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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and Chinahavetried toestablish thefuture-oriented cooperation in
economyandtradebypushingforwardtencooperativeprojects,thatis,IT.BT.
andNT.electricpower,resourcedevelopment,finance,distribution,supportof
BeijingOlympicGames,andtheexploitationofWesternAreaofChing.
BeforeChing'sentryintotheWTO system,KoreaandChinahaddifferent
marketstructures,which madeKorean enterprisesin Chinadifficultmarket
structures,whichmadeKoreanenterprisesinChinadifficultindoingbusiness
there.ButafterChina'sentryintotheWTO system,manydifficultproblems
havebeensolved.Nevertheless,someproblemsremainunsolved.
Theyare:① anti-dumpingandimportrestriction,② inspectionandquarantine,
③ protectionofintellectualpropertyrights,④ revisionofinvestmentguarantee
agreement,⑤ conclusionofsocialsecurity,etc.
So,inthisstudyIconflictsbetweenKoreaandChinabycomparingthetrade
systemsofthetwocountrieswith each other.And further,Icompared the
principlesandobjectsoftheforeigntradelaws,promotionplansof international
tradeanddetailsofimport-exporttransactionsandtradesystemsofthetwo
countries.Inthefuture,Koreashouldtrytoimprovethetradeunbalanceby
increasingtheamountofexporttoChina.
Inconclusion,twocountriesneedtostudytheplansforexpansionoftradeby
foundingspecialdistricts,thatis,FreeTrade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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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ⅠⅠⅠ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 63억5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1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금까지 한․중 양국은 역사
문화적으로 수 세기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중
공)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7년 무역거래법을 개정할 때까지 단절되어 한․중 양국간
교역은 전무하였다.
그 후 1972년 12월 무역거래법 제2차 개정시 특정 국가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산
권 국가와 교역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국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그렇지만
중국은 한국과 미수교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싱가포르,홍콩 등을 통한 간접교역 방
식으로 통상이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1978년부터라 볼
수 있으며 1984년 남�북한 대화가 추진되고 아울러 한․중 체육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부터 교역 여건이 많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1985년 한�중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한
국 총 교역량의 1.9%에 불과해 중국은 한국의 제7의 교역상대국이었으며 한국은 중
국의 대외교역량의 0.7%로 중국의 제15위 교역상대국이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5위 교역 상대국으로,한국은 중국의 8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하게 되었다.1)
1991년 한�중 양국은 직접교역을 하기 위한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하였고 1992년
한․중 무역협정체결,차별관세철폐와 투자보장협정,한�중 수교 등이 이어지면서
한․중 경제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중 수교 후 수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이러한 최근의 수출 증가 요인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수입․
수요의 증가,무역 원부자제 수출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반영매,「한․중 무역과 투자정책 및 통상마찰」,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3.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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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한�중 교역 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 섰으며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출시장
이 되었다.한�중 양국은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교역
증가를 보여 왔다.한�중 수교 이후 1992년-2005년까지 양국 무역액이 18배 성장,연
평균 성장속도가 35%에 달한다.2006년 초 이미 한�중 교역 액은 1000억 달러를 초과
하였다.한국은 미국과 일본 뒤를 이어 對중국 무역이 1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세 번
째 국가가 되었다.2)
향후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입관세율이 인하
되게 되면 한국은 對중국 수출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경상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며,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등에 힘입어 서비스 수지도 약 2억 달
러 개선되어 경상수지가 13억 달러 정도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특히 중국의 관세인하,비관세장벽 완화 및 개방가속화에 따른 소득증대로 큰 폭의
對중국수출 신장이 기대될 수 있다.한편 對중국 수출 확대에 따른 對중국 수출용 원
자재 수입과 농산물 수입 증가 등이 예상된다.앞으로 한�중 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
전에 따른 양국 교역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반면에 2006년 초,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50%를 넘는 급증세를 보이자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므로 수출이 한 국가나 한 품목
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 차원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단기간에
수출이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선 정부나 무역협회 등에서 사전에 업계 쪽에 통상마찰
에 대비하라는 경고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국가간 교역량이 늘면서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수입규제 조
치가 발동되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는 만큼 국제적 협약에 따르
도록 수시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촉구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한�중 무역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양국간 무역 관계자들이
대외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http://www.blog.naver.com/parks.연합뉴스.2006.3.15.
3) 반영매,“전게논문”,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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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은 한․중 무역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선행 연구자들의 보고
서 및 논문을 발췌․정리 한 후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6장으로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방법과 범위를,
제Ⅱ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한�중 교역현황을 파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한�중 통상마찰 현황과 사례분석을,
제Ⅴ장에서는 한�중 교역증진 방안을,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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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ⅡⅡⅡ장장장 중중중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발발발전전전과과과 대대대외외외무무무역역역제제제도도도

제제제111절절절 중중중국국국경경경제제제동동동향향향

111...거거거시시시경경경제제제동동동향향향

2001년 WTO 가입과 2002년 말부터 시작된 당과 행정부의 지도부 교체라는 정
치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향방이 주목되었던 중국경제는 2003년 SARS(중증급성호
흡기증후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9.3%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WTO 가입을 통한 국제화의 진전과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적 안정성 확보 속에서 이루어낸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부동산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한 고정자산투자와
은행대출은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고,2004년 4월 28일 원자바오 총리의
경기 진정책 기조 발언 이후 선택적인 경기 진정책을 통하여 거시경제의 연착륙이
시도되어왔다.
이후 중국경제는 경기과열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대출과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확
연하게 둔화되면서 과열이 일단 진정되고 있으나,2004년 3/4분기 GDP가 9.1%로
발표되어 중국정부의 경기 연착륙 노력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4년 6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5%를 상화하는 등 인
플레이션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고,실질예금금리의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어 저
축률이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등 전반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인민은행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7년 만의 금리인상을 단행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따라 향후 중국거시
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경기둔화속도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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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 이후 거시경제 현황

(1)실질 GDP성장률

2003년 중국경제는 SARS발발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경기상승
에 따른 수출의 호조와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1997년 이후 최고치인 9.3%
의 GDP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처음으로 1인당 GDP가 1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조를 보였다.2004년 1/4분기와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
각 9.8%,9.6%를 기록한 GDP성장률은 중국정부의 경기정책이 일부분 효과를 나
타내면서 3/4분기에는 9.1%로 하락하여 성장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이
러한 3/4분기 GDP증가율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향후 긴축기조
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고정자산투자

2003년 이후 나타난 경기과열 주원인은 고정자산투자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에는 전년대비 17.4% 증가에 그쳤던 고정자산투자가 2003년에는 26.7%,
2004년 1/4분기에는 43%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주도하였으며,특히 고정자산투
자의 24%를 차지하는 부동산부문이 철강,건축자재,시멘트,알루미늄 등 관련 산
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면서 전반적인 고정자산투자 상승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경기팽창의 배경에는 2002년 지도부의 교체와 함께 새 지도부가 당 대회
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새로운 목표
를 향해 공격적인 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성장률이 급증하는 중국 특유의 경기 사
이클의 영향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내수확대를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해왔는데,특히
2003년에는 이라크전쟁,SARS전염,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등 불리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수확대에 더욱 치중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동안 중국정부는 주
로 투자견인을 통해 내수 확충을 도모해왔다.이는 중국경제가 노동,자본의 이중
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유효수효가 부족(즉 실제생산이 잠재적 생산능력을 하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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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비촉진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고정자산투
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은행 등 경제주체의 모럴 해저드로 투자가 무분
별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져,공급과잉․ 부실채권․ 환경․농촌문제 등의 악
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는 맹목적인 투자와 품질수준이 낮은 중복건설문제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예를 들어 2003년 철강,전해 알루미늄,시멘트부문의 투자는
각각 96.6%,92.9%,121.9% 증가하였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과도한 자원낭비 및 오염배출,품질저하 등으로 인해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중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이 가운데 방직,의
류,전기 기계 등은 수출산업으로 수출수요에 따른 투자증가로 이해되나,기타 철강,
비철금석,화학분야의 투자는 각 기업의 맹목적인 증설 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설비과
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산업분야이다.

(3)소비 및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가격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3년 11월 이후
매년 전년동기대비 3%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특히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
월 연속으로 물가목표 경계선인 5%를 초과하여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낳았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
였다.특히 실질예금금리가 2003년 11월 이후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어 저축률이
하락하고 은행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경기과열을 부추
기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4년 10월에
4.3%,11월에 2.8%로 떨어져 물가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통화 증가율은 2003년 10월 20.4%를 정점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2004년 10월 이후 13%로 내려가서 금융대출 억제노력과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소비자물가의 상승에는 식품가격과 원자재가격의 상승
이 주도하고 있다.특히 양곡 및 농산품가격의 상승에 따른 식품류 가격 상승이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이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작지 면적이
줄어들고 식품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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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외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대외무역에서 상품수출은 세계경기의 호조 및 弱달러에 페그된 위안화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2004년 1-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35.7%의 증가세를 시현했다.한편 고정자산투자의 급증 등 대내수요의 증
가와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입도 2004년 11월까지 38.5%의 신장세를
기록했다.2004년 상반기만해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11월까지 219억 달러
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위안화 절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3년 계약기준으로 전체 외국인투자 1,151억 달러 가운데
11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39% 증가를 보였다.그러나 투자실행
의 기준으로는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는데 그쳤다.이는 SARS의
영향으로 동년 6월부터 외자유입액이 급감한 데 기인한다.그러나 2003년 말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부터 8월 기간 동안 투자실
행액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8.8%,8월 한 달 동안에는 55.3%의 급속한 상승세를
보였다.4)

2)경기진정책의 내용과 영향

(1)경기진정책 내용과 주요 요인

2004년 3월 제10기 2차 全人大에서는 2003년에 26.7%의 상승률을 기록한 고정자
산투자 등 투자과열 위험성이 제기되었고,대출지도 등을 통해 맹목적인 투자와 중
복투자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분야의 맹목적인 투자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거
론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과열이 집중된 부문의 투자를 억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소비 등 경제 전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금리인상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정책보다는 과열부문으로 지목된 철강,시멘트,알

4)한국산업정보원,「2005중국산업연감」,2005,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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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늄,부동산,자동차 부문의 맹목적이고 중복적인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규
제와 위법행위 단속 등 행정적 간섭과 법적 수단을 중심으로 한 긴축정책을 폈다.
2004년 4월 28일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통화량 및 대출규모 억제,토지관리 강화,
건설프로젝트 정리,원자재 사용 감축,지급준비율 인상 등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는 경기진정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번 경기진정책은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중국지도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반영한다.즉 새로 등장한 중국의 제4
세대 지도부가 경제성장의 목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고,성장 위
주의 정책에서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후 취하고 있는
일련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거품 제거에 성공하면 경제의 질이 개선되
고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개선하고 저기술제품을 도태시켜 산업고도화에 기여
하고,시장경쟁질서의 규범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이미 수차례 공표된 바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반영되지 못했다.

(2)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경기변동 현황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고정자산투자,공업생산,수출 등의 지표는 증가세가 뚜렷하
게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기진정책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고정자산투자
의 경우 2004년 3/4분기 현재 27.7%의 증가율을 시현하여 지난 1/4분기의 43%보다
15.3%포인트 하락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경기과
열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던 부동산,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일부 부문의 과도한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추세도 2004년 2/4분기부터 현저히 둔화되었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3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4월분 ‘부
동산경기지수’가 이미 2003년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다.전국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은
1-2월 50.2%에서 1-8월 28.6%로 그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안정되어 철강제품의 경우 경기진정책 직후 가격하락현상이 나타나 일
반중형철재,보통소형철재,철선,박(薄)강판 가격이 4월 하순 각각 7.3%,11.1%,
11.3%,1.4% 하락했다.철강가격은 경기과열로 인해 가격상승 폭이 가장 컸던 품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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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강가격 변화는 중국 경기변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공업생산증가율도 9월 현재 16.1%로 2004년 들어 가장 높은 23.2%의 증가율을 보
인 2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과열산업으로 지적된 시멘
트,철강의 생산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관련 제품의 생산도 감소를 보이고 있다.

