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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및 역사적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교역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FTA

에 포함되어 있는 역외가공조항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거의 모든 FTA에 개성공단과 그 외 

역외 공업지구의 운영과 이를 활용한 수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도입해왔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FTA내 역외가공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분류

별 한계점들을 확인한다. 나아가 미래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를 고려하여 미래 신규 협정에서의 역외가공조

항 도입 방식과 기존 규범들의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 또한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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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무역(貿易)과 통상(通商)은 유

사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혼용(混用)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정의 상 비교적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안덕근(2021)의 설명

처럼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일부 원서에서 국

제통상을 영문으로 international com-

merce라고 표기하고 국제무역은 여전히 in-

ternational trade로 번역하면서도 통상과 

무역 사이에 어휘적 차이를 구분 짓는 관행도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1 예를 들어 이정

세·손상기(2021)는 전자에 대해 한 국가의 

상품을 타 국가로 매매나 교환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 내리며 international trade라고 설

명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무역과 연관되어 국

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법·제도, 사회·정

치·외교 등 비경제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

룰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며 international 

commerce라고 부연했다.2 이는 앞서 박종

수(2007)가 무역정책은 trade policy로 통

상정책은 trade and commerce policy로 

서술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

다.3 

결론적으로 무역이 보다 경제친화적인 용

어라면 통상은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외교·

협상 등 사회친화적 요소들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 국내 학과나 전공 운영 과정 초기에는 

무역학, 국제경제학이 주요 관련 분야로 인

정되었던 사실,4 그러나 최광의(最廣義)의 개

념으로 볼 때 통상은 그 학문적 대상 및 범

위로써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투자와 같

은 경제학적 내용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국

제정치경제, 국제법, 국제통상규범, 국제지

역학, 국제정치외교, 국제협상 등까지도 폭

넓게 아우른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5 

무역과 통상의 의미와 해석이 다른 것과 

같이 무역정책과 통상정책 사이에도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한다. 무역의 정의에 따라 무

역정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

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테면 국내

산업의 보호나 국제수지의 개선, 국내고용의 

증대와 국내물가 안정, 경제성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적 후생수준 향상 등이 대

표적이다.6 반면, 통상정책은 그보다 넓은 

범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정영진·이재민(2012)이 인용한 존 스

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지적 및 도

덕적 효과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중략) 경제

1 안덕근, “국제통상 연구의 학제적·융합적 발전”, 박철희(편), 「한국의 현 주소와 국제학·지역학의 심화」(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p.160. 본 고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명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도 Commerce라는 
표현은 드문데, 예를 들어 수많은 교재들이 International Trade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데 반해 International Commerce라는 
제목의 교재는 아마존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국제무역론 분야의 선도적 학자들인 Kyle Bagwell과 Robert 
Staiger가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 1A & 1B (2017, North Holland)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 (eds. by G. Gopinarth, E. Helpman, & K. Rogoff, 2014, North Holland)와는 별도로 
GATT, WTO, FTA 등 주제를 다루는 첨단 연구들을 집대성한 책을 출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또는 무역정책(trade policy)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학원 수준의 무역론 교재로 흔히 사용되는 
『Lectures on International Trade』(1983)나 『Advanced International Trade』(2016) 등이나 최신 연구를 편찬한 『The 
World Trade System: Trends and Challenges』(2016)에서도 International Commerce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정세·손상기, 「국제통상학의 이해」(정독, 2021), pp.5-7.

3 박종수, 「국제통상정책」(백산출판사, 2007), p.21.

4 안덕근, 전게서, p.161.

5 노택환·김진삼·조현정·서민교, 「新국제통상의 이해」(박영사, 2014), pp.18-19.

6 이정세·손상기, 전게서,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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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상회한다”고 한 부분이나7 어윈

(2009)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부분에서 이를 

연계시켜 파악할 수 있다.

(중략)무역이 국가 간 평화를 증진한다는 생각은 오

래전부터 있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와 19세

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했다. 

몽테스키외는 “상호무역을 하는 두 국가는 서로 의

존적이 되기” 때문에 “상업의 자연적 효과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존 스튜어

트 밀도 이 견해를 지지했다. 즉, “상업은 자연적으

로 전쟁을 싫어하는 개인의 이익을 강화하고 배가하

므로 전쟁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든다. 광범위한 

국제무역과 국제무역의 급속한 증가는 세계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인류의 생각, 제도 및 특성이 방해받

지 않고 전진하는 데 대한 중요하고도 항구적인 안

전책이다.” (중략)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은 무역과 

평화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즉,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일부 연구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제적 

교환이 활성화되면 갈등이 억제된다고 결론을 내린

다.”8

이처럼 통상정책은 경제적·사회적 이익 

모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조영정(2016) 

