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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 

서 FIA를 적극 체걀하고 있다． 10년전 칠레와 처음 체결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VITA 

에 대한 효과로써 체결 목적에 대한 성과 달성 여부는 여전히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경제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VITA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각 도시의 핵심 자원이나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제주 역시도 

FTA 체걀은 감귤을 중심으로 하는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t 이 논문은 2014학난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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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 발효된 VITA에 대해 제주지역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FTA 효과나 칙접적인 피해를 

산출하기 쉽지 않지만， VITA를 무시하고는 글로벌 경챙뿐만 아니라 지역내 경챙애서조차 

위치를 점하기가 어랍게 될 것이다． 

그동안 보호되어 왔던 지역의 고유 자원과 상품들은 VITA 체결로 세계시장의 상품들과 

졍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치역 상품이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다（이용완．김윤정， 2013).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이해관계가 큰 국가과의 VITA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VITA 체결에 따른 활용도와 성과는 기대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지역 d너구모 기업은 VITA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체결효과 

를 기대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 기준 이미 발효된 한미VITA, 한EUFTA, 한캐나다FTA의 

11건 외에 한·중 VITA 등 최근 서명 및 타결된 FTA가 4건에 이른다． 현재 협상중인 

FTA도 한·멕시코 FTA한실 VITA 등 5건이며， 검토중인 VITA도 한·말레이시아 VITA, 한· 

몽골 VITA 등 7건으로 VITA의 쳬결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갓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 10일어i 한·중 VITA가 타결되었다． 한국은 근접한 지역을 

내수시장으로 확보한 효과를 큰 장점으로 삼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의 VITA에 비해서는 

관세 철폐 대상 품목 수가 작아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중 VITA 

는 무역에 참여도가 낮은 내수형 지역 산업은 국내경챙의 심화로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황영순·이선영·장정재， 2012). 

특히 세계적 소비 시장인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뿐만 아니라 정치걱， 

경쳬적 환경을 감안했을 때 졔2 내수시장으로써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VITA 쳬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쳬 교역의 

62.4％로 높아 FTA 체갈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 

상자원부， 2014). 

VITA의 효과 창출은 VITA 쳬결이 상품경챙력의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제한 

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회전반의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추진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什궝한경．김혁황·금혜윤， 2011). 

한중 VITA 체결 이전 제주지역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진행되어 왔으 

나， 체결 이후의 영향과 산업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중 VITA의 의의를 살펴보고， 한·중 VITA가 체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핵심산업이 VITA라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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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의 선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ㅍ． 한 · 중 FTA 쳬결의 의의 

2.1 FTA의 개념과 쳬결 효과 

FTA(자유무역협청）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함에 따른 관 

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일반적 

으로 EU（유럽연합）이나， NAFTA（북미자유무역）과 같이 인접한 국가들간이나 일청 지역에 

서 쳬걀됐기 때문애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한다． 기존 

에 이루어진 FTA는 주로 상품의 무역자유화나 관세인하에 집중했으나， WTO쳬제가 출범 

하면서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무역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대상이 확장되었다． 금융， 

교육，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제거， 투자자유화를 통한 활성화， 지적재산 

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관세청， http://www. 

customs.go.kr). 

PTA는 일반적얀 조약체결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2014년 6월 8일 대통령 훈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 을 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PTA 정책은 2003년 작성된 FTA 추진 로드맵 초안에 기초하여 

상대국 선정기준， 추진전략，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FTA 대상국의 선정 

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 · 외교적 함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우리나라와의 P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와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P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성한경 외， 2011). 

10난전 칠레와 체결된 최초의 VITA 이후 부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예측도 많았지만， 불 

이익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상대국가에 따른 강제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쳤다． 특히 자유화 수준을 확대하고 투자 및 규범까지 포괄하는 ETA가 되도록 함 

으로써 지역과 산업， 기업에 미치는 부청적 영향을 고려한 국내 산업구조의 쳬질 개선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PTA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발생한 결과로 팡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르다 

고 할 수 있으나， 김영귀·금혜윤，유새별·김양희·김한성（2014）은 PTA 추친 로드맵을 기준 

으로 했을 때 다소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다수의 PTA에서 90％를 넘어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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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율을 달성하고 미국， EU 등의 선진국과 ASEAN과는 서비스， 투자와 같은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수준의 PTA를 쳬걀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칠레나 ASEAN은 FTA 

발효 직후에는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 

차 주요 경챙국의 칠레， ASEAN과의 PTA가 체결됨에 따라 선점효과가 상실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EU도 발효 칙후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워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못한 대내협상 과정과 중소기업이 mP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 