222...금금금리리리인인인상상상조조조치치치

2004년 10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은 199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
여 동년 10월29일부터 시행했다.이번 조치에서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는 2.25%와
5.58%로 모두 0.27%씩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현재 기준금리의 0.9배에서 1.7배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적용 폭
상한선도 폐지했다.동시에 예금금리가 하향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기
관 금리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했다.이번 금리인상조치로 인해 향후 중국의 경기진정
책 운용방향이 ‘행정규제중심’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시장친화적’수단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바,은행의 예금확보경쟁
이 치열해질 것이며,부동산업의 과열진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중
국인민은행은 이번 금리인상조치에 대해 그동안의 경기진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나
타내고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일부 문제점을 완화하고 경기진정책을 강화하
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금리인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기업의 운영자금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금번의 금
리인상이 소폭에 그치고 있어,과열투자 축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
려가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신한 정책선택이라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인 분석이다.즉 이번 금리인상은 중국의 과열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것
이고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은 줄여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중국인민은행도
금리인상 이후 환율 재평가와 관련해 점진적 평가절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
고 있음을 볼 때 금리인상 이후 위안화 절상 예상은 아직 이르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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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위위위안안안화화화 절절절상상상 가가가능능능성성성

최근 몇몇 중국 최고 당국자의 변동환율제 전환 언급을 계기로 국내언론에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변동환율제 전환 및 위안화 평가절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10월 1일 G7회담에 중국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하는 상황에서 9
월 28일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가치의 기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장 움
직임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율결정 매커니즘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공
식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IMF도 9월29일 세계경제전망 반기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경기회복으로 중국의 수
출이 크게 늘고 있어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언급
했다.그러나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로의 점진적인 이행이라는 중국의 입장표명은 지
난 수년 동안 중국이 견지해온 기존 입장의 재확인일 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이다.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면서 환율시스템을 점
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된 것이 없다.
또한 중국은 내외의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 수입확대,해외투자 촉진 등 평가절상
이외의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기 위
해서는 중국 국내 금융환경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국제투자은행은 2004년에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이 주목받
는 이유는 미국 대선을 계기로 미국 일각에서 위안화 절상에 의한 대중 무역수지
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견해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동향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2003년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24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이로 인해 미국내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가령 최근(2004년 9월)미국 산업,농업,노동계가 연합
한 중국통화연맹은 중국이 인위적인 평가절하정책을 통해 국제교역의 의무를 어기
고 있다고 비난하고,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외국의 무역제한조체에 대해 보복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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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바 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위안화의 동향이 국내 산업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2004년 상반기 전체 교역규모에서도 對중국
교역액이 369억 달러에 달한 반면 對미국 교역액은 342억 달러에 머무름으로써 중
국은 우리의 제1교역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의 변화는 우리의 수출과 수입은 물론 2003년 14억 달러에
달한 對중국 투자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중국은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 국내 제도개혁의 속도를 고려하면서,평과절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
화되는 상황하에 매우 점진적인 방식으로 위안화 환율변동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만일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
대할 가능성이 있으나,중국의 수출용 원자재를 위주로 한 對中 수출은 오히려 감
소할 가능성이 크며,효과간의 상쇄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매
우 제한적일 것이다.오히려 위안화 평가절상 효과보다는 원화에 대한 동반상승압
력의 영향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5)

5)한국산업정보원,“상게서”,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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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대대대외외외무무무역역역법법법의의의 비비비교교교

111...한한한 ����중중중 대대대외외외무무무역역역법법법의의의 제제제정정정과과과 연연연혁혁혁

1)한국 대외무역법의 제정

범세계적인 무역규모의 확대에 발맞춘 선진 무역대국으로의 부상과 함께 글로벌
시대에 맞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부응하는 한편 한국
의 개방정책에 대한 대외신뢰를 제고하고 수입제한 또는 금지성격이 강한 개별특
별법에 의한 규정 등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현재 국제무역환경을 살펴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
고 있고 국제무역질서도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과 상호주의가 강조되는 보호와
규제 위주의 정부 주도형에서 경쟁과 자율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함께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입력으로 수입자유
화 등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야기된 불요불급
한 물품의 수입증가와 전반적인 수입급증으로 인한 한국 국내 산업피해의 우려와
함께 국내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기존의 무역법규의 정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
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 국내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무역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몇 가지 요인으로서는,
①과도한 규제의 완화
② 수입자유화의 조류에 대비한 국내산업보호제도 신설의 필요성
③ 수출입질서 유지체제의 보완
④ 무역관계법 체제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외무역 법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함에 다라 한국 정부는 최

초 1967년부터 무역거래법을 시행하고 1980년에 들어와서부터 무역거래법 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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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6)한국 무역의 확대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고려하여 각
종 제한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6년에 대외무역법 전문이 대폭 개정된 후
2001년 2월에 개정하여 실행되어 왔다.

2)중국 대외무역법의 제정

중국은 1994년부터 최초로 대외무역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의 시대
를 개막하였다.그러나 10여년 경과한 현재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무역 및 통상환경
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무역거래 규모도 많이 증가하였다.이런 변화의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외무역 통상법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대외무역법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한계와 대외무역 통상환경의
외부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먼저,대외무역법 자체의 한계성과 관련하여 기존
의 대외무역법은 투명성과 원칙성이 부족하였다.중국은 1982년에 대외무역법의 초
안이 작성된 이후,수차례의 수정을 통하여 1994년 5월 12일에 전국인민대의원회의
(全人大)상무위원을 통과하여 최초의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였다.
대외무역법의 초안이 작성된 1980년대에 중국은 고도의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
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1990년대 당시 사회주의 시
장경제체제의 이론이 아직 완전히 집중되고 체계화된 상태가 아니었다.
첫째,대외무역법을 원칙적인 수준으로 제정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대외무역과정에서 신청,소송,초심결정,최종결정,세
금징수명령,협정의 중지 등의 관련 단계가 명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미미하였다.
둘째,무역거래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기회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중국의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거래자는 국무원의 허가를 획득하여야 가능하도록 그 거
래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거시경제 조절능력의 향상으로 이들
무역거래 기업을 점점 확대하기 시작하였다.또한 기존의 무역거래 허용자의 제한
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국제시장과 직접 참여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사업권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차별성을 야기 시켜 공정

6)尹光云,「貿易法」,형설출판사,1999.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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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저해하며 복잡한 수속절차는 국가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여론
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권자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새로운 무역현상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1994년 대외무역법이 발효될 당시
에 중요시 되지 못한 서비스무역이나 당시에 출현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무
역거래 등의 형태가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포함시킬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넷째,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각종 무역 및
통상장벽 관련 규정을 제거하거나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외무역법 자체의 한계와 WTO 등의 통상압력에 의하여 기존의 대외
무역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중국은 2004년 4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6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을 입법 통
과시킨 후,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7)

3)한� 중 대외무역법의 연혁

(1)한국
한국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 무역거래법이 1967년 1
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1986년 12월에 새로이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는
데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
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 취지라
할 수 있다.한편 대외무역법은 1986년에 기존의 법규인 무역거래법을 대체하는 법
률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은 1996년에 전문이 대폭 개
정된 후 2001년 2월에 개정된 것이다.8)

(2)중국
1978년 개혁개방을 한 이후 무역관리와 관련하여 각각의 행정부서들이 산발적으

7)이정표․손성문.「중국 대외무역법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국제상학,2005.pp.18-21.
8)전순환,「대외무역법」,교학사,2004,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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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시규정들을 제정하였다.그러나 1994년 무역관리의 법제화를 위하여 전국인민
대표대회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법을 제
정 공포함으로써 기존의 임시적인 각종 규칙들을 공식적인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의시대를 개막하였다.그러나 중국이 대외무역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시
행한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무역 및 통상환경에 있어 급격
한 변화를 가져왔다.특히 WTO 가입 후 대외무역법의 많은 내용이 실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그래서 2004년 4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통과되어 금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
역법”을 통과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22...한한한 ����중중중 대대대외외외무무무역역역법법법의의의 비비비교교교

1)한국의 원칙과 목적에 관한 규정

(1)한국 대외무역법의 원칙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법의 원칙에 대하여 한국의 대외무역법 제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9)한국은 전략물자에 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무역자유
화를 실시하고 있다.

(2)한국 대외무역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

한국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중국 대외무역의 목적보다 더 많은 내용

9)전순환,“상게서”.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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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국제 수지의 균형의 도모한다는 것이다.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 경제의
특성이 만성적 물가고와 만성적 국제수의 적자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다.1999년
상반기부터 한국의 경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해 왔다.산업자원부는 해외시장개척,
민간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종합무역상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상의 진흥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2)중국의 원칙과 목적에 관한 규정

(1)중국 대외무역법의 원칙에 관한 규정

중국 대외무역법의 원칙은 한국과 다르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5조)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국가와 지역과의 무역
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며 관세동맹협정,자유무역구 등의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정에 가입하며 지역경제조직에 가입한다.
(제6조)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 면에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근
거하여 기타의 체결 측,가입 측에 최혜국대우,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제공하며 또는
호혜,대등원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최혜국대우,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제공한다.10)
중국은 대외무역면에서 체결 또는 가입한 구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기타의 체결
측,가입 측에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를 제공한다.
이것은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에 적극적으로 WTO의 적응 기본원칙11)을 지키
며 충분히 운용하는 것이다.중국은 국제조약과 협정에 가입한 측이나 최혜국대우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140여개 국가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로써 향유한 권리와 이행할 의무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따라 하여 시장경쟁 기
회의 균형을 보증하는 데 그 목적이다.한국과 다른 것은 바로 최혜국대우,국민
대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외국 자금과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10)이학규,「중국무역론」,형설출판사,2004,pp.134-135.
11)WTO의 기본 원칙은 비차별대우원칙,최혜국대우원칙,국민대우원칙,호혜평등원칙,자유무역
원칙,공정경쟁원칙,무역분쟁협상처리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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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대외무역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중국대외무역법제1조는 대외개방의 확대,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수호,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지장경제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12)목적중의 대외개방의 확대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것은 한국 대외무역의 목적과 다르다.중국의 대
외개방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경제특구(經濟特區)”,“연해개발도시(沿海開
發城市)”,“연해경제개방구(沿海經濟開放區)”의 3단계를 거쳐 현재 제4단계에
들어와 있다.중국은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국가로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333...통통통상상상 진진진흥흥흥과과과 대대대외외외무무무역역역 촉촉촉진진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비비비교교교

1)한국의 통상 진흥에 관한 규정

한국의 통상 진흥에 관한 규정은 중국 대외무역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공통점은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을 지원한다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
여 노력하는 방식은 중국과 다르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9조)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
기업과의 계열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 등
해외시장 개척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대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 통상 관련 기관 또
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3)

12)이학규,“전게서”.p.234.
13)전순환,“전게서”,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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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요 반도체,전자상품과 자동차 등 제품을 수출한다.그리고 對중국 수
출을 보면 화학제품,섬유류,기계류 및 운송기기,전자․전기,그리고 철강․금속
제품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교적 자본과 기술 집약적 상품이 위주가 되고
있다.지난 19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 동안에 연평균 29.7%의 수출가율을 나타냈
으며 1962년에 5천 5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1992년에 와서는 718억 달러로
성장하게 되었다.2003년에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8.6%이고 2004년에 수출증가율은
12.7%이다.

2)중국의 대외무역 촉진에 관한 규정

중국의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촉진에 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55조)국가는 조치를 취해 대외무역경영자의 국제시장 개발을 권장하며
대외투자,대외공사청부와 대외노무협력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8조)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전개를 지원하고 촉진한다.
(제59조)국가는 민족자치지방과 경제미발달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14)중국은 대외투자,대외공사청부와 대외무역협력 등 형식으로 국제시장
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중국은 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인진라이(引進來)15)와 주우추취(走出去)16)쌍방향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대외개방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중국은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형식으로 해외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아직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기타 개도국의 해외투자에 비
하여 빈도나 금액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중국은 외자유치 일변도에서 인진
라이(引進來)와 주우추취(走出去)로 경제 발전의 균형점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이다.
주우추취(走出去)”를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외영향력을 확대하려는

14)이학규,“전게서”,p.242.
15)인진라이(引進來):중국이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16)주우추취(走出去):중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하는 것.



19

정책이다.한국 통상의 진흥에 관한 규정보다 더 많은 내용이 바로 민족자치지방과
경제미발달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족을 비롯하여 소수민족 55종족을 포함하고 있는 대형 국가이다.그래
서 민족자치구로 소수민족을 관리한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방이후 27년 동안에 동부연해(東部沿海)지역은 특혜 속에 급
속도로 발전했는데 내륙 지역은 아직은 미발달상태이다.
현재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중국 국내 전체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중부(西中部)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17)을 들 수 있다.서부의 풍부한 자원과
중국 정부의 우대 정책은 한국기업이 포함되는 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무역 기회를 제공한다.

444...한한한 ����중중중 수수수출출출입입입거거거래래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비비비교교교

1)한국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규정

한국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에 대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14조)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등
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18)

2)중국의 화물의 수출입과 기술수출입에 대한 규정

17)중국 서부는 陕西,甘肃,靑海,寧下.新彊,內蒙古,西藏,廣西,云南,貴州,西川,重庚을 말한다.서부대개발이란
중국 정부가 이런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국가의 우대 정책 하에 이런 지역의 경제를 적극
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다.

