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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한국 수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한-중 FTA의 발효는 한국 수출 부진을 타개할 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한국 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FTA 발효는 한국경제 및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의 발효 전후 대중

교역 동향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향후 한-중 FTA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 한국의 수출과 한-중 FTA

 한국의 수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크게

축소되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중 FTA 협상으로 50% 이상의 교역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한-중 FTA가 발효된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

■ 한-중 FTA 발효 전후 동향

 종합 : 글로벌 과잉공급 및 중국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한-중 FTA의 발효로 교역규모 감소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화학 : 중국 정부의 강한 환경규제로 인한 상당수 중국 화학 공장의 폐쇄와 한-중 FTA의 발효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맞물려 한국 화학 수출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

 기계 : 중국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둔화로 중국의 수입 수요 자체가 감소하여, 기계 수출은 관세

인하에도 수출이 증대 되지 못함

 소비재 : 소비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제고 되었고, 한류나 소비재 수출 진흥 정책 등이 맞물려 한-중 FTA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

 철강 :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으로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철강재 수출은 한-

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중국시장에서 가경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전자·전기 :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나, 한-중 FTA 협정으로 전자기기 품질

인증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한-중 FTA가 향후 전자·전기 제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수출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FTA를 적극 활용하여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내수 중심 기업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략에 대비할 전략을 수립할 필요

 기업들은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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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증감률과 중국 GDP 증가율 추이

Source: World Bank, IMF, KITA
Note1: 중국 2016년 GDP 증가율은 IMF 전망치
Note2: 2016년 한국의 수출증감률은 상반기 기준임

한국의 주요국 수출 의존도 추이

온

Source: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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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중국 성장 속도는
둔 화 되 는 데 , 한 국 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심화

한국의 수출침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

한국의 수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의 수출증감률은 2000년 19.9%,

2010년 28.3 %에서 2014년 2.3%, 2016년 상반기 -10.0%로 크게 침체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및 세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고속 성장을

해오던 중국은 구조개혁, 공급 및 설비투자 과잉, 글로벌 저성장 등의 이슈로

인해 2015년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1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7%이며,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0%로 잡고 있다. IMF 역시 중국의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6.6%, 6.2%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대중국 수출 부진을 통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15년 26.0%로

한국 수출의 ¼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의

발효는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을 타개할 방안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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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달러, %)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한-중 FTA 주요 내용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었다 . 2012년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6일까지 약 2년여간 총

14차례 협상 끝에 2014년 11월 10일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중 FTA는 정식서명을 거쳐 2015년 8월 국회에 상정되었고, 201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중 FTA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즉시철폐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56.5%이며, 중국의 즉시철폐 품목은 52.3%에 달한다. 양측

모두 금액 기준 즉시철폐 품목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품목수 기준으로는 중국은 10년 단계적 철폐의 비중이

30.7%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즉시철폐 품목의 비중이 49.9%로 가장 높다.

한-중 FTA는 한국은 농수산물을, 중국은 전자산업 등을 취약산업으로 정해

시장개방 최소화를 고수했기 때문에 한-미 FTA, 한-EU FTA에 비해 개방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대 한국 교역 규모가 커 이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관세 철폐는 향후 대중 교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 ≫

한-중FTA 협정을
통 해 양 국 간 전 체
품 목 의 50% 이 상 을
즉시철폐키로…

구분

중국 양허 한국 양허

품목수 비중 ‘15년
對한국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15년

對중국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1,649 20.1 90,089,874 52.3 6,108 49.9 49,766,999 56.5

5년 철폐 1,679 20.5 4,145,745 2.4 1,433 11.7 3,506,100 4.0

10년 철폐 2,518 30.7 27,522,643 16.0 2,149 17.6 19,078,698 21.7

15년 철폐 1,108 13.5 19,524,290 11.3 1,106 9.0 7,637,509 8.7

20년 철폐 474 5.8 8,575,221 5.0 476 3.9 1,383,054 1.6

부분감축 129 1.6 9,378,892 5.4 108 0.9 2,031,593 2.3

양허 제외 637 7.8 12,879,983 7.5 852 6.9 4,698,939 5.3

총 합계 8,194 100 172,115,648 100 12,232 100 88,102,8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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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한-중 FTA 정식 발효(2015년 12월 20일) 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 한-중