역시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를 나열하며 전술

한 경제적 목표들과 더불어 안정적인 국제관

계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정치외교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9 즉, 통상정책을 통

해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제고시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역상대국과의 관계 또한 우호적

이고 건설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

주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입법 및 사법기능 

마비로 말미암아10 국가 간 통상마찰이 증가

하고 있고 우리 역시 당면한 현안이 적지 않

아 이러한 통상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경제적 유인 못지않게 정치외교나 국가 관

계에서의 평화라는 통상정책에서의 사회적 

목표설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규범 중 하나

가 바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자주 도입되어 남북

한 교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외가

공조항(outward processing scheme)이

다. 안덕근·박정준(2014)의 언급처럼 “남북

한 간 교역은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부분”으로11 비록 지금은 중

단된 상태이지만 그 전까지 남북 경제교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개성공단에 있어 이 

조항은 가장 중요한 통상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역외가공조항은 흔히 “원산지

를 생산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규정하는 것

에 대한 예외(an exception to the terri-

tory principle)”로써12 이를 잘만 활용하면 

7 정영진·이재민,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박영사, 2012), p.10. 본 고에서 인용한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economic benefits of commerce are surpassed in importance by those of its effects which are intellectual 
and moral.

8 더글라스 어윈, 최낙일·최용재(편), 「공격받는 자유무역」(시그마북스, 2012), p.73.

9 조영정, 「무역정책」(박영사, 2016), pp.5-9.

10 WTO는 2001년 다자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를 출범시킨 이후 회원국 간 의견 차, 
보수적인 의사결정방식 등을 이유로 2021년 말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 또한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 역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AB)에 대한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 반대 의사로 인해 상설 7명인 조직이 현재 전원 공석으로 2심의 사법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11 안덕근·박정준,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4호(2014),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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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토에 위치한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노

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상품일지라도 최종적

으로는 남한산으로 표시하여 수출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FTA에서 

활용할 경우 저율관세나 무관세 등 협정 상 

각종 특혜를 요구할 수도 있다.13

대내외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수단을 스

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히 경제적 교류

와 제재가 국가 간 관계에 가장 효과적인 정

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런데 우

리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제재 사례에

서 이를 학습해온 바 있다. 따라서 비록 공

단이 멈춰 선 지금도 우리가 무역정책이 아

니라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성공단 및 

역외가공조항은 협상과정에서 항상 고려하

고 더 나은 규범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

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에 도입되어 

있는 역외가공조항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먼

저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파악한다. 이

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 FTA 조항을 개

정하거나 신규 협정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일별하고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모색한다.

Ⅱ.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황과 
주요 내용 분석

우리나라의 모든 FTA에는 기본적으로 역

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04년 

발효한 첫 협정인 한-칠레 FTA는 예외이다. 

유독 동 협정에서만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역외가공조항이 부재한 것은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협정의 발효와 개성공단의 운영이라

는 두 시점을 비교하면 일부나마 추측이 가

능하다. 2003년 착공한 개성공단에서 처음 

제품을 생산한 것은 2004년 12월인데14 한

-칠레 FTA의 경우 1999년 12월 칠레 산티

아고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타결, 

2003년 서명되고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

다.15 이는 개성공단 운영보다 8개월 여 앞

선 시기이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협

상 당시 개성공단과 역외가공조항을 고려했

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칠

레 FTA를 제외하고는 2021년 1월 1일 발효

된 가장 최근의 한-영 FTA까지 16개 협정 

모두에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하고 있다.16

이와 같은 FTA 상 역외가공조항은 다음

의 <표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만을 한정하

여 남한산으로 인정해주고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인 개성공단 한정 방식과 그 인정 범위

가 지리적으로 더 포괄적인 개성공단 플러스 

12 Norio Komuro,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9), p.9.

13 Ibid.,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본 고에서 설명한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cheme permits the exporting Party to 
manufacture goods using a non-Party’s labour in the mids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claim preferences 
for the final goods to the importing Party. Under the scheme, final goods ex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need 
not be manufactured without interruption in the exporting Party’s territory.

14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2.

15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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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효·서명시기 협정명 협정상대국 역외가공조항

1 2004.04.01. 한-칠레 FTA 칠레 없음

2 2006.03.02.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플러스

3 2006.09.01. 한-EFTA 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플러스

4 2007.06.01. 한-ASEAN FTA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플러스

5 2010.01.01. 한-인도 CEPA 인도 한정

6
2011.07.01.(잠정)

2015.12.13.(전체)
한-EU FTA EU 27개국 불인정

7 2011.08.01. 한-페루 FTA 페루 한정

8
2012.03.15.

