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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누구와 어떻게?
2009년 하반기 동아시아, 아태지역은 정상회담의 홍수라 할 만큼 다양한 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10주년을 기념하는 3
국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렸고, 제12차 ASEAN+3 정상회의와 4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East Asian Summit)가 10월 말 태국에서 개최되었다. 1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는 APEC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렸음은
당연하다. 각 회담의 의제와 강조점이 약간씩 상이하고 여러 조직들 간의 혼선과 중첩
(때로는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나, 모든 모임에서 한 목소리로 개진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혹은 아태 공동체 건설이라는 의제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원칙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ASEAN, ASEAN Plus Three, East Asia Summit, ASEAN
Regional Forum, APEC 등 초지역적, 지역적, 하위지역적(sub-regional) 협력의 메커니
즘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3국이 동의하였다. ASEAN+3, EAS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자유
무역지대(EAFTA)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와 2단계의 제안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편, APEC 정상회담에서도 무역·투자 자유화를 2010년
(선진회원국) / 2020년(개발도상회원국)까지 실현한다는 보고르(Borgor) 목표와 달성의
지를 재확인하였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몇 가지
변화된 조건과 맞물려 좀 더 높은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 등장한 일본의
민주당 정권과 하토야마 총리는 기존 자민당 정권과 달리 미국에 대해 보다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이미 체결된 중국-아세안 FTA에 더해 동아시아 FTA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G-20회담 유치 등 외교적 성과와 국제적 위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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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고무된 한국 역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
으며 그 가교 역할(중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동북아 3국과 ASEAN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실상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신동아시아
구상(New Asia Initiative)’을 제시한 바 있었고, 여기서도 그 궁극적 목표로 설정된 것
은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었다.
그러나, APEC, ASEAN+3, EAS, ASEAN+1 등(그 제도적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각
기구를 토대로 하여 주창되었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예외 없이 말의 성찬과 실천
의 부재라는 냉소적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의 논의 역시 이러한 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EAS의 틀을 통해 인도와 호주, 뉴질랜
드가 동참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통합이나 공동체 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차치하고라도,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역내 무역자유화(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의 창출)에 대해서도 아직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
인 상황이다.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롯한 몇몇 지역 국가들은, 역내 통합의 구심력이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역외 거대경제권 국가들과 FTA를 체결
하기로 함으로써, 복잡하게 형성되는 지역초월 양자 FTA(cross-regional bilateral FTAs)
네트워크에서 선도적인 구심이 되고자 하고 있다.
친선과 우의를 표방하는 수사가 중시되는 외교무대에서 理想적인 장기 vision을
폄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 위신과 체면, 합의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의 전형적 외교형태에 비추어, 호의적인 말의 성찬을 뒤엎는 것은 외교적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학문적 영역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무
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상과 경로, 수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궁극적이고 희망적인 목표에 대한 강조와 아울
러 그 목표가 누구와 어떤 수순(sequence)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속에서 중간자, 중견국가의 성격을 지니는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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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아사아 공동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지대
(Multilateral East Asian Free Trade Area, 이하 EAFTA)의 전망과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현재 동아시아의 양자 / 소수자 자유무역협정 현황은 어떠하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EAFTA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검토할 것
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지역주의 전략과 FTA 전략 등에 대한 포괄
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EAFTA 논의의 전제로서, 전 세계
적 차원의 지역주의 흐름 및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현황
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동아시아 다자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체제의
다자화(혹은 다자주의화)’(Multilateralization of East Asian Free Trade Regime)라는 개
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와 다자화라는 개념의 함의가 모호
한 상태로는 EAFTA의 구체적인 상과 경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EAFTA의 전망 및 경로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5장은 동아시아 다자무역체제
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을 대상으로, 그 FTA 전
략과 지역주의전략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장은 간략한 결론이다.

2. 세계 지역주의의 흐름과 동아시아의 현황
(1) 세계 지역주의의 흐름1)
90년대 이후 국제무역질서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역적·양자적 무역협

1) 이 소단락의 내용은 필자의 2007년 논문 (문돈, 2007)의 일부를 수정,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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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9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WTO에 통보된 무역협정의 수는 모두 367개로, 이 가운데
214개가 발효 중이다(Fiorentino et. al. 2007). 이 숫자는 1947년부터 1994년까지
GATT의 전 기간 동안 통보된 124개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2)

<그림 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연도별 건수: 왼쪽 스케일 / 누적 건수: 오른쪽 스케일
출처: Fiorentino et. al. (2007)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역적·양자적 무역협정 체결이 다자체제의 부침과는 일정정
도 독립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기존의 설명은 다
자주의의 정체나 한계가 지역주의 활성화나 양자적 무역협정 확산을 낳는다고 주장해
왔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국제무역체제의 위기적 상황, 즉 미국-유럽-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심각한 무역마찰과 배타적 블록화 경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 가능성

2) 이러한 수적 증가는 WTO체제의 출범 이후 한층 강화된 지역협정 통보의 의무가 부분적인 원인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실제로 다양한 유형과 동기의 지역협정들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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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회의, 분쟁해결에서의 일방주의의 만연 등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적 징후들을
배경으로 하여 다자체제에 대한 대안적(substitutive) 혹은 보험의(insurance) 성격으로
지역주의의 확산을 설명해 왔던 것이다. 차별적인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다자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거나(Mansfield

1998,

Perroni

and

Whalley 2000, Srinivasan 1998), 다자무역협상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는 것이다(Mansfield and Reinhardt 2003).
그러나 협상개시부터 협정체결에 이르기까지 대략 1-2년의 시간적 지체가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95년 WTO체제의 출범 후에 협정체결 건수가 지속적이고 상승하
는 것을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WTO체제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후에도 지
역적·양자적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도하라운드
의 난맥상(특히 2004년 후)이 2005년 이후 협정체결이 증가하게 된 부분적 원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체결된 협정의 협상 시작 시점이 대부분 2003년을 전후하여 이루
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드시 다자주의의 정체로부터 지역주의와 양자주의의 증가
원인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WTO체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도하라운드(DDA)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
역적·양자적 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성사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
가? 그 해답은 새로운 동기와 메커니즘을 가진 CRFT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서
찾아질 수 있다. 1995년 1월 이후 발효된 지역적·양자적 무역협정을 지역과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역적, 양자적 무역협정 (1995. 1.1 - 2009.3.6 발효)
Region and Type