18)전순환,“전게서”,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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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무역법에서 물품이나 기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은 수출입상황에 대한 감독 필요에 의해 일부
자유 수출입의 화물에 대해 수출입자동허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목록을
공개한다.
자동허가를 실시하는 수출입화물을 수하인,발송인이 세관통관 수속 전 이미 자
동허가신청을 제출한 경우,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은 또는 그 위탁은 받은 기구
는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자동허가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관을 불허한다.수출입하는 기술이 자
유수출입에 속하는 경우,마땅히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 또는 그 위탁은 받은 기
구에 계약의 등록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국가 안전,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7조)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상품,기술
수출입 분야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국가는 통일된 상품합격 평가 제도를 실시하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해 인증,검사,검역을 실시한다.19)
한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입에 대한 일을 당직한다.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허가제와 수입증명서 신청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바에 중국은 물
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등록등기수속(備案登記手續)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략물자를 제외하고는 물품 등의 수출입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중국은 아직 국가의 간섭으로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고 무역을 완전한 자유화
로 의미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중국에서도 물품 등의 수출입을 하는 자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이제
개인도 할 수 있게 되었다.개인은 공상등기(工商登記)또는 기타 수속절차를 통하
여 본법 또는 기타 법률이나 행정규정에 의하여 대외 무역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곧 일반인이 개인의 신분으로 수출입 무역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내용이 대외무역법의 개정된 내용이고 수출입을 하는 자에 관한 범위를 확대

19)이학규,“전게서”,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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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규정이다.개정 전 1994년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 화물과 기술 수출입의 대
외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응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국무원 상
무부 주관 부서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1978년 중국이 개혁개
방을 실시한 이후 물자부족과 수출입상품의 조절능력이 낮음에 따라 국가의 계획
과 통제하에 있었던 대외무역 사업권을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업자는 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 화물수
출입 및 기술수출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업자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상무부가 2004년 6월 19일 규정한 대외무
역업자 등기규칙에 의하면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업자
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위임한 기관에 등기 등록하여야 한다.한
국 무역업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555...한한한 ����중중중 수수수출출출입입입의의의 질질질서서서유유유지지지와와와 대대대외외외무무무역역역질질질서서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비비비교교교

1)한국의 수출입의 질서유지에 대한 규정

수출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대외무역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제39조에서는 불공정수출입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41조에서는 무역거래자간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한다.그중에서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
관한 규정이 중국 대외무역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중국의 대외무역질서에 대한 규정

중국의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질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한국과 같은 내용이 바
로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조,변조 또는 판매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외무역법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반독점과 반덤핑구제이다.이런 규
정이 2004년에 개정된 중국 대외무역법에서 새롭게 나타났다.
이전의 법령은 외국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구체적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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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따라 2004년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기
초 아래,중국은 대외무역 구제조치 관련 법률을 대외개방 확대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개정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WTO의 관련법칙에 부합되게 개정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무역환경
의 평등한 경쟁과 국내 산업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더욱 힘 있는 법률적 보장
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효과가 있다.
보장조치(堡障措置,Safeguard)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0)
첫째,과거에는 예비판정 후에 최종결정을 내려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즉,과거에는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관
련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예비판정을 내리고 다시 일정기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렸었다.예비판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최종 결정시까지 대상국에게는 그 결과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던 것이다.
둘째,세이프가드 실시기한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종전 세이프가드의 실
시기한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기한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에서 실시기한을 종전과 같이 4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연장기한을 6년으로 하여 최장 10년까지 늘렸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명시된 총 연한 8년도다도 긴 것으로 향후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반덤핑에 관한 규정의 특징은
첫째,조사기관의 통일이다.개정 조례에서는 과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경제무
역위원회가 책임지던 반덤핑 조사를 상무부가 모두 관할 것으로 되어있다.상무부
가 통일된 원칙과 절차로 조사를 행함으로써 외국의 업체들이 반덤핑 조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조사과정의 복잡함과 중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둘째,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을 강화했다.시행 전에는 수입상품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힌 사례가 있거나 단기에 대량으로 수입된 경우에 한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소급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20)반영매,“전게논문”,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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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개정안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반덤핑관
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소급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상품에 대
한 수입등기를 하게 하여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했다.중국 대외무역법의 제7장
대외무역조사와 제8장 대외무역구제조치 내용이 2004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신설한 규정이다.1994년 대외무역법 제31조인 상품에 대한 정상가격 이하의 수출
입에 대한 자국산업의 피해조사에 관한 규정과 제32조의 수출입상품의 직간접적인
자국산업에 대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고 확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이 규정들은 중국이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산업피해에 대한 무역조사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 규정이나 및 상계관세관련 행정
규칙을 대외무역법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킴과 동시에 대외무역조사의 범위를 기존
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반덤핑,상계관세,부당경쟁행위,반독점행
위,비관세장벽 등 그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외무역 조사에 있어서 세부적인 그 조사대상은 상품수출입,기술수출입,국제
서비스무역이 국내산업 및 그 경쟁력에 대한 영향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반덤핑 반보조금 또는 세이프가드 등 대외무역구제조치의 실시를 확정하기
전에 조사해야 할 사항,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대외무역중의 국가안전이
익과 관련된 사항,대외무역질서에 형향을 주어 조사해야 할 기타 사항 등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자국의 시장을 대외에 개방
함에 따라 자국산업의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의 대응수단 및 관련 법규가 없음에
따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써 관련 규정을 통하여 자국산업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른 것으로 간주된다.21)
자국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조치제한과 관련하여 중국의 개정 대
외무역법 제8장에서 “대외무역 조제조치”의 장을 신설하였다.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이정표,�손성문,“전게논문”,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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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ⅢⅢⅢ장장장 한한한․․․중중중 교교교역역역 현현현황황황

한․중 양국간 교역은 對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먼저 시작되어 1975년부터 1978
년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4만～8만 달러의 소액수입에 그쳤으나 1978년 등소평
의 개혁․개방 정책 발표 직후인 1979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여 5.6백만 달러를 수입
함으로써 1백만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처음 기록하였다.또한 對중국 수출은
1977년도에 1천 달러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도에 처음으로 1백만 달러 이상인 15.4
백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으며,그 후 1985년도에 4천만 달러,1986년도에 1억
23.5백만 달러를 달성하고,1991년도에 10억 3백만 달러에 도달하였다.한․중 양국
간 무역규모가 10억 달러를 달성한 연도는 1987년으로 수출 2억 11백만 달러,수입
8억 66백만 달러,무역규모 총액은 10억 77백만 달러였다.주 북경 무역대표부가
개설된 것이 1991년도이며 외교관계가 수립된 해가 1992년도인 바,한․중 양국간
의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규모는 1991년도에 44.4억 달러로 그 중 수출은 10.0
억 달러,수입은 34.4억 달러이며 이듬해인 1992년도에는 63.8억 달러로서 그 중 수
출은 26.5억 달러,수입은 37.3억 달러에 불과하였다.22)

제제제111절절절 對對對중중중국국국 수수수출출출입입입의의의 현현현황황황

한․중 수교 10년 후인 2001년도까지 양국의 무역규모가 314.9억 달러에 달함으
로써 1991년도 대비 약 7배,1992년도 대비 약 5배로 급증하여 한․중 양국간 경
제․통상 관계가 외교관계 수립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1년 한․중 양국간 교역은 세계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그간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하였는데 對중국 수출이 181.9억 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1.4%가 감소했으며
對중국 수입은 133.0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증가에 그쳤는데 특히,對중국 수출
부진은 섬유류와 전기․전자 분야에서,수입부진은 철강류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2002년 한․중 교역 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말에는 대만을 제외한 중국과 홍콩

22)한국무역협회,「한․중 교류현황」,2004,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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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친 對중국 수출 규모가 12.2%인 미국을 앞서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한국의 제1위 수출시장임을 확인해 주었다.23)
2002년도 對중국 수출은 238억 달러로 전년대비 30.6% 증가하였고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대비 30.8%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63.5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수출입 모두 20.5억 달러를 기록하는 실적을 보였다.
2003년 對중국 수출은 351억 달러로 전년대비 47.8% 증가하였고 수입은 2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5.9%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132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68.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4년 對중국 수출은 497.6억 달러로 전년대비 41.7% 증가하였고 수입은 295.8

억 달러로 전년대비 35.0%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01.9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68.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4년도 對중국 10대 수출 품목의 순위로는 1위가 컴퓨터로,금액으로는 53.4억

달러,2위는 무선통신기기로,금액으로는 35.0억 달러,3위는 반도체로,금액으로는
32.8억 달러,4위는 철강판으로,금액으로는 30.7억 달러,5위는 합성수지로,금액으
로는 30.7억 달러,6위는 석유제품으로,금액으로는 23.4억 달러,7위는 석유화학합섬
원료로,금액으로는 18.1억 달러,8위는 광학기기로,금액으로는 17.9억 달러,9위는
자동차부품으로,금액으로는 17.3억 달러,10위는 석유화학중간원료로,금액으로는
13.8억 달러 등 순위이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2004년간 한․중 교역은 약 12.4배,연평균
60.8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對중국 수출입은 각각 연평균 24.5%와 16.7% 증가로 동
기간 한국 전체 수출입 증가율 7.8%와 6.4%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홍
콩을 포함한 對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대 미국 수출을 초과하여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2002년 對중국 수출은 30.6% 증가한 238억 달러,對중국
수입은 30.8% 증가한 174억 달러,무역수지는 사상최대인 63.5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2002년 이후로 한․중 교역은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이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산업자원부,「중국경제의 평가 및 전망」,『중국동향자료 』,12월호,2002,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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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對對對중중중국국국 수수수출출출입입입 현현현황황황(((연연연도도도별별별)))

(단위:백만 달러,%)

연연연도도도
수수수출출출 수수수입입입 무무무역역역수수수지지지

전전전체체체 對對對중중중국국국 비비비중중중 전전전체체체 對對對중중중국국국 비비비중중중 전전전체체체 對對對중중중국국국
1991 71,870

(10.5)
1,003
(71.5)

1.4 81,525
(16.7)

3,441
(51.7)

4.2 -9,655 -2,438

1992 76,632
(6.6)

2,654
(164.7)

3.5 81,775
(0.3)

3,725
(8.3)

4.6 -5,144 -1,071

1993 82,236
(7.3)

5,151
(94.1)

6.3 83,800
(2.5)

3,929
(5.5)

4.7 -1,564 1,222

1994 96,013
(16.8)

6,203
(20.4)

6.5 102,348
(22.1)

5,463
(39.0)

5.3 -6,335 740

1995 125,058
(30.3)

9,144
(47.4)

7.3 135,119
(32.0)

7,401
(35.5)

5.5 -10,061 1,743

1996 129,715
(3.7)

11,377
(24.4)

8.8 150,339
(11.3)

8,539
(15.4)

5.7 -20,624 2,838

1997 136,164
(5.0)

13,572
(19.3)

10.0 144,616
(-3.8)

10,117
(18.5)

7.0 -8,452 3,455

1998 132,313
(-2.8)

11,944
(-12.0)

9.0 93,282
(-35.5)

6,484
(-35.9)

7.0 39,031 5,460

1999 143,685
(8.6)

13,685
(14.6)

9.5 119,752
(28.4)

8,867
(36.8)

7.4 23,933 4,818

2000 172,268
(19.9)

18,455
(34.9)

10.7 160,481
(34.0)

12,799
(44.4)

8.0 11,786 5,656

2001 150,439
(-12.7)

18,190
(-1.4)

12.1 141,098
(-12.1)

13,303
(3.9)

9.4 9,341 4,888

2002 162,471
(8.0)

23,754
(30.6)

14.6 152,126
(7.8)

17,400
(30.8)

11.4 10,344 6,354

2003 193,817
(19.3)

35,110
(47.8)

18.1 178,827
(17.6)

21,909
(25.9)

12.3 14,991 13,201

2004 253,845
(31.0)

49,763
(41.7)

19.6 224,463
(25.5)

29,585
(35.0)

13.2 29,382 20,193

주)1.한국 관세청 2005년 통계기준 자료.
2.()는 전년 동기대비의 증가율
3.비중은 총수출 대비 對중국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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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한국의 5대 교역상대국 및 지역의 순위를 <표 2>로 알 수 있다.

<<<표표표 222>>> 222000000444년년년도도도 한한한국국국의의의 555대대대 교교교역역역상상상대대대국국국 및및및 지지지역역역
(단위:억 달러)

순순순위위위 국국국명명명 교교교역역역액액액 (((무무무역역역수수수지지지)))
수수수출출출 수수수입입입

1 중국 793.5(201.9) 497.7 295.8
2 미국 716.2(140.6) 428.4 287.8
3 일본 679.0(-244.0) 217.5 461.5
4 홍콩 214.0(148.6) 181.3 32.7
5 대만 171.6(25.4) 98.5 73.1

주)자료:중국 세관 2005년 통계자료 인용.