2019.01.01.(개정)
한-미 FTA 미국 불인정

9
2013.05.01.(상품)

2018.08.01.(서비스)
한-터키 FTA 터키 불인정

10 2014.12.12. 한-호주 FTA 호주 불인정

11 2015.01.01. 한-캐나다 FTA 캐나다 불인정

12 2015.12.20. 한-중 FTA 중국 플러스

13 2015.12.20.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불인정

14 2015.12.20. 한-베트남 FTA 베트남 한정

15 2016.07.15. 한-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한정

16
2019.10.01.(부분)

2021.03.01.(전체)
한-중미 FTA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불인정

17 2020.12.18.(서명) 한-인도네시아 CEPA 인도네시아 플러스

18 2021.01.01. 한-영 FTA 영국 불인정

19 2021.10.26.(서명) 한-캄보디아 FTA 캄보디아 한정

참고: 한정(개성공단 한정), 플러스(개성공단 플러스), 불인정(개성공단 불인정)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및 저자 정리

표1 우리나라의 FTA 발효·서명 현황 및 역외가공조항 도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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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그리고 FTA의 발효시점에는 인정해주

지 않고 이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등을 별

도로 개최하고 그 내부에서의 논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개성공단 불인정 또는 

위원회 방식을 말한다. FTA별 도입 현황과 

주요 내용은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한다.

1. 개성공단 한정 방식

FTA 내 역외가공조항에서의 개성공단 한

정 방식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남

한산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단에서

의 역외가공을 허용하면서도 그 내용이 비교

적 제한적인 형태를 말한다.17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이미 발효된 상태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

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과 한

-페루 FTA, 한-베트남 FTA 그리고 한-콜롬

비아 FTA와 서명까지 마친 한-캄보디아 

FTA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일괄하여 한정방

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표2>에서처럼 조

금씩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 상술하고자 한

다.18

개성공단에 한정하여 남한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FTA 중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협정은 2010년 발효된 한국과 인도 간 

CEPA이다.19 본 협정은 제3장 원산지규정

의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 부속서3-나

(영역원칙의 예외), 부록3-나-1(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교환각서

(개성공업단지)와 교환각서에 첨부된 개성공

업단지 지도를 통해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

공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한편 인정해주

고 있다. 개성공단 한정 방식으로 역외가공

을 인정해주고 있는 FTA 중 조항이 가장 상

세하게 도입되어 있다. 특히 교환각서에 포

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은 법적으

로 인증되고 이 서한에 첨부된 지도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9.9km2 지역에서 작업 또

는 공정을 거친 상품에 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발급기관이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와 부

속서3-나(영역원칙의 예외)에 따라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중략)20

특히 주목할 점은 위 서한에서 언급된 것

처럼 한-인도 CEPA가 전체 FTA 중 유일하

게 교환각서에 물리적인 지도까지 첨부하며 

남한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생산지로써 개성

공단의 지리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1 또한, 부록을 통해 채소·

과실·견과류, 모피와 인조모피, 의류와 그 

부속품 등 HS코드 6단위 기준 108개 상품

의 품목표도 포함하고 있다.22

지도의 포함유무만 다를 뿐 한-페루 FTA

도 전술한 한-인도 CEPA와 유사하다. 해당 

17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3.

18 Ibid., pp.162-163.

19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20 Ibid., 한-인도 CEPA 협정문

21 Jeongjoon Park, “The Evolution of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Korea’s FTAs: The Cas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Korea-ASEAN and Korea-Vietnam FT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3, 
Number 1, (2016), p.104.

22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 CEP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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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역시 제3장 원산지 규정의 제3.15조

(영역 원칙)의 제3항과23 부속서3나(영역 원

칙의 예외)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하

여 남한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다.24 다만 아

래 발췌한 제1조 내용에서처럼 개성을 의미

하는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를 본선인도가

격(Free On Board, FOB) 기준 40%를 초

과할 수 없게 한 점은 한-인도 CEPA와 동

일하다.25 품목 역시 구체적인 상품 목록을 

첨부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총 100개로 

앞선 사례보다 적은 수량이다.26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

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

업지구로 수출되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 그곳에서 수행된 공정 및 처리는 대

한민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7

한-콜롬비아 FTA 역시 한-페루 FTA와 

23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페루 FTA 협정문.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3나에 열거된 상품은 그러한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공정 및 처리를 거쳤더라도 부속서3나
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4 Ibid.
25 Ibid.
26 Ibid.
27 Ibid., 해당 협정문에서는 각주를 통해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수송비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순번 협정명(근거조항) 주요 내용

1
한-인도 CEPA

(제3.14조)

- 개성공업단지 9.9km2 지역 명문화(교환각서)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8개 품목(부록3-나-1)

2
한-페루 FTA

(제3.15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부속서3나)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3
한-베트남 FTA

(제3.5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제3.5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4
한-콜롬비아 FTA

(제3.16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부속서3-나)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5
한-캄보디아 FTA

(제3.5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제3.5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출처: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3., FTA별 협정문 및 저자 정리