고 있다는 평가에도 수출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장한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었고， 반면 

내수기업은 이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한경 외（2011）는 칠레， 싱가포르， EPTA, ASEAN과의 PTA의 관세율 변화 추이 효과 

와 상품경챙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갈과， PTA별 상품경챙력 변화에 있어 한· 

칠레 PTA는 한국의 대칠레 상품경챙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징가 

포르 PTA와 한·EPTA PTA는 다수의 산업에서 상품경챙력에 긍장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한·ASEAN PTA의 경우에는 상품경챙력에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하지만， PTA 발효 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PTA로 인한 관세 

율의 변화가 상품경챙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심지어 상품경챙력이 낮아진 

산업군도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PTA가 상품경챙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김태인·이준건（2014）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글로벌지 

향성（수출비중）과 기업경챙력（연매출액）이 높을수록 PTA에 대한 활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PTA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PTA 수출 활용도 역시 함께 높아짐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PTA 활용도가 PTA 활용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아 

원산지증명 등의 활용이 수출기업 보다는 수입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의 분석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PTA가 추친된 지 이제 10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그 결과를 쉽게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어 

렵다는데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기대했던 효과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PTA를 염두한 최소한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대상국가들과 동시에 PTA가 체결됨에 따라 각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등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확인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체갈시 기대했던 효과를 잠 

식하는 결과의 발생도 우려하고 있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으 

로써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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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 · 중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4년 9월 한국과 중국 통상장관의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로 논의가 시작된 한·중 

VITA는 2007' 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 ∼ 2014년 11월까지 14차에 걸친 협 

상을 거쳐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 핵심 챙점에 대해 2014난 11월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최종타결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13번째 체갈된 VITA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게 10대 교역국 중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VITA를 체걸하게 되었다． ＜표 1〉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수출， 수입， 교역， 수지 부문에서 제1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은 2010 ' 2013년간 연평균 13.9％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연평균 11.2% 증가하였다（한국 

무역협회， http://www.kita.net). 중국과의 무역수준이 2013년 말 기준 21.3％의 비중므로 

EU(9.8%）나 미국（9.6%) 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어 기존 VITA애 비해서는 개방 정도가 낮 

은 편이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 한국의 대중국 교역현황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10 乙1 ㅣ 2(겨2 2013 갇)1 4 
19 

'10"' 	13 
연j冊 
즛가읔 

繕 

一一 1,1ㅃ .4 1,341,9 1,3432 1,458.7 1,(J.9 

13.9 （증가율） (348) (142) (0.1) (a6) (-0.7) 
hu뚱 25.1 24.2 24.5 26.1 249 

AQ Im 

715.7 8643 337.9 833.5 656.5 

11.2 

금객 

（증7읕) (31.9) (20.8) 卜us) (28) (Li) 
ㅂ隆 16.8 16.5 15.5 16i 16. 6 

괘 

금객 1.8841 2206.2 Z151.1 2286.2 1,71L4 

ㅌ9 （증7읕） (327) (17.1) (-as) (6.4) (22) 
ㅂ隱 21.1 20.4 20.2 21.3 20.9 
금객 4526 477.5 535.4 628.2 4(:)43 

〈증감객〉 (128.1) (24.9) (57.9) (928) 슨驪）느9>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중 PTA의 협정문（산업통상자원부， 2014）은 서문 및 총 22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관련 6개 챕터（상품， 원산지（PSR 포함）,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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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sPs（위생·검역）,TBT（무역기술장벽）), 서비스·투자 5개 챕터（서비스， 금융， 통신， 자연 

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 6개 챕터（지재권， 강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의 5개 챕터（최최구정 및 정의， 예외， 분챙해결， 제도， 최종조항）로 이루어졌다． 협정 

문에서 중국은 최초로 FTA에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챕터를 별도로 채택하였다（산업통 

상자원부， 2014). 

한·중 FTA 쳬결을 통해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페를 합의하고， 

국내 농수산물은 대중 수입액의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중 30％는 양 

허제외를 취득하였다． 

〈표 2> 한·중 FTA의 전체 품목 양허 수준 비교 

품목군 
힌국 중국 

수밑탬 품목수 수밑빽 품목수 

OI8
S 

즉시 8,1c$ 	Fk) 41 a5Qi(52%) 1.6z삐z〕％) 733. 7g붙(44%) 

（유괸처b 41 2蠟34%) 83. 4 녈(1 0%) 958(12羌） 87.1억불(5%) 

