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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FTA 추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농업 개방에 대한 

부담 등으로 FTA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것과 달리,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참

가하고, EU와도 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최근 다수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통상원년(通常元年)’또는 ‘제3의 개국(開国)’등의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FTA 추진에서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TPP 협상 참가이다. 일본은 ‛10.10

월부터 TPP 협상 참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13.3.15일 마침내 협상 

참가 방침을 공식화 했다. 이후 기존 TPP 참가 11개국과의 협의를 거쳐 TPP 18

차 협상(7.15~25일)에 23일부터 부분 참가하게 된다. EU와의 FTA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3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두 차례 협상을 개최했고, 연간 

4~5회 페이스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본은 미국(TPP),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한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는 동시에 선진국과의 

FTA를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벌써 미국과는 지

재권 강화, EU와는 자동차 등의 안전·환경기준의 상호승인 및 기준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의 FTA 추진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2012년 이후에만 해도 페루와 

FTA를 발효하고,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등 과의 FTA를 비롯하여 한·중·일, RCEP 

등의 FTA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호주와는 협상 타결에 일부 쟁점만을 남긴 상

황이고, 터키와도 FTA 협상 출범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FTA 추진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국이란 점이다. 

미국,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발효 위한 비준 절차 진행중) 등은 우리나라가 

FTA를 선점한 국가이나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이고, 호주, 캐나다 등은 한·일 양

국이 FTA 선점을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다. 몽골의 경우 일본이 먼저 협상을 개시

하며 한 발 앞서고 있다. 

일본은 FTA 추진을 통해 전체 교역에서 FTA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18년도

에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FTA 교역 비중은 18.9%로 우리나

라(35.2%), 중국(21.0%), 미국(38.7%) 등에 뒤쳐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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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등 경쟁국에 비해 뒤

쳐진 FTA 추진을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한, 일본 경제 재건을 위한 주요 

성장전략으로 FTA를 채용한 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확

대는 물론이고 FTA를 구조개혁, 농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일본의 FTA 추진은 대부분이 협상을 막 시작하는 단계로, 현시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FTA 추진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미국(TPP), EU 등과의 

FTA를 타결하고 발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미, 한·EU 

FTA를 십분 활용하여 주요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

콜롬비아 FTA 등 이미 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도 중요하다. 또한, 한·중 

FTA 등 현재 협상중인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TPP 협상 참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TPP를 통해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

지 않은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일본 등 5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일

거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TPP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개방을 지향하는 

만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유망 신흥국과의 기존 FTA 개선도 기대

할 수 있다. 아·태 지역의 무역질서 구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

다. TPP 참여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참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본의 최근 FTA 추진 현황 비교>

한국의 FTA 대상국  일본의 FTA
‘11.7.1일 발효 EU ‘13.4월 제1차 협상, ‘13.6월 제2차 협상
‘11.8.1일 발효 페루 ‘12.3.1일 발효
‘13.3.15일 발효 미국 ‘13.7.23일 TPP - 협상 참가 예정
‘13.5.1일 발효 터키 ‘13.2월 제2차 공동연구
‘13.2.21일 서명 콜롬비아 ‘12.12월 제1차 협상, ‘13.5월 제2차 협상
양자 - ‘13.7월 6차,

한·중·일 및 RCEP
중국 한·중·일 협상 및 RCEP

협상재개 여건조성 멕시코 ‘05.4.1일 발효
협상재개 여건조성 캐나다 ‘12.11월 제1차 협상, ‘13.7월 제3차 협상
협상재개 여건조성 호주 ‘12.6월 제16차 협상, 타결위한 논의 지속
        - 몽골 ‘12.6월 제1차 협상, ‘13.7월 제4차 협상
現 : 35.2 %

(최대* 84.9%)

FTA

무역비중

現 : 18.9%, 

‘18년 : 70% 이상목표(최대* 84.6%)

 주1 : 대상국 차례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순

 주2 : *의 최대는 현재 협상중 혹은 검토중인 국가를 모두 포함한 경우

자료 : 교역비중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추진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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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FTA 추진현황

 그 동안 FTA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최근 TPP 협상 참가 추진 및 EU와의 

FTA 협상 개시 등 FTA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 향배가 주목됨

◦ 과거 일본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많은 ASEAN과의 FTA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

서지 않았음

- 현재 일본이 체결한 13건의 FTA 가운데 ASEAN 국가와의 FTA가 8건을 차지

하고 있으며, 국가수 기준으로도 일본의 FTA 발효 상대 15개국 가운데 10개국

이 ASEAN 국가임

-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일본 교역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년 기준 18.9%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35.2%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1)

◦ FTA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일본이 높은 관세로 보호 중인 농산물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인 반면 경쟁력이 상당한 제조업 분야의 관세는 극히 낮아, 상대국 입장에

서 경제적 실익이 적은데다 일방적 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작

용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의 평균 관세율은 농산물의 경우 23.3%로 높은 반면 공산품을 포함한 非농

산물은 2.6%에 그치고 있음2)

◦ 하지만 일본이 최근 다수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며 내부적으로도 ‘통상원년(通常

元年)’ 또는 ‘제3의 개국(開国)3)’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FTA에 상당히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어 그 움직임이 주목됨

1) 한국무역협회 한국 무역 통계와 일본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

2) 세계무역기구(http://www.wto.org)

3) 일본 내외부에서 일본의 TPP 참가는 메이지 유신, 전후(戰後)에 이어 제3의 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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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이후 일본은 페루와의 FTA를 발효하고,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

중·일, RCEP, EU 등과의 FTA 협상을 개시했고, TPP 협상에 참가 예정이며, 

터키와는 FTA 출범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

<일본의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발효

-

13건

15개국

싱가포르 EPA4) 02.11.발효, 07.9.개정

멕시코 EPA 05.4.발효, 07.4.개정, 12.4.추가개정 의정서 발효

말레이시아 EPA 06.7.발효

칠레 FTA 07.9.발효

태국 EPA 07.11.발효

인도네시아 EPA 08.7.발효

브루나이 EPA 08.7.발효

필리핀 EPA 08.12.발효

ASEAN5) EPA 08.12.발효, 10.6.투자·서비스 협상 개시

스위스 EPA 09.9.발효

베트남 EPA 09.10.발효

인도 EPA 11.8.1.발효

페루 EPA 12.3.1. 발효

협상중

호주 EPA
07.4.협상개시, 12.6.제16차 협상, 13.6월내 타결 가능성 보였지

만, 9월 호주 총선 영향 등으로 타결 이루지 못함

몽골 EPA 12.6.제1차 협상개시, 13.4.제3차 협상, 13.7.제4차 협상

캐나다 EPA 12.11.제1차 협상개시, 13.4.제2차 협상, 13.7.제3차 협상

콜롬비아 EPA 12.12.14 제1차 협상개시, 13.5.제2차 협상

한․중․일 FTA 12.11.협상 개시 선언, 13.3.제1차 협상, 13.6.협상 준비회의 개최

RCEP6) 12.11.협상 개시 선언, 13.5.제1차 협상개시

EU EPA 13.3.협상개시 선언, 13.4.15.제1차 협상개시, 13.6.제2차 협상

TPP7)

11.11.참가의사 표명, 13.3.아베 총리 TPP 참가 공식 선언,

13.4.12.협상 참가위한 미국과의 협의 타결,

13.7.23일 美의회 승인 완료되면 제18차 협상(7.15~25일) 회기중 

23일부터 부분 참가 예쩡

여건조성

/추진검토

GCC8) FTA 06.9.협상개시, 07.1.제2차 협상

한국 EPA 04.11.제6차 협상후 중단, 08.6.~ 협상재개 실무협의

터키 EPA 12.11.제1차 공동연구 개시, 13.2.제2차 공동연구

뉴질랜드 FTA9) 06.11 ~ 09.3.공동연구, 09.12.정부간 회의 개최

  주 : 볼드는 최근 FTA 추진 현황

자료 : 일본 외무성, 각국 정부자료, 명진호(2013), 각종 언론 보도 종합하여 작성

4)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7)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8)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9)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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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와 FTA 】

․ 일본은 대부분의 FTA 추진시 EPA란 명칭을 사용하여 일본이 추진하는 협정의 목

표가 상품·서비스 개방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며 경제 협력 강화

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내용면에서 우리나라의 FTA와 다

르지 않음

- 일본 정부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특정 국가

나 지역 간의 물품의 관세나 서비스 무역 장벽 등을 삭감, 철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협정 으로 정의하고,10)

- EPA(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는 무역

의 자유화와 더불어 투자, 인력이동, 지적재산 보호, 경쟁정책 등의 규범을 제정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요소 등을 포함하는 등 폭넓은 경제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으로 정의10)

․ 그럼에도 일본이 이처럼 FTA 보다 EPA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을 중

심으로 개방 에 대한 민감한 자국내 여론을 감안하는 한편, 공산품을 중심으로 일본

의 관세가 이미 낮아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무역협정 상대국에게 다양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임

10) 일본 외무성(http://www.mof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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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FTA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1.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① TPP 추진 동향과 일본의 참가 일정

 4개국간 소규모 협정이었던 TPP는 미국의 협상 참가를 계기로 현재 11개국 

(일본 포함시 12개국)간 협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 

질서 구축을 목표로 ‛13년 연내 협상 타결을 추진중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간 FTA로 

‛06.5월 출범한 TPP는 ‛10.3월 미국을 필두로 호주, 페루, 베트남이 함께 참가

하며 8개국간 FTA 협상으로 확대

◦ 이후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이 합류하여 11개국으로 확대되었고 현재까

지 17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했으며, 현재 일본의 협상 참가가 예정된 가운데 

‛13년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

- 일본 등 신규 국가의 참가는 기존 회원국 전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일본은 현재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美의회의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7월 18차 협상

중에 공식 참가할 예정

- TPP 협상 참가국들은 올해 안으로 3~4차례의 공식협상을 추가로 개최하고, 

10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고 실질적으로 타결한 후 연내에는 협상을 완료한

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국가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해, 연내 협상 타결이 

사살상 어려운 만큼 연내에는 부분 타결을 하고 ‛14.4~5월경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이룩한다는 대안도 제기

◦ ‛14.11월 예정된 美의회 중간선거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14.4~5월이 협상 타결의 최종 기한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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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추진 동향 및 일본의 TPP 참가 추진>

일시 TPP 추진동향 일본의 TPP 가입 추진 비고

‛06년
5월, P4 협정 발효
- P4(Pacific 4)협정으로 불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
나이 등 4개국

‛08년 美, 협상개시 의사 표명

‛09년
美정부, 8개국간 협상 개시 美의
회 통보

∙미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
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

‛10년

3월, 8개국간 1차 협상 개시
6월, 제2차 협상
10월, 제3차 협상(말레이시아 참가)
12월, 제4차 협상

10월, 칸 총리 TPP 검토 의사
11월, 칸 총리 TPP 참가국과 협
의 개시 의사

∙말레이시아 참가로 총 9개국으
로 확대

‛11년

2월, 제5차 협상
3월, 제6차 협상
6월, 제7차 협상
9월, 제8차 협상
10월, 제9차 협상
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협상참가
목표로 협의 개시 의사표명
12월, 제10차 협상

