액 규모와 원산지 엄격성 

지수 사이의 관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무역창출효과 모

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앞서 분석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FTA 체

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역내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

한 반면, 역외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강화는 특혜관세 혜택을 반감시

켜 무역창출효과를 퇴색시키지만, 역외국 수출규모를 확대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 모형> <무역전환효과 모형>

그림 6-8.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과 원산지 엄격성 간 관계 시뮬레이션

한편, 품목군의 경우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사이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6-7>과 <그림 6-8>은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 상위 2개 품목군인 HS 21류(기타 조제식품) 20.2%, 19

류(곡물·곡분 조제품) 14.7%를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와 원산지 엄격성 지

수 사이의 관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HS 19류의 경우 전체 농산물 

수출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게 역내국 수출액과 FTA 체결상대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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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정 엄격성은 반비례하고, 역외국 수출액과 엄격성은 비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무역창출효과 모형> <무역전환효과 모형>

그림 6-11. HS 19류 곡물·곡분 조제품

반면, HS 21류 기타조제식료품의 무역창출효과 모형 결과는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는 역내 농산물 수출 규

모가 증가하다 일정 수준의 엄격성에 도달되면서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무역전환효과 모형 결과에서는 상기의 무역창출효과 모형 

결과와는 반대로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정도가 낮은 단계에서 역외국 

수출이 감소하다 분기점(5.74)을 지나면서 수출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역

내국으로 수출하던 HS 21류 품목을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다시 

역외국으로 수출선을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원산지 

규정의 이행비용이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이윤을 초과하는 분기점

(5.91)부터 역내국 수출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HS 21류의 FTA 체

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5.91보다 높다면, 해당 기체결 FTA



FTA 활용 결정요인과 무역효과 간의 관계분석152

원산지 분야 위원회를 활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완화되도록 정책

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역창출효과 모형> <무역전환효과 모형>

그림 6-12. HS 21류 기타조제식료품

               

4. 요약 및 소결

FTA 활용결정요인들을 이용하여 FTA 수출활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FTA 수출활용률에 특혜관세 혜택, 원산지규정 엄격성, 수출규모 등 

주요핵심요인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관세

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혜택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활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재 수준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많고 수출규모가 높지만 수출활용률이 저조

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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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FTA 활용에 있어서의 핵심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규

정이 무역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FTA 체결로 발생하는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수출대상 

역내국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반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FTA 원산지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이 부적정한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협정 대상국과 이행관리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묘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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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국내의 농산물 수출업체와 주요 FTA 체결국인 미국 현지

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수출업체의 FTA 수출활용도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수출업체의 FTA 활용 실태

1.1. 조사개요

이 조사는 국내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FTA 발효국가로 농산물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3월과 7월에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무역협회 소관 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e-mail, 전화, 팩스 조사 병행)를 실

시하였다. 표본은 랜덤 추출하였으며, 이 중 유효 응답분인 203개의 농산

물 수출업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은 한국무역협회의 FTA 활용 실태 조사 설문문항

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농산물 수출업체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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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산물 수출액

전체
10만 달러 미만 10만∼1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

고용
인원
수

10명 이하 13.2 6.4 13.2 32.8

10명∼100명 1.0 36.3 19.1 56.4

100명 이상 0.5 0.5 9.8 10.8

전체 14.7 43.1 42.2 100.0

표 7-1. 조사대상자(국내 농산물 수출업체) 특성

단위: %

문항구성은 “FTA 특혜관세 활용 유무”, “FTA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 “기

체결 FTA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향후 FTA 활용 확대 정책”, “향후 

FTA 협상 시 고려사항” 등 FTA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설문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무역협회 소관 수출업체를 대상

으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유효표본: 한국무역협회 소관 107개 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96개 업체

․조사기간: 2014년 3월 4일∼3월 19일, 7월 3일～20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e-mail, 전화, 팩스 조사 병행)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 특혜관세 활용 실태 조사에 응답한 농산물 수출업체(203개 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용인원 수별로는 10명에서 100명 미만인 고용업체가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고, 10명 이하가 32.8%, 100명 이상이 10.8%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액별로는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미만을 수출

하는 업체가 전체의 43.1%로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42.2%)보

다 근소하게 많은 가운데 10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가 14.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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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업체

매우 
불만족 13.0%

불만족 
38.0%

매우 만족 
10.0%

만족 
39.0%

특혜관세

활용업체

매우 
불만족 
1.8%

매우 
만족 
17.1%

불만족 
23.4%

만족 
57.7%

그림 7-1.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만족도 평가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상의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과 효과적 FTA 특혜관세 활용 제고 정책을 

위해 농산물 수출업체의 규모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규모 정도’는 농산물 

수출액과 고용인원수의 분위관계를 고려하여 영세 수출업체(고용인원수가 

10명 이하이고 농산물 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농산물 수출업체), 중견

규모 수출업체(고용인원수가 10명 이상이거나 농산물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농산물 수출업체), 대규모 수출업체(고용인원 수가 100명 이상이고 

농산물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농산물 수출업체)로 분류하였다.

1.2. 조사결과

가. 기체결 FT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가 자사의 경영이나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에 전체 농산물 수출업체의 51%가 부정적으로 응답

하였다. 반면, FTA 특혜관세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의 대다수는 FTA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매우 불만족” 에 대한 응답 빈도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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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았다.

주요 기체결 FTA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실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EU와 한·미 FTA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ASEAN FTA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림 7-2. 농산물 수출업체의 주요 기체결 FTA별 만족도 평가

한편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수출업체의 FTA 평가가 10점 만점에 6.45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중소규모 수출업체(6.12), 영세 수출업체(6.11) 순으

로 FTA가 자사의 경영이나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FTA가 도움이 된 가장 주요 요인으로는 전체 농산물 수출기업의 47.4%

가 FTA가 수출 확대,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으로 연결 을 꼽았으며, 이

에 대해서는 수출업체 규모별(대규모 55.6%, 중소규모 48.9%, 영세 50.0%)

로도 이견이 없었다. 반면, 둘째 요인으로는 대규모와 중소규모 수출업체가 

경쟁 국가 및 기업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으로 상대적 효과가 발생

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영세수출업체는 현지 시장에서 우리상품에 대한 인

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 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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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전체영세
수출업체

중소규모
수출업체

대규모
수출업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2.2% 11.7% 10.5% 13.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9% 39.6% 42.1% 38.0%