2001년과 2004년도의 對중국 10대 수출품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표표 333>>> 222000000111년년년과과과 222000000444년년년 對對對중중중국국국 111000대대대 수수수출출출품품품목목목 비비비교교교
(단위:백만 달러,%)

순순순위위위
222000000111년년년 222000000444년년년

품품품목목목명명명 금금금액액액 증증증가가가율율율 품품품목목목명명명 금금금액액액 증증증가가가율율율
1 컴퓨터 5,346 45.0 반도체 5,330 137.7
2 무선통신기기 3,503 12.5 컴퓨터 3,712 -10.3

3 반도체 3,278 98.3 합성수지 2,796 24.5
4 철강판 3,074 28.8 무선통신기기 2,765 5.4
5 합성수지 3,063 44.6 철강판 2,683 21.5
6 석유제품 2,345 54.0 광학기기 2,647 110.7

7 석유화학합섬원료 1,813 68.3 석유제품 2,082 11.2

8 광학기기 1,791 318.5 자동차부품 2,065 68.5

9 자동차부품 1,736 83.9 석유화학합섬원료 1,924 44.6

10 석유화학중간원료 1,377 57.8 석유화학중간원료 1,205 24.1

주)자료:한국무역협회 (MTI3단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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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對중국 10대 수입 품목의 순위로는 1위가 컴퓨터로,금액으로는 23.4억
달러,2위는 의류로,금액으로는 20.9억 달러,3위는 석탄으로,금액으로는 15.6억
달러,4위는 반도체로,금액으로는 13.9억 달러,5위는 전자응용기기로,금액으로는
10.7억 달러,6위는 철강판으로,금액으로는 9.6억 달러,7위는 알루미늄으로,금액
으로는 9.3억 달러,8위는 정밀화학원료로,금액으로는 7.5억 달러,9위는 정지기기
로,금액으로는 6.9억 달러,10위는 음향기기로,금액으로는 6.5억 달러 등 순위이며
중간재와 1차 산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2001년 對중국 10대 수입 품목의 순위
는 2004년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표표 444>>> 222000000111년년년과과과 222000000444년년년 對對對중중중국국국 111000대대대 수수수입입입품품품목목목 비비비교교교
(단위:백만 달러,%)

순순순위위위
222000000111년년년 222000000444

품품품목목목명명명 금금금액액액 증증증가가가율율율 품품품목목목명명명 금금금액액액 증증증가가가율율율
1 컴퓨터 2,339 56.8 컴퓨터 2,403 39.9
2 의류 2,093 9.7 철강판 1,636 218.1

3 석탄 1,557 55.1 의류 1,507 0.6
4 반도체 1,392 33.8 반도체 1,344 32.1
5 전자응용기기 1,072 67.9 석탄 1,164 3.5
6 철강판 961 450.1 전자응용기기 991 24.3
7 알루미늄 937 61.7 알루미늄 841 28.9
8 정밀화학원료 748 39.0 정밀화학원료 751 42.7
9 정지기기 694 35.0 정지기기 656 36.3
10 음향기기 646 146.3 선재봉강및철근 650 67.2

주)자료 :한국무역협회 (MTI3단위),2005.

중국의 WTO가입 이후의 관세인하,중국의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용 원부자재 수
입 수요의 증가,2008년 북경 올림픽의 개최와 서부 대개발 등에 따른 인프라 건설 확
대 등 원인으로 2004년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호조를 이루었다.對중국의 수출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컴퓨터 부품,무선통신기기 부품,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비중이 확
대되는 반면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화학,철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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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련 제품시장과 가공 수출 확대에 따라 IT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면 철강 및 화학제품의 수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정책과
반덤핑 조치와 맞물려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또
한 한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4년에 중국은 13.2%의 비중으로 한국의 대 미국 수입 비중의 12.8%를 초월했고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했다.수입 면에서 중국 비중이 이처
럼 계속 커지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24).한․중 수교 이후 1992
년～2004까지 12년간 교역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의 63.7억 달러에서 2004년의 793.5억 달러로 12.5배 증가하였고 중국 측 통계로는
1992년 50.3억 달러에서 2004년 900.7억 달러로 17.9배로 증가하였다.장기적인 관점에
서 볼 때,對중국 교역은 한국 무역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5>참조.

<<<표표표 555>>>수수수교교교 이이이후후후 111222년년년간간간 교교교역역역액액액 증증증가가가세세세

111999999222년년년 222000000444년년년 증증증가가가폭폭폭
한한한국국국통통통계계계 63.7억 달러 794억 달러 12.5배로 증가
중중중국국국통통통계계계 50.3억 달러 900.7억 달러 17.9배로 증가

주)자료:중국 세관 2005년 통계자료 인용.

2004년 對중국 수출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對중국 수출이 중국의 WTO 가
입 이후 중국 자체 수출의 증가세,서부 대개발 사업 추진 및 2008년 북경 올림픽
의 개최에 따른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급신장세를 지속하였다.둘째,수입품목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수출은 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IT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또한,2004년에는 한․중 교역사상 처음의 흑자를
기록하는 1993년 이후 지속되어 온 한․중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석유화학,철강 등 세계적인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가 증가하였다.

24)한국은행,「2004년 경제분석(해설편 및 통계편)」,2004,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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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對對對한한한국국국 수수수출출출입입입의의의 현현현황황황

중국의 대외무역은 국제교류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초기에 중국
의 대외무역은 규모가 매우 작았다.1978년의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중국이 개혁개방25)한지 26년째인 지
난 2004년에 국내총생산(GDP)이 1.65조 달러에 달하고 GDP기준으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였다.2000～2005년 5년간에 중국의 경제 성장율은 평균 8.4%로서 인
류 발전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었던 현상이다.이런 성과 중에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서 얻은 성과는 빼고 싶어도 빼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2006
년은 한․중 수교 14년째 되는 해로서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
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표표표 666>>> 중중중국국국의의의 對對對한한한국국국 수수수출출출입입입 현현현황황황(((연연연도도도별별별)))
(단위:억 달러,%)

연연연도도도
수수수 출출출 수수수 입입입 무무무역역역수수수지지지

전전전체체체 對對對한한한국국국 비비비중중중 전전전체체체 對對對한한한국국국 비비비중중중 전전전체체체 對對對한한한국국국

2001 2661.0
(6.8)

125.2
(10.9) 4.7 2435.5

(8.2)
233.9
(0.8) 9.6 225.5 -108.7

2002 3255.7
(22.3)

155.0
(23.8) 4.8 2952.0

(21.2)
285.7
(22.2) 9.7 303.6 -130.7

2003 4383.7
(39.9)

201.0
(29.7) 4.6 4128.4

(39.9)
431.3
(50.0) 10.4 253.8 -230.3

2004 5933.6
(35.4)

278.2
(38.4) 4.7 5613.8

(36.0)
622.5
(44.3) 11.1 319.8 -344.3

주)1.한국 관세청 통계기준
2.()는 전년 동기대비의 증가율.
3.비중은 총수출입 대비 對한국 수출입.
4.자료 :주중 한국대사관 (2005)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중국 對한국 수출은 125.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고 수입은 233.9억 달러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25)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부터 시작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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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2002년 중국의 對한국 수출은 155.0억 달러로 전년대
비 23.8% 증가하였고 수입은 285.7억 달러로 전년대비 22.2% 증가,무역적자는 130.7
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22.0억 달러 증가하였다.2003년 중국의 對한
국 수출은 203.0억 달러로 전년대비 29.7% 증가하였고 수입은 431.3억 달러로 전년대
비 50.0% 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230.3억 달러를 나타냄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99.6억
달러 증가하였다.2004년 중국의 對한국 수출은 278.2억 달러로 전년대비 38.4% 증가
하였고 수입은 622.5억 달러로 전년대비 44.3% 증가하였고 무역적자는 344.3억 달러
를 나타냄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114.0억 달러 증가하였다.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對한국 수출은 256.3억 달러로 전년대비 32.8% 증가하였고 수입은 557.4억 달
러로 전년대비 22.1% 증가,무역적자는 301.1억 달러를 기록했다.중국의 對한국 수
출이 2004년 278.2억 달러로 전년대비 38.4% 증가한 것은 2004년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35.4%를 웃도는 것이다.對한국 수입의 경우에 2002년부터 중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을 계속 웃돌아 왔다.對한국 수출은 중국 전체 수출 시장의 점유율은 2001년
부터 2005년 1～9월까지 계속 비슷한 점유율이지만 對한국 수입은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점유율은 2001년의 9.6%,2002년의 9.7%,2003년의 10.4%,2004년의 11.1%,
2005년 9월까지의 1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
유율이 상승한 것은 최근 對중국 투자확대에 나선 한국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주로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그 결과 지난 2004년에 중국의 수
입 및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표 7>참조.

<<<표표표 777>>> 222000000444년년년 중중중국국국의의의 555대대대 수수수출출출입입입 상상상대대대국국국 및및및 지지지역역역
(단위:억 달러)

순순순 위위위 수수수 출출출 수수수 입입입
국국국 가가가 수수수출출출액액액 국국국 가가가 수수수입입입액액액

1 미 국 1,250 일 본 942
2 홍 콩 1,011 대 만 648
3 일 본 735 한 국 622
4 한 국 278 미 국 447
5 독 일 238 독 일 302

주)1.수출은 홍콩을 제외할 때 한국은 3위를 기록,수입은 대만을 제외할 때 한국은 2위를 기록.
2.자료:한국 외교통상부,「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통계」,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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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벌써 대만을 초월하여 2위
를 기록했다.중국의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홍콩을 제외할 때 여전히 3위를 기록했
다.2004년에 한국은 중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홍콩을 제외할 때
5번째 교역상대국이다.최근 몇 년간(2001～2004)의 중국의 국별 교역규모가 아래
와 같다 <표 8>참조.

<<<표표표 888>>> 222000000111---222000000444년년년 중중중국국국의의의 111000대대대 교교교역역역대대대상상상국국국 현현현황황황
                                                               (단위:억 달러)

순순순위위위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국국국명명명 교교교역역역규규규모모모 국국국명명명 교교교역역역규규규모모모 국국국명명명 교교교역역역규규규모모모 국국국명명명 교교교역역역
규규규모모모

계 중 국 5,102 중 국 6,209 중 국 8,516 중 국 11,545
1 일 본 879 일 본 1,020 일 본 1,337 미 국 1,696
2 미 국 805 미 국 972 미 국 1,264 일 본 1,677
3 홍 콩 559 홍 콩 693 홍 콩 875 홍 콩 1,129
4 한 국 359.4 대 만 447 한 국 633 한 국 900
5 대 만 232 한 국 441 대 만 584 대 만 783
6 독 일 235 독 일 278 독 일 418 독 일 539
7 싱가폴 109 말레이시아 143 말레이시아 201 싱가폴 267
8 러시아 107 싱가폴 140 싱가폴 194 말레이시아 262
9 영 국 103 러시아 119 러시아 158 네덜란드 215
10 중 국 88 영 국 114 네덜란드 154 러시아 212

  주)자료:한국 외교통상부,「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통계」,2005.10.

최근 몇 년 간(2001～2004)에 중국의 對한국 수출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신속한 성장속도로 한국은 홍콩을 제외할 때 미국,일본 등을 이어 중국의
제5대 무역 파트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중국의 對한국 수출은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1차 산업26)과 경공업의 순서로 되어 있다.전체적으로 소비재보다
26)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직접 자연에 작용하는 산업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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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화학비료,식량,합성섬유,종이 및 판지 등 생산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저렴한 노동력을 기본으로 한 저가정책으로 세계시
장에서의 점유율을 높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중국의 對한국 무역적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중국의 한국에 대
한 무역적자는 2004년도에 벌써 34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9>참조.
이것은 1998년 중국의 對한국 무역적자 87.3억 달러,1999년 94.2억 달러보다 크
게 증가한 수치이다.중국 경제의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에 거듭되는 무역적
자는 중국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유발시킬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표표표 999>>> 222000000444년년년 중중중국국국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무무무역역역수수수지지지 현현현황황황
                                                 (단위:억 달러)

순순순 위위위
흑흑흑 자자자 적적적 자자자

국국국 가가가 흑흑흑자자자규규규모모모 국국국 가가가 적적적자자자규규규모모모
1 홍 콩 893 대 만 -512

2 미 국 803 한 국 -344

3 네델란드 156 일 본 -207

4 영 국 102 말레이지아 -101

5 U.A.E 55 독 일 -64

6 스페인 37 태 국 -57

7 멕시코 28 브라질 -50

8 이탈리아 28 필리핀 -48

9 벨기에 23 사우디아라비아 -47

10 프랑스 23 러시아 -30
주)자료 :한국무역협회,「중국통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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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한한한․․․중중중간간간의의의 기기기술술술경경경쟁쟁쟁력력력 현현현황황황

한․중 양국간 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현재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국기업
의 80%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는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빠른 기
술개발 속도가 지속된다면 4년 이내에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과 동일한 수준
에 도달할 전망이다.27)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2003)에 따르
면 중국기업의 기술개발속도는 현재로서는 한국기업의 94% 수준이나 조선,정보통
신,철강 등 업종의 기술개발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은 한국
의 수출에 강력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제품설계 및 소재개발 부
문에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조립가공기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표 10>참조.
정보통신 분야는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로 인한 인프라 확충 및 소프

트웨어 분야의 급속한 시장성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은 중국시장의 잠재력이 큰 관계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고 기계
산업은 자본재 산업으로서 타 산업의 기반산업 역할을 하는 관계로 수요확대
효과가 기술경쟁력을 확충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8)

<<<표표표 111000>>>한한한국국국기기기업업업 대대대비비비 중중중국국국기기기업업업의의의 기기기술술술경경경쟁쟁쟁력력력
(단위:%)

현현현 황황황 전전전 망망망

종합 제품
설계

소재
관련

부품
관련

조립
가공

공정
관리

개발
속도

기술
격차 2007 2010

80 78 78 79 82 79 94 -3.08 87.0 94.5

자료:전경련,『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2003.01,p.27.
주)수치는 한국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

27)송희영,“중국의 반덤핑규제요인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30권2호,한국무역학회,2005.04,p.37.
28)송희영,“상게서”,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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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은 한국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가장 큰 부분으로서 아직 중국
의 투자가 실용적 부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향후에도 지금
까지 행해지던 중국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인하여 많은 기술들이 중
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중간 기술경쟁력 격차는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 <표 11>참조.