5월, 6월까지 TPP 참가 여부 결
정 예정이었으나 3월 동일본 대지
진 영향으로 이를 연기
11월, 노다 총리 협상참가 목표로 
관계국과의 협의 개시 표명

∙신규 회원국의 TPP 참가 위해서
는 참가국 전원의 승인 필요

‛12년

3월, 제11차 협상
5월, 제12차 협상
7월, 제13차 협상
9월, 제14차 협상
10월, 멕시코, 캐나다 협상 참가 
위한 9개국 국내절차 완료
12월, 제15차 협상
멕시코, 캐나다 신규 참가

1~2월, 협상 참가 9개국과 협의 
개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일본 참가 지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未승인)

∙6월, 9개 회원국 멕시코, 캐나다 
협상 참가 지지∙멕시코, 캐나다는 11월 회기간 
회의부터 참가∙멕시코, 캐나다의 참가로 총 11
개국으로 확대∙11월, 태국이 TPP 참가위한 국
내절차 착수 표명12)

‛13년

3월, 제16차 협상
4월, APEC 통상장관 회담 계기 
TPP 통상장관 회의
4.20일, TPP 11개국 통상장관 
일본의 참가 전원일치 합의
5월, 제17차 협상

2월, 아베 총리 일·미 정상회담
시 관세철폐 예외품목 인정 요청
3.15일, 아베 총리 TPP 참가 공
식 선언
4.8일, 일·멕시코 정상회담 계기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일본
의 TPP 참가 지지
4.12일, 일본의 TPP 참가 위한 
일·미 사전협의 합의
4.20일, TPP 장관 회담서 11개
국 전원 일본의 참가 환영
4.24일, 美정부의 美의회 통지

∙TPP 장관 회담(4.20일) 직전 호
주, 뉴질랜드, 페루, 캐나다 등 
일본의 참가 승인∙美정부와 협의가 타결되었지만, 
美무역대표부(USTR)가 美의회에 
통지(4.24일)한 이후 90일의 물
리적 기간 소요(4.24~7.23일)

(향후
추진)

7.15~25일, 제18차 협상
- 일본, 7월 협상 참가 예정

9월, TPP 제19차 협상
- 협상 진전 위해 9월 협상을 8

월로 당기고, 9월에 추가협상 
추진하는 제안도 논의

10월, APEC 정상회담계기 사실
상 타결(大筋) 추진
12월, 전체 협상 및 연내 타결 추진
- 연내 협상타결이 불가능할 경

우 ‛13.4~5월 최종 타결한다
는 안(案)도 제기

7.2일 일본 참가에 대한 美국내 
공청회
7.23일 美의회의 일본 참가 승인 
전망
7월 18차 협상중 23~25일, 협상
참가가 예상됨
- 美의회의 90일룰(4.24~7.23일) 

등으로 부분적인 참가만 가능
(자동차, 비관세 장벽 분야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도 병행, 캐나
다와도 자동차 등에 대해 양자 협
의 병행)

∙일·미 사전협의 결과, 양국은 
TPP 본 협상과 함께 자동차, 비
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병행키로 함∙일본은 8월에도 각국과 양자 협의 
병행할 공산

자료 : 일본 외무성, 각국 정부자료, 언론 보도 종합하여 작성

11) TPP 타결, 해넘길 공산, 일본의 교섭 여지 확대된다 (TPP妥結、年越の公算　日本の交渉余地広がる). 일본경제신

문, ‛13.6.26일

12) 伊藤白·田中菜採兒(2013)에 따르면 태국의 협상 참가를 위해서는 영향조사, 국회 승인 등 복수의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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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궁극적으로 APEC 회원국 간의 FTAAP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TPP는 현시점에서 가장 구체화13)된 협상

◦ FTAAP14)는 ‛06년 APEC 정상회담시 미국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 역시 궁극적으로 FTAAP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 논의를 ‘미국의 TPP’와 ‘중국의 RCEP’간의 대결구도로 

볼 수 있지만, 양 협상은 경쟁적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양쪽 모두 FTAAP 실현

의 밑바탕이라는 점과 중국도 TPP에 대한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주

목할 필요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가 현 시점에서 중국을 배제한 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견제 의도로 보이지만,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의 잠재력을 활용15)하고자 하는 유인이 충분해 보임16)

- APEC 정상들도 TPP나 ASEAN+6(RCEP) 모두 FTAAP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

로 보고 있음17)

- 중국 역시 상무부가 지난 5.30일 브리핑을 통해 TPP 가입 가능성과 장단점을 

분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TPP 참여국들과 정보 교환을 희망하는 등 

TPP 가입 가능성을 시사

13) 伊藤白·田中菜採兒,「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개요(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概要)｣, ISSUE BRIEF 770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3.2.12일

14)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15) 김양희,「동아시아의 FTA 도미노와 차기 정부의 동아시아 FTA 정책에의 함의｣, 동향과 전망 87호, 한국사회과학

연구회·박영률 출판사, ‛13.2.1일

16) ‛12.11월 힐러리 前국무장관은 중국의 TPP 참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프란시스코 산체스 상무부 차관도 

TPP에서 중국을 배척할 의도가 없음을 전달하는 등 중국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보임

17) 임경수,「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및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Vol.6 No.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9.10일 및 APEC(http://www.apec.org/)의 2010년 Leaders'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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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시 TPP를 FTAAP로 가는 경로(道筋)18)로 인식하며, TPP 참여를 통해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 질서 제정에 기여 한다는 입장

◦ ‛10.10월 당시 칸 일본 총리가 TPP 참가 검토의사를 밝힐 당시 TPP를 통해 

FTAAP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고, ‛13.3.15일 현 아베 총리 역시 

TPP 협상 참가를 결단할 때 TPP를 통해 아·태 지역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기

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19)

- 이는 TPP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TPP와 FTAAP를 통해 구축되는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질서에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논의>

  주 : 일본은 7월부터 TPP에 합류

자료 : 각종 자료 종합하여 작성20)

18)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 ‘TPP 협상의 현상(TPP協定交渉の現状)’ 설명자료, ‛13.2월

19) 일본 수장관저(http://www.kantei.go.jp/) 아베총리 기자회견, ‛13.3.15일

20) 외교통상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논의 동향 , 한·중·일 FTA 및 RCEP 공청회 발표자료, 외교통상부, 

‛12.10.24일

    임경수,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및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Vol.6 No.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9.10일

    伊藤白·田中菜採兒,｢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개요(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概要)｣, ISSUE BRIEF 770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3.2.12일

    APEC(http://www.apec.org/)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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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협상에 새로운 국가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상 참가국인 11개국 

전체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 美 행정부가 적어도 90일 

전에는 의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

◦ 美정부는 새로운 국가의 TPP 참가에 대해 ‛07년 실효(失效)된 무역촉진권한법

(TPA)21)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기 전 적어도 90일전까지 

美의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이른바, 90일룰)

◦ TPP 협상 개시 이후에 합류한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도 협상 참가국의 

전원의 동의와 美정부의 美의회 통지 절차 등을 거친 바 있음22)

- 다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06.6월 개시된 미·말레이시아 FTA23) 당시 이미 의

회 통지 절차 등을 거친 바 있어, 새롭게 90일 前 통지 절차는 거치지 않고 협

상 참가 시점에 의회에 통지24)

<TPP 협상 신규 참가국에 관한 주요국의 국내 승인 절차>

협상참가국 승인 절차

미국 의회에 사전에 적어도 90일전 통지 필요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칠레 각의(閣議)에서 결정 또는 동의 필요

싱가포르
기본적으로 통상산업장관의 판단 사항. 통상산업장관이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각의에서 동의 필요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특정 절차 불필요

자료 : 일본 외무성, ‛11.10.25일

 일본 역시 실제 공식 협상 참가를 위해 상기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참가국 전원의 승인(4.20일) 및 美행정부의 美의회 통지가 완료(4.24일)된 뒤 

90일 이후인 7.23일경부터 협상 참가가 가능할 전망

21)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22) 일본 내각관방, ‘TPP 협정 협상의 현상(TPP協定交渉の現状)’, ‛13.2월

23) ‛08.7월 이후 협상 중단

24) 일본 외무성, ‘TPP 협상 참가국과 미국의 국내 절차(TPP協定交渉参加国と米国国内手続)’, 2011.1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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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TPP 협상 참가를 검토하며 ‛12.1~2월경 당시 협상 참가 9개국(현재 11

개국)과 협의를 개시하여 5개국으로 부터 지지를 얻은 바 있으며, ‛13.4.8일 

일·멕시코 정상회담 계기로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지를 확보

◦ 또한 최대 현안이었던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13.4.12일 합의됨에 따라 미국측 절

차는 의회 통지 및 90일 이후 의회의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美정부는 일본의 참가 

승인을 하지 않은 국가들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美의회에 통지할 의사를 내비침25)

- 미국과는 TPP 참가와 더불어 자동차,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병

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

- 캐나다, 멕시코 등이 신규 참가할 당시, 美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와 사전 협의를 

완료한 이후 美의회에 통보할 때까지 2~3주의 기간이 소요26)

◦ 이후 일본은 TPP 담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재생 장관이 일본의 

참가에 동의하지 않은 4개국(호주, 페루, 뉴질랜드, 캐나다)과 논의를 이어간 결

과, 4월 20일 APEC 장관 회담 계기 TPP 참가국 장관들만 모여 참가국 전원 일

치로 일본의 TPP 참가 승인27)

- 장관회담 직전의 논의를 통해 호주, 뉴질랜드, 페루가 일본의 TPP 참가를 승인

하고, 동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협의를 지속하던 캐나다가 20일 일본의 TPP 

참가를 찬성함에 따라 참가국 전원이 일본의 협상 참가를 정식 승인28)

- 캐나다는 자동차 문제 등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일본의 TPP 참가를 승인하지 않

았지만29),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産 자동차 수입시 캐나다측 관세 등

에 대해 TPP 협상과 병행해서 일·캐나다 양자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

을 마무리30)

25) TPP, 일미 협의 결론(TPP,日米協議が決着) , 일본경제신문, ‛13.4.13일

26) TPP, 일미 협의 결론(TPP,日米協議が決着) , 일본경제신문, ‛13.4.13일

27) TPP 협상 참가 7월 참가에(TPP交渉７月参加へ) , ‛13.4.19일 및 TPP 세계 GDP의 4할, 일본 협상 참가 정식 

승인(TPP 世界GDPの4割　日本の交渉参加を正式承認 , ‛13.4.20일, 일본경제신문 

28) 일본의 협상 참가 캐나다 거의 합의, 아마리 경제장관(日本のTPP参加　カナダほぼ合意　甘利経済相) , ‛13.4.20

일 및 TPP 세계 GDP의 4할, 일본 협상 참가 정식 승인(TPP 世界GDPの4割　日本の交渉参加を正式承認, ‛13.4.20

일, 일본경제신문

29) 캐나다는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미국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30) 캐나다와도 자동차 개별 협상(カナダとも車個別交渉) , 일본경제신문, ‛13.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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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24일 美USTR이 美의회에 일본의 TPP 참가에 대해 통보함에 따라 필요 