Number

Percentage

Transition Economies

23

16.5%

EU

12

8.6%

EFTA-Europe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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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14

10.1%

South Asia

3

2.15%

Middle East

6

4.3%

Central America

8

5.75%

NAFTA Expansion

2

1.4%

Africa

4

2.9%

Cross-regional FTA (CRFTA)

61

43.9%

N/A

2

1.4%

Total

139

100%

Source: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필자가 재분류한 것임)

여기서 구사회주의권 국가(transition economies)3), EU와 EFTA, 북미, 아시아, 아
프리카, 캐리비안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무역협정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지역
내 협정으로, 기타의 경우는 모두 CRFTA로 분류할 수 있다. CRFTA는 WTO에 통보된
전체 지역협정의 44%에 이를 만큼 수적으로도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가져오게 된다. CRFTA에 나
서는 국가들은 자신의 주요 무역파트너와 FTA를 맺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내 경제협력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내 자유무역의 선도국가들임에 동시에, 역
외의 거대시장 및 유사한 지위의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
무역협정을 추진해 나가는 국가들이다.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지역 내 FTA(Intra-regional FTA: IRFTA)와 지역을 초월
한 양자적 FTA(Cross-reiognal FTA: CRFTA)는 그 전제, 동기, 확산 메카니즘, 목표와
전망 등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전제조건의 측면에서 보자면, IRFTA는 당
연히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인적·물적 집중성에 근거를 두고 있
으며, 경제적 수준과 이념적 지향, 정치제도 등에서 일정 수준의 유사성과 친화력 등

3) 구사회주의권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지역협정의 경우, 전체의 숫자는 16.5%에 이르지만, 그 포괄성의 정
도나 자유무역의 실행 정도,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 사이의 협정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큰 “종이 위의 협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다자무역체제는 가능한가? 경로와 전략에 대한 모색 9

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양보를 제공할 의
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의 공동체 의식(community identity)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을 필요로 한다.4) 반면 CRFTA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거의 필요치 않다.
협정의 파트너를 선택함에 있어 대륙과 지역에 대한 지리적 고려보다는 특혜적 시장접
근을 상호 허용함으로써 주고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유사성이나 역사적 경험의 공유와 같은 공동체의 구성요소 역
시 큰 변수가 되지 않으며, 경제적 발전 수준에서의 동질성 역시 대상선택과 협정체결
의 필수요건은 아니다.5)
지역협정과 양자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동기와 목표 면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World Bank(2000)는 지역주의(와 양자주의6))의 다섯 가지 정치적 목적과
두 가지 경제적 목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역내 경쟁을 강화시
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 목적이라면, 다자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을 강
화하거나, 국내정치적으로 무역자유화 경향을 공고히 하고 (잠금장치), 다양한 국제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
라 할 수 있다.7) 이처럼 지역 내 협정이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
하고 나아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공조와 협력의 강화, 지역 내 평화유지, 지역의
전반적 통합성 제고와 같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진다면, CRFTA에서는 그러한 목표와
전망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8) 상대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차별적 접근의 확보, 수
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의 확보, 투자의 유치와 국내산업구조의 경쟁력 강
4) 지역주의에서 공동체적 정체성(community identity)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는 Katzenstein(1996) 등을 참조
할 것.
5)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의 양자 무역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중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등 경제적 수
준 편차를 뛰어넘어 무차별적으로 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6)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여기서 지역주의 개념은 지역 내 협정과 지역초월협정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7) 유사한 설명으로 Whalley(1998)를 참조할 것.
8) 이 말이 한-미 FTA에서 양국간의 정치적, 안보적 고려가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미 FTA를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파생효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 동맹 강화 자체를 위
한 수단으로 FTA가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체결하는 FTA의 경우, 세
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정학적 거점국가를 확보한다는 전략적 동기가 크게 작용함을
부정할 수 없으나, 지역초월 양자협정의 일반적 사례에 비추어 이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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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동기를 중심으로 양자 FTA가 추진되는 것이다. 국제적 차
원에서도 CRFTA는 매우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 한편으로는 지역 내 지역주
의가 팽창하면서 참가의 특혜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타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는 지역 내 통합이 정체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에도 역외로의 진출
을 모색하게 된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의 동기로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을 가
진 역외의 국가에 선도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그 시장을 놓고 향후에 전개될 여타 국가
와의 경쟁에서 선점의 효과를 누리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주요 무역대상국
과 CRFTA를 선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인접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역외 거대시장과의 CRFTA는 지역 내의 경쟁국들에
비해 대외투자유치의 측면에서, 신인도의 제고의 측면에서,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산
업구조나 생산 재편과정에서 자신을 거점(hub)로 하고 인접국을 빗살(spoke)로 하는
지위 변동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지역거점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IRFTA와 CRFTA는 그 확산메커니즘에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지역 내 무역협정의
확대와 강화는 기존의 지역주의 연구에서 강조해 왔던 것으로서, 하나의 지역주의가
등장할 때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각 지역이 자신의 지역주의를 진전시키거나(balancing),
혹은 존재하는 지역통합에 그 주변국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bandwagoning) 방식으
로 새로운 지역주의가 등장하거나 참가국가가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 한다 (Baldwin
1995, Sapir 2001).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과 이에 대한 대항블록으로서 NAFTA
의 체결, 그리고 각 블록이 인접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은 “지역주의의 제 2의 물결
(second wave of regionalism)”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Mansfield and Milner
1999).9) 반면, 지역을 초월한 양자협정의 확산과정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배타적
9) 1960년대의 제 1세대 물결(first wave)은 유럽에서 EC의 형성(1957)과 함께 밀려온 것으로서, 아프리카와 라
틴아메리카의 개도국들도 유럽의 성공을 모방하여 다양한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시장 확보, 원자재의 수출 카르텔 형성, 그리고 제3세계의 지역적 정치적 연대를 목표를 추구했던 개도
국에서의 시도들은 거의 모두 실패하였고, 명맥상으로 지역경제협력체의 형식을 유지하는데 머물게 된다. 제
2의 물결은 1986년 유럽 단일의정서 (Single European Act)의 채택 이후 가시화되었는데, GATT체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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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형성 및 블록 간 경쟁의 심화와는 별반 상관이 없으며, 양자협정의 선발자
(first-mover)에 대한 후발자 추격이라는 양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무역파트너가 타국
과 CRFTA를 맺어 특혜적 시장접근을 허용하게 되면 자신의 주요 수출시장을 위협받
게 된 국가는 그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역파트너와 FTA를 추진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즉, 후발자로서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FTA에 참여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일단 두 국가간의 FTA가 성사되면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국가
들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복잡한 거점-빗살(hub & spoke)이 형성되는 것
이다. 또한 두 국가 각각에 대해 기존에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던 국가들 역시 상호
간에 FTA에 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상의 차별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지역내 협정과 지역초월협정의 차별성