교역구조를 점검해보고 , 한-중 FTA 발효 전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기업들에게 향후 전략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발효 후 6개월간의 짧은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중

FTA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동향을 점검하는데 의의를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한-중 FTA 발효 전후 대중 수출·수입 동향을 양허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화학 , 기계 , 소비재 , 철강 , 전자∙전기의 주요 5대

산업별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과 그 외 품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FTA

발효 전과 후의 양국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계절성을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와 2016년 상반기를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석

분 석 대 상 : 한 - 중 FTA 발 효 이 전 과 이 후 의 동 향 을 분 석 하 기 위 해 ,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데이터와 한국의 대중(對中)

수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중 FTA 중국 측 양허표가 HS 8코드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분석에는 HS 8코드를 기초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대한 수입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산업별 분석 :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의 주요 5대 산업을 분석하였다.

HS 품목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산업별로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소비재의 경우

HS 품목 분류상 산업이 여러 분류에 걸쳐있음을 감안해 UN BEC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산업 분류≫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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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HS UN BEC

화학 28-38

기계 84

소비재 112,122,51,522,61,62,63

철강 72,73

전자·전기 85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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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수출 및 수입 증감률 추이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온

Source: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Note :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의 교역 증감률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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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전후
동향

대중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한-중
FTA가 감소율 완화 역할
수행

종합 : 한-중 FTA가 대중 교역 감소폭을 낮춰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대중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둔화되어 전체적으로

대중 교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대중 수출 증감률은 2015년 -8.4%, 2016년

상반기 -10.4%를 기록하였고, 대중 수입은 각각 0.2%, -6.3%를 기록하며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는 대중 교역이

축소되는 현상은 한국의 대외거래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의 발효는 교역 규모 감소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중 FTA 전과 후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 수출과 수입 모두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의 감소율보다 작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

수출의 경우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은 -7.7%, 그외 품목은 -12.4%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각각 -5.2%, -7.6%로 나타났다. 즉시철폐 품목과 그외

품목의 차이를 보면 한-중 FTA는 실제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교역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한-중 FTA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세부 산업별로는 각 산업에 종사하는 수출 기업 경쟁력과 내수

기업 경쟁력, 중국의 수입수요, 주력 품목의 관세철폐 여부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후 장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은 주요

산업별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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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중국 정부의 강한
환경규제에 따른 공장
폐쇄로 중국의 화학 제품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
수요는 증가

화학 : 중국의 화학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축소가 한국 기업에게 긍정적 작용

한국의 화학산업 내 대중 수출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화학산업 내 즉시철폐 품목의 증감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그외 품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 이는 중국의 전례 없는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중국의 화학산업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4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시행하였다. 대다수

화학 업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6년 들어 상당수의 화학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철폐와 맞물려 한국 수출 화학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서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즉시철폐 품목보다 그외

품목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 이는 안료색소 (HS 3204170000),

화 이 트 카 본 (HS 28112210000), 아 조 디 카 본 아 미 드 (HS 2927002100),

탄화텅스텐(HS 2949909010) 등의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의 수입

증가가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은 주로 가공무역의 형태로 산업이

구성되어 중국에서 값싼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이다.

화학 원자재의 경우 국가별로 품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원재료 수입에 대한 한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엣센셜 등 중간 원료 대부분이 즉시철폐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원료 수입 역시 급증한 것도 그 외

품목의 높은 증가율의 다른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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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발생이
많은 6개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하여 규제 강화

 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 리 · 납 · 알 루 미 늄 재 생 업 ,
합성수지, 화장터를 관리 대상
산업으로 지정

 국무원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염색, 염료, 농약
등 특정업종 소규모 기업의
생산 활동 금지

 환 경 보 호 부 는 합 성 수 지 ,
석유제련, 비철금속, 무기화학
업종에 대해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발표

(%, 전년동기대비)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

Source: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Note :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의 교역 증감률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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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기계
수출 품목들은 즉시철폐
대 상 이 아 닌 데 다 가 ,
중국의 투자 위축에 따른
기 계 수 요 둔 화 로
기계산업 대중수출 부진