논의 기간인 90일후 美의회가 일본의 참가를 승인하면 7.23일 부터 일본의 참가

가 가능해지며, 7월 협상(15~25일)에는 전체 일정이 아닌 부분 참가(23~25일)

할 예정임

- 7.2일 일본의 TPP 참가에 대한 미국내의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공청회에서 全

美자동차정책협회 등이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미국 농업계 등 전체적으로 찬

성 의사가 많아, 美정부는 23일 美의회의 일본 참가 승인을 위해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임31)

- 일본이 TPP 협상 참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현재 TPP 공식 협상이 7월(부분

참가), 9월, 12월 등 몇 차례 밖에 남지 않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입장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32)

- 일본은 TPP 협상이 연내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연장될 경우 일본의 입장 반영 

여지가 커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음

<일본의 TPP 협상 참가 및 TPP 향후 추진 일정>

자료 : 90일 룰 협상 참가를 두고 美의회가 논의(90日ルール　交渉参加巡り米議会が議論) , ‛13.4.13일자, 

TPP 협상 참가 7월 참가에(TPP交渉７月参加へ) , ‛13.4.19일자, TPP 타결, 해넘길 공산, 일본의 교섭 

여지 확대된다(TPP妥結、年越の公算　日本の交渉余地広がる). 일본경제신문, ‛13.6.26일. 일본경제신문

31) TPP 일본 참가, 미국 공청회에서 찬성론이 대세(TPP日本参加　米の公聴会で賛成論が大勢) , 일본경제신문, ‛13.7.3일
32)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 재생 담당상(TPP 담당) 등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TPP 참

가가 늦어질수록 일본에 불리하며 하루(1日) 라도 빨리 참가해야 일본의 입장 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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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PP 협상의 주요 내용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비관세 장벽 분야나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고 있음

◦ TPP 협상은 현재 21개 분야에서 24개 분과 및 작업반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중

이며, 새로운 분야로 일컬어지는 환경, 노동, 분야횡단적 사항(Cross-cutting 

trade issues) 등도 협상을 진행중

- 한·미 FTA에도 환경, 노동 등의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만 분야횡단적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본의 경우 과거 FTA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노동과 

분야횡단적 사항 등임

- 분야횡단적 사항은 규제·제도간 정합성,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 중소기

업,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알려짐

◦ 수준 높은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무역의 경우 전 품목을 협상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서비스·투자 역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기초

로 함

- TPP의 모델인 P4 협정 역시 전품목의 관세를 즉시 혹은 10년 내 철폐하도록 

규정했고, 예외품목은 브루나이의 술, 담배, 칠레의 유제품 등 극히 제한적이었

음33)

- 현재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경우 개방 제외나 재협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기 철폐 하는 방향의 논의가 많음

◦ 쟁점분야인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시장 접근 패

키지 마련 작업34)이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33) 植田大祐 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둘러싼 동향과 과제(環太平洋連携協定をめぐる動向と課題)｣, ISSUE 

BRIEF NUMBER 73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2.2.2일

34) 일본 내각관방, TPP 협정 제16차 협상의 개요 , ‛12.3.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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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분과 및 작업반 주요 내용 및 협상 진행 상황

① 상품 시장 접근

→ 관세 철폐 원칙, 민감품목의 취급 방식 등에 관해 이견 지속
→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약 11,000 세번)을 협상 대상으로 삼음
→ TPP 협상국 가운데 상호간 FTA가 없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국간 협상을 진행
→ 즉시 철폐율을 90~95%로 하고 나머지는 7년 이내 철폐하

자는 국가가 많고, 즉시 철폐율을 낮추자는 제안도 있음
→ 민감품목은 개방 ‘제외’ 나 ‘재협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10년간 장기 철폐 의견이 많지만 ‘미확정’ 의견도 있음

공업 섬유·의류 농업

② 원산지 규정

→ 공통의 통일된 원산지 기준 지향
→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37)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섬유

제품의 원사 기준(Yarn Foward38))에 대해 이견이 많고, 
우회 수출 방지도 논의

→ 원산지 ‘누적’ 적용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발효 시점
부터 전 품목에 적용할지, 모든 국가의 관세 철폐가 된 품
목할지 등 그 방법에 대해 이견이 많음

→ 가공농산품의 역외 재료 이용을 인정하는 방향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

→ 원산지 증명은 자율 증명, 기관 증명 등이 제안되고 ‘자율 
증명’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국가별로 다른 제도 적용의 
의견도 있음

③ 무역원활화
·무역규제의 투명성 향상과 무역 절차의 간소화 등을 논의
→ AEO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事前敎示) 등 논의
→ 수출입 절차의 창구 일원화 등에 상당 부분 합의

④ SPS(위생검역)

·식품의 안전, 동식물 검역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 논의
→ WTO·SPS 협정의 권리·의무 강화, 발전에 합의. 리스크 

평가의 투명성 강화, 과학적 근거의 정의, 국제 기준 과의 
조화 등 논의

⑤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안전, 환경 기준 등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어나지 않
게 하는 것

→ WTO·TBT 권리 의무 재확인, 강화, 발전을 논의 
→ 규격 책정 과정에서 상대국의 이해관계자 참가 인정, 적합성

평가 기관 인정의 내국민 대우 등 논의

◦ 현재 TPP 협정문 전체 29장 가운데 14장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가 완료35)된 것

으로 알려진 가운데, 완료된 주요 분야는 식품안전,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원

활화 분야, 경제인의 입국이나 체재 절차의 신속화, 전기통신, 중소기업 지원 등

임36)

- 중소기업의 TPP 활용을 지원하는 사이트 개설 등에 합의하고, 전기통신 분야의 

신규 참가 기업을 위한 통신망 개방, 무역원활화 분야의 창구 일원화 등에 상당 

부분 합의

<TPP 협상 분야 및 주요내용>

35) TPP협상, 식품안전 등 협의 완료 대상 절반(TPP交渉、食品安全など協議終了　退場の半分) , 일본경제신문, ‛13.6.26일
36) TPP 통신망 개방, 참가 11개국 전기 통신 상당부분 합의(TPP,電気通信網開放　参加11ヶ国｢電気通信｣で大筋合

意) , ‛13.5.8일,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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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조치에 대해 투명성 강
화, 적정한 절차 확보 등에 대해 논의

→ 세이프 가드에 대해서는 WTO 협정 상의 세이프 가드, 
TPP 역내의 지역 세이프 가드, 품목별 세이프 가드 등에 
이견

→ 지역 세이프 가드의 경우 발동 가능 기간을 관세 철폐될 
때 까지로 한정할지, 이후에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 이견

→ 동일 품목에 대한 재발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
→ 반덤핑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WTO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 

이견

⑦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39) 수준 또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할지 논의

→ 중앙 정부 외에 지방 정부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할지 여부 
등 논의

→ 조달 기준 금액은 GPA와 동일하게 상품, 서비스 건설 서
비스로 나누어서 논의중이며, 기준금액을 참가국 공통 기
준으로 할지 이견

→ 입찰 공고의 외국어 사용 등도 논의

⑧ 지식재산

·지재권 보호, 모방품이나 해적판에 대한 처리 등을 논의
→ WTO TRIPS40) 협정 내용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보호수준, 

보호범위로 할지를 중심으로 논의
→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FTA를 통해 

높은 레벨의 보호 수준 경험이 없어 이견
→ 개별 항목 가운데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특허, 의약품 

등 논의

⑨ 경쟁

·무역·투자 자유화의 이득이 카르텔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
록 경쟁법 강화, 정부간 협력, 국영기업 등을 논의

→ 경쟁법 원칙, 경쟁 당국 혀력, 공적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
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

→ 협정문안에는 경쟁법, 경쟁당국의 설치, 절차의 공정성, 투
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개인 소송 권리, 경쟁당국간 기술
협력 등이 담겨 있음

→ 경쟁법 적용 예외에 대한 체약국 정보 제공 등 투명성 확
보도 논의

→ 미국이 제안한 국유기업에 의한 경쟁 왜곡, 민간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등도 논의 되지만 이견도 있음

서비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기초로 협상중
⑩ WTO GATS41)를 중심으로, 현지주재의무 부과 금지, 역진

방지조항 등 논의
→ 자격·면허 상호인정 등은 TPP 발효 후 전문직에 관해 관

심국가간 논의 방식이 검토
⑪ 입국 신청의 투명·신속 처리, 관계 당국 협력 등을 논의
→ 상용 관계자를 중심으로, 단순 노동자 이동은 논의 되지 않음
⑫ 투명성, 무차별 원칙, 신 금융, ISD 절차 적용 등에 대해 

논의
→ 일부 분야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⑬ 주요 전기통신 사업자에 의한 반 경쟁적 행위의 금지,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 주파수 할당, 투명성 등에 대
한 공통 룰 제정 위한 논의

→ 신규 참가 기업에 통신망 개방 등 상당 부분 합의

⑩
국경간
서비스

⑪
일시
입국

⑫
금융

서비스

⑬
전기
통신

⑭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전자 서명·인증 채용, 무역문서의 전
자화, 스팸매일 대책, 개인정보 보호,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확보 등 논의

→ 디지털 제품에 관한 무관세 조치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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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투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기초로 협상중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 형평 대우, 수용과 보상, 

특정 조치의 이행 요구 금지 등 논의
→ 특정 조치 이행 요구 금지의 경우 기술 이전 요구 금지, 임

원 국적 요구 금지 등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
→ ISD와 관련하여 도입 여부, 적용범위, 남용 방지 등이 논의

⑯ 환경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환경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국제 협정 존중 등
을 논의

→ 야생동물 불법 거래, 과잉 어획을 불러일으키는 어업보조
금, 불법 벌채 등에 대해 이견

→ 환경 물품의 관세 철폐, 분쟁해결 적용 여부 등도 논의

⑰ 노동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기준 완화 금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논의
→ 분쟁 해결 적용 여부 등도 논의

⑱ 제도적 사항
·협정의 운용을 협의할 공동 위원회 설치, 신규 참가국에 대

한 승인 절차, 부패 방지, 절차 투명성 등을 논의

⑲ 분쟁해결

·체약국 간의 분쟁 해결, 중재 재판에서의 해결 등의 절차 논의
→ 중재 재판의 설치, 중재인의 TPP 체약국 국적자 한정 등 

논의
→ 비위반 제소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음

⑳ 협력 ·TPP 발효후 체약국 간의 협력 메카니즘 논의

 분야횡단적 사항

·복수 분야에 걸치는 규제, 규칙이 적용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 규제제도간 정합성 : 새로운 규제 도입 전 당사국간 대화, 
협력등을 확보하여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등 논의, 규
제 변경에 대한 통보 메카니즘·확립 등

→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 위원회 설치, TPP내 서플라이 
체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가, TPP 활용 촉진, 애로 
검토 등

→ 개발 : 도상국의 TPP 규정 준수시 직면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프라 개발, 환경보호 등의 과제 대처 방법 등 논의

·중소기업의 TPP 활용 위해 절차, 법무, 서류 등을 설명하는 
사이트 개설 합의

자료 : 각종 자료 종합42)