표2 개성공단 한정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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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을 각각 제3장 원산지 규정 하 

제3.16조(영역 원칙)의 제3항, 부속서3-나

(영역 원칙의 예외)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비

원산지 투입의 가치 제한 역시 같다. 품목 

수 역시 우리나라와 페루 간 FTA에서처럼 

특정 상품 100개로 구성된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28

한-베트남 FTA와 2021년 10월 서명한 

한-캄보디아 FTA의 역외가공조항은 공통적

으로 제3.5조(특정 상품의 취급)에서 개성공

업지구를 특정하고 있고 일례로 후자의 조항

을 이하에 발췌한다.29

(중략)특정 상품은 한반도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에

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

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진 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

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속

서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30

그 외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와 관련된 

세칙이나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100개의 

특정상품을 규정하여 목록화 한 부분은 다른 

협정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31

2.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은 개성공단 한정 방

식처럼 역외가공을 인정해준다는 점은 같으

나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지역적 요건을 개성

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외의 지역에도 유사 공업지구

를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만 충

족된다면 이 역시 규범 상 협정 당사국을 원

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

식의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FTA로는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중 FTA와 함께 2020년 12월 서명

한 한-인도네시아 CEPA가 있다.32

먼저 한-싱가포르 FTA는 제4장 원산지 

규칙의 제4.4조(역외가공) 조항과 부속서4C 

상품목록(134개)을 통해 협정 상 역외가공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개성공단 한정 방식의 

FTA들과는 달리 개성공업단지 또는 개성공

업지구를 직접적으로나 구체적인 생산지역

으로 기술하지는 않고 있다.33 더불어 제4.3

조(특정 상품의 취급)에서는 부속서4B에 열

거된 상품(4,624개)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만약 개성공단 등 역외

지역에서 공정을 거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 

최종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남한산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추가적 여지 또한 발견된

다.34 그리고 이와 같은 역외가공에 대한 제

4.3조 및 제4.4조의 이중적 적용 가능성은 

부속서4B 제1절 상품목록에 이은 제2절 제2

항이 “제1절에 열거된 상품은 개성공단과 한

28 Ibid.,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29 Ibid., 한-베트남 FTA,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30 Ibid.,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31 Ibid.
32 Ibid.
33 Ibid.,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34 Ibid., 제4.3조 조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4.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부속서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재
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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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된다”고35 한 부분에서도 재확인

이 가능하다.

제4.4조

역외가공

1. (중략)부속서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

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

된 경우라도 다음에 부합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본다.

가. 제2항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

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이고,

다.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

히 획득 또는 생산 되거나 제4.16조의 불인

정 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치고,

라.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

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마.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그리고

바.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

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가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

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36

한-EFTA FTA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속서I의 제1부 원산지 

규정 하 제3절 영역요건의 제13조(영역원칙

의 면제)에서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역외가공

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37 해당 조항

에 따르면 개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언

급은 없고 부록 4에 규정된 조건 충족만 성립

될 경우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38 당 

협정의 부록에 HS코드 6단위 기준, 구체적으

로 나열된 품목은 플라스틱, 의류, 유리, 철강, 

시계 및 잡품 등 총 278개이다.39

다음으로 한-중 FTA의 경우 제3.3조(특

정 상품의 취급)를 통하여 역외가공에 대한 

개성공단 플러스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이미 설명한 다른 FTA들의 경우처럼 

단순 원산지 인정에 요구되는 비원산지 및 

당사국 재료의 투입 가치에 대한 구체적 비

율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추가에 대한 내용

까지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40 사실상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확장성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협정인 것인데 한 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지리적, 정치

적, 경제적 관계가 깊은 중국 역시 북한 지

역에서의 역외가공을 고려하고 도입된 조항

35 Ibid.
36 Ibid.
37 Ibid., 한-EFTA FTA 협정문

38 Ibid., 제13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영역원칙의 면제 (중략)부록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9 Ibid.
40 Ibid., 한-중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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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배경이라 할 것이

다.41 한-중 FTA의 제3.3조는 아래와 같다.

제3.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중략)양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이하 “역외가공

지역”이라 한다)에서, 부속서3-나에 열거되고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작업 또는 가

공을 수행하고, 이후에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

출을 위하여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상품은 다

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2.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이 조의 제1항의 이행점검

나. 공동위원회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활동 보

고 및 필요시 공동위원회에 권고사항 제공

다. 기존 역외가공지역의 확대와 추가 역외가공

지역 검토 및 지정,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논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서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관련 조들은 이 조

의 제1항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

을 가하여 적용된다.42

비원산지 재료와 당사국 수출 재료의 가치

가 각각 40퍼센트, 60퍼센트로 규정된 부분

이나 부속서를 통해 상품 목록(310개)을 추

가한 것은 다른 협정들과 유사하여 특별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43 주목할 부

