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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협상�경과Ⅰ
□�아세안� 10개국과�한·중·일�동북아� 3국�및�호주,�뉴질랜드�등�총� 15개국이�참여한�세계�최대�
규모의�무역협정�RCEP이� 2월� 1일�우리나라에서�발효될�예정

○� RCEP은�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 제안되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RCEP� 참여국들의�
위상이�강화되는�당시�상황과�동아시아�경제통합�효과를�고려하여�한국도�참여를�결정

○�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공식협상� 31차례,� 장관회의� 19차례,� 정상회의� 4차례를�
거쳐� 8년�후인� 2020년�말�정식�서명에�이름�

○� 동남아� 6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준� 절차를� 먼저� 마친� 10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발효되었으며,�비준이�늦어진�한국은�그로부터�한�달�후인� 2월� 1일부터�발효

�

�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4개국에서는� 추후� 비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각� 협
정이�발효될�예정

� -�인도는�협상에�참여하였으나�중국과의�무역적자를�이유로� 2019년�최종단계에서�불참을�선언

일자 진행�경과

2011.11.18 아세안�정상회의에서� RCEP�구상(ASEAN+6*)� 채택

2012.11.20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16개�협상�참여국�간� RCEP�협상�개시

2019.11.4 인도를�제외한� 15개국,� RCEP�협정문�타결� (인도는�불참�선언)

2020.11.15 RCEP�제4차�정상회의에서� 15개국�정식�서명

2021.12.2 대한민국�국회,� RCEP�비준동의안�의결

2022.1.1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캄보디아� 10개국� RCEP�발효**

2022.2.1 대한민국,� RCEP�발효�예정

(표)� RCEP�협상�주요�진행�경과

*�아세안�차원에서�아세안과� FTA를�기체결한�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과의�경제통합�방안을�제안
**� RCEP은� 아세안� 6개국�이상,� 비회원국� 3개국�이상이�비준서를�기탁한�후� 60일� 이후에�발효되는�요건에�따라�비준�절차를�마무리한�중국,�
일본�등� 10개국은�올해부터� RCEP이�발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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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양허�관련�주요�내용Ⅱ
1.� 요약

□� FTA를�기체결한�국가의�경우�대체로�현�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일부�품목에�대해�시장�개
방이�소폭�진전되었고,�최초로� FTA를�체결하는�일본과는�상호�83%�수준으로�시장�개방

수� � � 출 수� � � 입

기체결� FTA → RCEP 기체결� FTA → RCEP

아세안* 79.1� ~� 89.4% → 91.9� ~� 94.5% 90.2� ~� 95.3% → 94.6� ~� 96.6%

중국 90.6% → 91.1% 92.0% → 92.0%

일본 - → 83% - → 83%

호주·뉴질랜드 100% → 100% 97.9� ~� 98.1% → 97.9%� ~� 98.2%

(표)�국가별�양허�현황� (품목�수�기준)

*�싱가포르와�브루나이는�제외.�싱가포르는�기체결한�한-아세안� FTA에서,�브루나이는�기체결� FTA�및� RCEP을�통해� 100%�관세�철폐
자료� :�관세청� 「RCEP�운영지침(2022.1)」,�관계부처합동� 「RCEP�상세�설명자료(2021.10)」

2.�주요국별�양허수준�및�유망품목�분석

□� (중국)� 일부�품목에서�추가�관세�철폐가�이루어졌으나,� 대체로�기체결한�한-중� FTA의�시장
개방�정도를�유지하는�수준�

○� 한-중� FTA의� 관세� 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최혜국실행세율(MFN)이� FTA�
특혜세율보다�낮게�설정된�관계로�추가적인�관세�철폐�효과가�제한적임

○�기존�한-중� FTA� 대비�추가�양허�품목은� 25개이며,� 의료용�초음파�진단기기,� 전동기�및� 발전
기,�공업용�방직�섬유,�스테인리스강�선재�등이�RCEP�체결의�수혜�품목이�될�것으로�예상됨

양허유형 품목�수� 기준 수입액�기준 주요�품목

기준세율� 0% 911 (11.0) � 81,915� (43.1)

한-중� FTA� 관세철폐 6610 (79.9) 83,226� (43.8)

10년� 철폐 13 (0.2) 176� (0.1) 의료용�초음파�진단기,�영상기기�부분품,�
기타�측정용�정밀기기,� TV�카메라�등

20년� 철폐 6 (0.1) 216� (0.1)
공업용�섬유제품(반도체�웨이퍼�제조용�등),�

스테인레스강�선재,�공기청정기,�
전기기기(신호발생기)�등

관세감축 6 (0.1) 94� (0.0) 기타�직류�전동기�및�발전기�등

수혜품목�합계 25 (0.3) � � � � � 487 (0.3)