37)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

38) 섬유제품의 생산에서 원사 단계부터 체약국 역내의 원사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규정

39)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4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1)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42) 일본 정부, TPP 협상의 분야별 상황(TPP協定交渉の分野別状況) , ‛12.3월,

    伊藤白·田中菜採兒,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개요(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概要)｣, ISSUE BRIEF 770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3.2.12일

    일본 외무성, TPP의 윤곽 , ‛11.12월, 일본 내각관방, TPP 협정 협상의 현상(TPP協定交渉の現状) , ‛13.2월,

    김규판,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 13 No.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4.11일

    김양희, ｢동아시아의 FTA도미노와 차기 정부의 동아시아 FTA 정책에의 함의｣, 동향과 전망 87호, 한국사회과학

연구회·박영률 출판사, ‛13.2.1일

    Ian F. Fergusson 외,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3.6.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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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의 TPP 참가를 위한 미국·일본간 사전 협의 결과

 그간 내부 논란에도 불구 일본의 TPP 참가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던 것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TPP 참가시 전품목의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을 미국측이 동의했기 때문이나, 다만, 이에 대해 참가국 사이에서 

다소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13.2.22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①일본은 일부 농산품, 미국은 일부 공업제

품 등 양국간 교역에 민감성 존재, ②최종적 결과는 협상 가운데 결정, ③TPP 참

가시 전품목의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명

시적으로 확인43)

- 농업 등의 민감성으로 인해 일본은 지난 2년여간 TPP 참가를 결정하지 못한 바 

있음

- 현 집권당인 자민당과 아베 총리 역시 ‛12.12월 중의원 선거 당시‘성역없는 관

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TPP 협상 참가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

운 바 있었음

◦ 다만, 일본이 TPP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모든 품목이 협상대상이며 모든 내용은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될 사항

이라며 다소 입장차를 보임

◦ 미국과 일본 양국은 또한 일본의 TPP 참가를 위해 양국간 사전 협의를 지속하며 

특히 자동차 및 보험 분야의 현안, 그 외의 비관세 조치에 대해 지속 협의키로 함

 미·일 양국은 일본의 TPP 참가와 함께 ①자동차, ②비관세 조치 등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병행해서 진행키로 하고(‛13.4.12일), 일본産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 철폐 장기 유예에 합의하는 한편, 양국 교역에서 일본은 

일부 농산품, 미국은 일부 공업제품에 민감성이 있음에 상호 공감44)

43) 일본 외무성, ‛일·미 정상회담 개요 및  일·미 공동성명 , ‛13.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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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일본産 차량에 대한 미국 관세는 TPP에서 허용되는 한 

가장 긴 기간(약 10년으로 추정) 뒤에 철폐토록 하고, 한·미 FTA의 미국측 보

호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도록 합의

◦ 또한 TPP 협상과 함께 자동차(특별세이프가드, 투명성, 기준, 유통, 재정상의 인

센티브 등), 비관세 조치(보험, 투명성, 무역원활화, 투자, 규격·기준, SPS 등)

에 대해 미·일 양국간 협의를 병행하기로 합의

<미·일 사전 협의 합의 내용>

구분 내용

자동차

· TPP 협상과 병행해서 자동차 교역에 대한 양국간 협의 지속
→ 양국 협의 결과를 TPP상의 양국간 상품협상에 반영
→ 이에 따라 이 내용은 TPP 협장의 분쟁 해결 대상이며, 스냅백45)이 가능한 특별한 

분쟁해결 절차도 협상을 통해 결정
· 협의 분야는 특별 세이프 가드, 투명성, 기준, PHP46), 친환경차/신기술 탑재차, 

재정상의 인센티브, 유통, 제3국 협력, 그 외의 사항
→ 특별세이프가드: 피해의 입증, 적용기간, 보상 등
→ 투명성: 자동차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규제 조치에 대한 예

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메카니즘(사전통지, 가이드 라인, 무차별, 의견표
명 기회, 규제 도입의 합리적 기간, 재검토 등)

→ 기준: 형식인증의 원활화 및 비용 절감, 임의규격, 강제 규격, 적합성 평가 절차 
등에 대한 사항, 환경·안전 기준 조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 PHP: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의 추가적인 원활화
→ 친환경차/신기술탑재차: 대체에너지 차의 무역 원활화 등에 대한 사항
→ 재정상의 인센티브: 동 조치가 경쟁 조건에 차별적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 유통: 자동차의 유통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제3국 협력: 제3국에 대한 시장 접근 및 투자 원활화를 위한 방법 등
·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TPP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47)후 철폐
→ 또한 이러한 관세 철폐는 한·미 FTA 상의 미국 자동차 관세 양허48)를 실질적으

로 상회하는 것임을 확인

비관세 조치
· TPP 협상과 병행해서 비관세 조치에 대해 양국간 협의 지속
· 협의 분야는 보험, 투명성/무역원활화, 투자, 규격·기준, SPS 등
→ SPS 관련 유전자 조작 작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음

상품
· 일본은 일부 농산품, 미국은 일부 공업제품에 양국 교역에서 민감성이 있음을 상

호간 인식·공유하고, TPP 상품 협상에 긴밀하게 대응

자료 : 일본 내각관방, 일·미 협의 합의의 개요 , ‛13.4.12일, 

      일본 내각관방, 자동차 무역 TOR , ‛13.4.12일 

      TPP, 일미 협의 결론(TPP,日米協議が決着) , 일본경제신문, ‛13.4.13일, 

44) 일본 내각관방 TPP 정부대책본부, 일·미 협의 합의의 개요 , ‛13.4.12일

45) 스냅백(Snapback)은 협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조치

46) 수입자동차특별취급(PHP, 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for imported motor vechicles) : 일정 수량 이하의 

수입차에 대해, 수입 전 차량 표본 검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제도

47) TPP의 관세 철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음

48) 미국 승용차 수입 관세 2.5%는 발효후 4년까지 유지하다 5년차에 철폐, 미국 화물자동차 수입 관세 25%는 발효후 

7년차까지 유지하다 8년차부터 10년차까지 3단계에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여 10년차에 완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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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일본은 TPP 협상 참가를 위해 자동차, 보험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 미국은 TPP와 병행하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재권, 

우정사업(보험, 국제특송)의 비관세 조치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미·일 협의가 완료된 4.12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수입 전 차량 표본 검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등 수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PHP 적용 상한 대수를 연간 

2,000대에서 5,000대로 인상함49)

- 동 제도는 미국차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차에 적용 가능

◦ 보험분야에서는 미국측 우려를 일부 수용, 정부 출자가 남아있는 한 칸포생명(カ

ンポ)의 신상품(암보험 등) 인가를 동결하고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 관계 확립이 

가능토록 했음50)

- 고이즈미 전 총리시절부터 추진되던 일본우정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탄생한 

일본 우정 그룹은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주식회사 산하에 유초은행, 일본우편, 칸

포생명보험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51)

· 일본우정주식회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일본우정주식회사는 칸포생명 등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여 현재 정부 출자의 영향 아래 있는 상태임

- 미국은 현재 일본의 암보험 시장을 미국의 Aflac(74%), Metlifealico(5%)52)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출자 기업인 칸포생명(일본우정)이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TPP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미·일간 협의를 통해 보험 분야의 공정한 

경쟁, 일본우편의 국제특송(EMS)과 외국계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일본의 식품 

첨가물 규제 완화 등의 비관세 조치 개선 요구를 지속할 전망

49) 일본 국토교통성,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의 연간 판매 예정 상한 대수 인상에 관하여(輸入自動車特別扱い制度の

年間販売予定上限台数の引き上げについて) , ‛13.4.25일

50) 재무장관, 칸포 신상품의 동결 표명, TPP 협상 관련(財務相、カンポ新商品の凍結表明、TPP交渉巡り) , 일본경제

신문, ‛13.4.12일

51) 일본우정주식회사(http://www.japanpost.jp/)

52) 김규판,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13.4.11일, 오늘의 세계 경제 Vol 13 No.12,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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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인정하는 식품첨가물은 800여 종류인 반면 미국은 3,000여 종류로, 일

본의 첨가물 규제 완화시 미국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53)

◦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창작자 

사후 50년→70년으로 연장54)하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콘텐츠 사업 

보호를 위해 해적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짐55)

<미·일 사전 협의 내용 및 향후 협의 대상>

미·일 사전협의의 구체적 내용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비관세 조치56)

자동차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PHP) 수입대

수 2,000대→5,000대로 상향

·일본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지속 협의

·일본 자동차 딜러의 미국차 판매 협의

·전기차·연료전지차 공동개발 검토

보험
·칸포생명과 외국계 생명보험사 간

의 공평한 경쟁 환경

투명성 ·민간 의견 수렴 절차 개선

투자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일본에서 

M&A 원활화 

지재권 ·저작권 등 강화(50년→70년)

보험
·칸포생명보험에 정부출자가 남아 있는 

한 신상품 취급 동결

규제의 기준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의 유연성 및 

투명성 강화

정부조달 ·입찰절차 개선, 담합 방지

식품안전 ·일본의 식품첨가물 규제 완화 지속 협의

경쟁정책 ·조사·결정 절차 공평

국제특송
·일본우편의 국제송달편과 외국계 

기업의 공평한 경쟁 환경

관세
·미국은 쌀 등 농산품, 미국은 트럭 등 

공업제품 배려
검역

·식품첨가물 리스크 평가 절차 신

속·효율화

자료 : ‛일·미 합의의 구체적 내용’, 일본경제신문, ‛13.4.13일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요구하는 9개 항목 TPP(米国が非関税障壁を巡り要求する９項目) , 일본경제신

문,‛13.4.18일

53)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요구하는 9개 항목 TPP(米国が非関税障壁を巡り要求する９項目) , 일본경제신문, 

‛13.4.18일

54) 한·미 FTA와 같은 수준

55)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음악·책 등 50년을 70년으로-TPP사전협의에서 일·미 합의, 협상 주도 노린다(著作

権、保護期限長く音楽·本など50年を70年にーTPP事前協議で日米合意　交渉主導狙う) , 일본경제신문. ‛13.7.9일

56) 일본경제신문이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자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 내용 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

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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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본의 TPP 참가의 기대 효과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TPP 참가시 수출, 소비, 투자 등의 증가로 전체 

GDP는 증가하지만, 농산물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이 TPP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수출 2.6조 엔, 소비 3.0조 엔, 투자 0.5

조엔, 수입은 2.9조 엔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실질 GDP가 3.2조 엔(=수출 

2.6조 엔 + 소비 3.0조 엔 + 투자 0.5조 엔 – 수입 2.9조 엔), 0.66%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됨

◦ 농산물의 경우 3.0조 엔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동 효과 분석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추가 대책이 없음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TPP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배려57)하고 농업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 피해는 

줄어든다는 입장58)

<TPP 참가로 인한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실질 GDP 농산물 
생산수출 소비 투자 수입

효과
3.2조엔 증가

(+0.66%)

2.6조엔

(+0.55%)

3.0조엔

(+0.61%)

0.5조엔

(+0.09%)

2.9조엔

(-0.60%)