분은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의 다호에서 말

하는 역외가공지역의 정의와 범위이다. 협정

에서도 이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보다 자세

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제1조 적용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은 한-중 FTA가 서명되기 이전 

시점에 “한반도에 위치하고 한반도에서 운영

되는 기존의 산업단지 지역으로 한정”한

다.44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상 역외가

공은 개성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제2항 다호의 역외가공지역 

관련 각주는 다시 “한반도에 있는 공업지역”

을45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전술한 내용을 확

인시켜주는데 또 중요한 점은 이 역외가공지

역이 논의를 통해 충분히 확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이는 한-중 FTA 역외가공조

항의 개성공단 플러스적 요소를 말한다.

2020년 12월 서명된 한-인도네시아 

CEPA는 한-캄보디아 FTA와 마찬가지로 아

직 발효 전이지만 협정문이 공개되어 개성공

단과 관련된 역외가공조항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개성공단 플러스

적 조항을 먼저 도입한 한-ASEAN FTA와 

관련이 깊어 함께 설명한다. 먼저 전자의 경

우는 개성공단산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장 원

산지 규정의 제3.5조(특정상품의 취급)에서 

41 박정준, “한·중 FTA에서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함께하는 FTA」, 통권44호(2016), p.25.

42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중 FTA 협정문

43 Ibid.
44 Ibid.
45 Ibid.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151

다루고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전언한 것과 

같이 한-ASEAN FTA와 관련된 것으로 발췌

하면 이하와 같다.46

1. 특정상품의 취급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47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

속서3의 제6조와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2009년 2월 27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

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그 교환각서

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른 취급의 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은 제

1항에서 언급된 교환각서에 첨부된 상품 목록이

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상기 언급된 상품 목록을 추

가 교환각서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한다.48

위 한-인도네시아 CEPA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서 언급

한 한-ASEAN FTA의 조항과 교환각서 내용

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해당 협정의 부속서3(원산지 규정)의 제6조

(특정상품의 취급)는 “특정상품은 한국과 동

46 Ibid.,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4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란 한-ASEAN FTA를 의미한다.

48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순번 협정명(근거조항) 주요 내용

1
한-싱가포르 FTA

(제4.3조, 제4.4조)

-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 그 외 공업지구 명문화(부속서4B)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완제품 관세가격 기준)

- 원산지 투입 가치 45% 이상(완제품 관세가격 기준)

- 수출 재료 생산자와 완제품 생산자 동일

- 당사국 영토 내 최종 공정

- 특정상품 4,624개 품목(부속서4B)

- 역외가공 134개 품목(부속서4C)

2
한-EFTA FTA

(제13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10~40% 미만(최종상품 공장도 가격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특정 278개 품목(부속서I의 부록4)

3
한-ASEAN FTA

(부속서3 제6조)

- 회원국 영역 밖의 지역 명문화(부속서3 제6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600개 품목(개성공단 관련 대상품목 목록)

4
한-중 FTA

(제3.3조)

- 한반도 명문화(제3.3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310개 품목(부속서3-나)

5
한-인도네시아 CEPA

(제3.5조)
- 한-ASEAN FTA와 동일(제3.5조)

출처: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5., FTA별 협정문, 교환각서 및 저자 정리

표3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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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영역 밖의 지역

에서(중략)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그 생산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

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된다”고49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2월 27일자 교환각서는 그 정식 명칭이 “대

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의 제6조에 대한 교환

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으로50 이를 

종합하면 즉 한-ASEAN FTA는 역외가공지

역으로 사실 상 개성공단을 특정하지만 이러

한 내용을 담은 교환각서에 앞서 협정 자체

에서는 우리나라와 ASEAN 영역 밖까지 그 

지역의 확대 해석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개성을 포함 협정 당사국 

역외에서 일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일정 조

건만 맞으면 특정 품목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

론 이 협정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통합하여 

일원화한 한-인도네시아 CEPA 역시 역외가

공과 관련된 내용은 같다는 의미가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ASEAN FTA 당시 10

개 회원국이 각각 100개의 개성공단 관련 대

상품목 목록을 지정했던 바 있는데51 한-인도

네시아 CEPA 역시 제3.5조 제2항에서처럼 이

를 그대로 통합했으므로 100개 품목이 역외가

공 인정 대상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52

3.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그런가하면 한-EU FTA와 한-미 FTA 등

을 포함하여 전체 협정 기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역외가공조항 형태는 발효 시점

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남한산 또는 

역내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불인정 방식으

로 위원회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53 이러

한 방식이 위원회 방식으로 명명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개성공단

산 상품에 대해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

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설치를 

통해 관련 논의의 검토를 담보하기 때문이

다.54

먼저 한-EU FTA의 경우 협정 내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

정서’ 내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

회)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55 그 골

자는 협정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

회를 구성, 발효 1주년 때 회합토록 하고 이

후 매년 최소 1회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기 어느 때에나 개최하여 이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

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56 위원

회는 이어지는 제3조에 따라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하는데 이 때 위원회가 

49 Ibid., 한-ASEAN FTA 협정문

50 외교부, https://mofa.go.kr/,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부속서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

51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ASEAN FTA 협정문

52 Ibid.,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53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p.163-164.