차별성

전제조건

참여국가의 동기

확산 메커니즘

Intra-regional FTA (지역내 협정)

Cross-regional FTA (지역초월협정)

•
•
•
•
•

지리적 인접성
인적, 물적 교류의 집중성
경제발전 수준의 동질성
• 경제적 기대 이익의 균형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및 지역 정체성
(identity) 형성

•
•
•
•
•
•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통합의 기반조성
다자무역협상 협상력 강화
지역의 안보와 평화 증진
국내 자유무역 경향 공고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
•
•
•

선발주자로서 시장 선점의 효과
지역 내 구심(hub)의 지위
국내 자유무역 경향 공고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 타 지역의 블록화에 대한 대항블록의 • 시장접근에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형성(balancing)
참여

와 정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유럽통합에 대한 대항블록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1988년 미국이 지역주의를
수용하고 미국-캐나다 FTA를 건설한 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미에서의
MERCOSUR,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논의(예를 들어 EAEC) 등 각 대륙별 지역협력체 건설이 논의되고 다
양한 수준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지역협정은 말 그대로 지역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자체 시장의
배타성을 유지하려는 대항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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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 배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거점과 빗살
참여(bandwagoning)
(hub & spoke) 구축

목표와 전망

• 경제, 정치, 사회적 통합성을 지난 지역 •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지대 구축
공동체(regional community)의 구축
• 정치, 사회적 통합성을 지닌 공동체나
• 장기적으로 지역통합
통합의 목표 부재

(2)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현황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협력과 제도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시장주도형 경제통합, 지역주의 없는 지역화(regionalization without
regionalism), 낮은 수준의 제도화, 아시아적 방식(Asian Way) 등 기존의 논의를 반복
할 필요는 없겠다.10)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협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이, 이들 지역협정이 주로 방어적 동기(defensive motivation)를 지니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Dent 2003, Aggawal and Koo 2005).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ASEAN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양자무역협정에 매우 소극적이
었으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옹호했었다. 다자주의로부터 양자주의로의 전
환은, 여타 지역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자유무역협정
을 따라잡기 위한(catch-up) 동기, 여타 지역에서 확산되는 지역협정의 흐름에 뒤처지
지 않기 위한 대응적(reactive)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는 점이다.11)12)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역시 역내 국가 간 FTA 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 국가들과 유사하게 보
일 수도 있다. 그러나 Solis(2007)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지역의 CRFTA는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여타 지역에서는 역내통합을 먼저 이룬 후
역외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CRFTA가 이루어지다면(내적 공고화 후 외

10) Coleman and Underhill 1998, Kahler 1995, Katzenstein 1996, Lincoln 2004 등을 참조할 것.
11) 대외경제정책에서 Reactive state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는 Calder (1988)을 참조할 것.
12)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몇몇 국가들(특히 싱가포르와 한국)의 FTA 정책은 이러한 방어적 동기를 넘어
공세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Don Moon(200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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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확장),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지역블록의 공고화가 모색되는 것과 동시에 혹
은 그보다 앞서서 CRFTA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FTA 대상국
가와 체결 순서(sequence)를 정함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지역
내적 통합의 공고화를 전략적으로 우선시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취
약한 지역내적 구심력과 강한 지역외적 원심력이라는 특징은,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
는 FTA(EAFTA)의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에서 역내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FTA(예를 들어, ASEAN +1
FTA)는 폭넓은 예외조항의 인정, 시장접근 수준의 차별성, 이행기간의 장기성과 상이
성, 협정의 실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 구속성/엄밀성/위임성의 제도적 측면에
서는 낮은 수준의 제도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기능은 취약한 반면, 상이한 규정이 복잡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협정이 주로 체결되는 까닭은, 국내의 민감 부문에 대한 보호, 전략적 중요산업에 대
한 국가개입의 선호,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의 지속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
정책지향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협정은, 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는 파생되는 국내적 충격과 분배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
략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세적 동기에 의한 무역자유협정의 추진, 역내와 역외를 뛰어넘는 동시다발적
FTA 진행, 그리고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및 제도화를 특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
협정 확산의 결과는 무엇인가? Dent(2003)가 “Lattice Regionalism”이라 표현한 바 있
듯이, 현재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은, 지역적 중심(regional central nexus)과 내부주
도세력이 없는 가운데 역내외를 넘나들며 동시다발적, 경쟁적으로(좀 시니컬한 표현을
쓰자면 중구난방으로) 형성되는 양자/소수자간 FTA의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Network이
다. 물론 이러한 Network의 형성이 반드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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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외국(특히 거대 역외국)과의 FTA가 역내
국과의 FTA를 가속화할 동기와 여력을 감소시킬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로부터 인입되는 경쟁적 FTA의 압력으로 인해 오히려 EAFTA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의 현황은 어떠한가? ASEAN을 제외하면 역내
외를 불문하고 FTA의 무풍지대였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양자
FTA가 활발하게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을 분류해 보면, 첫째, 한, 중, 일 각각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맺는 상품 및 서비스 협정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일-베트남,
중-싱가포르 양자 FTA /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둘째, 동아시아 각 국
가들이 지역외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맺는 FTA나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예를 들어, 한-EFTA FTA, 일-멕시코 CEP, 중-칠레 FTA, 싱가포르-호주
FTA 등), 셋째, ASEAN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여타 국가와 맺는 FTA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역내와 역외의 선후구분이 없이 양자 FTA가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동기나 목표 역시 순수한 경제적 고려 외에도, 협상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필요,
국내 특정 산업부문의 요구, FTA 소외국의 이미지를 벗고 국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과시적 필요 등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Baldwin (2005)이 지적한 것처럼, 아직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FTA 도미노
효과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의 첫 번째 물결은 ASEAN 및 그
개별 회원국을 놓고 한국, 중국, 일본이 벌이는 FTA 경쟁이었다. 2002년 중국과
ASEAN이 FTA 기본안 (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이래로, 동북아
3국은 경쟁적으로 ASEAN에 대한 접근을 서둘러서 이미 ASEAN과 개별적 FTA에 합의
하였다. 그러나 ASEAN이 허브(hub)로서 동북아 3국을 연결시키고 3국이 스포크
(spoke)의 불이익(무역전화효과)을 피하기 위해 확대된 FTA의 구축으로 나아간다는 전
형적인 FTA의 도미노효과13)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ASEAN 자
13) FTA의 Domino 효과에 대해서는 Baldwin(199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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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내부통합력이 낮고, ASEAN이 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10%의 수준으로 매
우 작기 때문일 것이다.14)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두 번째 FTA의 물결은 어떻게 밀려올 것인가? 뒤
에서 EAFTA의 경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두 번째 물결은 동북아
3국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중-일 가운데 두 국가가 양자 FTA를 먼저
체결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파생된 도미노효과로 인해 역내 FTA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3국 중 2국가 간의 양자FTA는, 그 경제규모와 예상
되는 무역전환효과 때문에, 외부에 남아있는 나머지 1개국, 그리고 ASEAN 국가들로
하여금 이 FTA에 참여할 동기를 강하게 부여할 것이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화나
경제통합은 이 양자 FTA를 구심으로 하여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3. 동아시아 지역과 다자주의: 범위와 원칙
(1)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본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아시
아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동아시아공동체’를 궁극적 목
표로 말하면서도 실제로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한 바 없다. 각 국의 수도간 거리를 계산하는 다소 고전적인 방식으로 지
역협정을 구분하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Aggarwal 2006, Aggarwal and Koo 2005),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ASEAN+3나 ASEAN-Japan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등이
모두 지역초월 협정(trans-regionalism)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도식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일본의 지지를 업고 EAS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