3.0조엔 

감소

  주 : ① 관세 철폐 효과 만을 대상으로 가정(비관세 장벽 철폐나 서비스·투자 자유화 제외)

      ② 모든 관세 즉시 철폐 가정

      ③ 추가대책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자료 : 일본 내각관방, 관세철폐의 경제 효과에 대한 정부 통일 시산(関税撤廃した場合の 経済効果について

の政府統一試算) , ‛13.3.15일

◦ 또한 여기에 비관세 장벽의 철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효과를 고려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정리한 PECC의 자료를 보면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투자 자유화 효과를 반영할 경우 TPP 참가시 일본의 GDP는 

2.0%(1.05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59)

57) 일본 내부적으로 TPP 협상 참가시 쌀,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등 5개 품목을 성역(聖域) 즉, 관세 철폐 예외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58) 일본 수장관저(http://www.kantei.go.jp/) 아베총리 기자회견, ‛13.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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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로는 참가국들의 관세 철폐를 통한 수출 증대, 규제 장벽 완화를 

통한 서비스·투자 진출 확대 및 환경 개선 등이 기대

◦ 공업제품의 경우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하고 이미 관세가 낮아 개방에 대

한 우려 보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상대국에 대해 관세철폐를 공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장

- 현재 양자간 FTA가 없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 시장 확대가 기

대되고, 이미 양자 FTA가 있지만 주요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ASEAN 국가의 개방 기대 

·일본이 TPP 참가국에 지불하는 관세가 연간 5,0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입국들이 TPP 협상

과 병행하여 양자협의를 진행, 관세철폐 시기를 늦추려는 등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투자 분야는 미국과 함께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쟁력 있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계의 개도국 시장 진출, 현지 투자 기업

의 투자 환경 개선 등을 기대

◦ TPP 협상을 통해 11개국 가운데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 8개국에 대한 개

방을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주정부 및 말레이시아 등의 자국 기업 우대에 공세적

인 입장을 보임

◦ 이외에도 지재권 분야에서 해적판, 모방품 등에 대한 처리가 강화될 경우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9) 일본 내각관방, PECC 시산(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의 연차 보고서 STATE OF THE 

REGION 2012-2013에 담긴 TPP 경제 효과 시산)의 개요(PECC試算の概要)’, ‛13.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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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식품 안전 기준 완화, 국내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일본은 그간 농산물 보호를 위해 개방 수준이 90% 이하로 낮은 수준의 FTA를 추

진해 왔던 것과 달리 TPP는 높은 개방 수준을 지향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TPP 참가국 가운데 농업 강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은 일본의 농

산품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소위 ‘성역(聖域)’으로 꼽는 5개 품목 즉, 쌀(관세율 778%), 유제품

(360%), 설탕(328%), 밀(252%), 쇠고기(38.5%) 등을 중심으로 수세적 입장

◦ 이외에 식품 안전기준 완화 등 국내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도 있음

<TPP에 대한 일본의 주요 분야별 기대와 우려>

분야 주요 내용

기
대

관세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고, 공업제품의 경우 이미 관세가 극히 낮음
·일본이 TPP 11개국에 지불하는 관세연간 5,000억 엔(추정) 철폐 기대
·자동차 관세, 베트남 78%, 말레이시아 15%, 미국 2.5%, 호주 5.0% 등

서비스
·일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개도국 진출 확대 기대
·베트남의 소매업 개점 규제 등 완화 요구
·통신망 개방으로 말레이시아 등 시장 진출 여건 개선

투자
·해외 투자 지역에서 내국민 대우 기대
·미국과 함께 개도국 등에 공세적 요구

정부
조달

·11개국 가운데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은 3개국(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뿐으로 
8개국에 개방 요구

·미국 주정부의 공공사업, 말레이시아의 자국민 우대 정책(부미푸트라) 등 개선 요구

지재권 ·일본의 애니메이션, 음악 등 콘텐츠 산업 관련 모방품, 해적판 대처 강화

무역질서 ·아·태 지역의 공통된 원산지 규정, 경제인의 이동, 무역원활화 기대

우
려

관세

·높은 개방수준을 지향하는 만큼 농산품 개방 우려
·TPP 참가국 가운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품 강국 다수 포함
·쌀(관세율 778%), 버터 등 유제품(360%), 설탕(328%), 밀(252%), 쇠고기(38.5%)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

SPS

·식품의 안전 기준 완화 요구
·일본 인정 식품첨가물 800여종, 미국은 3,000여종, 일본 새로운 첨가물 인정은 

1~2년 소요
·수확된 레몬에 사용된 방충제의 경우 미국은 농약으로 분류되지만, 일본은 농약+첨

가물로 여겨 첨가물로서 심사가 필요(미국은 이중규제라 비판)

지재권 ·미국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의약품 관련 규정

비관세 조치 ·제도 개선 효과의 장점과 더불어 국내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혼재

자료 : 각종 자료 종합60)

60) 김규판,｢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 13 No.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4.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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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TPP 참가에 대한 국별 기대 및 민감사항

-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투자, 지재권 등 사안별로 참가국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협상 참여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로 인해 향후 조율이 순탄치 않을 전망

국가 기대 민감 사항
싱가포르 - 무역 확대 기대 -(경쟁) 정부 관계 기업

뉴질랜드
- 협소한 국내 시장 넘어, 농

산품 수출 확대 도모
- 對美 유제품 수출 기대

-(지재권)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경쟁) 약가 억제 위한 보조금 정책
-(금융) 정부출자 우정사업 산하의 은행, 보험

칠레 - 아시아와 경제 협력 강화
-(상품) 설탕의 관세 철폐
-(지재권) 미국이 지재권 관련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

브루나이 - 기술이전 기대
-(경쟁) 자원 분야의 국영기업
-(지재권) 미국이 지재권 관련 감시국 지정
-(노동) 노동 기준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 제기

미국
- 아·태 지역 무역질서 구축 

및 영향력 확대
-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 회복

-(상품) 설탕(호주), 유제품(뉴질랜드), 자동차(일
본), 섬유(베트남) 등의 시장개방 요구

호주 - 설탕, 축산품 수출 확대
-(투자) ISD 수용 요구
-(지재권) 의약품 가격 조정을 위한 국내 정책 변경

페루 - 무역·투자 허브화 도모 -(지재권) 미국이 지재권 관련 감시국 지정

베트남
- 對美 섬유, 봉제, 의류, 커

피, 캐슈넛 수출 확대
-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

-(경쟁) 국영 기업이 많음
-(정부조달) 자국 기업 우대 의무 변경
-(지재권) 미국이 지재권 관련 감시국 지정
-(노동) 엄정한 노동기준 준수 요구
-(서비스) 소매 유통시장(일본) 개방

말레이시아 - 對美 수출 확대

-(상품) 자동차 시장 개방(높은 관세로 국영 2개
사 보호)

-(정부조달) 말레이시아 민족 우대 정책 개선 요구
-(지재권) 제네릭 등 통한 약가 안정 방해
-(노동) 엄정한 노동기준 준수 요구

캐나다
- 에너지 관련 對아시아 수출 

확대
- 對美 의존도 완화

-(상품) 낙농·양계업 보호 위한 정부의 공급 관리 
제도 개선 요구(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멕시코 - 현시점 산업계 반대 적음 -(상품) 제조업 강국 확대시 산업계 반대 가능성

일본
- 한국 대비 對美 수출 경쟁

력 회복
-(상품) 농수산물 시장 개방
-(SPS) 식품 첨가물 규제 완화 요구

자료 : 伊藤白·田中菜採兒,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개요(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概要)｣, 일본 국립국

회도서관 ISSUE BRIEF 770호, ‛13.2.12일의 자료 정리 

   일본참가 전 11개국 승인(日本参加国11か国了承へ) , 일본경제신문, ‛13.4.12일 

    일본 내각관방, TPP 협정 협상의 현상(TPP協定交渉の現状) , ‛13.2월,

    TPP 협상, 농산물의｢성역｣5품목 시야(TPP交渉、農産物｢聖域｣5品目視野)’, 일본경제신문, ‛13.2.26일

    TPP를 안다(10) 지재권-애니메이션 수출 훈풍(TPPを知る(10)知的財産─アニメ輸出追い風)’, 일본경제신문, 

‛13.3.30일

    TPP 지재권·투자 공세(TPP知財·投資で攻め) , 일본경제신문, ‛13.4.13일

    伊藤白·田中菜採兒,｢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개요(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概要)｣, ISSUE BRIEF 770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3.2.12일

    TPP 통신망 개방, 참가 11개국 전기 통신 상당부분 합의(TPP,電気通信網開放　参加11ヶ国｢電気通信｣で大筋合

意) , 일본경제신문, ‛13.5.8일

    초점 TPP 협상 4. 위생식물검역, 미, 일본 제도 불만(焦点TPP交渉４／衛生植物検疫　米、日本の制度に不満) , 

도오일보(東奥日報), ‛13.7.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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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EU FTA

① 추진 동향

 일본과 EU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조기 

타결 목표를 밝혔으나, 주요 쟁점으로 인해 실제 협상 타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양측간 협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1.5월 양측간 FTA (EPA)에서 다룰 의

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영향 조사 개시를 합의하면서 부터로 이후 양측은 1년 여

간 영향 조사를 실시

- ‛12.5월 영향 조사 결과 양측은 EU측의 시장개방과 함께 일본의 교통, 철도 등 

정부조달 시장 개방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주요 의제 및 향후 과제에 합의

- 양측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및 철도, 교통 등 공공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했고, EU측은 양국간 FTA를 위해 일본측의 로드맵 달성이 상당

히 중요하다는 인식

◦ ‛12.7월 EU 집행위는 이사회측에 협상 권한을 요청하고, 같은 해 11월 EU 이사

회는 집행위에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를 승인하며 협상 중단도 가능하다는 인

식하에 일본측의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의 중요성을 강조

- 이사회는 협상 개시를 승인하며 일본측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정부조달 개방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EU측 시장개방(관세 철폐) 수준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개선의 연계를 지시

- 또한, 일본측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진전 없으면 1년 후 협상 중단이 가능함을 

명시화하고, 일본産 수입 확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의 필

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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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협상 개시를 선언(‛13.3.25일)하고 현재까지 두 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 연간 4~5회의 페이스로 협상을 개최할 방침61)

◦ ‛13.3.22일 예정되어 있던 일본·EU 정상회담은 EU측의 키프로스 문제로 연기

되었으나, 동년 3.25일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 FTA 및 정치 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

- 양측은 FTA 등 경제 문제 이외의 안전보장, 테러대책, 환경, 과학기술 등의 협

력을 다룰 정치 협정의 협상에도 합의했고, 이는 구속력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문제에서 영향력을 높이며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

석62)

◦ ‛13.4.15일 일·EU FTA 제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6월에 2차 협상을 개최했

고, 3차 협상은 10월에 개최할 계획

- 양측은 협상과 병행해서 상품, 서비스, 지재권 등 약 10개의 전문가 회의 구성해 

개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양측은 협상의 조기 타결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주요 쟁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 EU 회원국 가운데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일본과의 

FTA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고, 유럽 자동차 업계 등도 경계감을 표시

- 일본측도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국내 제도 변경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있음