<<<표표표 111111>>>한한한국국국기기기업업업 대대대비비비 업업업종종종별별별 중중중국국국 기기기업업업의의의 기기기술술술경경경쟁쟁쟁력력력
(단위:%)

품품품목목목 종종종합합합 제제제품품품설설설계계계 소소소재재재관관관련련련 부부부품품품관관관련련련 조조조립립립가가가공공공 공공공정정정관관관리리리 개개개발발발속속속도도도 격격격차차차

자동차/부품 76 73 69 73 79 74 099 ---333...111777년년년

조선 80 75 75 85 80 90 105 ---777...666777년년년

전자 80 77 75 73 85 81 91 ---333...000666년년년

정보통신 88 83 93 92 93 91 108 ---222...000555년년년

기계 83 85 85 80 78 78 93 ---222...777888년년년

건설 78 78 84 84 84 74 80 ---444...555년년년

철강 83 85 85 85 85 85 102 ---111...888년년년

비금속 55 55 70 65 55 55 70 ---666...000년년년

석유화학 88 85 85 84 85 82 88 ---222...111555년년년

섬유의류 78 69 74 78 85 80 92 ---222...555333년년년

식음료 86 88 91 91 83 83 85 ---222...222555년년년

제약․바이오 74 69 69 68 72 72 93 ---555...111777년년년

자료 :전경련,“상게서”,p.36.
주)수치는 한국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기업의 경쟁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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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세세세계계계 주주주요요요시시시장장장에에에서서서의의의 시시시장장장점점점유유유율율율 현현현황황황

수출 측면의 경쟁력 비교 지표인 시장점유율을 세계 주요시장인 미국 및 일본시
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중간 격차가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참조.

<<<표표표 111222>>>한한한․․․중중중간간간 상상상품품품의의의 미미미국국국 및및및 일일일본본본시시시장장장 점점점유유유율율율 추추추이이이
(단위: %)

국국국가가가
미미미국국국시시시장장장 일일일본본본시시시장장장

‘96(a) '00 '01 '02 '03 증증증감감감
(b-a) ‘96(c) '00 '01 '02 '03(d) 증증증감감감(d-c)

한한한국국국 3.0 3.5 3.3 3.3 3.1 0.1 4.9 5.8 5.3 4.9 5.0 0.1

중중중국국국 7.1 9.1 9.6 11.5 12.9 5.8 12.3 15.2 17.5 19.7 21.2 8.9

자료: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05.04).

<표 12>에서 보여 주듯이 2003년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2.9%로 한국
(3.1%)의 4.2배,일본시장 점유율은 21.2%로 한국(5.0%)의 4.2배를 기록하였으며
1996～2003년 중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0.1%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중국은
5.8% 상승하여 한국과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또한 일본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한국이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8.9% 상승하여 중국 상품이 세계
주요시장에서 그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한․중 양국간의 기술격차로 인하여 한․중 양국시장에서 경

쟁력이 약했던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과의 기술격차가 차츰 해소되면서 한․
중 양국 및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관계는 더욱 심
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제품이 중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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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ⅣⅣⅣ장장장 한한한 ����중중중 통통통상상상마마마찰찰찰 현현현황황황과과과 사사사례례례분분분석석석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중중중 반반반덤덤덤핑핑핑 규규규제제제

1)한․중 반덤핑 규제 현황

1997년에는 중국의 첫 번째 반덤핑 사건은 한국과 관련되어 2000년에는 치열한
한․중 마늘 분쟁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1987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반덤핑자료에
따르면 중국 반덤핑 전체 개시 사례22건 중 17건이 한국과 관련된다.한�중 양국은
교역에 증가에 따라 덤핑과 반덤핑 사레가 많이 발생하였다.

(1)규제 현황
1979년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사카린과 자명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래 2004년 8월까지 중국은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240여 품목에 대하여 593건
의 반덤핑 제소를 당하였다.중국은 1999년 한 해에만 39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한
세계에서 가장 피소율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및 그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제소국들이 중국을 비시
장 경제국가 (Non-MarketEconomyCountry)로 간주하고 이 기준을 투자기업,사
기업 그리고 국영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이들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
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의 경우 1987년 중국산 앙고라 토끼털에 대
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지금가지 중국에 대하여 총 29건
의 산업피해구제 관련제소가 행하여졌다.이는 1997년에「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 지금까지 對 미국 25건,對 일본 22건,對 EU 22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주로 농
산물과 원료 등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져 왔다.현재 한국의 대중 반덤
핑 규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가로 인정하여 덤핑 판
정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중국은 최근 경제개혁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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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여 반
덤핑 규제를 하는 경우 마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중국에 대하여 비시장경
제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WTO규범 역시 이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한국은 그 동안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여 반덤핑 규제를 하였으나,1999년 10월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대
한 덤핑률 재심사에서 중국 상품에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
국의 제삼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덤핑률을 산정한 바 있다.중국의 라이
터 산업에 대한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으로 중국이 그 동안 제기해 온 자국 산업에
대한 시장경제원리 인정 문제가 다소 해소됨으로써 대중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1999년 10월 4일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
업피해의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관세법시해규칙」제4조
의 5항에서 규정된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해규칙」제4조의 제4항
에서 대체국의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반덤핑 규제 사례
지금까지 중국이 對한국 반덤핑 제소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중국 최초의 반덤핑 규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산 신문지에 대한 조
사 결정이었다.관련 당국은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3개국의 신문지 덤핑 수출이 중
국 국내산업에 야기한 피해가 입증된다고 1998년 7월 에비 판정하고 이를 공고하였
다.그리고 1999년 6월이 안건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렸다.캐나다와 미국 기업은
이 사건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59%-78%의 덤핑 마진율을 부과 받았다.한국은
한솔제지가 예비판정에서 받은 17.11%의 덤핑 마진이 최종 판정에서 9%로 하향 조
정되었으며,기타 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55%의 덤핑 마진율이 적용되었다.
둘째,플리에스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였다.1999년 4월 중국의 6개 업체가 제소

한 데 대하여 동년 12월 중국 외경무부(外經貿部)는 SKC에 대하여 21%,(주)효성,
(주)코오롱,(주)세한 3사와 가타 한국 회사에 대하여 72% 덤핑 마진을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하였다.그리고 최종적으로 SKC에 대하여 13%,(주)효성,(주)세한에 대
하여서는 33%,(주)코오롱과 기타 회사에 대하여 46%의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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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반덤핑 규제는 1999년 6월에 이루어졌다.중국은 일본산과 함께 한국산 스
테인레스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00년 12월 최종 판정을 하
였다.한국은 인천제철의 경우 4%에서 최고 69%까지 그리고 일본은 27%에서 최
고 75%까지의 덤핑 마진을 부과 받았다.최종판정에서 한국의 포항제철을 비롯한
주요 6개 수출상은 중국당국과 가격인상 약속을 하였고 나머지 기업은 일률적으로
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넷째,반덤핑 규제는 2000년 12월 20일 영국,미국,네덜란드,프랑스,독일과 한
국을 원산지로 하는 염화 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2001년 2
월 9일 한국과 일본,태국 등 3개국을 원산지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인 플리스텔레
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착수된 바 있다.한국은 LG화학,통부화학,효성바스프,신
호유화,제일모직,럭키 등 6개 업체가 일본은 8개,태국은 5개 업체가 각각 덤핑
조사를 받게 되었다.그 외에도 2002년 새로운 반덤핑 조례의 시행 후 처음으로 한
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결정을 하였다.29)

2)반덤핑 마찰에 관한 과제

중국 대외무역법의 제41조에서는 “기타의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중국시장에 대하여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손해를 조성했
거나 실질손해위협을 산생(産生),또는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저해를 조성할
경우,국가는 반덤핑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 또는 저해를 해
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42조에서는 “기타의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치보다 낮게 제3국
지상으로 수출되어 중국이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손해를 조성했거나 실질손
해위협을 산생,또는 이미 건립된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저해를 조성한 경우,국내
산업의 신청에 응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은 당 제3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0)반덤핑 조사기관
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제32조는 덤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무원이 정한 부문

29)정운수,「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계명대 국제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pp.26-29.
30)이학규,“전게서”.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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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관”이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반덤핑조계 제11조는 소사가 조사의 중심 기관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한․중 교역관계는 그 동안 계속 확대되어 왔으
며,앞으로 중국의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그러나 교역의 확대에 따른 양국간의 교역 마찰 또한 정비례하여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양국간의 반덤핑 규제는 시장구조의 차이로 인하
여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으로서는 대중 교역확대 및 무역마찰의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대중 반덤핑 판정에 있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중국은 미국 등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가 중국 제품에 대하여 특
별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중국은 이미 자국의 시장에
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으며 국영기업들도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하여 무조건 비시장경제국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미국과의 WTO가입 협사에서 가입 후 12년간
반덤핑 사안에서 미 통상법상 비시장경제국가 조항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비시장경제국가에 근거한 산업피해 판정을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따라서 한국의 경우 비시장경제국가의 판정시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개방된 경제 현실에 대한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양국의 산업피해 구제 관련 기관 간에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측의 산

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양국이 이미 이러한 내용의 협조에 대하여 양
해한 바 있으며,또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한 조사기법 및 운영 경험의 상호
교류와 상호간에 이루어진 산업피해 구제조사 및 판정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중국은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를 제일 많
이 받는 국가이다.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반덤핑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경제적
원인으로 동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그래서 중국 기업은 반덤핑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강화해야 한다.한국 측은 중국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차
원에서 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그리고 양국 수출기업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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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한한한․․․중중중 지지지적적적재재재산산산권권권 분분분쟁쟁쟁

1)한․중 지적재산권 분쟁 현황

그 동안 수출 주도적 경제 구조로 인하여 한국 상품의 해외 인지도는 꾸준히 증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한국 국내외의 특허출원도 획기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나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도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모두 발생되고 있다.현
재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침해되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의장권이 간헐적으로 침해되고 있다.특허권에 대하여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중 상대적으로 보호가 잘 이행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의 특허에 대하여
서도 침해 발생 빈도가 적다고 할 수 있다.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많고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발생한 인터넷게임의 지적재산권분쟁이다.2003년
1월 31일에 중국 국내 1위 인터넷게임인 “전기(傳奇)”의 개발상인 한국 Actoz회사
는 “전기(傳奇)”의 중국 대리상인 성대(成大)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유로 중
국에서의 독자 대리 협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의 기원은 “전기(傳奇)”의
원코드를 누설했기 때문이다.2002년 9월에 “전기(傳奇)”의 원코드를 누설하게 되었
는데,중국 운영상인 성대(盛大)회사가 한국 개발상인 Actoz회사와 관리의 부당 때
문에 이번 사건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한국 측은 중국 경영상인 성대(盛大)가 자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쌍방은 다 증거를 갖춘다고 하였다.그리고 싱가
포르 상업 위원회에 종재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8월에 의외적으로 화해를 달성
하였다.쌍방은 싱가포르에 신청한 종재를 철회하고 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31)
이번 지적재산권분쟁을 통해 중국 해당 기업이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였고 한�중 양국의 기업이 협력하는 데에 아직은 많은 기술과 관리 문제
를 존재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었다.