14) 이런 의미에서, EAFTA에 ASEAN이 실질적인 구심 역할을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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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서, 과연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의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로 확정되어야 하
는가에 대해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향
이나 APEC의 경험에 비추어,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확정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지역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지역의 범위는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긴밀한 상호작용의 진전 과정을 통해 그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이라는 현재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범위를 잠정적으로나
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는 (이후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
는다 하더라도) 일단 ‘ASEAN+3’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980년대 APEC 형성과
정에서 EAEC(East Asian Economic Caucus)나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 구
상이 제기되었을 때 여타 지역과 차별성을 지닌 단일한 지역적 단위로서 설정되었던
것은 ASEAN+3 국가들이었다.15)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나 FTAA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체가 논의되었던 기존의 역사
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범위에 오세아니아 지역이나 남아시아 지역까지 모두 포
함시키는 것은 지역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ASEAN+3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산 분업구조의 유기성이
다.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시장 주도적 경제통합(Market-Driven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표현이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될 만큼, ASEAN+3 국가들
은 교역, 투자, 기술이전, 원조 등 여러 측면에서 이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역
생산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은 이미 NAFTA나 유럽에 필적, 혹은 능가
할 만큼 높은 수준의 분업과 협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최종재 소비시장의 역외 의존도
가 높다는 지역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생산재-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회사 내 무