5년내 1,433(1w 31으握(4%) 1 ,67蠟20.5%) 5a3?(3.5% 

10년내 Z141% 17a3으：붙(21%) 2.51이31%) 이2.5억불（1g쟈 

소계 9.嶼xX797Q 62a8으灌（77% 5,84蠟71%) 1,1045억불（66% 

L- C 

15년내 tic(g쟈 79. 5으＝}(i 076) U（쩨13.5%) 21 9.2안灌( 1% 

20년내 478(4%) 341으튿（ 4%) 474(6%) 驪75Q濠(5.6O 

소켸 1.582(1Th) 1 1a6Q(14% 1,582(19%) 聊z9억불《19%) 

초
o 7
L_ C 

양하더口 52(7%) 42.9억불(5%) 637(6% 149.9억불（9%) 

부분김축 87(0.7%) 228으催（3羌） 121.6% 103.1억불（6% 

TR〕 21(0.2% 5.7？湜(0.7%4 

소계 驪xx8羌） 八3억붙（g%) 76軾9%) 253.1으握 (1 5%) 

합계 12,232(1α%) 8J7.7으튿o（끄）（參 8,194(103%) 1,667. 5으i* 1仄＞6) 

쟈유흐읕 11,272(92%) 7364 불(91%) 7,428(91%) 1.41 7.4억*8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한·중 FTA 상세 살명자료． 

특히 천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4%), 일 

반품목 589개（36.6%）로 합의되었다.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30%, 수입 

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쳬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함으로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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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 

기， 돼지고기 등）, 과질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등） 등 주요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함으로쩌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전체 농수산물의 93% 

（농산믈의 91%, 수산울의 99%）에 대한 콴세철폐로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체결된 FTA에 비해서는 개방화의 정도가 낮지만 근 

접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제조업은 기술우위에 있는 기계 및 장비 등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의료기기， 화장품， 식 

료품， 패션기능성의류 등 고급 소비상품의 유통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집약적인 농업분야와 철강 등은 중국의 경챙력이 높아 부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지 

만，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법률， 건축，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함으 

로써 문화컨텐츠， 건설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시장 친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 챕터를 별도로 채택함으로써 잔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IT제품은 중국내 생산 비중이 높고 관세율도 낮아 PTA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 

일 것이지만， 중국측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세겨ㅣ 최대의 인터넷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소매시장에서 화장품， 패션 등 

의 점유가 기대된다（허문종， 2014). 

그동안 통관시 애로를 겪던 요인들은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와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 

행정을 위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를 만제하고，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 1난 이 

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혜관세 신창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48 

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여，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하지만， 관세장벽 

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챙력이 높은 중국 상품 유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중 P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경제적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했던 기존 PTA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애측된다． 즉， 품질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가격 경챙력은 높은 중국 

상품의 수입 유통은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주력분야가 대다수 양허제외되어 중국에 기술을 추격할 수 있는 시간 

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해소하기 어려웠던 서비스시장， 통관 및 

인증시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은 완화됨으로써 관세인하와 더불어 중국시장 진출이 다소 수 

월할 것이라는데는 동의하고 있다《엄부영·훙성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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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한 · 중 FTA 쳬결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 

3.1 제주 지역산업 현황 및 수출 구조 

제주지역은 3차 산업비중이 약 80％를 차치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4.1％의 경제셩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15). 이는 내국인 관 

광객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소매， 운수업 등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주경제가 

견인됨으로써 3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기준으로 49,252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약 93％의 사 

업체는 9명 이하의 기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50％가 근무하고 있다． 1차 산업 종사자는 

감소추세이나 2차 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3%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쳬의 규모 또 

한 확대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3>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전년대비， %) 

구 분 
'C石3l 

ㅂ

乙 
2012 2013 2014 

〔｝孔尹 (lmfl) 5.2 49 41 

녹림어업 (13.9) t8 z4 t6 

처陸업 (2리） 꿱16 18.8 1.8 

간실겁 (L7) 1Q1 40 5.1 

서바스업 (嶼〕.0) 50 33 43 

（도매및소매l (8.2) 1.7 47 58 

（운수엡 (4.5) 21.2 10.2 7.8 

（숙빅및음삭쟘겁） (6.1) a5 -1.4 28 

（부동신및임대업） (7.7) 08 a8 a1 
（사겁서바스업） (3.6) 14.9 a8 4.4 

（공핑훤떵및묵벋（ (125) 7.5 45 64 

자료 : 박진호4김민수·강경아《2015), 2014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5년 여간점검， 한국은행졔주본부． 

제주지역은 지역산업을 통해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산 

업통상자원부 선청기준 및 제주지역 자체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표산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5년부터 물응용， 관쾅디지털콘텐츠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풍력．전기차서 