31)http://www.southcn.com.,「盛大的无奈」,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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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중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과제

대외무역법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한국 대외무역법에
서 수출입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즉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지적권․저작린접권․프로그램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되고 국내에서 판매
하면 아니 되고,또는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2)한편 중국은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 제5
장에서 “대외무역관련 지재권보호”라는 장을 신설하였다.
제29조 :국가는 관련 지적재산권의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대외무역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수입화물이 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아울러 대외무역질서에
해를 주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은 일정기한내 침권자가 생산,판매하는
관련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지적재산권의 권리인이 허가 계약 중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피허
가인의 질의제기를 저해하거나 강압적인 일괄허가를 실시하거나 허가 계약 중에
배타적인 返援조건을 규정하고 아울러 대외무역의 공평경쟁질서에 해를 주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국가 또는 지역이 지적재산권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기타 조
직 또는 개인이 국민대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기술 또는 서비스에 충분하고 유효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은 본법과 기타의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아울러 중
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당 국가 또는 지역과
의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33)말하자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
해서 중국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로서 세계무역거래에서 지재권무역
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역시 자국의 지적재산권 권익보호 및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된다.또한 본 규정에서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률과

32)전순환.“전게서”,p.285.
33)이학규.“전게서”,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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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에 따라 대외무역거래 관련 지재권을 보호한다.만약 대외무역거래에서 수
출입화물이 지재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대외무역거래 질서를 위협한 경우 국무원 대
외무역주관부서는 일정 기간내에 권리 침해자가 생산 판매하는 화물에 대해서 수출
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지재권침해화물의 수출입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지재권 소유자의 지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재권 관리자가 지재권 피이
용자에게 지재권 허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재권의 관련 내용의 질의를 제한하거
나,지재권관련 일괄허가를 강요하거나 허가 또는 지재권 이용자를 배척하고 반환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대외무역관할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이는 양국간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무역 관계 저해를 해결할
증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한․중 양국은 교역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 외교부와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
부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를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제제333절절절 한한한․․․중중중 통통통상상상의의의 불불불균균균형형형

1)한․중 통상의 불균형 현황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배로 증가한 반면 중국은 해마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적자폭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1992년부터 한�중 무역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3년～1997년간 한�중 무역적자액은 각각 24.98억 달러,29.16억 달러,36.04억
달러,49.70억 달러,58.13억 달러이고 각 해의 중국 對한국의 수출액보다 적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한�중 무역 적자액은 그해의 중국 對한국의 수출액을 초과하기
가 시작해 왔다.2004년 6월까지 중국의 對한국 무역적자 누계는 이미 170.5억 달
러에 도달하였다.34)그 원인을 살펴보면,
34)馬常娥,中韓貿易逆差現況,原因和對策,「中國經濟時報」.2004,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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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한국의 수출 국가와 지역이 증가하는 것이다.한국의 수출 국가와 지역은
과거의 30여개 국가에서 216개 국가로 증가하였다.과거에 반드시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이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써 한국은 對중
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그래서 양국간의 무
역적자가 확대하게 하였다.
둘째,주요 수출 시장인 국가의 변화이다.한국의 주요 무역 국가와 지역은 80년
대에 미국-한국-일본의 핵심 무역체제를 제외하고는 독일,영국과 중국 홍콩과 대
만이고,9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한국-일본-미국-유럽-동맹-중국 등 대변 무역체
제로 변했다.특히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른 한�중간의
무역도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다.따라서 한국 對중국 수출도 크게 확대하였다.한�중
무역액은 1992년에는 64억 달러,2002년에는 440.7억 달러에 도달하여 그 증가폭은
5.89배이다.그러나 동기에 한국은 對중국 수출액은 각각이 14.34억 달러이고 285.74억
달러이다.그 증가폭은 18.93배이고 양국 무역 총액의 증가폭보다도 크다.
셋째,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은 초급제품을 공업완성품으로 변했다.1960년대에 한

국의 초급제품의 수출은 약 총수출액의 73%를 차지하였다.1970년대 말까지 공업완
성품의 수출은 총 수출액의 83.6%로 증가하였다.1990년대 말에 자본기술을 기초로
하는 전자제품,화학제품과 강재 등 중간 재료의 수출은 크게 확대하였다.한편,한
국의 수입 제품 구조는 주요 원료,생산 자료,소비재 등이다.한국은 중국에 고부가
가치의 공업완성품을 수출하며 광산품과 농산품 같은 저부가가치의 자료와 노동집
약형 제품을 수입한다.이로써 한�중 무역의 적자를 형성하고 계속 확대하게 하였다.
넷째,한국의 무역보호 강화 때문이다.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자국 시장 보
호를 목적으로 관세 보호조치 이외에도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그들의 시장을 보
호해 왔다.이로 인해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의 對한국 수출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한국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27개 항목의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수입조절
관세 중 17가지 항목의 대부분이 보로 중국산 수입제품에 적용되고 있다.이러한 고
율의 관세로 인해,중국의 對한국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또한 한국의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중국의 對한국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품목으로
는 농산품,수산품,축산품,식품 및 식품첨가제,의약품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과일
류,돼지 등의 우제류,의약품 등의 품목은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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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상과 같은 상품에 대해 주로 검사,검역 및 안전기준을 수단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품 검사,검역과정에서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이 외에도 한국은 중국산 수입상품의 품질 및 각종
규격조건에 대해,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것들
은 중국의 對한국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또 한편은 중국은 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른 한국에서의 수입도 크게 늘어난 반면에 對한국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였
다.2004년에 對한국 수출이 38.4%를 증가하였는데 수입이 44.3%를 증가하였다.또
한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부족하여 한국 시장의 수요와 소비 관습
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對한국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하였다.35)한․중 무역역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 또한 확대될 뿐만 아니라,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면 이는
향후 양국교역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양국 특히 한국 축은
이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2)한․중 무역 불균형에 관한 과제

무역불균형 문제는 한․중 간의 큰 통상 현안이라 할 수 있다.1998년부터 발간
되기 시작한 중국의 대외경제무역협조부의 “통상백서”는 한․중 통상관계에 있어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무역역조 현상을 가장 큰 통상현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통상백서는 이러한 무역역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규제와 같은 과도한 무역장벽
의 행사를 들고 있다.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양국간의 지속
적인 신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관건이 된다고 본다.중국이 제시하는 대한 무역역
조에 대한 해결책은 양국무역의 장기적인 안정 발전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하거나 축소 균형적 방법으로 대한 무역역조를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양국이 균형적으로 수출을 확대에 교역의 균형적 확대발전을 도모하고 양국 국
민 상호간의 경제적 우호협력을 강화코자하는 바램을 충족시키기를 희망한다.
중국의 대한 무역역조 규모가 심각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수

35)http://www.clls.org.cn.徐长文,「中韩经济发展将再上新台阶」,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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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대해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중국이 대한 무역역
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고,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으로부터 수입
을 축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 교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제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36)
실제적으로 볼 때 양국 무역의 균형적 발전은 실현 가능한 문제이다.양국 주요 교역
품목 볼 때 양국은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상호간 필요한 상품의 종류가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스 등 광산품,농산품을 비롯한 많은 상품이 한국에서 필요
로 하는 품목이다.양국의 교역상품 중 공업생산품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이러한
교역상품 구조는 양국의 장기적인 경제이익을 생각해 볼 때 5-6년 내에 균형적 무
역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상품의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중국 상품 수입 제한 조치
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부적절하다.한국기업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적극
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물론 중국 기업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적극적으로 한국시장을
개척해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한․중 양국은 한�중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무
역마찰예방의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제제제444절절절 통통통상상상마마마찰찰찰 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1)한․중 마늘 분쟁 사례

2000년 6월 1일 중국산 마늘의 수입 급증으로 한국 국내 마늘 산업이 심각한 피
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된 사업피해구제 사안에서 한국의 무역위원회
는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3년간 30%에서 315%로 인상된 긴급관세를 부과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의 마늘 수입 증가가 한국 국내 가격의 하락 또는 정

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가격 상승 억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과
거 5년간 평균 가격지수와 최근의 가격지수를 비교․분석하여 수입 증가가 한국산
마늘의 판매 가격에 30%수준에 불과하므로 수입 증가와 한국 국내가격 하락에 인
36)http://kcab.or.kr/yournal/300-12.htm.심재권,「중국 교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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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또한 WTO협정에 따라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
시점,예비 판정과 최종판정 사항을 사전에 중국에 통보하였으며 최종판정 전에 구
제조치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양자 협의를 하였다.중국 측은 일관되게 중국 내
마늘 생산능가의 피해를 이유로 이 판정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
부 측 제안을 거부하였다.중국은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결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성 조치라는 이유로 2000년 6월 7일 대외무역법 제7조를 근거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에 대해 잠정수입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9년 관련 마늘 수입 증가는 1200톤에 불과하고 한국 내 생산량
의 증가는 9만 톤에 이르고 있어 피해와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긴급조치를 내릴 때 중국 정부와의 합리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한국 정보와 합리적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는 결국 9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이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행사한
것으로서 “마늘 분쟁”은 전적으로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중국 정부는
한국의 조치가
첫째,중국 상품의 대한수출에 대한 ‘실질적 상황(眞實情况)’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둘째,이러한 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중국의 피해가 인정되었고,
셋째,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협상
을 통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최대 11만톤으로 최소물량 접근과 관세할당 물량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양국간 “마늘 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2000년 7월 31일 서명함으
로서 타결을 보았다.한국의 대외무역법에서 제26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물품
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
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라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
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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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중국
「대외무역법」제7조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무역금지
나 제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상
응하는 조치를 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이것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일방적 무역관행에 대한 일방적 규제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적 조치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규정이 그 절차적 요건이나 실제적 요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투명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이 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한․중 김치 분쟁 사례

2005년 9월 25일에 한국의 국회의원 3명이 “중국산 김치는 납 함량이 한국산 김
치보다 3～5배나 높고 납 함량이 표준을 초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2005년 10월
10일,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김치는 납 함량이 국제표준보다 적다는 뉴
스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양국 김치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10월 21일과 동월 26에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두 번로 한국 시장에서 판매
된 중국산 김치를 검사해서 기생충 알 검출한다고 하였다.한국에서 중국산 김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발표했다.몇일 후에 중국 국가 질량감독․검역 부서
는 한국산 “중가길(中加吉)김치”,“태양초 고추장”2종,“불고기 양념장”1종에서 기
생충 알을 검출하였다는 공고를 발표하였다.그러나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제
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본 적이 없다고 하며 고추장이나 불고기 양념장도 제조 과
정에서 살균 처리하기 때문에 완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중국 안전청이 한국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
생충 알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수입된 김치
와 고추장은 수거해 소각하라고 지시했다.또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반송하고,
한국산 김치 등 식품의 수입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양국의 김치 분쟁이
점점 치열해 졌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37)중국의 전문가들이 이번 한․중 김치

37)http://kcab.or.kr/yournal/300-12.htm.「中韓泡菜貿易摩擦絳溫」,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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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이 한국이 중국산 김치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검역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실질적인 원인은 양국 김치 판매 시장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의 김치 수입량은 3백 93t이었고,지난해 중국에서 총
7만2천6백톤을 수입,4년동안 1백 85배 성장했다.올해 한국이 수입한 중국산 김치
는 10만톤을 돌파해 한국 국민 연 평균 김치 소비량의 1/1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
된다.2004년 한국 김치 수출량은 단지 43% 증가해 수입량이 수출량의 2배를 초과
했는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한 것이다.38)
수입김치 증가는 김치와 관련된 일부 한국 농산품 가격을 대폭 떨어지도록 했는
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것이 김치의 주 원료인 배추와 무이다.이에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채소 농사에도 큰 압력을 초래했다.올해 들어 중국산 김치 품질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한국 국내에서 이미 한�중 김치무역 동향에 관심을
가졌다.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이번 분쟁을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자”라
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최대 김치 생산상인 청도미영식품유한회사(靑島美食纓品有限公司)는 “중
국 국내의 상관한 부서가 적시 김치항업협회를 성립하여 항업규칙(行業規則)을 제
정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손해를 감소하도록 하라”라고 요구하였다.
현재 한�중 무역 발전이 황금시기를 맞이한 만큼 양측이 모두 서로의 공동이익을
위해 김치 파동을 무역전으로 번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외경제 무역대학 WTO연구원 장한린(張漢林)원장은 “이번 김치파문이
5년전 한�중 무역전쟁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의 관점은
먼저 한�중 무역 총량으로 보면 이번에 연관된 상품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김치를 총체적으로 보면 공업화 정도가 높지 않고 현재 한�중 무역 중 주류가
아니므로 매우 민감한 것이 아니다.
베이징 공상대학 세계경제 연구센터 지추런(季鑄認)주임도 “5년전과 달리 중국이
이미 WTO에 가입해 어떤 무역 전쟁도 WTO를 아래 협의 해결 볼 수 있으며 현
재 한�중 무역 발전 전반적인 방향이 좋으므로 김치문제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潘基文)과 중국의 외교부장 이조성(李肇星)도 양