15) APEC 수립 전 및 수립과정에서 등장했던 EAEC, EAEG 논의에 대해서는 Crone(1992), Kawai(2005)를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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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intra-firm trade)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유기적인 생산네트워
크가 형성되어 있다. 즉, ASEAN+3를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역사적
측면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2) 동아시아 다자무역체제: 다자주의의 개념적 함의
지역 무역협력의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동아시아다자자유무역체제(EAFTA)
와 관련하여, 다자주의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Multilateralism
Matters(1993)에서 Ruggie(1993. p. 11)는 ‘다자주의’를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특수적 이익이나 전략적 상황과 상관없이 일반화된 행위원칙(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에 따라 관계를 조율하는 것(coordinate)”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Caporaso
(1993. P. 53)는 다자주의의 특성으로 지역적/기능적 불가분성(indivisibility), 일반화된
행위원칙(generalized principle of conduct), 그리고 확산된 상호주의(diffuse reciprocity)
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현재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모두
다자주의를 논의함에 있어 ‘참여자의 숫자’라는 범위의 측면보다 ‘일반화된 행위원칙’
이라는 내용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자주의의 핵심은, 조
건과 상황, 참가자의 단기적 이해타산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을 마련하
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체제라는 점에 있다.16) 즉, 참가자들 사이에 지나치게 상
이한 내용적 절차적 규칙이 적용된다거나,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이 허용된다거나,
권리와 의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자주의적 체제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지니기 어렵고, 자
의적인 적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참가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모든 대상에게 일반적이고 일관되고(완전히 단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
용되는 행위원칙”을 제공할 수 없다.
16)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예가, GATT의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 원칙 가운데 하나인 최혜국 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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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되짚어보는 이유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들이 다자주의의 원래적 의미와 상당정도 거리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단일한 관세동맹을 표방하고 있는 ASEAN 자체도, 민감품목을 폭넓게 인정
하는 예외조항과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양허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
다.17) ASEAN과 한, 일, 중이 각각 체결한 FTA나 CEP는 더욱 그러하다. 혹자는 실질
적인 시장접근의 관점에서 보자면 ASEAN+1 협정은, 단일한 ASEAN이 아니라 개별 아
세안 회원국들이 중국, 일본 및 한국과 각각 10개의 상이한 양자 FTA를 체결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8)
여기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설령 ASEAN과 동북아 3국을 포함하는 자
유무역지대가 우여곡절 끝에 창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들 간의 수많은 예외조항
과 차별적 대우, 상이한 규칙,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성에 의해 지배된다면, 그것
은 실제로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다자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용적 규정성이 상
실된 ‘무늬만 다자주의’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스파게티 보울 효과(거래비용)가 지나치게 커서 회원국들이 실제로 그 자유
무역협정을 이용할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자주의 개념
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관계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나아
갈 토대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보편적 원칙을 통해 조정
함으로써 상호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 연대성
과 동질성, 단일한 주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등이 발전되는 동학이 형성되기 어
렵다는 것이다. 특정한 협력의 경험이 여타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높은 수준으로 심화
되며, (구성주의의 표현을 빌자면) 학습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공동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인식(perception), 그리고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17) 이에 대한 논의로는 Baldwin(2006)을 참조할 것.
18) Banda and Whalley(2005) (최원기 2008, p. 1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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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행위의 원칙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다자주의개념이 가장
잘 적용되는 사례는 유럽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최초의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operation)에서 출발하여 로마조약(Treaty of Rome), 유럽단일의정
서(Single European Act),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그리고 리스본조약
(Treaty of Lisbon)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수준의 다자
적 통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차례를 통해 이루어
진 회원국의 확대(enlargement), 관세동맹(EEC)에서 단일시장과 경제공동체를 거쳐 단
일화페로 이르는 경제통합 정도의 심화(depth), 경제적 이슈에서 정치/외교적 이슈로
의 합의영역의 확대(spillover) 등 60여 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
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의 사례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예외적인 것이어서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는 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19) 더
구나 근대국가의 미완성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문제, 한반
도의 분단문제, 일본의 정상국가화 문제 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서 그 적용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의 원칙이 시사하는 바는, 다자체제를 동아시아에 도입
하기 위해서는 규칙제정(rule-making), 감시(monitoring),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실행과 강제(enforcement) 등 국가 간 상호작용의 여러 단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도
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합의내용의 마련, 의사결정, 변경과 같은 규칙
제정과정에서, 개별국가에게 비토권이 주어져 있는 단순합의제나 만장일치제로는 효율
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비토권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가중다수결제와
같은 의사결정방식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20). 합의된 내용이 잘 준수되는지 감시
하고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달된 감시의 체제가 필요하다. 분쟁해
19) Baldiwin(2005)은, 막대한 전쟁 피해를 경험한 유럽인들이 초국가적(supranational) 실체를 통해 파괴적인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매우 예외적인 유럽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추
진력이었다고 주장한다.
20) 유럽연합의 경험에서 보자면, 1960년대와 70년대의 정체현상은 프랑스의 비토권 행사에서 기인한 바가 컸
다. 의사결정을 가중다수결제로 바꾼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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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역시 단순히 선의에 기초한 합의적 분쟁해결 만으로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크며, 강제적 방식의 법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합의의 이행이 거부되거나 지체되었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
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구속성, 엄밀성, 위임성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화 (혹
은 법제화 legalization)는 지금의 동아시아 현실에서 가능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를 지나치게 강하게 추진할 경우 지역협력과 통합의 동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다자적 무역체제가 적절히 작동
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규칙제정, 감사, 분쟁해결, 강제의 각 계기에서 제도화의 수준
이 단계적으로 상승, 진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약하면, 합의와 비강제적 자발성만을
강조하는 소위 아시아적 방식만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다자화는 실현될 수 없다.
일정한 수준의 집중성과 위임성을 지니고 개별국가들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조직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동아시아 다자무역체제의 경로에 대한 모색

앞에서 본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2장), 그리고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다자자유무역체제의 대상과 근본원칙(3장)에 대해 논의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건에
서 EAFTA로 나아가는 경로와 수순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먼저 이제까지
동아시아 다자무역체제의 경로로 제시된 바 있는 몇 가지 견해들을 정리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수순과 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의 역할에 논의도 자연
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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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자유무역체제의 전망과 경로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체제의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21) 첫째의 경우는 ASEAN과 한, 중, 일 각각이 FTA를 맺
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중-일 가운데 2국가가 순차적으로 양자FTA를 맺는 방식
이다. 이것은 가장 점진적이고 완만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EAFTA의 수순으로서, 편의
상 이를 ‘순차적 양자 FTA 방식’이라 칭하기로 하자. 둘째는 ASEAN과 한-중-일이 다
자협상을 통해 동시적으로 단일한 FTA를 맺는 것으로 이를 ‘동시적 다자 FTA 방식’이
라 부르기로 하겠다. 세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구도 하에 동아시아 지역이 분할되
어 두 개의 경쟁적 블록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APEC 혹은 mini-APEC의
방식으로 아태지역의 역외국이 참가하는 복수의 FTA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EAFTA의
구심력이 약화, 소진되는 것이다.22) 앞의 두 시나리오가 EAFTA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
을 보여준다면, 뒤의 두 시나리오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a) 순차적 양자 FTA 방식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미 체결된 ASEAN과 한, 중, 일 각각의 FTA를 전제로
다음 수순으로 한국, 중국, 일본 간 양자 FTA를 체결하고, 이후 최종단계로 EAFTA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며 급속한 통합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무
역자유화의 폭과 깊이가 상이한 차별적 양자 FTA가 병존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며,
ASEAN과 동북아 3국의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역외 국가들과의 개

21) Chong(2002)를 참조할 것.
22) 기타 ASEAN bloc과 동북아 Bloc(한중일)이 각각 구축되고 이들 간에 FTA를 체결함으로써 EAFTA를 이룬다
는 구상 역시 과거(1990년 말)에 제기된 바 있으나, 한, 중, 일이 이미 각각 ASEAN과 FTA를 체결한 지금
이 주장은 더 이상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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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양자 FTA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즉, 역내 FTA(IRFTA)와 지역초월
FTA(CRFTA)가 경쟁적으로 확산되어 중첩되고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일종의 네트
워크가 구축될 것이라 예측한다(Web of FTA Networks). 현재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CRFTA의 성격과 그 확산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
에서도 CRFTA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주요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선
발자 이익을 누리거나 후발자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CRFTA의 동기에 비추어, CRFTA의
경쟁적 확산은 이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렬적, 경쟁적 양자 FTA에서 다자적 EAFTA로 나아가는 추동력
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먼저 차별적 양자 FTA들 사이에 형성되는 경쟁이 확대
된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한, 중, 일이 펼
쳤던 경쟁에서 확인되듯이, 예를 들면 한국과의 FTA를 둘러싸고 중-일 간 경쟁이 펼
쳐질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둘째, 다양한 수준의 양자/소수자 FTA의 병존은, 그것이
산출하는 스파게티 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근저적 압
력이 항상 제도의 변화라는 정치적 합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역통합의 필
요성과 당위성을 제고하는 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시나리오 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EAFTA 추진의 본격적 동력이 동북아 3국
중 2국가 간의 양자 FTA로부터 촉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ASEAN+1 FTA(제 1
의 물결)가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제 2의 FTA 물결은 아직 동아시아
에 도래하지 않았음을 살펴본 바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FTA의 도미노현상은 한,
중, 일 가운데 두 국가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화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한-중
-일 사이에 양자 FTA가 어떤 순서로 체결될 것인지, 그리고 한-중-일 FTA가 먼저 구
축되고 이후 ASEAN을 포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중-아세안, 혹은 한-일-아세안이
먼저 구축되고 이후 나머지 국가를 끌어들이게 될 것인지 등은 아직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동아시아 다자무역체제는 가능한가? 경로와 전략에 대한 모색 23