다소 도움이 되었다 37.0% 40.9% 26.3% 39.0%

큰 도움이 되었다 14.8% 7.8% 21.1% 10.0%

평균 6.11 6.12 6.45 6.15

표준편차 1.01 0.80 0.96 0.84

표 7-2. 농산물 수출업체 규모별 FTA 평가

구 분

규모

전체영세
수출업체

중소규모
수출업체

대규모
수출업체

FTA가 수출 확대, 비용절감 매

출 증대 등으로 연결
50.0 45.9 55.6 47.4

경쟁 국가 및 기업에 비해 유리

한 거래환경 조성으로 상대적

효과가 발생

7.1 20.3 22.2 18.6

마케팅 혹은 조달선 변경에 활

용하는 등 신규 수출입 거래선

발굴에 도움

14.3 17.6 11.1 16.5

우리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
21.4 12.2 11.1 13.4

가격 경쟁력에 도움 7.1 2.7 0.0 3.1

관세절감 0.0 1.4 0.0 1.0

표 7-3. 농산물 수출업체 규모별 FTA 평가의 긍정적 요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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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주요 관심 국가와 FTA가 아직 체

결되지 않은 상황 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2.7%로 가장 많았고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 한다는 견해(29.7%)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

모별로는 대규모 수출업체의 절반가량이 복잡성 초래를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으나, 영세 및 중소규모 업체는 주요 관심 국가와 FTA 미체결을 도움

이 되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구 분

규모

전체영세
수출업체

중소규모
수출업체

대규모
수출업체

FTA로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
30.8 26.9 50.0 29.7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 여타

요인으로 FTA 효과 상쇄
15.4 19.2 10.0 17.8

비관세 장벽 등에 의한

FTA 효과 미미
7.7 7.7 20.0 8.9

주력 품목의 비 시장 개방 7.7 11.5 0.0 9.9

주요 관심 국가와 FTA 미체결 30.8 34.6 20.0 32.7

FTA국가별 수출입 규모의 한계 7.7 0.0 0.0 1.0

표 7-4. 농산물 수출업체 규모별 FTA 평가의 부정적 요인

단위: %

나.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응답한 농산물 수출업체 중 54.7% 정도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

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업체의 

대부분(70%)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영세 업체의 활용

(48.1%)은 저조하게 나타나 수출업체 규모별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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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업체

활용
54.7%

비활용
45.3%

       영세          중소규모         대규모

그림 7-3.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 여부

농산물 수출 시 특혜관세 활용이 활발한 FTA는 한·미(29.0%), 한·EU(25.2%),

한·ASEAN(21.4%) 순으로 나타난 반면, 활용이 저조한 FTA는 한·터키

(2.4%)와 한·싱가포르(2.9%)로 조사되었다.38

38 수출업체의 ‘FTA별 특혜관세 활용 경험’과 수출통계상의 ‘FTA별 특혜관세 수

출 활용률’과는 FTA 이행 기간과 수출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례로 한·ASEAN FTA의 특혜관세 수출활용률이 3.1%인 반면, 수출업체의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 경험은 무려 21.4%나 된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ASEAN FTA의 이행기간(8년)이 상대적으로 한·미 FTA(2년),

한·EU FTA(3년) 등 주요 기체결 FTA보다 길어 수출업체들이 한·ASEAN FTA

를 활용할 기회가 많았던 것에서 야기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한·ASEAN

FTA를 활용하는 수출업체들의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한·ASEAN

FTA의 활용 경험 빈도가 높을지라도 FTA 활용 수출금액으로 환산하면 활용

률은 낮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설문 조사에서 수출업체의 기체결 FTA별 수출

액 평균은 한·EU(900만 달러), 한·미(728만 달러), 한·ASEAN(474만 달러)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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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전체영세
수출업체

중소규모
수출업체

대규모
수출업체

마케팅 활용 20.0 13.2 25.0 15.6

수출 물량 확대 10.0 32.4 58.3 33.3

현지 판매가격 인하 20.0 32.4 8.3 27.8

바이어 요청 시 증명서 작성,

관세 인하 이익은 바이어에 귀속
40.0 13.2 0.0 14.4

자사 내부 이익에 귀속 10.0 8.9 8.3 8.9

표 7-5. 농산물 수출업체 규모별 FTA 특혜관세절감분 사용처

단위: %

그림 7-4. 농산물 수출업체의 기체결 FTA별 특혜관세 활용 경험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관세절감분은 응답 업체의 33.3%가 수출 

물량 확대 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현지 판매가격 인하

(27.8%), 신규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비에 활용 (15.6%), 바이어가 요

청할 경우에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관세 인하 이익은 바이어 귀

속에 활용 (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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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수출업체는 절반 이상이 수출 물량 확대 에 관세

절감분을 활용하고 있었고, 중소규모 수출업체는 수출 물량 확대 와 현

지 판매가격 인하 로 응답하였다. 한편 영세 수출업체는 FTA 특혜관세절

감분을 바이어가 요청할 경우에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관세 인

하 이익은 바이어 귀속에 활용 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다. FTA 특혜관세 활용의 당면과제

농산물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FTA

활용 절차를 모르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 이라는 견해가 26.2%로 가장 

많은 가운데, FTA 특혜관세 활용 전문 인력 부족 (22.6%), 수출입 품목

이 무관세이거나 관세인하 폭이 적음 (20.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17.9%) 등의 순으로 미활용 요인이 나타났다.

그림 7-5. FTA 특혜관세 미활용 요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활용방법이나 절차를 모름

수입품목이 원산지 요건 미충족

전문인력 부족

품목 미해당

비용대비 관세 인하 실익이 적음

무관세 이거나 특혜관세 인하폭이 적음

수출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특혜관세 미활용 요인으로 대규모 수출업

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규모

는 FTA 특혜관세 활용 전문 인력 부족 (24.6%)을 지목하였다. 다음으로 

영세업체는 대·중소규모 업체의 미활용 요인에도 동의하였지만, FTA 특혜

관세 활용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42.9%)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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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전체영세
수출업체

중소규모
수출업체

대규모
수출업체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 인하 폭 적음 21.4 20.0 20.0 20.2

비용대비 관세 인하 실익이 적음 0.0 10.8 0.0 8.3

활용방법이나 절차를 모름 42.9 23.1 20.0 26.2

전문인력 부족 14.3 24.6 20.0 22.6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21.4 15.4 40.0 17.9

품목 미해당 0.0 3.1 0.0 2.4

수입품목이 원산지 요건 미충족 0.0 3.1 0.0 2.4

표 7-6. FTA 농산물 수출업체 규모별 FTA 특혜관세 미활용 요인

단위: %

업체들의 농산물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응

답 업체의 39.2%가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절차 를 들었으며,

FTA 관련 실질적인 정보 부족 (28.3%)과 FTA 관련 사내 전문 인력 부

족 (19.2%)도 상당수의 업체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그림 7-6.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대국의 바이어나 셀러의 협조 부족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원산지 검증의 우려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