기계 : 중국의 투자위축에 따른 기계설비 수요둔화로 한-중 FTA 효과 미진

기계 산업은 대중 수출에서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 수입에서는 즉시철폐 품목 증가율이 그외 품목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 한국의 기계산업 내 대중 수출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대했던 바와 반대로 경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주요

수출품목이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굴삭기(HS 842852),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HS 843149) 품목이 장기철폐 ,

부분감축 등 고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기계 산업 대중

수출에서 관세 철폐로 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고정투자 증가율 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도 대중수출에

영향을 주었다 . 2015년 1월 13.9%이던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6년 1월

10.2%를 기록하였고 2016년 6월에는 3.9%로 크게 둔화되었다. 세부적으로

건설투자가 15년 1월 15.5%에서 16년 1월 9.8%, 6월 5.0%로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8.7%에서 3.3%, 0.6%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계 산업은

업종 특상상 상당부분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설비투자의

일환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설비 투자 축소로 인해

중국의 기계 수입 수요 자체가 둔화된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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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산업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양허유형별 주요 소비재 품목

온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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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소 비 재 에 서 는
대중수출과 수입 모두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나 타 나 … 수 요 의
가 격 탄 력 성 이 높 은
소 비 재 의 특 성 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
정책적 노력으로 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됨

소비재 : 한-중 FTA 발효 후 관세가 즉시철폐된 소비재 교역이 크게 확대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과 수입의 경우, 즉시철폐 이외 품목의 증감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 즉시철폐 품목의 증감률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즉시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의존도가 확대되었다. 즉, 소비재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재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증감률 차이를 살펴보면 대중수출이 대중수입보다 관세철폐 효과를

더 크게 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 공유 가능한 의식주 문화 등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한류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 겹쳐지며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난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내 소비재 수출

진흥책들을 통한 노력의 결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6p 참조).

최근 높은 대중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농수산식품, 의류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주요 소비재

수출품인 화장품의 경우 모든 품목이 10년 이상 장기철폐에 해당하며, 의류

역시 일부 5년 단계적 철폐를 제외하고 대다수 품목이 10년 장기 단계적

철폐에 해당된다 . 따라서 소비재 산업은 향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더욱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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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철폐 그외 •맥주, 소금, 장난감, 살충제, 인공관절, 인공치아, 의
자, 목재가구, 잼, 가공 수산품

즉시철폐

•면제 의류, 남성자켓, 양탄자, 광택제, 살균제, 제초

제, 소매포장 의약품, 항생제, 탈지면·거즈, 커피 등

5년 단계적철폐

•치약, 양초, 피부세척용 조제품, 비누, 가방, 곡식류, 
씨앗류, 오이류, 혼합물 카레, 소시지, 꽃게, 굴, 김, 
식품용 그라인더, 건반악기, 여성 패션 의류, 인조

섬유 의류, 식탁· 주방용품 등

10년 단계적철폐

(%, 전년동기대비)

Source: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Note :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의 교역 증감률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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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산업 침체와 철강가격하락으로 수출침체 지속

철강 산업 분석 결과 대중 수출에서는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보다 크게 나타났고, 대중 수입의 경우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더 작게

나타났다. 철강산업의 경기 침체와 철강재 가격 하락이 한-중 FTA 발효 효과를

불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즉시철폐 품목에서의 높은 마이너스 증감률 기록은 니켈(Ferro-nickel,

HS 72026000)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니켈은 즉시철폐 품목에서 4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1,914만 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60.9%이다. 이와 같은 니켈 수출 규모 축소는 급격한

가 격 하 락 이 주 원 인 으 로 추 정 된 다 . 니 켈 가 격 은 2015 년 상 반 기

13,687달러/mt에서 2016년 상반기 8,634달러/mt로 36.9% 하락하였다.