(b) 동시적 다자 FTA 방식
APEC 건설이 추진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이미
미국 등 역외국을 배제하고 ASEAN+3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EAEG의 구상을 강력하
게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미국의 반대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이 구상이
무력화 되었으나, 동아시아의 독자적 공동체는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두
자문그룹인 EAVG (East Asian Vision Group) 와 EASG (East Asian Study Group)은
ASEAN+3 국가를 포괄하는 FTA 건설을 목표로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ASEAN+3 정상이 모인 비엔티안 정상회담(Vientiane Summit)은 이 제안을 받아 들여
EAFTA의 실행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진행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을 승
인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ASEAN+3 국가들이 함께 모여 단일한 FTA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룸으로써, 동시적으로 EAFTA를 건설하는 것을 이상적인 경로로 설정하고 있다. 약
간의 탄력성은 있겠으나, 다자간 협상의 진행, 단일한 초안의 마련과 합의 도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전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화된 행위준칙의 마련 등, 다
자주의의 이념에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
의 객관적 현실에 비추어 이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그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 내 구심력과 리더십의 부재, 중심축이 되어야 할 중국과 일
본의 경쟁 구도, 다자적 방식이 강제하는 높은 수준의 구속력에 대한 대다수 국가들의
거부감과 소극적 태도, 역내 국가들의 정치제도, 경제적 수준, 사회문화적 이질성 등
현실적 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주장이 개진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23) 한편, 이러한 경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던 일각의 주장(Bergstein
2000a 등)도,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변화되었거나(Bergstein 2000b, 2001)
이 경로의 한계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Webber 2001). 결론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23) Coleman and Underhill 1998, Kahler 1995, Katzenstein 1996, Lincoln 2004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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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는 이상적인 경로, GATT와 WTO 다자무역체제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나 도하 라운드(Doha Round)처럼 해당 국가들이 함께 모여 포괄적 의제를 놓
고 협상을 벌여 일괄타결을 이루는 방식은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c) 역내 분할 및 갈등의 심화
소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containment)전략, 이에 대한 일본의 편승,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 간의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의 격화를 예상하고 있
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단일한 공동체의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역내 국가들의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과 중국, 한국 사이
에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등 국민정서에 민감한 이슈들이 항상 잠재해 있다는 사실, 북
한문제, 대만문제, 일본의 정상국가화 등 미완성된 근대국가적 과제로부터 파생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국가들 간 경쟁논리가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진영 간 갈등구조의 고착화나 지역의 양분화를 추론하
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역내 국가들 모두 현재의 잠정적 경쟁구조가 갈등구조로 격
화되어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에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역
내 갈등의 심화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일본
(특히 현재의 하토야마 정부는 더더욱) 역시 이 시나리오의 전개에 따른 부정적 결과
를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게 있어(그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의 객관적 한계를 고
려하면) 이 시나리오는 거의 재앙에 가깝다. 국제관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 전개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역내 어느 국가도 이 시나리오로부
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실현가능성은(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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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보인다.