한편, FTA 특혜관세 활용 경험 유무에 따라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

된 수출업체별 애로사항에는 견해차가 있었다. 특혜관세 활용 경험이 있는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에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문제

(47.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FTA 관련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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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FTA 관련 사내 전문 인력 부족 (13.9%)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특혜관세 활용 경험이 없는 업체의 애로사항에는 FTA 관련 실

질적인 정보의 부족 (42.6%)이 가장 많은 가운데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문제 (32.7%), FTA 관련 사내 전문 인력 부족 (27.7%)

등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활용 업체 미활용 업체

애로사항 비율 애로사항 비율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
47.3

FTA 관련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42.6

FTA 관련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19.4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
32.7

전문 인력의 부족 13.9 전문 인력의 부족 27.7

원산지 검증의 우려 11.7 원산지 검증의 우려 4.0

상대국의 바이어나 셀러의

협조 부족
7.7

상대국의 바이어나 셀러의

협조 부족
3.0

표 7-7. FTA 특혜관세 활용 경험유무별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단위: %

라. FTA 특혜관세 활용 증대 방안에 대한 의견

FTA 협상을 통한 우리 농산물 수출 촉진 전략과 부합한 FTA 특혜관세 

활용 향상을 위한 우선 정책으로는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이 FTA 전문 

인력 육성 (29.3%)과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29.3%), FTA 원산지증

명서 관리시스템 보급 및 지원 확충 (19.9%)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외에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업무 , FTA 컨설팅의 지속적인 확대 ,

원료 및 소재 등을 납품해 주고 있는 국내 협력 업체의 원사지 소명서 및 

환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등을 FTA 특혜관세 활용 증대를 위한 우선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농산물 수출입의 FTA 활용 실태 분석166

FTA 전문인력 육성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FTA 컨설팅

지속 확대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관리 

시스템 보급/지원 확충

외국어 설명

자료 지원

국내 협력 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그림 7-7. 향후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우선 정책

한편 수출업체 규모별로는, 대규모 수출업체와 중소규모 수출업체는 FTA

전문 인력 육성 정책 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영세 수

출업체는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와 FTA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보급 및 지원 확충을 특혜관세 활용 향상 을 우선 정책으로 지목하였다.

　구분
영세
수출업체

중소규모
수출업체

대규모
수출업체

FTA 전문 인력 육성 8.0 32.2 33.3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36.0 29.5 16.7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보급/지원확충 36.0 16.8 22.2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12.0 10.7 11.1

외국어 설명 자료 지원 4.0 1.3 0.0

FTA 컨설팅 지속 확대 4.0 7.4 0.0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체계 구축 0.0 2.0 16.7

표 7-8. 규모별 향후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우선 정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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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TA 수출활용도 결정요인 분석

앞 절의 농산물 수출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FTA 수출활용도에 

있어 FTA 수출 특혜관세 혜택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FTA 원

산지 규정의 엄격도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에도 개별 수출업체의 FTA 활용역량 및 인식 그리고 정부의 FTA 지원관

련 인프라 등도 FTA 수출 활용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수출업체의 수출유형, 운영 형태, 정부의 FTA 지원정책 등이 최선인지 

혹은 다른 활용률 증대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수출업체들의 FTA 수출활용도를 저해 또는 촉진시키는 원인의 규명

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현재 수출업체의 FTA 수출활용도의 결정요인들

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FTA 수출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3.1. FTA　수출활용도 분석모형 및 자료

FTA 수출활용도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은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39을 이용하였다. FTA 수출활용 여부(   )를 종속변수로 가정하

고 수출업체의 ‘FTA 활용 역량 특성’,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특성’

등 2가지 특성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출업체의 

‘FTA 활용 역량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수출규모, 고용규모, 수출유형 

등을 이용하는 한편,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수출업체의 수출 특혜관세 인지여부, 정부의 FTA 수출지원 정책의 만족도 

등의 설명변수를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위해 우도비율검정

(Likelihood Ratio Test) 방식을 적용하였고, 분석 자료는 해외물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원사 500여 개 중 설문에 응답한 수

출업체 표본 97개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39 보다 자세한 내용은 Greene(2008)를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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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7-9>에 제시하

였다. 수출업체의 연간 수출규모는 약 100~500만 달러이며 수출유형은 신

선(단순가공)보다 신선 및 가공(2.11)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인원수는 평균 약 342명으로 비교적 높게 집계되었다. 한편, 수출특혜관세 

인지도는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약간 높은 편(58%)이며 정부의 

FTA 수출지원정책 만족도는 2.3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분석변수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FTA

수출활용도

(종속변수)

조사 수출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 여부

(1: 활용, 0: 미활용)
0.48(0.50)

수출규모

조사 수출업체의 2013년 수출액 규모: 물적인프라

계측(1:10만$ 미만, 2:10-50, 3:50-100, 4:100-500,

500-1000, 5:1000만 $ 이상)

3.98(1.46)

고용인원 조사 수출업체의 고용인원수(명): 인적인프라 계측 342(1678.7)

수출유형
조사 수출업체의 수출품목 가공수준

(1:신선(단순가공), 2:신선 및 가공, 3:가공)
2.11(0.87)

수출특혜관

세 인지도

FTA 수출특혜관세의 인지여부(관심도 계측)

(1: 알고있다, 0: 모르고 있다)
0.58(0.50)

FTA 체결

만족도

조사 수출업체의 FTA 체결 만족도

(1: 매우 무도움, 2:무도움, 3:도움, 4: 매우 도움)
2.31(0.77)

표 7-9. FTA 수출활용도 결정요인 모형의 종속 및 설명변수

주: 기초통계량 분석대상 수출업체는 97개임.

