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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곽노선 · 임호성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처음 체결한 이후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52개국과 FTA를 맺고 있음
□ FTA 확대는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초래하여 상품 및 서비
스 공급자의 가격설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한 바 물가측면에서
FTA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
ㅇ 관세율 인하 및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수반하는 FTA는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수렴시키는 일물일가
(Law of One Price) 현상을 촉진
⇒ 본고에서는 FTA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OECD 34개
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
(분석 방법)
□ FTA 체결의 국내 물가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품목별 지수
(소분류 기준)를 이용하여 분석
ㅇ 개별품목 가격에서 FTA 효과를 소거한 추정가격*으로 작성된 지
수와 FTA 효과가 旣 반영된 실제가격 지수를 비교 분석
* FTA발효 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품목별 표본외 예측가격 (out-ofsample prediction)을 FTA효과가 소거된 가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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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물가안정화 효과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OECD 34개국으로 구성된 국가패널(기간 : 1980년~2014년) 자료
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분석 결과)
□ 세부품목지수를 이용한 결과 FTA 체결은 최근 10여년간(2004~15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최대 약 0.76%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
* FTA의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는 FTA 이외에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작용도 있
을 수 있어 동 추정치는 하락 효과의 최대치로 이해할 필요

ㅇ 총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FTA의 물가하락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FTA 체결의 물가하락 효과는 국제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무역개방도가 낮은 나라에서 물가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으로 추정
ㅇ OECD 국가 평균적으로는 30여년간(1980~2014년) FTA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는 연평균 약 0.43%p로 추정
(시사점)
□ FTA는 관세율 인하 및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를 비롯한 OECD 국가의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ㅇ FTA는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무역개방의 정도를
질적으로 높여 단순 교역 증대에 비해 물가상승률 하락에 더욱 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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