38)http://www.blog.naver.com.「한․중 김치 분쟁 6개 포인트」,20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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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적당한 선에서 이번 김치 분쟁을 처리하여 쌍방 무역에 악영향을 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3)한․중 통상마찰에 관한 과제

한․중 양국은 무역 교역의 빠른 발전에 따른 한�중 마늘 분쟁과 최근에 발생한
김치 분쟁 같은 보복적 교역분쟁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이번 김치
분쟁이 바로 예이다.한․중 김치 분쟁 발생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양향을 미쳤다.
한국산 김치뿐만 아니라 기타 전통음식도 해외시장에서 충격을 받아 수출에 어려
움을 당하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 중국산 김치와 한국산 김치의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그리고 러시아의 수입상도 한국과 중국에서 김치 수입을
중단하였다.결국은 한․중 양국이 다 피해자가 되었다.향후 양국은 공정한 입장
에서 서로 이해하고 무역 교역을 원활히 하는 데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마늘 분쟁과 김치 분쟁과 같은 무역 마찰이 무역 충돌,분쟁,보복 심지어 대항을
일으키게 하면 양측 모두 다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WTO의 분쟁해결기구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국은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협력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은 모두 다 진중하게 처리하여 공통 이익을 구축해야
한다.마늘분쟁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 측은 무역 행위조사가 실제상황을 반응해야
한다.
이번 김치 분쟁 같은 무역마찰의 발생 원인이 양국의 물품 검역과 관련된다.앞
으로 양국이 교역 물품에 대한 검증,검역 준거를 상호 교류하여 차별적이나 보복
행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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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ⅤⅤⅤ장장장 한한한․․․중중중 교교교역역역증증증진진진 방방방안안안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중중중 교교교역역역의의의 주주주요요요 특특특징징징39)

1)한�중 교역액의 급상승

2004년의 한․중 교역액은 900.7억 달러에 도달하며 2003년보다 42.5%를 증가하여
양국 무역역사상에 무역액의 최고 기록을 만들었다.중국의 주요 대외 무역 파트너
중에 한국과의 무역 증가 폭이 제일 크다.이 증가 속도는 같은 기간 중국 대외 무역
증가 속도 36.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국이 1위 무역 파트너인 EU와
의 무역 증가 폭이 34.7%,2위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무역 증가 폭이 34.3%,3위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의 무역 증가 폭이 26.4%보다 높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4위 무역 파트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작년 12개월
동안 한․중 양국의 무역은 월 평균 75억 달러의 속도로 증가하였다.2004년 한․중
양국의 무역 증가의 원인은,
첫째,한․중 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2004년에 한국 경
제가 5%를 증가하고 중국 경제는 9.5%를 증가하였다.
이런 경제의 빠른 증가는 양국 각각의 수출에 풍부한물 원천을 제공하여 수출을
계속 증가하게 하였다.2004년에 중국의 對 한국 수출이 38.4%를 증가하였다.동시
에 경제의 빠른 발전은 수입에 넓은 시장을 창조하였다.전년에 중국은 對 한국 수
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44.3%를 증가하고 동기의 중국이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에서
의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둘째,한국 상품이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이다.다른 국가와 지역의 상품보다 한국
의 많은 기술 함량이 높은 제품의 가격은 더욱 중국 시장에 알맞고 물품 구입 후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계속 한국에 판매하여 중국의 對 한

39)http://www.nova.cn/Browse/.姚大偉,「中韓經濟貿易合作關係現狀及對策」.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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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출을 증가하게 하였다.또한 한국 기업들이 對중국의 직접 투자의 대폭 증가는
한국 기업이 對중국의 급격한 수출 증가를 가져왔다.2004년에 중국은 한국의 2위 수
출 시장이 되고 2005년에 미국을 초과,한국의 1위 수출 시장이 되었다 <표 13>참조.

<<<표표표 111333>>> 222000000000년년년 이이이후후후 한한한․․․중중중 무무무역역역의의의 발발발전전전 변변변화화화 상상상황황황
(단위:억 달러,%)

자료:中國,海關統計,2005.

2)중국 화동(華東)지역의 급부상

중국의 화동(華東)지역은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면서 소비 시장이 빠르게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군(産業群)의 빠른 집중에 따른 외자를 유치하는 능력도 크
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 화동(華東)지역에서의 투자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미 이 지역은 한국의 전략적인 주요 수출 시장이 되었다.현재 한국의 對화동
(華東)지역 수출은 對산동성(山東省)의 수출을 초과하였으며 광동성(廣東省)과
강수성(江蘇省)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제3위 수출 성시(省市)가 되었다.

3)중국의 주요 수출상품 패턴

년년년 도도도 수수수출출출입입입
총총총액액액 증증증가가가율율율 수수수출출출액액액 증증증가가가율율율 수수수입입입액액액 증증증가가가율율율 차차차액액액

222000000000 345.0 37.8 112.9 44.6 232.1 34.7 -119.2

222000000111 359.1 4.4 125.2 10.9 233.9 0.8 -108.7

222000000222 440.7 22.7 155.0 23.8 285.7 22.9 -130.7

222000000333 632.3 43.5 201.0 29.7 431.3 51.0 -230.3

222000000444 900.7 42.5 278.2 38.4 622.5 44.3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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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한국 수출상품을 살펴보면,그 중에 금액이 많은 상품이 여섯 종류가
있다.즉 동력전기설비와 그 부품,방직원료와 제품,천금속(賤金屬),광산품,화공
과 공업제품,동물제품 등이다.이 여섯 종류 제품의 수출이 對한국의 총 수출액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2005년에도 중국의 對한국 수출 품목 중에 여섯 종류의
제품만을 살펴보면 각 품목별 다 2004년 수준을 초과하였다.그 가운데에 증가폭이
제일 큰 상품은 천금속과 그 제품이었다.2004년보다 두 배로 증가하고 45.6억 달
러를 도달하여 對한국의 2위 수출상품이 되었다.다음은 동력전기설비와 그 부품이
고 2004년 대비 61.6%가 증가하여 對한국의 1위 수출 상품이 되었다.이런 변화의
원인은 한국의 경제가 벌전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이 對중국 투자
를 급증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다시 한국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은 對한
국 수출을 늘어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이 여섯 종류의 상품의 對한국
수출이 2004년보다 51.2%가 증가하였다.이것은 2005년에 중국의 對한국 수출증가
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2000년 이후의 이 여섯 종류의 상품이 對한국 수출의 발전
변화 상황은 <표 14>와 같다.

<<<표표표 111444>>>對對對한한한국국국 주주주요요요 수수수출출출상상상품품품
(단위:억 달러)

자료:中國,海關統計,2005.

상상상 품품품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동력전기
설비부품 1 25.5 1 32.1 1 40.5 1 57.1 1 92.3

방직원료
및 제품 2 23.8 2 27.1 2 34.2 2 38.1 3 41.1

천금속
및 제품 3 13.4 4 10.5 3 14.0 3 22.4 2 45.6

광산품 4 11.3 3 13.7 4 12.7 4 15.5 4 20.6

식물제품 5 8.7 6 6.4 5 9.9 6 11.8 6 8.9
화공 및
공업제품 6 7.1 5 8.1 6 9.6 5 15.8 5 15.1



54

4) 중국의 對한국 수입상품 구조 변화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그 중에서 특히 증가 폭이 큰 상품
여섯 종류는 <표 15>를 보면 알 수 있다.

<<<표표표 111555>>>對對對한한한국국국 수수수입입입상상상품품품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단위:억 달러)

자료:中國,海關統計,2005

중국은 2004년에 수입이 45.9% 증가하고 對한국 총수입액 비중은 2003년의 86%
에서 2004년에 90%까지 늘어났다.특히 2003년부터는 방직원료 및 그 제품을 이미
광학과 의학측정기구에 대신하게 되었고 중국은 對한국 2위 수입 상품국이 되었다.
천금속과 그 제품 및 화학제품은 2000년에 4위,공업제품은 5위를 기록하고 2005
년에는 3위와 4위로 각각 급부상하였다.이런 것은 2005년도 중국의 對한국 수입
상품 구조의 뚜렷한 변화이다.한�중 양국의 수입상품의 변화를 통하여 양국의 수
출입 구조가 계속 원자재에서 완성품으로,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변화하는
것도 알 수 있다.이것은 한�중 양국의 무역 관계가 수평 분업의 새로운 단계에 들
어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상상 품품품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순순순위위위 금금금액액액
동력전기설비

와
그 부 품

1 70.8 1 75.4 1 120.1 1 181.4 1 254.8
방직원료
및 제품 2 31.1 3 28.4 5 26.5 6 28.0 2 92.3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3 28.0 2 28.7 3 30.7 5 37.6 5 52.4
천금속과
그 제품 4 27.6 4 27.3 4 28.8 3 46.7 3 64.3
화공과
공업제품 5 26.5 6 6.4 2 30.8 4 40.0 4 59.6

광산품 6 20.3 5 19.6 6 13.4 2 47.4 6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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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對한국 무역 적자 증가

한�중 양국 무역 교역의 확대에 따른 중국의 對한국 무역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다.1999년 이전에 매년의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불과하였는데 2000
년 이후부터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2003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230억 달
러에 도달하며 2004년에 300억 달러를 돌파하여 344억 달러에 도달하였다.40)
최근 10년간의 한․중 양국의 무역 교역 발전 속도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교역
보다 훨씬 빠르다.19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 동안 일본은 연속적으로 중국의 1
위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1972년에 중․일 간의 외교는 정상화를 회복하였을 때
양국의 무역 교역 액은 1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30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2002년에 양국의 무역 교역 액이 비로소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그러나 1992년
에 중․한 수교 당시에 양국 무역 교역 액은 50억 달러만을 불과하였는데 13년 동
안의 노력을 거쳐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2010년까지 중․한 양국의 무역 교역 규모가 중․일 무역 교역을 초과하며 교역
액은 16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41)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양국이 무역 및
투자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호혜적 교역
협력관계를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강조된다.WTO 가입국으로서의 중국의 영
향력은 향후 국제경제사회에서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거대시장과 양호한 생산 조건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진국 다국
적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최적생산,판매거점으로 각광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중국은 양적확대 위주의 외자유치 정책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 중심의 외자유치를 양국간의 교역관계는 보완 협력적인 측면과
경합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제3국 시장에서는 경합적인
성격이 발생하고 있으나 쌍무적 관계에서는 요소 부존성과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지리적 문화적 인접한 신시장의 제공과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면에서 한국경제의
활력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대상지로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더욱 확

40)http://www.wtolaw.gov.cn.李光辉,「加强中韩经贸合作促进经济发展」.2004.
41)http://www.clls.org.cn..徐长文,「中韩经济发展将再上新台阶」,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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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히 해 갈 전망이다.
향후 중국내 안정적 시장기반의 확보와 양국간 경합관계의 극복을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구체적 포트폴리오 정책을 연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對對對중중중국국국 교교교역역역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나라는 한국이다.중국 당국
은 지난 1997년 이후 5건에 4건 꼴로 한국을 반덤핑 조사대상에 올려놓았다.이는 연간
천억 달러에 이르는 對중국 수출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중국의 계획대로 휴대폰 수입규제,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인상 등이 겹치면
한국의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보고 있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자칫 “제2의 한�중 마늘 분
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수입 냉동,초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즉각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 수입을 중단했었다.문제는 최근 한국
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사실상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석
유화학 등 제한된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무역규제가 광섬유,휴대폰 등 첨단제
품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방식도 기존의 반덤핑 조사보다는 관세체계
개편이나 수입쿼터제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반덤핑 마진율을 자국업체들이 신청한 것보다 높게 부과할 뿐만 아니
라 보다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수출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7월부터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광섬유의 경우 중국이 첨단제품으로는 처음 조
사에 착수한 품목으로 중국수출 비중이 39%에 달한다.업계는 카본블랙에 대해서도 유
사한 조치를 취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휴대폰 수입을 현재의 20% 수준을
줄이겠다는 중국 당국의 수입쿼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휴대폰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은 현지에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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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휴대폰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GSM 방식의 휴대폰은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주문자상표부착(OEM)이나 주문자설계제조(ODM)방식의 휴대폰 수출도
현지 당국의 통제 하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20%를 넘나드는 對중국 휴대폰 수출비중은 급전직하가 불가피하다.또한 중
국 당국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녹다운(KD)방식 자동차에
대한 세금인상안을 연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KD수출은 낮은 수입관세로 인해 가
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단종된 모델을 이전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분야였다.하지만 KD부품에 완성차와 동일한 수입
관세가 적용되면 얘기는 달라진다.현재 중국은 자동차 수입부품에 대해 평균 15%가량
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나 KD생산을 위해 반입되는 트랜스미션 등의 대형부품은 사실
상 완성차 수입으로 간주해 수입차와 동일한 관세(최저 34~최고 43%)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베이징자동차와 합작생산을 하고 있는 현대차나 둥펑차와 제휴를
맺고 있는 기아차는 종전보다 19-28%포인트 인상된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지난 7월까지 베이징 현대차의 부품수입 금액이 4천8백만 달러였
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연간 1천5백억원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한다.지난 2월 중
국 장린(江玲)자동차와 현지 합작공장을 설립해 하반기부터 무쏘 코란도 렉스턴,이스
타나 등의 전 모델을 녹다운 방식으로 생산할 쌍용차 역시 마찬가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덤핑판정에 있어서도 중국 상무부의 조사대상에 오르면 거의 예외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는다.총 24건의 조사 품목 중 덤핑 판정을 피해나간 것은 폴리스티렌과
라이신 등 단 2건에 불과했다.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한국산 무수프탈산(P.A)에 대해
최고 13%의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도료 폴리에스테라 수지 안료 등에 쓰이는 이
유기화학물의 중국 수출규모는 연간 3천만 달러를 넘는다.
지난 8월엔 한국과 일본산 아트지가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무림제지,
신호제지,한솔제지,계성제지 등은 최저 4%에서 최고 51%의 관세를 추가로 물어야
중국에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중국 상무부는 또 한국산 페놀에 대해서도 7%
에서 1백44%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6월엔 합성피혁의 기초 소재인 톨
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2%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
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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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향향향후후후 한한한․․․중중중 교교교역역역전전전망망망