1.3.2. 수출활용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수출업체의 FTA 수출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TA 수출

활용 여부(종속변수)는 수출업체의 수출규모, 고용규모, 수출유형, 수출 특

혜관세 인지여부, FTA 체결의 만족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

여 분석하였다. 우도비율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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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of-fit)를 검정한 결과, 로그 우도 함수값은–38.687, 값은 

13.27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 수출활용도

추정계수 표준오차 Z-값
오즈비
exp(b)

FTA 활용

역량 특성

수출규모 0.0016 * 0.0008 1.93 1.002

고용인원 0.0009 0.0006 1.40 1.001

수출유형 -0.5173 *** 0.1181 -4.38 0.596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특성

수출 특혜관세
인지도

2.5707 *** 0.6086 4.22 13.075

FTA 체결
만족도

2.0677 *** 0.6517 3.17 7.907

Log Likelihood -38687

-value 13.27

표 7-10. 농산물 수출업체의 수출활용도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결과

주 1)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97개의 샘플을 사용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해당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수출업체 수출활용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추정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출업체의 수출규모가 클수록,

수출유형이 신선일수록(-), 수출활용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추정계수의 부호

가 수출활용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수출규

모가 크고 고용인원이 많은 중견 및 대기업 수출업체일수록 물적·인적 인

프라의 자원 배분을 통해 원산지 증명 업무가 일상적 업무로 자리매김함으

로써 수출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출유형

의 경우 원산지 규정이 가장 간단한 완전생산 기준의 신선 농산물을 수출

하는 업체의 수출활용도가 회계 및 거래기록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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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준의 가공 농산물 수출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FTA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특성을 나타내는 수출 특혜관세 인지도, 정부의 

FTA 체결 만족도 변수들은 수출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환경하에 지속적인 특혜관세에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FTA 체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출활용도를 제고

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표 7-10>의 수출규모 오즈비(한계효과)40값 1.002는 다른 조건들

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수출규모가 1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수출업체의 

수출활용도는 0.002%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인원이 1명 증가할 경

우 수출활용도는 0.001% 증가하고 수출특혜관세 인지( 1) 여하에 따라 

수출활용도는 13.07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FTA 체결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수출활용도는 7.9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수출 특혜관세 인지도와 FTA 체결 만족도를 높인다면 수출업

체들의 전반적인 수출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오즈비 계측치를 통해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 수출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출 특혜관세 인지도(+)>정부

의 FTA 체결 만족도(+)>수출규모(+)>고용인원(+)>수출유형(-) 순으로 나

타났다. 결국, FTA수출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 실무자 및 

경영자 대상으로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FTA 원산지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의 FTA 체결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전략 및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40 로짓모형의 경우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설명변수만의 사

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확률을 오즈비(Odd Ratio)로 계측할 수 있으며, 사건

이 발생할 확률을 ,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로 나타내면 오즈비는 다음과 
같다.(이병훈 외, 2012)

 


exp

exp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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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및 소결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FTA 활용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전체 

농산물 수출업체의 기체결 FTA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

가가 거의 같은 비율로 양분된 가운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경험이 있

는 수출업체는 긍정적 평가가 매우 높았다. 또한, 수출업체 규모별로는 규

모가 클수록 FTA가 경영이나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FTA가 도움이 된 가장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FTA가 수출 확대, 비용 절

감, 매출 증대 등으로 연결 을 꼽았으며, 수출업체 규모별로도 동일하였다.

반면에, FTA가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주요 관심 국가와 FTA 미체

결 과 FTA로 기존 업무에 복잡성 초래 에 응답 비중이 높았다.

FTA 특혜관세 활용은 응답한 전체 농산물 수출업체의 54.7%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가운데 수출업체 규모별로 활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FTA 특혜관세를 통한 관세절감분 활용은 수출 물량 확대 가 가장 많

았고,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수출업체는 수출 물량 확대 , 중소규모 수출

업체는 수출 물량 확대 와 현지 판매가격 인하 , 영세 수출업체는 FTA

특혜관세절감분을 바이어가 요청할 경우에만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하고 관세 인하 이익은 바이어 귀속에 활용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산물 수출업체는 FTA 활용 절차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서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절차 , FTA 관련 실질적인 정보 부

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었다. 특히 특혜관세 활용 경험이 있는 수

출업체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문제에 실질적으로 많

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현재의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를 감안해 볼 

때,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FTA 전문 인력 육성과 FTA 관

련 정보 제공 확대, FTA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보급 및 지원 확충 등 

FTA 활용 제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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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수입업체의 FTA 활용 실태41

2.1. 조사개요

본 조사는 미국 현지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 실

태를 파악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농산물 수출비중이 큰 미국을 선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최대시장이지만 아직은 FTA가 체

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

서 ASEAN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지만 ASEAN은 10개국으로 이루어

져 국가별로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차후 과제로 하고, 그 다음으로 수

출비중이 높은 미국을 선정하였다. 대상 수출업체의 선정기준 및 조사방식

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는 가장 큰 시장

인 LA와 그 다음으로 큰 뉴욕에서 한국산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 및 

도·소매하는 주요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

를 받아 LA와 뉴욕의 aT 지사를 통해 주요 업체 40여 개(LA 21개, 뉴욕 

25개)를 선정하였고, 이 업체들에게 사전에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회수하

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개요】

․조사대상: 미국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 46개 (LA 21개, 뉴욕 25개)

․조사기간: 2014년 7월 1일∼8월 30일

․조사방법: 구조화 된 질문지 사전 배포 후 회수

․수행기관: KIEP, aT 협조

실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지를 비롯해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41 이 절은 협동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재구성하여 집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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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세부질의 내용은 한국산 농산물 수

입 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

부터 실제 수입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질의

하였다. 그 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

으로 질문하고,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업체의 입장에서 보는 정부

의 지원 및 자구책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한편, FTA 특혜관세 활용 실태 조사에 응답한 46개 농산물 수입업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고용인원수별로는 10명에서 100명 미만의 고용 업

체가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고, 10명 이하가 33.3%, 100명 이상이 

20.0%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액별로는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 69.8%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미만을 수출

하는 업체가 전체의 22.2%, 10만 달러 미만의 수출업체가 8.9%로 가장 적

게 나타났다.

구 분
농산물 수출액

전체
10만 달러 미만 10만∼1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

고용
인원
수

10명 이하 6.7 8.9 17.8 33.3

10명∼100명 2.2 11.1 33.3 46.7

100명 이상 0.0 2.2 17.8 20.0

전체 8.9 22.2 68.9 100.0

표 7-11. 조사대상자(미국 내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 특성

단위: %

2.2. 조사결과

가.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한·미 FTA가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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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큰 도움이 됨 26.1% + 다소 도움이 됨 52.2%)로 나타났으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7.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도 4.3%가 있었다.