(d) 역내 구심력의 약화와 소진: APEC 또는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2009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21개국 정상선언에서 정상들은 2010년 말까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24)
‘방안의 모색’라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APEC 차원의 혹은
APEC의 일부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규모의(동아시아의 역내외국이 결합된) FTA가 적
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싱가포르, 호
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페루, 베트남 8개국 간의 FTAAP를 우선적으로 추진하
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는데, 이 구상이 EAFTA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
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추진하려는 FTAAP는 이전 APEC의 무역자유화 계획의 단순한 재판이 될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1994년 APEC의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
은 2010년까지 선진국, 2020년까지 개도국을 포함한 전체 APEC 회원국이 무역 및 투
자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채택되었던 IAP
(Individual Action Plan)이나 EVSL(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은 목표달성
을 위한 수단이나 강제의 기제를 갖지 못한 채 각 국가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완
전히 실패하게 되었다. 일본과 중국, 한국 등 태평양 서안의 주요 국가들이 자발적으
로 완전한 시장개방을 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미국 역시 엄격한 상호주의(strict
reciprocity)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자국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
히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FTAAP는, 실패한 APEC의 무역자유화계획과는
상당정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특혜적 시장접근의
허용, WTO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무역자유화, 일정한 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의 마
24) 조선일보 2009년 11월 16일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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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등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강력한 주도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APEC의 실패
에서 드러났던 지도력의 공백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제
안에 불과한 것이므로 FTAAP 구상이 동아시아 무역자유화체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면 역내 국가들의 원심력을 강
화하고 구심력을(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중심으로 형
성되는 hub-spoke의 체계에 인입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EAFTA의 필요성과 절박성
은 상당 정도 삭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외 원심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하
더라도 이것이 동아시아 경제협력, EAFTA의 구심력을 결정적으로 소진, 해체시킬 만
큼 강력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시장주도형 경제통합
및 상호의존도가 이미 매우 높은 현실에서, 역내통합의 구심력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
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내와 역외의 복합적 FTA가 경쟁하면서 병존, 발전하는 양상
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에 의해 전자가 압도되어 동아시아지역의 정체성이 해체
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EAFTA의 현실적 경로
이상의 시나리오 가운데 현실성과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각각의 경
로는 나름의 개연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고 또한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므
로, 아마도 현실은 각각의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경로가 일정 부분 혼재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크게 보아 본인은 첫 번째의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EAFTA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점진적, 단계적, 순
차적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중첩된 양자 FTA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단일한 지
역다자 FTA로 나아가며, 참여국가 역시 소수자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될 것이라
예상한다. 무역자유화와 제도화의 수준에서도 낮은 단계에서 출발하여 그 수준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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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점진적 접근이 될 것이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통합의 깊이가 심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한-중-일 삼국 간의 이
견이 두드러지게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 양자 FTA가 어떤 수순으로 건설될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역협상 쟁점에서 이견의 정도나 경제적/기술적
격차, 심리적 이질성,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이 먼저 양자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한국이 hub가 되는 양자 FTA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인 수순은 한-중 → 한-일 → 한-중-일 혹은 한-일 → 한-중 → 한중-일 두 경우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25) 그리고 한-중 혹은 한-일 FTA가 일단 먼저
체결되고 나면 나머지 국가와의 FTA는 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음 단계인 EAFTA와 관련해서도, 한-중-일 3자 FTA가 먼저 구축된 후
그 압도적 경제력(삼국의 경제규모는 이 지역 전체의 90%에 이른다)에 의해 ASEAN이
견인되는 방식으로 EAFTA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지향은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출을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며,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무역협력과 외환 안정성 도모와 같은
제한적인 목표 이상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상품, 서비스, 투자, 나아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담보하는 공동시장 (common market), 화폐정책과 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을 전제로 한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26) 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목표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목표설정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위의 경로를 통해 도달하게 될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체제는
미국, 유럽에 대항하는 하나의 독자적 블록이 될 수는 없다.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최종 상품의 소비시장이 여전히 역외의 거대시장이며, 역외시장을 놓고 역내 국가 간
25) 뒤에서 다루겠지만, 두 가지 경우 중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전자가 유리한 선
택이 될 것이다.
26) 단일화폐권을 구축하는 더 진전된 경제통합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정치연합의 건설은 논외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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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구조의 특성 상, 독자적인 블록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EAFTA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이는 역내의 개
별국가들이 역외의 거대시장국가들과 맺는 복잡한 CRFTA의 망에 의해 한편 보충되고
한편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양자의 경쟁과 병행발전은, 실상 동아시아국가들에
게는 그리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결과가 아니다.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반
영하는 현실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나 “양자-지
역-다자주의의 조화”를 주장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존 입장과 잘 부합하는 것이다.

5.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 (FTA 전략)과 경로의 선택

한 국가의 FTA 전략의 핵심이 FTA의 대상, 수순(sequence), 속도와 수준을 정하
는 것에 있다고 할 때, 한국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싱가포르를 제외한다면)과는 상
당히 다른 FTA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타 국가들이 주로 역내 국가와의
FTA 추진을 우선시 하고 역외 국가와의 FTA는 역량축적을 위한 시험적 의도 (예를
들어 한-칠레 FTA 등)나 특수한 목적(예를 들어, 정치외교적 목적, 자원획득, 특정부문
의 이익 실현 등)을 달성하기위한 수단(예를 들어, 일-멕시코 FTA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한국은 미국과 EU라는 역외 거대국가들과 이미 직접 FTA 협상을 타결 지었
다. 반면, 동아시아 역내의 거대국가인 국가인 중국과는 아직 본격적인 FTA 협상이
개시되지 않고 있거나, 일본과는 협상이 오랜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은 역내외국을 불문한 양자/ 다자간 CRFTA의 선두주자로서 자신
의 위상을 재정립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FTA는 목적의식적인 전략의 선택이나 잘 짜인 계획
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FTA의 대상과 목표가 너무
나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전략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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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동아
시아경제공동체나 EAFTA 역시, 그 목표 달성 시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될 뿐 이에 도
달하기 위한 수순은 구체적으로 고민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먼저 이제까지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고, EAFTA의 경로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한국 FTA 전략의 변화
여기서 우리나라의 FTA 전략 및 지역주의 전략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자세히 평
가하고 논의할 수는 없겠으나, 간략하게나마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 하겠다.
이제까지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 전방위적 FTA’의 추진을 자신의 FTA 전략으로 제
시해 왔다.27) 그러나 그 내용과 추진 대상국, 속도와 수순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합리
적인 설명이나 논리가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즉흥성과 비계획성의
문제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졸속 추진,
국내합의를 도외시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10년
간 우리의 FTA 전략,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전략은 몇 차례의 큰 변화를 거쳐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의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27) “Korea’s FTA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FAT).
(http://sub.mofat.go.kr/english/econtrade/fta/issue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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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FTA 전략의 변화

정권 (연도)
1997/1998
(외환위기) 이전
김대중 정권
(1998-2002)

핵심 정책방향
다자주의 (WTO)

반대

FTA 최초 시도

추격자 (Catch-up)

동아시아 평화와
노무현 정권 전반기 번영정책
(2003-2004)
(지역 내 (intraregional) 지향성)

노무현 정권후반기
(2005- 2007)

FTA에 대한 태도

거대국가와의
지역초월 FTA
(CRFTA)

FTA의 대상국
APEC 등 열린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칠레
일본 (공동 연구)

동아시아 국가 및 소규모
역외국가

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 (European FTA)