61) 日·EU 조기타결 목표, EPA 1차 협상 종료(日·EU, 早期妥結めざす　EPA初交渉終了) , 일본경제신문, ‛13.4.20일
62) 일·EU, EPA 협상 개시 합의, 정치협정도(日·EU, EPA交渉開始で合意へ政治協定も) , ‛13.3.3일 및 일본, EU와 

정치협정 포함하는 EPA, 중국 견제(日本、EUと｢政治協定｣含みのEPA, 中国けん制へ) , ‛13.3.26일,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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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FTA 추진현황>

일 정 추진경과

2010.  4월 공동검토작업 개시에 대한 논의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향후 협의에 대한 논의

2011.  5월
EPA(FTA) 및 정치협정 등의 협상 의제 등을 정하는 영향 조사(scoping) 
개시 합의

2012.  5월

영향조사 종료하며 협상 아젠다 및 수준 등에 합의
- EU측의 시장 개방
- 일본측의 철도·교통 등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및 비관세 장벽 철폐위한 

로드맵 합의

       7월 EU 집행위 EU이사회(27개국)에 협상 권환 요청키로 정식 결정

      11월

EU 이사회, EU 집행위에 협상 개시 승인

-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EU 측 시장개방(관세 철폐와 연계)

- 일본측 비관세 장벽 철폐 진전 없으면 1년후 협상 중단 가능

- EU측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 

2013.  3.22일 키프로스 문제로 일본에서 개최 예정이던 일본·EU 정상 회담 연기

       3.25일 일본·EU 정상 전화 회담에서 FTA(EPA) 및 정치협정 협상 개시 선언

       4.15~19일

제1차 협상 개최(브뤼셀)

- 연 4~5회 공식 협상 개최 추진

- 협상과 함께 상품, 서비스, 지재권 등 약 10개의 전문가 회의 구성해 개별 협의

       6.24~7.3일 제2차 협상 개최(도쿄)

       10.21일주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자료 : 일본 외무성, EU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언론 보도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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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적 기대 효과

 양국간 FTA는 관세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의 철폐 수준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됨

◦ ‛12.7월 EU 집행위가 일·EU FTA의 협상 개시의 권고를 담아 EU 이사회측에 

제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는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중요한 의미를 갖을 것으로 보임

- 동 연구 결과에서 일·EU FTA를 통해 EU의 GDP는 0.34%, 對日 수출은 

22.6% 늘릴 수 있을 전망이고,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수준이 높아질 경우

(상품·서비스의 일본 비관세 장벽 50% 제거시) GDP는 0.79%, 對日 수출은 

32.7%까지 늘어날 전망

- 같은 연구 결과에서 일본의 경우 일·EU FTA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 

효과로 일본의 GDP를 0.27~0.67%까지 늘릴 수 있을 전망이고, 對EU 수출은 

17.1~23.5%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EU 집행위는 EU·일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13.3.25일 당시 양

측간 FTA를 통해 EU의 경제 효과가 GDP의 0.6~0.8%로 40만 개의 일자리 창

출이 가능하다고 밝힘63)

◦ 일본측에서는 EU와의 FTA로 일본의 GDP가 0.27% 증대64)된다는 분석도 있고, 

최근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재생 장관은 일·EU FTA 효과가 

TPP의 절반 이상65)(TPP의 경제효과는 실질 GDP 3.2조엔, 0.66%)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음

63) EU 집행위 Memorandum,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 ‛13.3.25일

64) EU와 EPA 협상 개시 합의 TPP 상승효과 기대 자동차 관세 인하 초점(EUとEPA交渉開始合意　TPP相乗効果期

待 車関税下げ焦点) , 도쿄요미우리 신문, ‛13.3.26일

65) 日·EU EPA 경제효과 TPP 절반 이상(日EUのEPA、経済効果 TPP半分以上) , 일본경제신문, ‛13.3.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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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FTA의 경제적 효과>
(단위 : %)

구분 지표

관세: 양측 100% 철폐
비관세 장벽:

일본측 20% 철폐
EU측 상품 6.6% 및 서비스 

20% 철폐

관세: 양측 100% 철폐
비관세 장벽:

일본측 50% 철폐
EU측 상품 16.5% 및 
서비스 50% 철폐

EU측 효과

GDP 0.34 0.79

對세계 수출 1.2 2.8

對세계 수입 1.2 2.9

對日 수출 22.6 32.7

일본측 효과

GDP 0.27 0.67

對세계 수출 3.8 7.3

對세계 수입 4.5 8.6

對EU 수출 17.1 23.5

자료 : EU집행위원회,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12.7.18일 

자료에서 일본측의 비관세 장벽 철폐 비율이 높은 시나리오를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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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야별 주요 기대와 우려

 일본은 FTA를 통해 자동차, TV 등 공산품에 대한 EU측 관세철폐를 기대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 확대와 국내 제도 변경을 우려

◦ 일본은 승용차(EU측 관세 10.0%), TV(14.0%) 등 공산품의 EU측 관세 철폐를 

통해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한국이 우선적인 FTA 체결로 확보한 이점과 동등

한 조건에서 경쟁하기를 기대

- 수입 측면에서는 EU産 가방, 신발, 의류와 가공식품의 관세 인하로 소비자 혜

택이 커질 것에 주목

◦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EU측의 화학물질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현지 진출 

일본 기업의 부담 축소를 도모

◦ 반면에 돼지고기, 치즈 등 EU産 농산물 수입 확대와 함께, EU측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의해 의약품 심사 제도, 식품 첨가물 제도 등의 국내 제도 변경을 우려

<일본측의 관심사항>

분야 주요 내용

공산품

(수출)

·승용차(EU측 관세 10%), TV(14%), 화물자동차(15.8%), 상용차(13.0%), 자동차용 조명·

와이퍼(11.0%) 등의 관세 철폐→한국과 동등한 조건 경쟁 가능

(수입)

·가방(일본측 관세 13.0%), 신발(28.5%), 니트(10.9%), 초콜릿(10.0%) 등 EU産 수입품의 

관세인하→소비자 혜택 기대

농산품 ·EU産 돼지고기 및 치즈 등 농산품의 수입 확대 우려

비관세

장벽

·EU측의 화학물질 관련 과도한 규제 개선 요구→진출 기업의 부담 완화 도모

·EU측의 일본 식품첨가물 제도 완화 요구 방어→식품 안전 제도 지속 필요성

·EU측의 일본 의약품 심사 제도 완화 요구 방어→각국 국민의 체형과 생활 습관에 따라 복용

량 등이 다른 만큼 심사는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

자료 : 각종 자료 종합66)

66) 자동차의 안전기준, EU와 통일, 수출처에서 심사받지 않도록 – EPA 협상 개시, 25일발효(車の安全基準、EUと

統一　輸出先で審査不要に─EPA交渉開始、25日表明) , 일본경제신문, ‛13.3.21일

    對日 EPA 반대 – 유럽자동차업계(対日EPAに反対ー欧州自動車業界) , 시즈오카 신문, ‛13.3.27일

    EU와 EPA 협상 개시 합의, TPP 상승 효과 기대, 자동차 관세인하 초점(EUとEPA交渉開始合意、TPP相乗効果

期待、車関税下げ焦点 , 도쿄 요미우리 신문, ‛13.３.26일 

    일본·유럽 EPA : 협상개시, 초점은 비관세 장벽, EU｢개선, 1년이내에｣(日欧EPA：交渉開始　焦点は非関税障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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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관세철폐 보다는 자동차, 공공조달,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일본측의 

비관세 장벽 완화에 큰 관심을 두고, 농산물 시장 개방도 공세

◦ 상품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승용차 관세가 이미 0%이고 공산품의 관세

수준도 낮아, 공산품 보다는 농산물(평균 관세 23.3%)의 관세 철폐에 공세적인 

입장임

- EU內의 농산품과 가공식품 강국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관심

◦ 또한, 일본의 경차 우대 제도 개선(EU 소형차에 대한 실질적 장벽으로 인식), 자

동차의 안전·환경 기준·식품 첨가물 규제·의약품 심사 절차 등의 완화, 철도, 

교통 등 공공 조달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다만, 일본産 자동차의 수입 확대를 우려하는 회원국이 많은 만큼 관세철폐 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한·EU FTA의 EU측 승용차 관세는 5년 철폐)

<EU측의 관심사항>

분야 주요 내용

공산품

(수출)

·일본측 자동차 등의 수입관세는 이미 0%→주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 요구

(수입)

·일본産 승용차의 수입 확대에 대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우려→관세 철폐 기간을 7년 

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전망 

농산품 ·덴마크(돼지고기), 네덜란드(유제품) 등의 농산품 對日 수출 확대기대

비관세

장벽

·일본의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기준 및 인증 절차 개선·완화→EU측과 기준 공동화 및 상

호인증 등을 통해 EU에서 인증 받은 차량 일본으로 별도 절차 없이 수출 가능하도록 추진

·일본의 경자동차 규격 및 우대 세제의 개선→일본 시장內 EU 소형차에 대한 사실상 차별 해소

·철도, 교통 등 공공 조달 관련 외국 기업 차별 시정→독일(지멘스), 프랑스(알스톰) 등의 일

본 시장 진출 기대

·일본의 의약품(EU의 對日 수출의 약 15% 차지) 심사 신속화 요구(현재 10~12개월 소요)→

상호 승인을 통해 EU측에서 심사된 의약품의 일본 심사 완화 도모

·일본의 식품 첨가물 규제 완화→일본 독자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출 것 기대

·지재권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보르도, 샹파뉴, 모짤렐라, 까망베르, 파르마 등) 강화

자료 : 각종 자료 종합66)

EU｢改善、１年以内に｣), 마이니치 신문, ‛13.3.26일

    자동차 관세 철폐가 초점(自動車関税撤廃が焦点) , 홋카이도신문, ‛13.3.26일

    자동차 난항 확실, 일본·EU EPA 협상개시-일본, 10% 관세철폐 요구, EU는 경자동차 규격 재검토 요구(自動車

の難航必至、日本·EU EPA交渉開始 - 日本　10％関税撤廃求める　EUは軽の軽の規格見直し迫る), 일본경제신

문, ‛13.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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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EU는 EU측의 관세 철폐 수준을 연계하고 협상개시후 1년내 개선이 없으면 

협상 중단이 가능할 정도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

◦ EU측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의 對日 상품·서비스 수출시 비관세 장벽은 관세 

장벽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非농산물 평균 관세율 2.6%로 관세 수준이 낮고, EU의 對日 수출시 농

산물의 44.3%(금액기준), 非농산물의 72.8%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는 등 관

세장벽은 낮은 상황67)

- 예를 들어 일본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0%지만 EU가 일본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마주하는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환산하면 10.0%에 상당하는 높은 수준이

며, 전기기계(관세 0.1%, 비관세 11.6%), 화학(관세 2.2%, 비관세 22.0%)등의 

비관세 장벽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일본의 對EU 수입시 비관세 장벽의 관세 상당치>

산업
비관세 장벽의 
관세 상당치(%)

산업
비관세 장벽의 
관세 상당치(%)