매우 
불만족 4.3%

매우 만족 
26.1%

불만족 
17.4%

만족 
52.2%

그림 7-8.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만족도 평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업체 중 81.1%는 한·미 FTA가 수입하거나 비

용을 절감하는 데 연결이 된 점을 가장 큰 도움으로 들었으며, 13.5%는 

한·미 FTA 체결로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가 

발생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로 한·미 FTA가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

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 문항에서 기타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에는 소매업체에서 이미 모든 한·미 FTA 발효에 따란 관세인하 혜택에 대

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혜택을 받는 만큼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여 

수입벤더나 도매업체들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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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한·미 FTA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 이유

FTA가 수입하거나 비용절감에 연결

마케팅, 수입에 도움

상품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

기타

그림 7-10. 한·미 FTA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

FTA가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

비관세장벽 등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FTA에 의한 관세 인하폭이 적어서

기타

나.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설문에 참여한 46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할 경

우,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 내 세관통관에서 일반 관세보다 낮은 특

혜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여 미국 현지 수입업체들

이 FTA 특혜관세 적용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에, 1개 업체는 ‘모른다’에 답한 반면 

38개 업체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업체 중 현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거나 과거 적용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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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물량 확대     현지 판매가격    현지 유통 촉진      자사의 내부      모두 다 포함
                         인하                             이익 귀속

그림 7-12. FTA 특혜관세절감분 사용처

는 35개 업체로, 9개 업체는 FTA 특혜관세 적용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를 

실제 수입 시 적용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비활용
(20.5%)

활용
(79.5%)

그림 7-11.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 여부

한편으로, 한·미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김, 홍삼류, 제

과류, 음료 및 차, 젓갈류, 배, 김치 등으로 주로 가공농산물로 조사되었다.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관세절감분은 응답 수입업체의 41%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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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매가격 인하 에 활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현지 유통 촉

진 (23%), 수입물량 확대 (18%) 에 활용되고 있었다.

다.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의 당면과제

FTA 특혜관세 적용의 애로점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업체가 원산지 증명

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응답 업체들의 61.3%

가 원산지 증명을 지적하였으며,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웠다는 업체

들도 12.9%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수 비율(%)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다 19 61.3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웠다 4 12.9

기타: 한국업체들에게 관련 서류 확보하는 절차가 어렵다

원산지증명관련 서류작업 지연으로 통관이 어려웠다

한국에서 오는 샘플 통관이 까다로워 장시간 소요

8 25.8

표 7-1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어려운 점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요

한 원인에 대해 응답 업체의 22%가 수입품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특혜관

세 인하 폭이 적어서 , 수입품이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

다. 그 다음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특혜관세 활

용을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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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사업자금 융자 지원

현지 유통 ∙ 물류창고 건설 지원

현지 FTA 전문인력 육성 및 양성 지원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대일식 맞춤형 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외국어 설명자료 지원

국내 협력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기타

그림 7-14.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우선순위

그림 7-13. FTA 특혜관세 적용받지 못한 이유

활용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전문 인력의 부족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원산지 증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 인하폭이 적어서

라.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 증대 방안에 대한 의견

미국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

출확대를 위해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책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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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정책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리

사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들었다. 2순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도 역시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는 FTA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정책을 들었다. 3순위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정책은 일대일식 맞춤형 FTA에 대한 컨설팅으로 나타났다.

2.3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FTA 활용 제고 방안

미국 현지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한·미 FTA에 대한 인지나 특혜관

세 적용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혜관세 활용에 중점을 두고 다

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업체는 한·미 

FTA 발효로 그들이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특혜관세 적용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한·미 FTA 자체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하는 데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이유로 원산

지증명요건 충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지원도 

필요하지만 수입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업체별 맞춤형 지원이 보다 중요하

며, 이는 현지 관세사나 전문가들을 활용한 컨설팅 사업 형태가 유효할 것

으로 보인다. 현지의 관세사나 전문가(업체), 한국의 지 상사 등을 상호 연

계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닥치는 문제를 공통 문제와 특수 문

제로 나누어 대처하되 상호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여 노하우

(know-how)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현지 업체 

수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정부의 일정 수준의 지원도 유효한 전략

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수출업체에 대해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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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지에서의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한국의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자료협조 미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업체가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제공이 가능하지만 중

소기업, 특히 농산물을 수출하는 영세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 제공이 근

본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안전 및 

위생, 상품정보에 대한 라벨링(labeling) 등 기초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이전에 통관단계에서 기초적

인 상품명이나 라벨링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부재하여 통

관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에 앞서 국내에서 미

국의 통관 시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결론 제8장

1. 분석 결과의 요약

201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50개국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중 9건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협상 중인 한·중 FTA 등을 포함할 경

우 농산물 수출의 FTA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6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FTA로 인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역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FTA 체결상대국으로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FTA 특혜

관세 대상 농산물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FTA가 수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서 FTA 활용률은 농산물 수입이나 제조업 수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13년도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23%에 

불과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약 

16억 달러였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금액은 약 3억 9천만 달러

에 그쳤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입의 FTA 활용률 63%나 제조업 수출의 

FTA 활용도 70%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FTA 체결국별 수출 현황과 FTA 활용률을 파악하고 국별, 품목

별 원산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FTA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지

금까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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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실질

적으로 특혜관세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의 현

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

다.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에서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FTA 체결상대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동향

2013년 우리나라의 농산물(HS 01~24류, 단 03류 어류는 제외) 수출은 

54억 7,227만 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9.7%씩 성장하였다. 이 중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16억 8,900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FTA가 체결되기 전 2003년까지의 수

출증가율은 –0.1%이지만 FTA 체결 이후인 2004~2013년의 수출 증가율

은 9.7%였다.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은 같은 기간 각각 -0.8%와 

8.3%로 나타나 FTA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은 ASEAN이고, 개별 국가로

는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이다. ASEAN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궐련, 커피조

제품, 라면, 닭고기(열처리제품), 딸기, 조제분유, 감, 팽이버섯, 홍삼 등이

며, 두부, 연유, 생우유, 치즈, 탁주(막걸리), 사과 등의 품목은 수출액은 크

지 않지만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미국으로는 기타음료, 궐

련, 배, 라면, 비스킷, 소주, 고추장, 홍삼정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딸기, 참

기름,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수삼 등은 FTA 체결 이후 수출이 급증하였

다. EU시장으로는 라면, 새송이버섯, 국수, 김치, 감귤, 선인장, 고추장, 녹

차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감, 두부, 홍삼, 들깨 등의 품목은 FTA 체

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와는 FTA를 체결한 지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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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 현황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체결국과의 상품 교역액 중 원산지를 인

정받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교역이 이루어진 교역액의 비율로 정의

된다. 이때 MFN 관세가 0%인 품목과 양허제외품목은 FTA 관세인하 혜

택이 없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한다.

2013년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63% 수준

이나, 우리나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3%에 불과하다. 주요 수

출 시장인 ASEAN은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3.9%에 불과하지만 수입

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63%에 달해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과 EU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48%, 51%로 ASEAN에 비하

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MFN 관세가 0%인 품목과 양허제외품목을 제

외하고, 전체 특혜관세 대상 수출액 13억 3천만 달러 중 실제 특혜관세를 

받아 수출한 금액은 약 3억 377만 달러이다. 이 중 ASEAN이 2,954만 달

러, EU 5,869만 달러, 미국 2억 1,020만 달러였다. 이들 세 국가는 향후 특

혜관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크고 특혜관세 수출액도 크다.