역외거대국가와의 FTA를
통한 CRFTA의 선발주자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인도,
EU
MERCOSUR(공동연구)
중국 (공동연구)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전반기에 동아시아경제협력, 역
내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았다면,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는(미국, EU와의
FTA 체결에서 드러나듯이) 역외 거대경제국가와의 CRTA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
로 FTA 전략이 급격하게 선회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중/일과 비교하
여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소위 샌드위치 경제), 거대 역외시장에서 선발자 이
익의 추구,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나타난 지지부진함에 대한 실망, 역내 무역자유화
의 정체와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진적인 미국과
유럽경제와의 경쟁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낙후한 국내산업분야(특히 금융,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 등)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국내적 목표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이 명박 정부의 등장 후, 주요자원국가와의 FTA를 통한 자원 확보 (호주, 뉴질랜
드), 신흥시장국가인 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 등 우리나라의 FTA 전략은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하여, 한-중-일, ASEAN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
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 역시 최근 들어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슬로건만 제시될 뿐 한-중-일 FTA를 누구와 먼저 어떤 시차를 두고 추진할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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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산은 별로 없다.28) 한-중-일 FTA의 동시적 실현이
반드시 한국에게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 어떤 것이 한국에게 최적의 수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EAFTA의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로선
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 EAFTA를 향한 한국의 전략과 경로선택
앞에서 우리는 EAFTA의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양
자 FTA의 순차적, 단계적 확산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한-중-일 삼
국 중 두 국가 간의 양자 FTA가 동아시아 전체 FTA 도미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중국과 일본 가운데 누구와 FTA를 먼저 체결할
것인가 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중 혹은 한-일 FTA가 일단 먼저 체결되고 나
면, 나머지 국가와의 FTA나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의 FTA는 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한-중-일 삼자 FTA나 동시적 EAFTA의
현실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이 일본과 중국 가운데 누구와 먼저 FTA를
추진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상이한 대상 선택에 따른 FTA 경제적 효과의 차별
성이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중-일 양자 FTA의 수순에 관한 CGE
분석결과는, GDP 증가, 무역증가, 투자 증가 등 그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이후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나 한-중-일 3자 FTA의 동시체결에 비해 유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
다.29) 즉, 한-중-일 삼자 FTA의 동시 구축은 (그 실현 가능성도 낮기는 하지만) 우리
28) 협상의 타결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한국이 FTA의 대상과 수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가진다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마련하고 이것이 현실에
서 변형/타협되는 것과, 구체적 계획 없이 그냥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29) CGE 결과는 Moon and Lee(2009), 송백훈(200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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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력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까닭은,
우리보다 기술수준이나 자본집약도가 낮은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중 비
교우위를 지닌 국내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보다 비교우위가 높은
일본의 산업분야들과 경쟁하는 것이 그 역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관세장벽의 수준이 높은 중국 시장에 보다 유리하게 접근함
으로써 (일본에 비해) 선발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FTA의 대상과 수순을 결정함에 있어 경제적인 효과만이 유일한 고려변수는
아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피해산업(특히 농업부문이나 저위기
술산업부문)에 대한 보완과 지원의 문제, 지나치게 높은 대중의존도의 문제, 지역동맹
과 패권의 문제, 중국의 다자주의 규범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문제 등 여타 경제적/비
경제적인 변수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피해산업의 문제는 적절한
국내대책의 마련을 통해, 그리고 자유화의 수준과 속도를 조절함을 통해(예를 들어, 농
업부문에서 민감품목의 제외 및 단계적 개방, 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 등)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이미 미국, 유럽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 심화의 문제는 그리 결정적으로 우려해야 할 변수는 아니라 판단된다. 기타
의 정치, 외교, 군사동맹의 문제 역시, 중국과의 FTA에 의해 이 문제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거나 악화될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킨
다는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FTA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일 FTA를 거쳐 한-중-일 FTA로 나아가며 궁극적
으로 EAFTA에 도달한다는 구상은, 한국에게 직접적인 여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중 FTA를 지렛대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FTA 협상의 돌파구를 마
련할 수 있음은 물론,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순차적 FTA
의 시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해외시장의 확대와 국내조정의 추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AFTA 형성의 허브국가가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은 물론, 여타 국가
들을 능동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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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단기적 경제적 이익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지역전
체의 통합의 가속화, EAFTA의 건설이라는 중장기걱 목표를 망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국익의 추구와 중장기적 지역의 이익의 추구가 조화와 균형
을 이루어 상호 양립, 발전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AFTA의 추진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문제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보자
면,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김치욱 2009). 쿠퍼(Cooper 1997)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촉매자, 의제를 설정하는
촉진자, 국제제도를 지원하는 관리자로서 중견국가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강대국/약소국 혹은 부국/빈국의 대립이 극명한 상황
에서 중견국가는 조정과 절충의 대안을 마련하는 창조력을 발휘하여 협상의 진전과 타
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분쟁해결 과정에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중개, 조정, 그리고 중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논리적 정당성과 신뢰성에 기반하
여 힘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제어하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적, 절차적 규칙에 따라
일이 처리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중견국가의 역할은, 우리가 처
음에서 논의했던 ‘전체가 동의하는 일반화된 행위의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체제’라는 ‘다자주의’의 정의 및 원칙과 맞닿아 있다. 중견국가야 말로 다자
주의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옹호자임과 동시에,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다. EAFTA 형
성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국제무역체제의 중견국가, 동아시아 지역의 중견국가로서,
내용적, 형식적으로 명실상부한 다자적 질서를 동아시아 지역에 뿌리 내리는 촉매자,
촉진자,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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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동아사아 공동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
역지역지대(EAFTA)의 전망과 그 현실적 경로에 대해 논의했다. EAFTA 논의의 전제로
서, 전 세계적 차원의 지역주의 흐름 및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
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와 다자화라는 개념의 핵심적
원칙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EFTA의 전망 및 경로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
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그 현실성에 대해 평가했는데, 필자는 순차적, 단계
적 양자 FTA의 확산을 통해 점진적으로 EAFTA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EAFTA의 경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특히 지역 내
FTA 확산을 촉발시킬 동북아 양자 FTA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 중 누구와 먼저 FTA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중 FTA → 한-일 FTA → 한-중-일 FTA → EAFTA의
수순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한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순차적 추진의 시간적 격차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의 실현,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복합적인 hub-spoke 구조에서 hub가 됨으로써 누
릴 수 있는 이점, 한-중 FTA를 지렛대로 하여 여타 양자 FTA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협상력의 강화 등 그 긍정적 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단기적 경
제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지역전체의 통합의 가속화, EAFTA의 건설이라는 중장기걱
목표를 망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국익의 추구와 중장기적 지역의 이
익의 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이익과 동아시아의 지역적 이익이 상호
양립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다자무역체제 건설,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은 지난한
진통과 갈등을 거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역내 구심력과 역외 원
심력의 갈등,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각 국가의 이기주의, 지역의 구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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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지역통합의 진전을 어렵게 하
는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려움은,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
이 과연 지역무역통합의 깊이와 폭을 확대/심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국
내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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