54 Ibid., p.164.

55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EU FTA 협정문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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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기준에 그 지역이 부합한지 여부와 원

산지 인정을 위한 투입 가치 등의 한도를 설

정하도록 하고 있다.57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

의 내용이 갖는 모호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역외가공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상 유럽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터키, 

영국과의 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인 

한-터키 협정은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

차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

공지역),58 후자는 한-EU FTA와 동일한 제

목의 의정서 내 역시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

공지역 위원회)에서 같은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59 한국과 캐나다 간 FTA에서는 제20

장 제도 규정 및 행정 아래 부속서20-나(한

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동일 내용을 

법규화하고 있는데 역시 내용은 같게 도입되

어 있다.60

한-호주 FTA는 아래와 같이 제3.13조(한

반도 역외가공지역)를 도입하여 마치 개성공

단 등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현재

에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부속서3-나

를 통해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

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인정 방식

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61

제3.13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중략)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

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

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

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

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62

한-호주 FTA의 부속서3-나(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의 내용은 한-EU, 한-터키, 

한-영 FTA와 거의 같으나 위원회 소집 시기

를 협정 발효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 후의 소집 역시 매년 최소 2회로 확대한 

것이 차이점이다.63 위원회의 기준 충족 등

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한반도 여건 검토라

는 내용이 있어 모호성이 일부 남아있다. 그

럼에도 제3조에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해 별도 각주를 활

용,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를 특정지

어 언급하면서 지역의 구체성이 가미되었다

고도 볼 수 있다.64 

한-뉴질랜드 FTA는 한-호주 FTA처럼 제

3.15조(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가 후자의 제

3.13조 내용과 같도록 하면서도 부속서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는 다시 

57 Ibid. 구체적으로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58 Ibid., 한-터키 FTA 협정문

59 Ibid., 한-영 FTA 협정문

60 Ibid., 한-캐나다 FTA 협정문

61 Ibid., 한-호주 FTA 협정문

62 Ibid.
63 Ibid.
64 Ibid. 각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중 하나로써 위원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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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협정처럼 위원회 소집 시기를 발효일 

기준 12개월(1년), 매년 최소 1회 또는 협정 

참여국 간 합의하는 때로 했다.65 역외가공

지역 결정 시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 역시 한-EU FTA와 똑같

다.66 한-중미 FTA 역시 한-뉴질랜드 FTA

와 위원회 소집시기는 동일하나 앞서 모호했

던 위원회의 기준 수립에 대해 그 충족 여부

65 Ibid.,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66 Ibid.

순번 협정명(근거조항) 주요 내용

1
한-EU FTA

(부속서4)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역외가공지역 설립 및 개발의 적절성 검토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후보 지역의 위원회 기준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 논의

2
한-미 FTA

(부속서22-나)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역외가공지역 설립 및 개발의 적절성 검토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후보 지역의 위원회 기준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 논의

- 위원회 기준 예시로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에서의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

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북한 경제 외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

3
한-터키 FTA

(부속서4)
- 한-EU FTA와 동일

4
한-호주 FTA

(제3.13조, 부속서3-나)

- 제3.13조(한반도 역외가공지역)와 부속서 동시 도입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역외가공지역 후보지로 개성공업지구 언급

- 발효 6개월, 이후 매년 최소 2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한반도 여건 및 세부 사항 논의

5
한-캐나다 FTA

(부속서20-나)
- 한-EU FTA와 동일

6
한-뉴질랜드 FTA

(제3.15조, 부속서3-나)

- 제3.15조(한반도 역외가공지역)와 부속서 동시 도입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후보 지역의 위원회 기준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 논의

7
한-중미 FTA

(제3.15조, 부속서3-나)

- 제3.15조(역외가공)와 부속서 동시 도입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한반도 여건 검토 및 원산지 지위 결정 위한 기준 수립

8
한-영 FTA

(부속서4)
- 한-EU FTA와 동일

출처: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4., FTA별 협정문 및 저자 정리

표4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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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그에 선행되어야 할 기준 수립을 