향후 한․중 교역전망을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
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2008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수입은 연평균 17% 증대가 예상된다.주요 요인으로 수교 이후의 對중국 수입

증가 추이,중국의 10차 5개년계획 추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중국의 WTO가
입에 따른 수출 증대 등을 들 수 있다.2008년 對중국 교역 규모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최소한 565억 달러,수입은
460억 달러가 예상된다.42)
對중국 교역 상품 구조면에서 보면,전 세계적인 경제의 디지털화 및 IT산업의
발전영향으로,전기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은 2010년경에도 높을 것이며,그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화학공업제품들은 중국의 석유화학 분야 자급률이 크게 제고되는 2008년경 이
전까지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섬유류는 직물,의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에 비추어 이에 소요
되는 원료,원자재의 수입 수요 증대로 對중국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그 비중
이 다소 높아질 것이다.기계류/운반용 기계 등도 중국의 생산설비의 IT화 진전
과 자동차산업 발달에 힘입어 수출에서의 비중이 일정한 정도 높아진다.
對중국 투자 면에서 보면,중국경제의 비교적 높은 성장 속도의 지속 전망과 국
제적 위상 강화 및 수출증대로 인하여 對중국 투자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다.반면
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게 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출 증대 기회를 활용한 생산기지 이전 투자
와 중국 내에서의 판매를 겨냥한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가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생산기지 이전형 투자 분야로는 섬유,전자,자동차 등을 들 수 있다.
내수시장 개방도의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수출용 원부재,생활수준 향상에 따

42)한국무역전략연구소,「한국무역연감」,2005,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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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수입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는 분야는 전자,통신장비,섬유사 및 원료,디지털
기계,전용설비,의약,석유화학 등이다.그러나 투자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이외의 선진국 및 중화경제권 국가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 진출의 재러
시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43)
기업․정부 차원의 단기적 교역 증진 방안으로는,
첫째,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생산거점형 투자를 내
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하고,투자형태를 단독 투자에서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해야 한다.특히 華中,華南지역의 集體技業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협력 형태를 산업간 협력에서 산업내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협력 범위

를 자본과 상품 위주에서 기술분야로 확대하여야 한다.중국의 4대 전략산업과 건
설 산업 및 수출산업에서 산업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정부간 협상을 통해 상호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및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양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상호간 수출금융지원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적극적 내수시장 공략책 마련이 절실하다.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중

국 내수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規模의 經濟效果
示顯,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현상 등이 可視化되면서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에 비
해 규모와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불리해질 전망이다.특히,대만
의 WTO 가입으로 1992년 양국 단교 후 각종 불편했던 관계들이 WTO 체제내에
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만의 WTO 가입 이후 공산품 3,470개,농산
품 1,02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약 10억달러의 수입증대 효과를 보았다.
WTO 가입에 따른 개방 품목(건설,자동차/부품,통신기기,술,담배,농산품)과

관세인하 품목(캔류,냉동식품,사탕 및 컵라면,비금속 가구,의료 약품,철강,자동
차),對일본 수입선 전환품목과 對한국 수입제한조치 품목 등에 대한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
끝으로 장기적 차원에서는 21세기 최대 경제 동반자로 부상할 중국에 대한 전

략적 협력방안과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4)
통상마찰의 완화 방안으로는,

43)한국무역전략연구소,“상게서”,pp.223-225.
44)한국무역전략연구소,“상게서”,pp.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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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중국의 대외경제합작부와 한국의 무역위원회간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에서 무역 관련 주관부서는 대외경제합자부이며 한국에서는 무역위원회가 대외
무역 관련 제도 및 애로 사항 해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양기관간의 정기적∙상시
적 인적교류(가칭:무역교류 위원회)는 양국간 무역 전반에 관한 이해 확대 기회로
작용한다.특히 이들 양자간 상호 교류 확대는 양국간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즉,중국 대외경제무역부와
한국의 무역위원회간의 교류는 양국무역 흐름의 핫-라인 역할을 한다.
둘째,양국간 무역통계의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양국간 통상마찰은 주로 특
정 품목의 지나친 무역수지 흑자(한국의 對중국 흑자)에 기인하지만 통계 집계방법
의 차이에서도 발생된다.통상 수출입국간 무역 통계의 차이는 FOB(수출가격),
CIF(수입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한∙중간 교역 통계에는 홍콩을
경유한 통계 포함여부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된다.특히 홍콩 경유 교역(한국→홍
콩→중국)에서 홍콩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수입통계(중국의 수입통계)에 포함되
는 것으로 추정.이는 한국의 對중국 과다 수지 흑자로 계상으로 연결되어 진다.
셋째,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양국간 통상마찰의 중심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핸드폰,반도체,석
유화학 등이다.이들 품목은 모두 중국내에서 수요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수출확대 정책과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정책 병행 실시가 필요하다.
투자형태는 한국과 보완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분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투자정책은 중국시장 지속 확대와 통
상마찰 회피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이러한 전략은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45)

제제제333절절절 한한한․․․중중중 교교교역역역증증증진진진 방방방안안안

일반적인 한․중 무역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전자무역 분야에 협력해야 한다.전자무역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국제무역
에서의 이용도가 제고되면 전자무역과 관련된 한․중 상호 협력도 상호 무역확대
45)한국무역전략연구소,“상게서”,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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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필요하게 될 것이다.사이버 마켓플레이스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고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무역거래가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사이버
마켓플레이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마케팅과 주문서 처
리,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물류방식을 도입하는 등
의 인터넷 전자무역을 발전시키고 있다.기존의 국제시장이 네트워크상의 시장으로
단일화되고 상품가격도 단일화되는 등의 변화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도 전
환되고 있다.따라서 현재의 무역 환경에서 인터넷 전자무역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
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중 양국의 전자무
역은 산업자원부와 중국 정보통신부간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인터넷
자유무역지대란 최근 전자무역의 급속한 성장으로 향후 국제무역의 상당부분이 전
자무역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그래서 한․중
양국도 전자무역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한�중 무역 분야 전문학자의 교류와 한�중 교역협력의 창조적 대안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에 대하여 양국 정부의 실질적 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최근에 양
국의 연구 센터와 학자들 간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양국 무역 교역
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호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기함으로서 양국 무역을
잘 이루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런 교류와 협조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양국은 무역 교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셋째,한�중 전통문화의 상호이해와 동양적 공통 문화인식제고에 의한 한�중 국민
들 간의 연대적 의식 확대와 교류 증진을 함으로써 양국 무역을 증진해야 한다.특
히 양국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의 무역 증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무역 번영과 평화유지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무역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양국 교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련 상품의 종류와 수량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른 무역 분규
가 발생하고 개별 상품별로 여러 가지 마찰과 분규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
이며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관건이다.앞에서 언급한 한�중 마늘 분쟁과 같은 보복적 교역분쟁이 증가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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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은 이익보다는 손
해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와 절
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국은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협력해야 한다.양국
의 반덤핑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은 양국기업이 신의 성실을 기본으로 한 국제적
상관습을 위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양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보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특별
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협상을
통해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제지조치나 무역보복 등의 방
법은 한쪽에만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모두 불이익이 된다.또한 양국
은 대외무역법의 수입제한,반덤핑규제,수출입질서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며 검
증,검역 준거를 충분히 교류하여 무역 보복 행위를 감소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한국이 대 중국 수출만을 중시하고 수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다.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능력 범위에서 중국으로 수입 증가를 하여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조를 통해 무역관계를 더 한 단계 위로 발전 시
켜야 한다.즉 무역의 단기 협조에서 장기 협조로 발전하게 하고 부분 협조에서 전
면 협조로,그리고 경쟁관계에서 협조 파트너관계로 발전 시켜야 한다.전략적 협
조를 체결함으로써 양적 경쟁을 형성하게 한다.이로써 양국 공통적으로 국제 분업
을 참여하고 경제지역화와 집단화의 보호주의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실력도 향상 시킬 수 있다.양국의 협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양
국경제의 보완성과 협력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양국의 교역상품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무역협력의 각 분야별로 볼 때 한국은 중국과 선진국과의
관계,즉 미국,일본,유럽연합과 다르며 발전도상국과의 관계와도 다른 일정한 기
술 수준과 발전규모를 가지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다.이러한 협력관
계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양호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다.새로운 세
기에 양국의 무역협력은 더욱 확대 발전할 것이다.
일곱째,양국은 자유무역지대46)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와 일체화를 촉진해

46)자유무역지역(FTA:freetradearea):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
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비회원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63

야 한다.분업하고 협조를 함으로써 양국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한�

중 양국 경제의 일체화 진전을 촉진해야 한다.이는 양국 무역을 증진할 전망이 매
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양국의 무역마찰에
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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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한․중 교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한국이 1972년 무역거래법
을 개정할 때까지 상호 단절되었다.그러다가 1992년 수교 후 양국의 무역 교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향후 양국의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양국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 만큼 통상마찰의 강도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과 경제의 발전 현황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04년에 무역거래
규범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이런 배경 하에서 한․중 교역 관계자들은 양국의
무역거래규범을 상호간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한․중 무역거래 활성화 방안의 연구를 위해 양국의 무역법
제,한․중 무역마찰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무역거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양국 대외무역법의 원칙과 목적에 대해 비교할 뿐만 아니라 한국 통상의 진
흥과 중국 대외무역촉진,한국 수출입거래 및 중국 상품 수출입과 기술수출입,그
리고 한국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중국 대외무역질서 등의 내용에 대해 비교하고 이
와 관련되는 양국간의 반덤핑 규제,지적재산권분쟁,무역불균형 등을 기술하며
2000년의 한�중 마늘분쟁과 최근에 발생한 김치분쟁 같은 대표적인 통상마찰 사례
를 분석하여 그 과제도 모색해 보았다.
한․중 양국간의 교역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이미 상당한 의존성을 가지고 진행
되고 있다.따라서 교역의 증가에 따른 무역마찰에 대한 대책은 현시점에서 무엇보
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무역의 국제무역에서의 이용도가 제고됨에 따라 한�중 양국은 전자무역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전자무역과 서비스 교역 분야의 확대와 같은 새로
운 교역 영역의 대두로 인하여 그 동안 전통적인 교역 분야에서 탈피하여 교역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동이익을 위해 협
상으로 해결도 해야 한다.그리고 자유무역지대 설정을 연구과제로 수행하면서 양
국간의 협상협의체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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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중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고 문화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따라서 양국의 교역 협력 가능성과 전망은 매우 밝다.다만 양
국간의 관계 단절이 길었고 또한 양국간 교역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부족에 따른 문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전문가를 육성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상호교류의 증대를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함
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이제는 양국 교역관계에서 지난 수년간 나타난
무역 교류의 양적 성장을 기초로 하여,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장기적인 시각에서 양국 교역 모두 도움이 되는 보다 심화된 형태
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한편은 한․중 양국의 대외무역법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별적 대우와 보복 조치가 양국 간의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그래서 향후 양
국이 물품을 검증,검역 준거를 상호 충분히 교류하여 협정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공평한 원칙 하에 교역 물품을 검역하여 양국의 수출입 물품의 순조로운
진입과 진출을 보장하는 화제를 중요시할 필요도 제시된다.뿐만 아니라 양국의 무
역 관계가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보복 행위는 문제를 해결
하는 절대적인 조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무역 분쟁이 양국의 정상적인 무역 교역에 영향을 끼치고 양국의 문화교류 심지
어 정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양국은 신뢰를 구축해 무역 분쟁에 대해
더 신중한 태도로 효율적인 협상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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