ASEAN은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타 동물성 생산품(HS 05류),

제분공업의 생산품(HS 11류),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납(HS 15

류), 당류 및 설탕과자(HS 17류), 음료(HS 22류), 담배류(HS 24류)를 중심

으로 특혜관세 적용 노력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채소(HS

07류), 과실 견과류(HS 08류), 락, 검 및 식물성 수액(HS 13류), 육 어류 

조제품(HS 16류), 곡물, 밀크 조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HS 19류), 조제식

료품(HS 21류), 음료(HS 22류), 담배류(HS 24류)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적

용 노력이 필요하다. EU는 절화(HS 06류), 채소(HS 07류), 과실 견과류

(HS 08류), 식물성엑스(HS 13류), 당류와 설탕과자(HS 17류), 조제식료품

(HS 21류), 음료(HS 22류), 담배류(HS 24류)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적용 노

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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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국별 특혜관세와 관세절감 효과

우리 농산물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서 시장선점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상대국의 FTA 관세양허계획 검토를 통해 

관세율 수준, 인하폭 및 기간을 점검하여 수출확대가능성이 높은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서 상대국의 우

리나라 주력수출 농산물에 대한 양허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즉시철폐

를 포함한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이 많았다. 협정별 주요 즉시철폐 품목

은 ASEAN이 라면, 비스킷, 딸기(신선), 옥수수전분, 아이스크림, 배(신선),

커피엑스 등이며, 미국은 라면과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

추장, 삼계탕, 김치 등이다. EU는 고추, 김치, 단감, 딸기, 막걸리, 무, 새송

이버섯, 인삼, 팽이버섯, 파프리카 등이 즉시철폐 품목에 포함되었다.

체결국별로 관세율과 협상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차별 FTA 특혜이

윤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FTA 특혜이윤을 통하여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나

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다.

FTA 특혜이윤은 당해 연도 FTA 특혜관세와 MFN 실행세율의 비율로 나

타낼 수 있으며, 매년 관세가 감축된다고 가정하면 특혜이윤은 해마다 증

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연초(HS 24류), 당류(HS 17류), 낙농품

(HS 04류), 채소(HS 07류) 등의 특혜이윤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EU

는 채소 과일 조제식료품(HS 20류), 육 어류조제품(HS 16류), 밀가루 전

분(HS 11류) 등의 특혜이윤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 같은 FTA 특혜이윤의 증가는 상대국에서의 관세절감액의 증가와 

직결된다. 관세절감액은 MFN 실행세율과 FTA 특혜관세의 차에 수출액을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실제 관세절감액은 FTA 수출활용률에 따라 달라

지게 된다. 2013년 미국 수출에서 관세절감가능액은 3,023만 달러이나 관

세를 실제 절감한 금액(추정)은 1,354만 달러이다. EU 수출에서 관세절감

가능액은 1,057만 달러이며 실제 절감한 관세액은 515만 달러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세절감가능성

이 큰 가공농산물 수출에 주력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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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국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

FTA 체결국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HS 01류에서 24류(03류는 제외)까지의 10단위 세번(Tariff-line)에 해당되

는 1,6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

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3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1에서 13의 지수를 부여하

여 비교분석하였다.

FTA 체결국별 엄격성 지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칠레는 2단위 세번변경

(Change in Chapter: CC)이 46%로 가장 많고 2단위 세번변경에 부가가치

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한 기준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는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공정기준 등을 결합시

켜 강화된 수준의 엄격성 지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편, ASEAN과 인도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완전생산기준을 따르고 있어 절

반 이상이 8단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페루는 2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

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FTA는 세번변경기준과 수입산 원재료 비

율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터키는 다른 체결국에 비

해 결합기준을 사용하는 품목이 많아 12~13단계 분포비중이 13%로 비교

적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우회수입우려

가 큰 품목일 경우 역내 부가가치를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화된 

수준의 엄격성 지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엄격성지수 분포는 FTA 협정 및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원산

지기준은 FTA 수출활용을 촉진/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협정

별 맞춤형 원산지 규정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FTA 활용 결정요인과 무역효과 간 관계

FTA 특혜관세 혜택(PM)과 원산지 엄격성 지수(RI), 농산물 수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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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결정요인들을 이용하여 FTA 수출활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FTA 수출활용률에 특혜관세 혜택, 원산지 규정 엄격성, 수출규모 등 

주요 핵심요인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가 연차별로 철폐되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활용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특혜관

세 혜택이 많고 수출규모는 높지만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들을 대상으

로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 활용에 있어서의 핵심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규

정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농산물의 무역규모 및 무역수지 수준이 결

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

국의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산물의 무역 활성화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는 미미해질 수 있어 원산지 규정과 무역창출효과 간에는 반

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사례로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1단위 엄격(관대)해 지면, 우리나라 FTA 체결상대국의 

농산물 수출은 10.2~10.7%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원산

지 규정의 엄격도가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를 저

해(증진)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 협정 체결 

전인 경우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을 

확립하여 수입농산물은 최대한 까다로운 조건하에 수입장벽을 최대한 높

이고,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으로 협상하여 수출장벽을 최소

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기존 FTA 원산지 규정 협정에서는 기체

결 FTA별 이행위원회를 통해 부적정한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수출입업체의 FTA 활용 실태

농산물 수입출업체에 대한 FTA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입업체

(80%)의 특혜관세 활용이 수출업체(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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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활용도의 차이는 상이한 미활용 요인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는 ‘FTA 활용 절차를 모르고 관리 또한 어렵다’는 특혜관세 활용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수입업체는 보다 현실적으로 ‘수입품

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 인하 폭이 적다’ 또는 ‘수입품이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편,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는 수출입업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 실태를 감

안해 볼 때, 국내 수출업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 교

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통관에 필요한 안전 및 

위생, 상품정보에 대한 라벨링 등 기초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현지 업체 수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정부의 일정 수준의 지원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2.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기존의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에 FTA 활용 제고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

으로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 FTA를 비롯한 12개 FT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FTA 환경에 적

합한 수출전략 수립을 통해 FTA 체결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수

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체결 FTA 농산물 원산지 규정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수출 시 FTA 특혜관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 모색이 필요하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절차와 정보 제공 등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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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농산물 생산과 유통단계의 연계 강화

수출용 가공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수입원료에 의존해 생산 가공 및 수

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료농산물 수입통관부터 원산지 증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용 가공농산물은 대부분 해외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공 수출의 경우 특히 영세 수

출업체는 사용된 원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정보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FTA 수출대상국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 영세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수입 원료농산물의 가격과 원산지, 그리고 국내 유