식품·음료 25.0 항공 서비스 2.0

화학(의약품 포함) 22.0(2.2) 수도 서비스 8.0

전기기계 11.6(0.1) 금융 15.8

자동차 10.0(0.0) 보험 6.5

운송기계(비행기, 

철도차량 포함)
45.0(0.0) 사업·ICT 2.5

금속 및 제품 21.3 통신 24.7

종이 및 제품 15.4(0.8) 건설 2.5

기타 기계

(의료기기 포함)
30.0(0.0) 개인·문화·기타서비스 6.5

  주 : (  ) 안은 일본의 산업별 평균 MFN 세율에 대한 WTO자료로 EU 연구자료와 WTO 자료의 산업 분류

가 달라 유사한 것을 매칭하여 종합한 것으로, 산업 분류는 양쪽 자료가 다를 수 있음

자료 : 강유덕,｢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Vol.7 No.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4.8일 및 Eva R. Sunesen, Joseph F. Francois and Martin H. Thelle,｢Assesment of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Copenhagen Economics, 

‛10.2.3일

67) WTO Tariff Profil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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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와 일본의 필요성(EU측 상품 시장 개방을 

위해)이 맞물려, 개선 방안으로 양측은 안전 기준 등의 상호승인을 추진, 

나아가 기준 통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과 EU는 비관세 장벽 개선의 방법으로 자동차, 전기기기, 의료기기, 의약품

(백신 제외), 화학제품 등 5개 분야의 안전기준을 상호승인68)하는 방향을 논의중

으로, 상호승인을 통해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

- 현 시점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안전기준을 충족해도, 해외에서 재차 

안전기준 심사를 받아야 해서, 절차상으로는 2~3개월이 소요되는 등 인증취득의 

코스트가 수출액의 2%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짐69)

- 상호승인을 도입할 경우 EU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일본의 인증 기관에서 

심사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시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가능함

- 상기 5개 분야는 일본의 對EU 수출의 49%, EU의 對일본 수출의 52%를 차지

하기 때문에 상호승인을 도입할 경우 양국 교역의 약 절반가량의 안전기준 심사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69)

- EU는 건축자재, 백신, 주사제 등도 추가적으로 상호승인을 요구할 방침

- EU는 對日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의약품의 일본내 심사기간이 현재 

10~12개월 소요(임상실험 등)되고 있어 완화를 위해 상호 승인을 요구하나,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외에서 승인받았더라도 각 국민의 체형과 생활 습관에 따

라 복용량 등이 다른 만큼 심사는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70)

◦ 일본과 EU는 안전기준의 상호 승인에 이어 안전기준 자체를 통일하는 방법도 검

토할 예정으로, 일본공업규격(JIS)과 EU의 공업규격인 CE마크 등의 통합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알려짐71)

68) 상호승인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와 같은 방식

69) 안전기준, 일본·EU가 상호승인 전기·자동차의 절차 간소화에-EPA협상, 기준통합도 검토(安全基準、日欧が相

互承認 電気·車の手続き簡単にーEPA交渉、基準統合も検討) , 일본경제신문, ‛13.6.17일

70) 일본·유럽 EPA: 협상개시, 초점은 비관세 장벽, EU｢개선, 1년이내에｣(日欧EPA：交渉開始 焦点は非関税障壁　

EU｢改善、１年以内に｣), 마이니치 신문, ‛13.3.26일 

71) 안전기준의 상호승인, 무역원활화위해 WTO도 추진(安全基準の相互承認、貿易円滑化へWTOも推進) , 일본경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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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경우 현재 EU 등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자동차 인증기준 IWVTA의 47개 

항목 가운데 일본은 33개 항목은 공통이지만, 소음측정, 배기가스 규제, 충돌시

험시 안전요건, 백밀러 설치 등 14개 항목은 일본 독자의 기준을 사용하며, 이

러한 기준 통일에 대해 일본 車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72)

·예를 들어 배기가스 규제의 경우 일본은 교통 정체상황을 가정하여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만큼 

해외보다 낮은 속도에서 계측하는 등 독자 방식을 추진해 왔음

- 안전기준 통일 등에 대해 일본은 3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EU는 2년 후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도 EU는 일본의 경자동차 규격 및 우대 세재,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지방정

부의 외국기업 차별, 유럽産 철도 차량에 대한 대우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73)

문, ‛13.6.17일

72) 자동차의 안전기준, EU와 통일, 수출처에서 심사받지 않도록 – EPA 협상 개시, 25일발효(車の安全基準、EUと

統一　輸出先で審査不要に─EPA交渉開始、25日表明) , 일본경제신문, ‛13.3.21일 및 일본·유럽 EPA: 협상개

시, 초점은 비관세 장벽, EU｢개선, 1년이내에｣(日欧EPA：交渉開始　焦点は非関税障壁　EU｢改善、１年以内に

｣), 마이니치 신문, ‛13.3.26일

73) 伊藤白,｢EU의 FTA 정책 – 일본·EU EPA 협상을 위해(EUのFTA政策-日EU EPA交渉に向けて)｣, ISSUE 

BRIEF 793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13.6.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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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호주 FTA

 장기간 지연되어 오던 일·호주 FTA는 일본의 TPP 참가를 계기로 협상 타결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자동차·쇠고기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는 

가을(9월 호주 총선) 이후로 미루질 전망

◦ 일·호주 FTA는 ‛07.4월 협상 개시 이후 16차례 협상을 개최하고 6년이란 시간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장기간 지연되어 왔음

◦ 하지만, 일본의 TPP 참가를 계기로 양 국가간 쟁점에 대한 협의가 급진전되며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음  

- 일본측은 호주産 보리, 쇠고기, 설탕, 유제품 등 농축산품 수입 확대를 우려하고, 

호주측은 국내 고용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産 자동차 수입 확대 등을 우려

◦ 양측은 일본의 TPP 참가 선언 이후 4~6월 동안 일본의 일부 쇠고기 품목의 관세

인하, 일부 농축산물의 저율관세할당 도입, 농축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호주의 자

동차 관세 단계적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견차를 좁혀 왔음

- 일본은 일본産 쇠고기(냉장육)와 경합이 심한 호주産 곡물 냉장육은 관세 인하 

예외로 하고, 경합이 적은 냉동육과 목초 냉장육의 수입 관세 38.5%를 30.8%로 

낮추는 방향으로 절충하고 대신, 일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을 도입하고 수입 급

증을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추진74)

- 일본은 쇠고기 외의 호주産 농축산물과 관련해 가공 치즈의 원료는 저율관세할

당을 적용하고 보리, 설탕은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방법을 추진74)

- 반면에 일본産 자동차의 호주측 관세 5%는 당분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음74)

74) 일·호주 EPA: 호주산 쇠고기 관세인하, 다음달 타결도(日豪EPA: 豪産牛、関税引き下げ　来月にも妥結) , 마이

니치 신문, ‛13.5.16일 및 쇠고기 관세 인하, 국산 경합품은 제외, 일·호주 EPA 최종조정(牛肉関税引き下げ国
産競合品は除外、日豪EPA最終調節), 구마모토 일일신문, ‛13.5.16일 및 쇠고기 관세 30%로 인하(牛肉関税30%

に下げ) , 일본경제신문, ‛13.5.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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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호주측이 자동차 관세 5%를 유지하고 일본의 쇠고기 관세 추가 인하를 요

구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75), 이는 호주의 9월 총선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가을 이후가 될 전망임

- 지난 6월 호주의 현 집권당인 노동당 당대표 선거에서 줄리아 길라드 당시 총리가 

케빈 러드 전 총리에게 패하고, 26일 케빈 러드 총리가 재차 집권하며 호주는 9월 

총선 체제로 돌입

- 일본 내부에서는 일·호주 FTA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자동차 시장개방 등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임76)

<일본·호주 FTA 추진현황>

일 정 추진경과
2007.4월 협상 개시

2007.4월~2012.6월 16차례 협상 개최

2013.4월~ 일본의 TPP 참가 결정 계기로 협의 가속화

2013.6월~ 협상 타결 전망이 나왔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9월 호주 총선 이후에 논의 

재개될 전망

자료 : 일본 외무성, 언론 보도 종합하여 작성

75) 일·호주 EPA 타결, 가을 이후(日豪EPA妥結、秋以降, 홋카이도 신문사, ‛13.6.28일 

76) 일·호주 EPA 타결, 가을 이후로 미뤄질 듯, 길라드 총리 퇴진(日豪EPA妥結、秋以降にずれ込み　ギラード首相

退陣) , 일본경제신문, ‛13.6.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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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캐나다 FTA

 일·캐나다 FTA는 ‛12.11월 협상 개시후 현재까지 3차례 협상을 개최했으며, 

양국은 TPP 협상과 일·캐나다 FTA 협상을 병행키로 합의

◦ 일본과 캐나다는 양자 협상과 TPP에서의 협상을 병행해서 진행하기로 합의

(‛13.6.17일, 양국 정상 회의)77)

◦ 일본은 TPP 협상대상 11개국 가운데 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 호주, 캐나다 등과는 현재 협상을 진행중으로, 두 

협상을 병행하는 것은 상호 협상 내용을 보완하고, 양자 FTA의 합의가 TPP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임

 최대 쟁점은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철폐와 일본의 농산물 개방으로, 일본의 

TPP 가입을 위한 캐나다와의 사전협의시 캐나다측은 수세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음

◦ 캐나다는 일본의 TPP 참가를 위한 사전협의시 자동차 분야에 대해 미국과 동등

한 조건(관세철폐 장기간 유예 요구 등)을 요구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개

방 등에 대해 TPP 협상과 병행해서 양자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

◦ 일본은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6.1%) 철폐에, 캐나다는 일본의 밀(25.2%) 등 농산

물 관세 철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TPP 사전협의에서 자동차 시장 

개방의 유예를 주장한 캐나다와 양자 FTA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78)

<일본·캐나다 FTA 추진현황>

일 정 추진경과
2011.3월~2012.1월 4차례 공동연구

2012.3월 정상회담시 협상개시 선언

     11월 제1차 협상 개시(도쿄)

2013.4.22~26일 제2차 협상 개최(오타와)

     6.17일 정상회담서 양자 FTA와 TPP 병행해서 협상 추진키로 합의

     7.8~12일 제3차 협상 개최(도쿄)

자료 : 일본 외무성, 언론 보도 종합하여 작성

77) TPP와 EPA 양 협상 추진 확인, 일본·캐나다 정상회담(TPPとEPA、両交渉推進確認、日カナダ首脳会談) , 도쿄 

요미우리 신문, ‛13.6.18일

78) 자동차 관세 철폐 등이 초점, 일·캐나다 FTA, TPP와 병행 협상(自動車関税撤廃など焦点　日カEPA TPPと並行

交渉) , FujiSankei Business, ‛13.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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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FTA 추진 배경

 최근 일본이 FTA 추진을 가속화하게 된 것은 ①한국 등 주요 경쟁국의 FTA 

확대에 따른 위기 의식 등 외적 동기, ②구조개혁 추진의 계기 마련 등 

FTA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삼고자하는 내적 동기, ③FTA 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1. 외적 동기