양허제외 731 (8.8) 24,537 (12.9)

전체� 합계 8,277 (100.0) 190,165� (100.0)

(표)�중국의�대한국� RCEP�상품�양허
(단위:�백만�달러,�비중�%)

�주1� :� RCEP�양허표�상�기준세율이� 0%인�품목과� 2022년�적용되는�MFN�세율이� 0%인�품목까지� ‘기준세율� 0%’에�분류
�주2� :� 수입액은� 2014년�중국의�대한국�수입액을�기준으로�함
�주3� :� ‘관세감축’�품목�중�인하된�관세가� 2022년�MFN�실행관세율보다�낮지�않을�경우� ‘양허제외’로�분류
자료� :� RCEP�협정문,�한-중� FTA�협정문,�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2022년)」,� ITC� Trad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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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RCEP은�일본과�맺은�최초의�자유무역협정으로�관세�양허는�제한적인�수준에서�장기
적으로�이루어질�예정이나,�일부�품목에서�시장개방�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

○�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0%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
로�관세를�철폐하거나�인하하기로�약속

� -�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와�
섬유제품이�각각� 20년�철폐,�관세�감축�품목에�포함되었음

○�휘발유를�비롯해�대일본�수출액이�큰�석유제품은�양허품목에서�제외됨

○�CPTPP,�일-아세안� EPA�등�기존의�무역협정을�통해�저율의�관세를�적용받던�아세안�및�대양
주�국가�대비�가격경쟁력이�회복될�수�있을�것으로�전망

양허유형 품목�수� 기준 수입액�기준 주요�품목

기준세율� 0% 3,736 (41.1) 22,546� (70.0)

즉시� 철폐 2,188 (24.1) 619� (1.9)
기타�화학공업생산품,�부직포,�폴리에스테르�사�
및�직물,�아세톤,�기타�합성섬유�및�직물,�

화확원료,�기타�석유제품�등

10년� 철폐 775 (8.5) 2,799� (8.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및�그�제품,�기타�
플라스틱,�기타�금속산염,�구리판/시트,�

에틸렌중합체�제품�등

15년� 철폐 777 (8.5) 1,028� (3.2) 프로필렌·에틸렌·스티렌�석유화학제품,�기타�
질소화합물,�중유,�도금�장식품,�구리�관�등

20년�철폐 2 (0.0) 74� (0.2) 기타�증류주(소주)�및�발효주(막걸리)�

관세� 감축 51 (0.6) 0� (0.0) 테이블�린넨,�전기�모포,�텐트,�남성�의류�등

수혜품목�합계 3,793 (41.7) � 4,520 (14.0)

양허제외 1,562 (17.2) 7,100� (15.9) 자동차�휘발유,�중유,� 등유,� 경유,� 윤활유를�
비롯한�석유제품,�다랑어�어육,�피망,� 김치�등

전체�합계 9,091 (100.0) 32,202 (100.0)

(표)� 일본의�대한국� RCEP�상품�양허
(단위:�백만�달러,�비중�%)

�주1� :� 기준세율은� 2014년�일본에�적용되는�MFN�관세율을�의미(양허표�상�품목분류가� 2014년�일본의�수입�통계�코드에�기초한�까닭)
�주2� :� 수입액은� 2014년을�기준으로�하며,�일본�국가품목분류코드에�따라�분류되지�못하는�기타�품목은�제외하고�비중�계산
자료� :� RCEP�협정문,�WTO� ‘Tariff� Analysis� Online’(MFN�관세율),� ITC� Trademap(수입액)

□�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한-아세안� FTA(2007년),� 한-베트남� FTA(2015년)를� 통해�
두�차례에�걸쳐�시장을�개방하여,� RCEP에서는�일부�품목에서�소폭의�관세�철폐가�예정

○� 베트남은� 기존의� 한-베트남� FTA와� 비교해� 품목� 수� 기준으로� 3.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향후� 10년�내에�추가�철폐하기로�약속

○�자동차�부품,�기계류,�형강�등의�일부�철강�품목이�주요�수혜품목

� -�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2007년)와� 한-베트남� FTA(2015년)를� 거치며� 90%에� 이르
는�품목에서�시장을�개방해왔으며,�금번� RCEP에서는�일부�품목에�대한�개방이�추가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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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유형 품목�수� 기준 주요�품목

기준세율� 0% 7,545� (79.7)