명문화 하는 조항이 발견된다.67

한-미 FTA는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중 가

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하 부속서22-나(한반도 역

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마

련해두고 있는데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

발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위원회

의 소집 시기 및 주기, 위원회 수립 기준 충

족 여부와 세부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 

FTA들의 불인정 또는 위원회 방식과 동일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역외가

공조항 방식이 차별화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

은 제3조에서 찾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

적 구역들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

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

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

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

향,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

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

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

고한다.68

동 협정은 상기 조항을 통해 위원회가 수

립한 기준의 일부를 나열하고 있는데, 타 협

정에서 지적되기도 했었던 기준의 모호성이 

이런 구체화 절차를 통해 해소되는 것은 긍

정적인 부분이나 그 내용과 수준이 엄격한 

점은 또 다른 고민을 야기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위원회 방식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가공

지역 내 환경, 노동, 임금, 영업 기준과 관행

이 고루 참고되어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까

다로운 기준을 가진 것은 물론 그 기준이 여

기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기술하며 향후 

얼마든지 그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음까지 

암시하고 있다. 

한-미 FTA를 포함한 이런 위원회 방식이 

미래 역외가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논의에 있

어 가장 기초적인 법적 토대라는 점에서는 긍정

적임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 또한 상존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지나친 

엄격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69

Ⅲ. FTA 역외가공조항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

FTA별로 역외가공조항의 도입 방식이 크

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일부 협정에서는 비

교적 관대하게 인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

다. FTA는 정기적으로 이행 확인 등을 목표

로 분과별 위원회들이 꾸준히 회합하고 필요

한 경우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역외가공

조항에 대한 내용 역시 그 개선점을 미리 일

별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유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

67 Ibid., 한-중미 FTA 협정문

68 Ibid., 한-미 FTA 협정문

69 박정준, “FTA별 개성공단 인정 방식 이해하기”, 「함께하는 FTA」, 통권34호(2015),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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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TA에 포함된 역외가공조항을 통합적으

로 접근하여 몇 가지 한계점들에 대해 나열

해보고 추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개선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1. 지역 및 대상 품목 확대 및 선진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고 

이를 통해 개성에서 생산된 상품이 남한산의 

자격으로 관세 또는 비관세와 관련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

러나 그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공단의 활성화, 우리 진출 기업들

의 이익 증대, 남북한 경제협력 및 이를 통

한 관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향해 

볼 만하다. 이미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을 도

입한 협정에서 역외가공지역의 인정에 대한 

지리적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한-싱가포르 또는 한-중 FTA에서처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역외가공조항의 

중장기적 발전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지역 확대 뿐만 아니라 인정 받는 품목 역

시 그 종류를 늘리고 시의적절하게 선진화하

는 것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개성

공단 한정 방식을 도입한 협정들의 경우 대

부분 100여개 품목만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플러스 방식에서처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의 FTA들은 최소 134개에서 많게는 수

천 개 품목에 대해서도 역외가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크게 제고

시키고 있다. 인정 품목들을 생산 및 가공, 

수출 시점에 맞춰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개성공단의 운영 재개 시기나 입

주 기업들의 성격에 따라 생산되는 품목의 

종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CEPA 제3.5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을 도입하

고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상품 목록을 수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70 실제 한-베

트남 FTA의 경우 기존 한-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인정되는 품목 수는 100개로 

똑같지만 현지 생산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하여 당시 생산 중이거나 추후 생산 가

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반영해 70여개 품목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71

2. 비원산지·원산지 투입가치의 조정

역외지역에서의 가공에 있어 수반되는 비

원산지 투입 가치를 상향화 수 있는 방향 모

색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미 많은 FTA에서 개성공

단 한정 또는 플러스 방식을 도입하면서 개

성으로 대변되는 비원산지의 투입 가치를 

40%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 높은 비율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60% 수준으로 통일되어 있는 우리나라 등 

당사국의 투입비율은 반대로 낮추는 형태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

나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

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미국 

70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71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5.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간 역외가공조항의 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ark, supra note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157

-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 

Canada Agreement, USMCA)으로 개정되

는 과정에서 역내 당사국 투입 비율을 크게 제

고시킨 것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최

근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애시당초 USMCA의 모태라고 할 수 있

는 캐나다-미국자유무역협정(Canada-United 

States FTA, CUSFTA)이나 그 이전의 미국-

캐나다자동차협정(Auto Pact)에서 50% 수준

으로 특정 지역 투입 비율을 용인했던 사례도 

있어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72 따라서 

개성공단 등 역외 투입 가치률을 50%까지 상

향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그 

가치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항을 도입하는 진정한 취지에도 

부합한고 할 것이다. 또한 역내 투입 가치가 

50%로 하향되게 되면 상품의 초기와 마무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역내 기업들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투입 

비율이 60%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 

일부 역내 기업들의 참여율 저하, 경제적 손실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조항의 

구체화 및 간소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조항은 전언

한 것과 같이 개성공단 등을 불인정하는 방

식으로 가능하다면 개성공단 한정이나 플러

스 방식으로 협상되어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FTA 내 관련 조항 중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는 점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불인정 방식을 인정으로 개정해나가기 위해