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 관련 정보 등 원산지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분야의 

FTA 원산지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FTA 원산지 교육과 

FTA 전문 컨설턴트 양성 과정 등을 통해 FTA 활용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은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편중 되어 상대적으로 농업분야는 소외받아 왔다. 실제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업체의 경우 원산지 증명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준

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에 따라 농산물 수출업체의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와 활용 제고를 위해 

산학연을 연계한 농업분야 FTA 원산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한편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조직·업체들을 대상으

로 FTA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되, 농산물 수

출업체의 맞춤형 원산지 증명이 쉽게 하는 농산물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을 보급 및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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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대비 

제5장과 제7장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에 대한 FTA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상이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율증명방식인 한·EU FTA에서는 일

정 규모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해야 원산

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여러 원료가 투입되는 가공농산물의 경

우 원산지 증명은 더욱 복잡하다. 또한 일부 협정에서는 농산물을 양허 제

외 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발효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 협정대상국의 

FTA 협정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산물의 수출비중이 비교적 높은 EU나 미국의 경우 원산지 사후검증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원산

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농산

물의 거래흐름상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국내기업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납

품업체 및 농민은 농지원부 및 수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농산물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

급하더라도 FTA 체결국의 수입농산물에 대해 검역이나 기타 요건 등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검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준비가 필요하다.

□ 수입업체 입장에서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

해외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와 한국의 수출업체를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종종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실시간으로 한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접촉

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수출업체가 그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적

절한 접촉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농산물수출업체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출업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network)를 구축하여 상호 수출정보와 함께 해외 현지 수입업체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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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수입업체라도 규모와 회사 내 사정 및 취급 물품에 따라 수입 및 

유통 판매전략이 상이하므로 업체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

하다. 해외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라고 해도 규모에 따라 원산지 증명과 

같은 지원이 필요 없는 곳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업체의 운용 노하우

(know-how)상 공개적인 지원요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업체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전문 컨설

팅 집단이 필요하다.

미국 등 현지 시장의 통관 여건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통관정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관련 업체에 전달하는 기능

이 필요하다. 해외의 국내 지 상사나 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에서 

통관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체에게 효과

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 구축

이 필요하다. 특히, 특혜관세 혜택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정보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 원산지 규정 협상의 효과적 전략 모색

제 6장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FTA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기체결 FTA 협상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상쇄하는 수준

의 불합리 또는 불공정 국가별 내지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기

체결 FTA의 원산지 관련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FTA 체결상대국별 원

산지 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

요가 있다.

기체결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분석한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상대적

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자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수준의 원산지

기준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완전생산기준을 

요구하는 농산물 품목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대급부 차원에서 가공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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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낮은 수준의 원산지기준이 용인될 수 있도록 향후 FTA 협정 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FTA 협상 시 농업을 최우선 

취약산업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임하여 왔으며, 원산지 규정 협상 또한 같

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의 경우 규정 수준에 따라서 농산물 수

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원산지 규정은 역외국

의 우회수입 방지 및 국내농업보호 측면에서 비효과적인 반면, 높은 수준

의 원산지규정은 농산물 무역창출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

서 향후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는 그동안 역점이 되어 왔던 수입뿐만 아니

라 수출도 함께 고려하여 품목별, 산업별 다양한 접근 및 적정 수준의 원

산지 규정 영역 설정을 기반으로 한 원산지 규정부문의 FTA 효과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부록

1.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지

□ 회사 및 응답자 정보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회사명

회사 규모 고용인원수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3. 주요 품목군 농림수산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식품)

4. 세부품목 (여러 개 인 경우 수출액 상위 5개 품목만)

5.2013년 수출액 ① 10만 달러 미만 ② 10～50만 달러 ③ 50～100만 달러

④ 100～500만 달러 ⑤ 500～1000만 달러 ⑥ 1000만 달러 이상

6. 수출유형 ① 신선(단순 가공) ② 가공 ③ 신선 및 가공

7.주력수출국가 (여러 개 인 경우 수출액 상위 5개 국가)

◆ 먼저 FTA 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사(하)가 FTA체결국으로(예: 미국, ASEAN, EU 등) 농산물을  수출

할 경우 FTA 체결에 따라 보다 저렴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

고 계신가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는 있다.

③ 모른다.

2. 알고 계신다면 귀사는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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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십니까?

① 활용하고 있거나 과거 활용한 적 있다(3~4번 질문 응답)

② 활용한 적이 없다 (4번 질문 응답)

(3~4번. FTA 활용하고 있거나 과거 활용한적 있는 경우 응답)

3. 귀사가 실제로 농산물 수출에서 활용하고 있는 FTA는?(복수 응답 가능)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 EFTA FTA □

한 ASEAN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한·터키 FTA □

4. (FTA 수출 활용) 귀사가 농산물 수출시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분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신규 바이어 발굴 등 농산물 수출 마케팅에 활용

② 수출 물량 확대에 활용

③ 해외 현지 판매가격 인하에 활용

④ 자사의 내부 이익으로 귀속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5번.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응답)

5. FTA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수출품목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인하 폭이 적어서

② 수출품목이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한 비용(증명서 발급비용/원산지 검증 대비 관

리비 등)이 너무 커서

④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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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⑥ 수입국 바이어가 FTA 원산지 증명서 요청이 없어서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기업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 사항은?(복수 응답 가능)

①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  ②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 려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 인력의 부족

④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⑤ 수입 상대국 바이어의 협조 부족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7. 기업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복수 응답 가능)

①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지원

②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 인력 지원

④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확산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우리나라 FTA 1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8.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전반적으로 귀사의 경영이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① 큰 도움이 됨(9번 문항으로) ② 다소 도움이 됨(9번 문항으로)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10번 문항으로) ④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0번 문항으로)

(9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9.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가 수출 확대，비용 절감，매출 증대 등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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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케팅이나 신규 수출 거래선 발굴에 도움

③ 경쟁국이나 기업에 비해 유리한 거래 환경 조성 효과 발생

④ FTA 체결로 현지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 효과 발생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번.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10.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

② 경기 침체，환율 변동 등 다른 요인으로 FTA 효과 상쇄

③ 관세 인하 보다는 비관세 장벽 등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때문

④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 않아서

(해당 FTA 및 품목: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주요 관심 국가와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아서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다음 FTA 가운데 우리 경제나 기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FTA는?