비스산업의 4개 주력산업과 휴양형미케어， 화장품뷰티산업 2개의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 

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의 2009-2012년 연평균 기업체수 성장률은 3.5%, 종사자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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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3.3％에 이르고 있으며， 협력산업의 기업쳬수 성장률은 7.2%, 종사자수 성장률은 

4.4％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주력산업과 협력산업의 경챙력은 청정헬스푸 

드， 휴양형미케어， 물응용 산업은 지역내 산업비중인 집적도가 매우 높아 한·중 FIA 체결 

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1차 산업의 점잔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산업군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대표산업애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는데， 물응용산업과 창정혤스푸드산업의 

특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역 대표산업군들은 긍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뷰티， 관광디지털콘텐츠， 휴양형미케어， 청정헬스푸드산업은 성 

장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테크노파크． 2015) 

수출 역량은 지역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기업활동이 수출에 대한 인식 변화 

로 활성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표 4〉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 4년간 증가율 

이 184.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증가도 2009년 114개사 

에서 2013년 203개사로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50여개의 수출품목에서 약 200여개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 증가는 지역내 고용 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는데， 수출기업의 직접 고용현황은 2011년 숙348명에서 2012년 4.794명， 2013년 

뒤020멍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출은 증가세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출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2％가 증가되었 

고， IT와 CT 등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상품군에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식서 

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가능셩과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4> 제주지역 수출 정책 추진의 주요성과 

（단위 : 백만달러， 개） 

구 분 수출실떡 A-r출기업 쥬출품목 수출국가 
姃】英） 261.3 114 58 一「 
3)1 0 

（전년ㅂ IS7읕) 
248.3 

(3a3%) 
12), 

(5.柳 ) 
以〕 , 

(55236) 
33

6.5%) 
3)fl 

（전년ㅂ IS7읕) 
』410.8 
(1 /2씨 

(157
(332%) 

一1（끄 , 
罔.1%) 

재 
(24.2체 

3)12( 기83니 ,191 	, 167 47 
전년ㅂ匯7읕） ㅁㅂ076) (Z기／냇편） (b3.z无l 이4.6% 

없기3 
（전년ㅂ匯7뭍) 

7432 
(61.5% 

2W
(6376) 

,337 , 
던4.0无） 

55
(1 7.0% 

2014（목표） 333 2聊 55 
4년간증7읕（ t.-_*, 133 184.4 78.1 256.9 77.4 

2W 

자료 : 졔주톡별자치도（2014), 제주 수출 중장기（2015-2021) 계획 제주 수출 3刀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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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따라 수출기업의 판로확대 및 유통망 구축은 기업 성장과 확장에 칙접적 

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도내 기업의 수출 참여 유도를 위한 방법 마련이 시급 

하다． 

하지반， 주요 수출품목은 LED TV의 수출비중이 23.5％로 가장 높고， 활넙치 4.9%, 아 

스팔트액정 2.9%, 모바일메모리 1.5％의 비중으로 지역산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비중이 

높지 않다． 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더욱 시장확대에 주력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자원의 활 

용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들의 수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수출 전략이 시급하다． 

3.2 한 · 중 FTA가 제주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여전히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구 

조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제주는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중국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의 수출은 2012년까지 일본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40％이상의 수출비중을 차 

지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미국 수출 규모가 큰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미국시장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 55개 국가로 수출이 진행되면서（게주특별자 

치도， 2014),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수와 품목수가 많아지게 되어 FTA 체결에 따른 피해 

규모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증국의 생산력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모두 제주와 비교하지 못할 수준으로 경챙력이 높 

기 때문에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시장 

만으로는 지역산업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중 FTA를 통해 제주지역의 주요 생 

산물이 양허제외 되었더라도 가격경챙력이 높은데다 차후 품질수준까지 확보한 다양한 중 

국 농수산물이 수입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수출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표 5> 주요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3 2012 

수출액H圄 수출액b뚬) 주요 수출품목 

4흄촉액 334.4 2W.0 

미 국 19〕．이57.c쟈 19.6(9.% 
활넙치 L묘：) 평판 Iv Z＝귤 건조즌굴 건조김치 紇 

물 툉분말）, 모바일메모리， 테디버l거인형 

일 본 α3.2( 19.8%) 91 .cX45.5% 
활넙치 백합 심비ㄷ움 양배屎， ㅍI뙤카 초콜릿． z＝隱굴 

농축액 먹는물 소라 막걸리 화짇픔， 쯔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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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24.47.% 20.1(10.1% 
화짇풍 유자차 등 ㅊ류 소주 냉동고등어， 찐톳 아스팔 
트？韆. 폐비닐 

