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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The Effects of FTAs on Intra-Firm Trade of Korean Firms
전봉걸·김은숙·이주용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와 대상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양자간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의 확산이 양국간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은 상당수 이뤄진 반면 우리 기업들의 모기업과 현지법인간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의 완화가 협정체결 이전에 대상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기업 현지
법인의 매출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
*

(주요

□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작성하는
경영분석” 자료(2007~2011년)

결과)

FTA
FTA

*

“해외직접투자

체결 이전에 대상국에 기진출한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경우
체결 이후 제3국매출 및 한국매출이 늘어남*

국내 모기업의 체결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는데, 이는 국내 모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지 않거나, 해외 현지법인이 생
산하는 데 있어 구조적으로 국내 모기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데 기
인했을 가능성

ㅇ 업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FTA가 기존 현지법인의 제
3국매출 및 한국매출 모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업은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가
져온 것으로 나타남
,

문의처: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bgchun@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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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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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기업의 소유지분율별로 살펴보면

,

우리 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한 경우

FTA

가 동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및 한국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내 무역 측면에서 볼 때

FTA

체결 이후 우리

나라 기업들이 대상국에 이미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제3국
수출을 위한 플랫폼이나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통로로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

ㅇ 현지법인의 매출이 현지매출

,

있다는 점에서

FTA

제3국매출, 한국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체결이후 기존 현지법인의 현지매출 창구로서의

기능보다는 제3국수출을 위한 플랫폼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FTA

체결 이전에는 현지법인들이 무역장벽 회피 측면에서 현지매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FTA

체결로 상대적 우위가 감소했을 가능성

ㅇ 한편 현지법인의 제 국매출 증대는 연결재무제표 측면에서의 모기업
3

이윤 증대 및 이로 인한 사후적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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