철강은 중국의 대표적인 과잉 공급 업종으로, 특히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은

전세계 철강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내수

소비로 감당이 되지 않는 철강제가 해외로 헐값에 팔려나갔고,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철강재 가격을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철강 수출은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생산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즉시철폐품목의 수출이 타 품목 대비 크게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한국 수입시장에서는 즉시철폐품목의 경우 이미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저가 제품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주요 철강재 가격 증감률

온

Source: 런던금속거래소, Bloomberg
Note: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 가격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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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기기 상호인증제도

온

전자·전기산업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Source: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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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 산업은
중국의 보호수준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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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의 기 술 및 품 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교역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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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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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전자·전기 :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 후 교역여건 개선

전자∙전기 산업에서는 수출에서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전기 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조건이 개선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ical Agreement)에 따라 상당수 전자부품

관세율이 이미 없으며, LCD(HS 901380) 등 한국의 유관세 핵심 품목은 중국의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 및 브랜드가 가진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즉시철폐 품목의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외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점화용 와이어링세트(HS 8544300000), 직류전동기(HS 8501101000) 등의

품목이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또한 최근

전기자전거나 전기버스 부품 등의 중국산 수입수요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중

즉시철폐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수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자∙전기 산업의 경우 FTA 협상시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시험결과 수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중 FTA로 인한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

18일 국내에서 발급한 한국산 TV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중국 인증기관 CQC가 인정한 CCC 인증서로 처음으로 발급되었다.

향후 , 전자 ·전기
상 호 인 증 제 도 의
영향으로 한-중 FTA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Source: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Note :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의 교역 증감률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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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이후 나타난 수출입 동향 분석 결과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4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1) 한-중 FTA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

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수출 증대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의 수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전체 수입 중 비중은 중간재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재 품목에서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국내 소비재 기업들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향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 품목들의 향후 관세 인하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가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관세 인하

예정인 품목 중 품질경쟁력이 우수하고 가격탄력성이 커서 향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위주로 중국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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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한-중 FTA 발효 반년,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1

2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응 필요

3 한국 내수시장, 저가 중국제품 공략에 대비

4 수출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한-중 FTA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

한-중 FTA의
향후 경과에 따라
품목별로 기대되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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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응 필요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모호한 규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중 FTA 협정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관세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은 수입허가 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적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중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 역시 까다로운 위생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2017년 5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외국으로 부터 직면해 있는 비관세장벽은

총 48건으로 , 중국의 비관세 장벽(26건)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 반덤핑

수입규제도 현재 11건으로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3) 한국 내수시장, 저가 중국제품 공략에 대비

내수 중심 기업의 경우,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의

한국 내수 시장 공략에 대비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 및

패션·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다양한 저가제품들이 내수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고기술·고품질이 요구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피해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업종들에서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아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 차별화, AS 서비스 등의 사후서비스 차별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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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관세
이외의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 주요국별 한국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현황 >

Source: 한국무역협회
주 : 2016년 8월 기준

국가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비관세+수입

규제반덤핑
반덤핑/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중국 26 11 0 0 37

미국 3 16 7 0 26

일본 4 1 0 0 5

EU 0 6 0 0 6

(단위: 건)

향후 중국의
저가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의
경쟁과밀화가 진전될
수 있어, 제품차별화
등의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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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정부는 한국 수출 둔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유망 품목으로

선정된 화장품과 식료품은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품목으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고 비관세장벽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세계 주요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은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사안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존재한다. 대외거래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정책

지원들은 기업들의 수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들의
생산 제품 및 경영
여건에 맞는 수출지원
정책을 활용할 기회를
탐색해야

삼정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61호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 정부의 소비재 수출 진흥책 진행 현황 >

정부 일정 일시 주요 내용 세부 계획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 ‘15.07.09.

유망 소비재의
수출 상품화

 유망 소비재 발굴 및 한류마케팅
 한국산 정품 인증 및 해외인증 획득

애로 지원
 중국 소비재시장 개척노력 강화

수출진흥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15.11.11.
차세대 주력품목
발굴 및 유망품목
수출확대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 수립 ∙ 추진을 결의

 소비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15.12.16.

유망품목 수출
지원

 화장품, 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 추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 ‘16.02.17.

5대 유망소비재
수출
주력품목으로
지원

 22개 프로젝트 2조 9천억원 지원
 물류, 비관세장벽 등 해외진출 애로

해소 지원

제2차
민관합동수출투자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16.03.24.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발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위조상품 문제 해소 추진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각 정부부처 공식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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