대 만 11.8(3.5%) 1&5(9.% 잉）카屎 도바일머L모리， 넙치 아스꾈瞳액정 

흥 콩 LuX1.% 7.2(3.% 
초콜릿 건하毓 7D. D 	호隧뭄 모바일머匡ㄹl 디지털셋톱 
U LA. 
ㄱ→ 

라＆마 a6(1.1%) 2.2(1.1%) 7＝딜 백합 
싱7旺르 2.6(0.8%) 1.4(0.7%) 녹차 2= 먹는물 디젤언F인 , 

인도너l人）가 2.1(0.6%) 0.1(0.1% 므쑨ㅌ물 디지럴섯囑빅스 

영 국 1.毓0.5%) 15.6(72%) 감귤 
베마수엘라 18(0.5%) 44(2.2%) 디짙r건r진 

버峰남 1.5(Q4%) 1 .7(0.8'/o) 먹는물 다헬언「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수줄 중장기（20 15-202 1) 계획 제주 수출 3.0 플랜． 

한·중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주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두었던 농수산업 

분야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1차산업의 쳬질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에 

중점을 둠에 따라 제주도가 요구해온 감귤，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무， 

넙치류， 갈치， 조기 등 총 11개 품목의 양허제외가 결정되었다． 

한·중 FTA가 쳬결되기 이전 고성보·송병호·박창현（2012）의 연구에서는 한·중 VITA 발 

효 후 제주지역의 감귤생산은 15년간 1조3,603억원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발효 후 15년차인 2028년에는 2011년과 비교했을때 재배먼적이 3,200ha 감소하고， 

생산량은 6만 5,800톤 감소하며， 자급률도 l9.2%p 감소함으로써 실질조수입이 3,111억 

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예측은 감귤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제외 

됐지만， 중국의 농산물 섕산비가 낮아 관세 영향이 매우 작은 품목들도 있어 점진적으로 

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 옥돔， 소라， 톳 등 6개 품목도 양허제외 

됐지만，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라 대체 가능한 품목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관광산업 분야는 한·중 VITA 쳬결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통 

해 제주 지역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한중 VITA 쳬결 이후의 유망품목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가공식품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로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TRA, 2014). 따라서 관광산업과 밀접한 휴양형 미케어， 관광디 

지털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고급 소비재 선호에 따른 향장품， 물응용상품， 웰빙 욕구에 

적합한 청정혤스푸드 등의 산업과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가 낮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아직 

중국 내 한국산 음식료 제품의 입지는 1% 미만으로 매우 작은 편이나， 고급스러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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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포지셔닝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하나금융그룹， 2014). 

하지만， 제주 지역내 기업의 규모 및 유통 수준이 내수 중심으로 시장성이 있는 상품 

개발이나 FTA 활용에 적극성을 보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제주기업과 같이 노동집약적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주 농산물 등의 자원이 

양허게외 되었더라도 저가의 중국산 상품이 유입된다먼 대체위험성이 높다．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산업 역시도 제주의 농수산 자원을 활용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므로 장기 

적으로 지역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한계에 칙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중 FTA 등 우리나라의 강제성장과 상품경챙력 향상을 위한 PTA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주지역 수출기업들의 FTA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다． 제주상공회의 

소 (2014）의 제주지역 수출기업 및 수출예비기업 101개 사업쳬를 대상으로 FTA 인지도 

조사 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으며， VITA 활용 살적도 13개 사업체에서 

만 활용한 걋으로 조사되어 PTA에 대해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PTA 미활용 요인 

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PTA 정보부족（54.2%), VITA 미체결국가로의 수출로 인 

한 필요성 부재 (16.7%）의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다 필요하더 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응답업체들은 수입통관 과정 

에서의 절차가 수월해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품과의 내수시장 경챙심화（47.9%）로 판매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 및 수출예비기업의 한중 VITA에 대한 인식 저하 

로 경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PTA 쳬걀 영향에 대한 이해와 공 

감대를 형성하고 대응방안을 기업이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수준으 

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게주지역 기업의 VI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지역자원 및 상품의 열위에도 불 

구하고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 

6＞과 같이 기회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수산업은 점잔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 소비자의 웰빙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증가함으로써 자국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품질 경챙력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및 유기농 등의 고급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은 중국의 정책적 부동산시장 익제나 근거리 유학에 대한 교육열로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 

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인의 투명한 투자와 교육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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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중 FTA 쳬결에 따른 제주지역 산업의 기회요인 