◦ 일본은 일본판 FTA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연휴 (EPA)에 대한 기본

방침(‛10.11.9일)79)｣을 마련할 당시 한국 등 주요 경쟁국에 FTA 추진이 뒤쳐진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TPP(미국), EU, 중국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를 중시

- 일본 정부는 동 FTA 정책을 마련하며 한국이 한·미 FTA, 한·EU FTA, 한·

중 FTA를 체결하고, 일본이 TPP, 일·EU EPA, 일·중 EPA를 未체결하여 자

동차, 전기전자, 기계산업 등에서 점유율을 빼앗길 경우 ‛20년 실질 GDP 

1.53% 감소, 고용 81만 2천명 감소한다는 경제 효과80)를 내놓는 등 ‘한국 위협

론81)’앞세움 

-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중시한 점은 우리나라의 FTA 로드맵(‛03년 마

련후 ‛04년 수정) 에서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으로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추진을 목표로 한 것과 유사

◦ 또한 ‛11.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해외 투자 및 이전을 본격화한 

것은 (경쟁국에 비해) FTA 체결 지연 등 6중고(六重苦)를 겪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79) 일본 각의 결정, ｢包括的経済連携に関する基本方針」, ‛10.11.9일

80) 일본 내각관방, ｢EPAに関する各種試算｣, ‛10.10.27일

81) 김양희, ｢일본의 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10. No.29,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 ‛10.11.18일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 6중고(六重苦)는 엔화 강세, 높은 법인 세율,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전

력수급 불안, FTA 체결 지연 등임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일본은 최근 TPP, 일·EU FTA 뿐만 아니라 페루(발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몽골, 터키 등과도 FTA를 적극 추진 

2. 내적 동기

◦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주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무역의 FTA 비율을 

현재 19%에서 2018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FTA 추진 목표를 담고 

있음82)

-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이른바 ‘세가지 화살’로 불리는 대담

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새로운 성장전략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일본의 전체 무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한국 35.2%, 중국 

21.0%, 미국 38.7% 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TPP, 일·EU 

FTA, 한·중·일 FTA, RCEP 등 체결시 70% 이상도 달성 가능함

◦ 또한, 이러한 FTA 추진을 통해서 국내 규제 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규제 및 농업 개혁 등의 성장전략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임 

- FTA의 규제 개선 내용은 규제개혁회의 심의를 활용하여 검토를 가속화

- 아베 총리는 ‛13.3.15일 TPP 참가를 공식화하며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농업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 인식하에 TPP 참가를 농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했고83), 동 성장전략에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업 수출 확대 등의 농업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82) 일본각의결정,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 - JAPAN is Back｣, ‛13.6.14일

83) 일본 수장관저(http://www.kantei.go.jp/) 아베총리 기자회견, ‛13.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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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정책의 일관된 추진

◦ TPP의 경우 검토 결정부터 실제 협상 참가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리더십 및 집권당 교체 등이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FTA관련 정책이 추진

되어 온 것도 일본이 FTA에 적극 대응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10.11.9일 일본이 TPP 참가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3.3.15일 참가를 결정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2번의 총리 교체 및 집권당 교체가 있었음

- 일본이 TPP 참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칸 나오토 총리의 민주당 정권이며, 

다음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TPP 참가 여부를 지속 검토, 아베 신조 총

리의 자민당 정권이 실제 협상 참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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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대응 방안

 일본의 최근 FTA 추진이 TPP 참가, 일·EU FTA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몽골, 터키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경쟁 요인이 커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

◦ 일본은 ‛12년 이후에만 페루와 FTA를 발효하고, 호주와 FTA 협상을 가속화했으며,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FTA, RCEP 등의 협상을 개시하고, TPP 

협상에 곧 참가할 예정이며, 터키와도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 FTA 행보

를 보이고 있음 

◦ ‘체결 지연과 한국 위협론’등에서 시작된 일본의 FTA 추진은 우리나라에 대한 

Catch-up과 함께 나아가 FTA를 선도하고 일본 국내 개혁의 계기로 삼고자 하

고 있음

- 일본은 전체 무역내 FTA 비중을 現 18.9% → ‛18년 70% 이상까지 확대할 방

침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現 35.2%로 협상중·검토중인 국가 모두 포함하면 

84.9%까지 확대 가능함

<한국·일본의 최근 FTA 추진 현황 비교>

한국의 FTA 대상국  일본의 FTA

11.7.1일 발효 EU 13.4월 제1차 협상, 13.6월 제2차 협상

11.8.1일 발효 페루 12.3.1일 발효

13.3.15일 발효 미국 13.7.23일 TPP - 협상 참가 예정

13.5.1일 발효 터키 13.2월 제2차 공동연구

13.2.21일 서명 콜롬비아 12.12월 제1차 협상, 13.5월 제2차 협상
양자 - 13.7월 6차,

한·중·일 및 RCEP
중국 한·중·일 협상 및 RCEP

협상재개 여건조성 멕시코 05.4.1일 발효

협상재개 여건조성 캐나다 12.11월 제1차 협상, 13.7월 제3차 협상

협상재개 여건조성 호주 12.6월 제16차 협상, 타결위한 논의 지속

       - 몽골 12.6월 제1차 협상, 13.7월 제4차 협상

現 : 35.2 %

(최대* 84.9%)

FTA

무역비중

現 : 18.9%, 

18년 : 70% 이상목표(최대* 84.6%)

 주1 : 대상국 차례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순

 주2 : *의 최대 는 현재 협상중 혹은 검토중인 국가를 모두 포함한 경우

자료: 교역비중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추진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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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FTA 추진은 대부분 협상 단계로 아직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이 FTA에 적극성을 띄고 있고 이 같은 정책 추진도 

지속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본이 추진중인 대부분의 FTA는 현재 협상단계일 뿐으로 일본이 농업개방의 부담 

등을 해소하고, 상대국 시장개방 및 국내 제도개선 등에 성공하며 협상 타결에 성

공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임

- 다만, 일본 경제의 재건을 위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 추진을 꼽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FTA 추진은 지속될 전망

◦ 하지만, 일본의 FTA 추진에 우리나라와의 경쟁적 요인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우리나라가 먼저 발효한 FTA를 십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현재 협상중인 FTA와 경제통합 논의에 주력하는 

한편, TPP 협상 참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미국(TPP), EU 등과 실제 FTA를 타결하고 발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주요 시

장을 선점하고, 한·콜롬비아 FTA와 같이 협상을 타결한 FTA는 조속히 발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업계의 FTA 활용 노력과 정부·유관기관의 지원 지속할 필요

◦ 또한, 중국 등과 협상중인 FTA를 실익을 확보하는 가운데 적극 추진하고 한·

중·일 FTA, RCEP 등 경제통합 논의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TPP에 참가중인 FTA 未체결 5개국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 개도국과의 FTA의 

업그레이드, 원산지 기준, 비관세 조치 등의 무역질서 구축에 우리 입장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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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의 장점이 상당한 만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참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이 긴요

- TPP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

질랜드, 일본 등은 경제규모가 크거나 혹은 구매력 수준이 높은 선진시장으로 

TPP에 가입할 경우 이들과의 FTA 네트워크를 일거에 확대

- TPP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개방을 지향하는 만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유망 신흥국과의 기존 FTA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이 가능

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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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９項目)’, 일본경제신문, ‛13.4.18일

‘TPP 협상 참가 7월 참가에(TPP交渉７月参加へ)’, 일본경제신문, ‛13.4.19일

‘TPP 세계 GDP의 4할, 일본 협상 참가 정식 승인(TPP 世界GDPの4割　日本

の交渉参加を正式承認’, 일본경제신문, ‛13.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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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협상 참가 캐나다 거의 합의, 아마리 경제장관(日本のTPP参加 カナダ

ほぼ合意　甘利経済相)’, 일본경제신문, ‛13.4.20일

‘日·EU 조기타결 목표, EPA 1차 협상 종료(日·EU, 早期妥結めざす　EPA初

交渉終了)’, 일본경제신문, ‛13.4.20일

‘TPP 통신망 개방, 참가 11개국 전기 통신 상당부분 합의(TPP,電気通信網開放　

参加11ヶ国｢電気通信｣で大筋合意)’, 일본경제신문, ‛13.5.8일

‘쇠고기 관세 30%로 인하(牛肉関税30%に下げ)’, 일본경제신문, ‛13.5.15일

‘일·호주 EPA: 호주산 쇠고기 관세인하, 다음달 타결도(日豪EPA: 豪産牛、関
税引き下げ　来月にも妥結)’, 마이니치 신문, ‛13.5.16일

‘쇠고기 관세 인하, 국산 경합품은 제외, 일·호주 EPA 최종조정(牛肉関税引き

下げ国産競合品は除外、日豪EPA最終調節), 구마모토 일일신문, ‛13.5.16일

‘안전기준, 일본·EU가 상호승인 전기·자동차의 절차 간소화에-EPA협상, 기

준통합도 검토(安全基準、日欧が相互承認　電気·車の手続き簡単にーEPA

交渉、基準統合も検討)’, 일본경제신문, ‛13.6.17일

‘안전기준의 상호승인, 무역원활화위해 WTO도 추진(安全基準の相互承認、貿易

円滑化へWTOも推進)’, 일본경제신문, ‛13.6.17일

‘TPP와 EPA 양 협상 추진 확인, 일본·캐나다 정상회담(TPPとEPA、両交渉推

進確認、日カナダ首脳会談)’, 도쿄 요미우리 신문, ‛13.6.18일

‘TPP 타결, 해넘길 공산, 일본의 교섭 여지 확대된다’(TPP妥結、年越の公算　

日本の交渉余地広がる). 일본경제신문, ‛13.6.26일

‘TPP협상, 식품안전 등 협의 완료 대상 절반(TPP交渉、食品安全など協議終了　

退場の半分)’, 일본경제신문, ‛13.6.26일

‘일·호주 EPA 타결, 가을 이후로 미뤄질 듯, 길라드 총리 퇴진(日豪EPA妥

結、秋以降にずれ込み ギラード首相退陣)’, 일본경제신문, ‛13.6.26일

‘일·호주 EPA 타결, 가을 이후(日豪EPA妥結、秋以降’, 홋카이도 신문사, ‛13.6.28일
‘초점 TPP 협상 4. 위생식물검역, 미, 일본 제도 불만(焦点TPP交渉４／衛生植

物検疫　米、日本の制度に不満)’, 도오일보(東奥日報), ‛13.7.2일

‘TPP 일본 참가, 미국 공청회에서 찬성론이 대세(TPP日本参加　米の公聴会で

賛成論が大勢)’, 일본경제신문, ‛13.7.3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음악·책 등 50년을 70년으로-TPP사전협의에서 일·

미 합의, 협상 주도 노린다(著作権、保護期限長く音楽·本など50年を7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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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ーTPP事前協議で日米合意　交渉主導狙う)’, 일본경제신문. ‛13.7.9일

‘자동차 관세 철폐 등이 초점, 일·캐나다 FTA, TPP와 병행 협상(自動車関税
撤廃など焦点　日カEPA TPPと並行交渉)’, FujiSankei Business, ‛13.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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