서는 결국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그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자명한 바 현재 

위원회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간소화하

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호주 협정처럼 위원회 소집 빈도를 늘

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여건이나 위원회 기준이라는 

내용에서 오는 모호성을 해결하고 이를 구체

화하는 것이다. 기준이 구체적일 때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

인데 그렇다고 이를 한-미 FTA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하거나 엄격하게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도 있다. 한국과 미국 간 

협정의 경우 반대로 오히려 그 내용을 간소

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

이다. 현 협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건으로

써 비핵화 진전이나 역외가공지역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은 그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다. 또한 환경, 노동, 임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관행을 국제규범과 비교하

여 참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실성이 부족하

다고 보여진다.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즉 한

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방식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소하

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정, 플러스 방식

으로 유도해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4. 기타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항의 개선 사항이 있다. 가장 대

표적인 것이 인정, 플러스, 불인정 방식에서 

72 박정준·김지원·이정민, “FTA규범을 통한 RVC 강화에 대한 연구: 미국의 자동차 및 관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1권 제4호(2020),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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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이라는 지역의 영문 표기에 대한 정비이

다. 현재 약 7개의 협정에서 개성의 영문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한-인도 CEPA, 한-

페루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캄보디아 FTA 등 한정 방식은 가장 일반

적인 철자인 “Gaeseong”으로 통일되어 있긴 

하지만, 한-인도 협정의 경우 교환각서(“Gae-

seong”)와 지도(“Gaesung”) 상 표기가 다른 

것이 발견된다.73 이어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의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Gaesong”으로 

불인정 방식의 한-호주 FTA는 “Gaesung”

이라고 적혀있어 영문 지역명의 통일성이 결

여되어 있는 상황이다.74 실제 운영에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 교

역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원산지 표기나 

증명 절차에서 충분히 예방가능하고 불필요

한 ‘스파게티보울효과(Spaghetti Effect)’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

해 보았을 때 협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Ⅳ. 결론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약 

46.2%를 일찌감치 도달했고 이는 56.3% 수준

인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시장개방수준과 비

교했을 때 낮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북한

경제가 더 이상 폐쇄적이지만은 않다는 합리

적인 주장이 있다.75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FTA와 개성공단을 연계하고 이

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외가공조항

의 활용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개성공단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남북한 관계 역시 내외부 요인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과거 공단의 성공적인 

역할과 향후 재개 가능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도 신규 FTA에서 역외가공조항을 계속 도입

하는 것은 물론, 기존 협정에서의 조항들은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

해야 한다. 공단이 운영되는 중간에 관련 법

규에 개정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기업들은 일

정 적응 및 과도기간을 맞이할 수 밖에 없

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단의 운영

이 장기 정지되어 있는 지금 역시 이런 논의

를 위한 적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대륙, 수많은 국

가들과의 FTA협상을 해오면서도 개성공단

의 본격 출범 이전에 발효된 칠레와의 협정

을 제외하면 모든 FTA에 역외가공조항을 도

입해 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그 

어떤 나라들의 FTA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FTA내 역외가

공조항과 관련된 고도의 숙련도는 회를 거듭

73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영문)

74 Ibid., 한-싱가포르 FTA, 한-호주 FTA 협정문(영문)

75 Byung-Yeon Kim,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163. 해당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e conclusion from these trade statistics is that North Korea is 
not a closed economy any more. [...] North Korea’s GDP per capita was US$749 in 2013, when its population 
was 24.525 million. These figures yield a North Korean GDP of US$18/38 billion dollars for 2013. Hence, the 
ratio of trade to GDP, which is regarded as an indicator of the openness of a country, stands at 46.2 per cent. 
This is lower than 56.3 per cent, the average opennes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in the same 
year, but the gap is not too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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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이런 규범들을 ‘도입’하는 측면에 보

다 집중되었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축적된 당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나아가 기존 조항들을 

‘발전’시키는 것에도 적극 투입할 필요가 있

다. 수준 높은 규범이 먼저 마련되고 이후에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하

게 되면 그 반대로 여건이 우선 조성되고 뒤

늦게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닦는 경우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FTA 역외가공조

항이 활용될 수 있게 되고 이 때 비로소 이

러한 통상규범의 본질적 취지라고 할 수 있

는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 역

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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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historical dilemma, it is generally perceiv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constantly pursued. In 

the course, inter-Korean trade is believed to be playing a crucial role. From the perspective, 

Korea has introduced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almost all of its FTAs, considering the 

operation of, and the exportation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ultimately aiming at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is study categorizes and 

compares all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the FTAs of Korea. Then, it analyzes the 

merits and demerits to further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eventually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ossible modifications.

Keywords : inter-Korean trade, FTA, Outward Processing Schem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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