구 분 7隊l요인 

놈수산겁 

웰빙과 안전게 대한 와식 증가 

삭생활의 쟐적 추구 

자국 농수신물에 대한 신뢰 지하 

친퇀경 및 유7닙에 대한 수요 증대 

서바스신업 

부동산入땀 억저隧l촌匹？로 해匡l시짇에 관심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근거리 하l외 유학 

4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챕El 차택C로 저屎 츤픔의 

온라긴 핀매 활성화 

쭤嵋 

묾용 

. 인무고령호扈 메디컬 음료 헬스음료 등의 짐재욕구 존재 

갸_성 물을 응용한 테라피 등 건강 관리 욕구 충족 

슨품 懸로의 우수셩을 ㅂK勢게 둔 구매와사결정이 커짐 

관광디지籬텐츠 

소득 및 소바수준이 높아짇HI 	여가와 레다냉활 증가 

가격 중삼게서 품질 및 차쇨화 중심으로 구매요인의 변화 

행복 및 삶의 잘적 가선 위한 문화생활 추구 

청정헬쑈무드 중수用 겨隱이 획대로 청정이미지 흴용한 고급 스푿 선호 

풍력 . 전7 차서바스 
신쌩장 동력 신업 육성과 환경보호 괸련 신업의 킁오성 

전가지隱ㅊ 증다I 	l 태얌광 풍력서바스 등 에너지 곤燈 

분야의 진출 7 더 증가 

a 력
업 

휴양형미커卜거 
4 화장 경험 없는 여싱과 □隱oㅔ 관싣燈굿는 남성 人땀의 

잠새력 높음 

힌국산 향짇픔과 마용 상품Cㅔ 대한 욕구가 큼 

우수한 자견횐경을 기빈FO로 ㅎ隧 관광 휴양과 으扈 □ 隱 
화짇픔뷰타신업 

향짇묻인삑 융복합으로 싣품 연가성 높음 

쩌嵋

1-0 

자료 : 김부용（2013),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특 

별자치도·（재）제주테크노파크（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한국무역협회 

(2014), Trade Brief 제79호를 참고하여 재구성． 

특히 중국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와 소득 증대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의 확장은 중산층의 

확대를 동반하먼서 이들이 핵심소비 계층으로 역할을 하게 될 걋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상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거나 고급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용， 2013). 

,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회요인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메디컬 기능이 포함 

된 물응용산업이나 청정혤스푸드산업에서 원료의 친환경성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프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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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상품으로쩌 브랜드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의 관광 및 레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먼서 제주의 문화를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은 휴양형미케어산업과 화장품뷰티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 

반으로 하는 향장품， 휴양， 의료， 미용간의 상품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청정 관광도시로서 

의 컨셉을 확보함으로써 한·중 m['A 쳬걀에 따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14년 12월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을 샬정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 회의인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경저l 뉴노멀（new normaL）을 의미 하 

는 신창타이（新常態）가 중국경제 정책의 기준으로 부상하였다． 이를 실천하고 중국경제의 

단계별 발전 특성에 따라 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9개 분야와 8개의 중점사항 

이 제시되었다（한국무역협회， 2014). 

＜표 7> 경제발전 신창타이（新．戀態） 주요 내용 

9개 분야 	 주요나용 	 S대중찧贈 

소바수요 7隧톼 다믿확 소비가 주류 
가7侶沮 민족 

투쟈수요 	신7旨 쒼咫품 신겁종 신ㅂ匹Lㅗ스모덜뻬 투자기회 승가 	· ㅅ隧과소비심리 분석 

수췰국저際지 쟤隱우우의변화고；I 수입및규모 82I 동시발생 	．숯F1I 蔘 E호길톼 

생산능력 	신隱신업 서바스업， 소형기업 획대도仁교 생산 소형화 T능화 전 기업가재능발휘 

／신H겁조직방식 문화가신업조직 방식의 새로운특징 	’교뉵동한 인력ㅈ싼긱 

생신⑨소싣〔膠위 o余勸 OO I 얇빌결믄의경저國가줄연서인력「틴 譚화건설즌慟 

」 과학7숱 진보 및 혁신 
ㅅ징강쟁 특징 ㅅ짐경쟁의 점진적 질턍화 차켤화 무묜돋로 변화 

환경소모 발전의 한계 도딜［ 빈陣시 녹샥더틴旺 순횐발전의 새로 

운 방식으로 추진  

剖H험은 총처降l으로 제거 1늠하斗 과대차깁 및 ㅂ催로 인한 

7똥 위함은 일정가간 ㅈ胃  

생신꽈깅 전면 하l소와 」，雁l人l스템 통한 미래 신업발전 빙향 모색 

자원환경 저뺨 

경저위험 

누적과 해l소 

차원바隧」 

／거；ㅅ口드정 

자료 : 중앙경제공작회의공보 내용을 정리한 한국무역협회（2014), Trade Brief 제79호를 인용． 

제주지역의 중국시장 친입도 산업구조의 균형을 위해 신흥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중국내 강게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중 VITA의 활용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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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주 지역산업의 한 , 중 FTA 대응 방안 