* 우선순위에 따라 3위까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

②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2일 발효)

③ 한·EFTA FTA (2006년 9월 1일 발효)

④ 한·ASEAN FTA (2007년 6월 1일 발효)

⑤ 한·인도 CEPA (2010년 1월 1일 발효)

⑥ 한·EU FTA (2011년 7월 1일 발효)

⑦ 한·페루 FTA (2011년 8월 1일 발효)

⑧ 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발효)

⑨ 한·터키 FTA (2013년 5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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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FTA 정책 추진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향후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 우선순위에 따라 3위까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FTA 전문인력 육성    

②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③ FTA 컨설팅 지속 확대 

④ 원산지 증명 발급 등 지원 

⑤ FTA 원산지 검증 대응 등 관리 시스템 확충 

⑥ 국내 협력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⑦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FTA로 인한 피해 대책 확충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향후 FTA 추진 방향 및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FTA 협상 및 검토 현황입니다. FTA 가운데 조

기 타결이 가장 필요한 FTA는? * 우선순위에 따라 3위 이내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한·중 FTA

② 한·중-일 FTA

③ 한·인도네시아 FTA

④ 한·베트남 FTA

⑤ RCEP(한,중,일,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⑨ 한·말레이시아 FTA

⑩ 한·태국 FTA

⑪ 한·중미 5개국 FTA(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

바도르 등 5개국)

⑫ 한·러시아 FTA

⑬ 한·이스라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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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한·에콰도르 FTA

⑮ 한·MECOSUR FTA(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

수엘라 등 5개국)

14. 위 질문에서 1순위로 뽑은 국가와의 FTA가 필요한 이유는?

◆ 다음은 FTA 정책 추진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향후 FTA 협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는?

*우선순위에 따라 3위 이내로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관세의 신속한 인하 철폐    

② 통관절차 개선

③ 인증, 규격 등 비관세 장벽 개선

④ 원산지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

⑤ 현지 투자 진출 여건 개선 

⑥ 현지 서비스 시장 개방

⑦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 장치 마련

⑧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폭넓고 수준 높은 개방

⑨ 자격증 상호 인정 

⑩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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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향후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우선순위에 따라 3위 이내로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1순위: 2순위: 3순위: )

① FTA 전문인력 육성    

②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③ FTA 컨설팅 지속 확대 

④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⑤ FTA 원산지 증명서 관리 시스템 보급·지원 확충 

⑥ 해외 거래처 제공을 위한 외국어 설명 자료 지원

⑦ 부품 소재 등을 납품해 주고 있는 국내 협력 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⑧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FTA로 인한 피해 대책 확충

⑨ 기타 ( )

◆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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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특혜관세 활용제고를 위한 현지 수입업체 설문지

□. 회사 및 응답자 정보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회사명

회사 규모
1. 고용 인원수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2. 평균 매출액 ( )

3. 수입하는 품목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

4. 주요 수입 품목

(여러 개 인 경우 수입액 상위 6개 품목만)

1. 2.

3. 4.

5. 6.

5.2013년 수입액
① 10만 달러 미만 ② 10～50만 달러 ③ 50～100만 달러

④ 100～500만달러⑤ 500～1000만달러⑥ 1000만달러이상

6. 수입품목 유형 ① 신선(단순 가공) ② 가공 ③ 신선 및 가공

7. 기타 수입국가

한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가공농산물 포함)을 수

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국가(여러 개 인 경우 수입액 상위 4개 국가)

1. 2.

3. 4.

◆ 먼저 FTA 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사(하)가 한국에서 농수산식품을 수입할 경우 미국 현지 세관통관에

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일반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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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는 있다.

③ 모른다. 또는 처음 들어 본다

2. 만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귀사는 한국에서 농산

물을 수입할 경우 현재 해당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십니까?

① 적용받고 있거나 과거 적용받은 적 있다(3~6번 질문으로 이동)

② 적용받은 적이 없다 (7번 질문 응답)

(3~6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거나 과거 적용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3. (FTA 특혜관세 규모) 한국산 농산물 수입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신

다면  혜당 품목은 무엇입니까? 상위 10개 해당 품목과 2013년도 대략

적인 수입액을 적어주세요.

순위 품명 수입액
1

2

3

4

5

6

7

8

9

10

기타

4. (FTA 수출 활용) 귀사가 한국산 농산물 수입시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절감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수입 물량 확대에 활용

② 현지 판매가격 인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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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지 유통 촉진 등에 활용

④ 자사의 내부 이익으로 귀속

⑤ 위의 것 모두에 부분적으로 활용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다른 나라와의 거래) 혹시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계신다면 주로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① 수입하고 있지 않다.

② 수입하고 계신다면 아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2013년 기준).

수입국 주요 품목 수입액

멕시코

1

2

3

4

5

총계

캐나다

1

2

3

4

5

총계

5.1 (다른 나라와 FTA 활용률)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에서 

NA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신가요?

① 적용받아 수입하고 있다.

② 적용받지 않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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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귀사는 한국산 농산물 수입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십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①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다.

②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웠다.

③ 기타 ( )

(7번. 위의 질문 2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에만 응답)

7.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수출품목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 인하 폭이 적어서

② 수출품목이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비용(증명서 발급비용/원산지 검증 대비 

관리비 등)이 너무 커서

④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잘 아는 전문 인력의 부족

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8~9번.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질문입니다)

8. 현지에서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 사항은? (복수 응답 가능)

①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

②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 인력의 부족

④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⑤ 한국의 공급업체(수출업체)의 협조 부족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2204

9. 기업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복수 응답 가능)

①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

②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 인력 지원

④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확산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우리나라 FTA 1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0. 한·미 FTA가 전반적으로 귀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① 큰 도움이 됨(11번 문항으로) ② 다소 도움이 됨(11번 문항으로)

③ 별로 도움되지 않음(12번 문항으로) ④ 전혀 도움되지 않음(12번 문항으로)

(11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11.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가 수입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데 연결

② 마케팅이나 수입하는 데 도움

③ FTA 체결로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 효과 발생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번.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1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가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

② 관세 인하 보다는 비관세 장벽 등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때문

③ FTA에 의한 관세인하 폭이 작아서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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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FTA 정책 추진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미국의 한국산 농산물 수립업체 관점에서 볼 때 향후 한국의 대미 농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신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은?

*우선순위에 따라 3위 이내로 선택해주세요.(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현지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한 저리사업자금 융자 지원

② 현지 유통/물루창고 건설 지원

③ 현지 FTA 전문인력 육성/양성 지원

④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⑤ 1:1식 맞춤형 FTA 컨설팅 

⑥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⑦ 해외 거래처 제공을 위한 외국어 설명 자료 지원

⑧ 부품 소재 등을 납품해 주고 있는 국내 협력 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⑨ 기타 ( )

* 위에서 제시된 예문에 나와있지 않은 별도로 제시하고 싶으신 정책이나 

지원이 있는 경우 직접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4. 기타 현지 수입업체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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