4.1 중국시장 진출 기회로 인식 전환 

한·중 mPA의 발효로 지역자원은 보호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중국산 수입 상 

품으로 인해 가격 경챙력이 약화될 것임으로 자원 보호에 대한 의미는 미약하다． 이를 해 

소하기 위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집중하여 특화된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와의 FTA가 이미 쳬갈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체결국이 

확대될 것이므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중국내 친출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잠재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에 적합한 상품 생산을 위해 중국시장 환경 

분석을 수시로 진행하여 트렌드에 맞춘 상품 개발 기회로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주 지역산업 부문에 있어서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연계를 강화시 

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략이 시급하다． 개방된 품목 중 주력 수출 품목이 아니더라도 

제주지역예서 생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수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 상품 자체의 품질력도 인정받아야 하지 

만 이에 수반되는 디자인， 문화컨텐츠의 접목 등에서 차별적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수출기업 정책도 다각적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콴련 제도를 확인하여 FTA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 

야： 한다（엄부영．홍성철， 2014). 

4.2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체질전환과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제주지역 1차산업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는 했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간접피해와 대쳬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산업과 같은 제주지역 주요 핵심산업은 내수 중심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고， 감귤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시에도 상품력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차 산업을 통한 고품질 농수산물에 대한 중국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이를 만 

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 

그동안 감귤산업에 대한 고민과 위기시 대책은 자치단쳬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생산 

자의 역할이 모호하고 지자체에 의존적인 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감귤 재 

배 기술의 산진화를 도모하고，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며， 유통시스템도 신선함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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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성보·송병호．박창현， 2012). 

중국 감귤의 당도는 쳬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종류가 많아 제주 감귤 보다 

소비자 욕구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다． 감귤을 비롯한 핵심산업은 농수산물을 원물로 수 

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가공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잠재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되어야만 경챙력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이 농수산업 외에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가능한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문화컨텐츠 상품의 중국 진입이 활성화 될 여건이 마련되었으므로 IT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지삭서비스 기반 산업에의 집중이 필요하다． 

비자 면제 치역으로서 서비스와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걋으로 기대된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중국과의 합자가 

가능해질 갓이므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충 FTA애서는 중국 VI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함으로써 전자적 전송 

에 대한 무관세 관행유지를 망시적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등 

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은 향장품류， 청정친환경식 

품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시장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하 

나금융그룹， 2014). 

4.3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중국시장 진출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인식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어려움 

을 겪었으나， 한．중 VITA 쳬결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 시키는 조항을 명시하여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출시 한중VITA 기준에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여 상품 제조 계획단계에 

서부터 중국에서 원하는 원재료 비율로 구성되어야 PTA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자국 

제품의 보호를 위한 개별 상품의 유입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한·중 

FTA 활용이 중국 수출을 수월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제주 지역상품의 질과 상 

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 VITA 활용을 통한 중국 수출을 활셩화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체계 

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수출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기관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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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아 지원 이후의 성과 창출에 대해 수혜기업이 졔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수출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이 대다수이므로， 도내 영세한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 

다． 수출계획이 전략적으로 추진되도록 수출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증명 발급 등 한·중 

P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수출지원사업에 있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사업의 적용은 성과창출에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수출 기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중 

국 수출을 위한 진입과 관련된 해외마케팅은 품목과 중국내 수출 대상 지역에 따라 체계 

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시장 욕구에 적합한 상품이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가능한 업쳬를 확대하고， 수출 전문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들이 수출시 애로를 감소시키고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수출을 대행해 주거나 컨살팅해줄 수 있는 수출 지원 전문기업의 육성도 절실하다． 

특히 FTA 쳬결 국가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다양한 규정으로 중소규모의 수출입기업의 

체결국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mPA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PTA 전담 기관애서는 통합적인 수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시스템과 ETA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4.4 제주 친환경 이미지의 브랜드화 

중국 소비자의 자국 상품의 신뢰저하와 중산층 확대에 따른 고급 상품의 수요에 따라 

제주산 상품의 친환경적 이미지로 농수산물 및 상품 수출시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야 한다． 

하지만，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해당 상품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인 

식시키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밖에 없다《이용완·김윤정， 2013). 

이는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국시장에서의 제주 상품의 위상을 스스 

로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주상품은 친환경 자원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리미엄급의 상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어야 가격경챙으로 무장한 중국상품과의 경챙이 가능할 것이다． 프리미엄급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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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확보를 위해 중국시장에서 제주 상품과 제주지역의 청정함에 대한 적극적 매체 노출 

이 이루어져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완·김윤정（2014）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 노출 효과에 따 

른 원산지이미지는 제품이미지와 제품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매체 노출이 제주 상품의 이미지 강화와 재구매 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주 수출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매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로 포지셔닝하여 제주산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내 주요 표적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한 광고매체 산정 

과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쳐야 한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의 기준도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따른 산뢰를 보유해야 한다． 

4.5 지역 기업의 규모 확대로 한－중FTA 활용 가능성 증대 

제주기업들은 매우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국 시장 친출을 위해 VITA의 활용이 쉽지 

않다． 영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VITA 협약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호트중VITA는 제주 기업과 같이 규모가 제한적인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제주기업의 규모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품목 및 

산업군의 동일성애 있어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업간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도내 기업들간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도외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씨 d너구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품질 

상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중국시장 욕구에 적합한 상품 R&D, 공동마케팅 

과 함께 중국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산학연 융합이 가능한 단지를 개발하여 도외 기업의 유치를 퉁한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제주지역 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 인 기반 구축과 이전기업과 융합가능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특히 한중VITA 체결로 소공인의 소상인화가 예측되고 있ㅇ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 

상공인의 글로벌화가 되어야 한다． 소규모 첨포단위로 운영되어서는 대응이 불가능할 것 

이므로 시장이나 협회 수준으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엄부영· 

홍성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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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화 품목 개발과 상품군의 다변화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입 구조는 산업과 산업간 교역 위주였으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아지면서 하나의 산업군 내 품목에 대한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영귀 외， 2014). 산 

업군내 품목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간 유사한 품목이 많이 생기고 있어 수출상품에 대한 

차별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자동차나 철강 등 한－중FTA 체걀로 수익이 에상되는 산업을 수행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가 지역산업으로 추진중인 산업군 내에서 특화된 품목을 도출함 

으로써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특화 상품은 관광산업과도 연계하여 수출뿐만 아니라 입 

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수출국과 수출품목은 아직 제한적으로 소수 기업의 수출기여도가 매우 높은 

구조이다． 수출국의 다변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편중되고 있어 품질 외에 상품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안전성， 이미지 등에서 탁월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졔주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품범위가 매우 작다． 자원과 문화， 자원과 산업 등 여러 부문을 결합시켜 도출 

할 수 있는 상품의 수를 확대할 수 있어야 어느 시장에서는 제주 상품의 존개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제주지역에서는 한충 ViTA 이전까지 체결된 VITA의 체감효과는 미미했으나， 한중 

PTA는 제주가 핵심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던 산업군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고있다． 하지 

만， 아직 한·중 VITA에 대한 피해규모와 기회요인이 명확하게 분석되지 못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수출기업 및 수출예비기업이 

PTA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 취득 

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VITA가 제주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써 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회요인을 통한 한중 PTA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은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이미지의 구축을 통해 제주 상품에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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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중국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 

여 중국시장 내에서의 대응이 쉽지 않고， 전략적 대표 수출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 

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 

한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가 미흡한데 따른 물류비의 과다 부담과 해외시장 대응 역량의 

부족 등은 한．중 VITA가 제공하는 기회요인 조차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VITA의 활용이나 수출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나， VITA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속적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주요 

핵심산업인 농수산업의 친환경 이미지로써 품질 수준 향장을 통한 상품력 확보가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과 지역산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게주지역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챙력을 확보한 상품으로써 FTA의 활용도를 높여 중국 시장을 산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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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경제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FIA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제주 역시도 한·중 FTA 쳬결은 감귤을 증 

심으로 하는 핵심자원이 양허제외 되었으나， 대응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가격경챙력 

이 높은 중국 대체 상픔의 유입에는 글로벌 경챙뿐만 아니라 지역내 경챙에서조차 위치를 

점하기가 어랍게 될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기업은 소규모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약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만 VITA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챙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산업인 농수산업의 친환경 및 유기농 상품화를 통해 프리미엄급 상 

품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다양한 품목의 개발 

과 문화컨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한·중 FTA에 대응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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