한-베� FTA� 관세철폐 977� (10.3)�

즉시철폐 26� (0.3) 철�구조물,�자동차�부품(공조장치/엔진�피스톤�등),�
구리�선,�액체펌프,�합성수지,�계전기,�수공구,�전동기

10년� 철폐 285� (3.0)
전기회로�기기(커넥터/차단기�등),�접착제,�전기�케이블,�
형강,�아연도금강판,�차부품(프레임/휠/공기여과기/합판유리),�

파일�직물,�변압기,�밸브,�판지�등

수혜품목�합계 311� (3.3)�

그� 외
(양허제외/TRQ) 638� � � � � � � (6.7)�

전체� 합계 9,471� (100.0)

(표)�베트남의�대한국� RCEP�상품�양허
(단위:�비중�%)

�주1� :� 베트남�HS�최종�단위�기준�수출입�통계가�확인이�되지�않은�관계로�품목�수�기준으로만�정리
주2� :�관세감축은�한-베트남� FTA에�따라�관세가�인하된�품목을�의미
자료� :� RCEP�협정문,�한-베트남� FTA�협정문

기타�주요�내용Ⅲ
□� (원산지�규정)�원산지�기준을�완화하고�증명�절차를�간소화하였으며,�역내� 15개국�간�통합된�
규정을�적용하여�기업들의�활용�편의를�증대

○� (원산지� 기준� 통합)� 통합된� 기준� 적용으로� 개별� FTA의�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행정부담�및�거래비용�절감

○�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국내산� 재료로� 간주.� RCEP� 회원국
의�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생산된�최종�상품을�역내산으로�인정하는�등�원산지�영역을�완화

� -� 기체결� FTA� 대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하며,� 기업의� 활용시� 역내� 공급망� 연계가� 촉진될�
것으로�기대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증명� 방식을� 발효� 즉시� 도입하여� 기체결�
무역협정�대비�기업들의�시간적,�경제적�부담�완화

� � � � � *� 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로,�원산지�증명서�발급권한�또는�첨부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누릴�수�있음

� -� 기존에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 시� 기관발급� 방식만� 인정되었으나,� 인증수출자의� 경우�
RCEP�발효�즉시�자율발급�활용�가능

� -�수출자�및�생산자에�의한�자율증명�방식을� RCEP�발효� 10년�내에(단,� 캄보디아,�라오스,�미얀
마는� 20년�내)�시행하기로�규정(10년�연장�가능)

구분 RCEP 중국 아세안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증명방식 기관/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증명주체 세관/상의,�
수출자/생산자 세관/상의 세관/상의 세관/상의/자유

무역관리원 세관/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표)� FTA별�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비교

자료� :� Trade� 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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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투자)�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였으며,� 기존의� FTA보다� 자유화� 요소를�강화해�
서비스�무역�및�투자�활성화를�위한�여건�마련

○� (아세안�서비스�시장�추가�개방)�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한-아세안� FTA�대비�문화컨텐츠�
및�유통·물류�시장을�추가로�개방

분야 국가 내용

문화콘텐츠

온라인�게임 필리핀 최소납입자본금�요건�충족�시�지분제한�없이�합작법인�설립�허용

교육용�온라인�게임 태국 외자지분제한(49%)하�합작법인�설립�허용

애니메이션,�음반/녹음,� 라디오/TV 필리핀 외자지분제한(49%)하�합작법인�설립�허용

영화�제작·배급·상영,�음반제작,�공연 인도네시아 외자지분제한(51%)하�합작법인�설립�허용

유통·물류
자국생산상품�소매,� 의약품�도매 태국 외자지분제한(49,� 70%)하�합작법인�설립�허용

식음료/의류�분야�도매·프랜차이징 인도네시아 외자지분제한(51%)하�합작법인�설립�허용

(표)� 아세안�국가의�서비스�시장�추가�개방�내용

자료� :�산업부

○� (양허�방식의�전환)�중국,�태국,�필리핀�등은�현재�개방하려는�서비스�분야를�열거하는�포지티
브�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6년�이내에�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것을�약속

� � � � � *� 네거티브�방식은�모든�서비스�분야의�개방을�전제로�하고�있어�제한�조치가�기재된�유보목록�외�나머지�분야는�개방된�것으로�간주

○� (현지주재� 및� 이행요건� 금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수출� 시장�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지,� 거
주할�것을�요구하지�않기로�약속하며,�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기술이전�강제�등을�금지함

의미�및�평가Ⅳ
□�세계�무역,� 경제,� 인구의� 3분의� 1을�커버하는�대규모�협정으로,� RCEP�참여를�통해�시장�확
대�및�경제�성장의�기반�마련

○� RCEP� 시장은�규모뿐� 아니라� 경제� 성장� 속도도� 빨라� 향후�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기대

무역규모� (조�달러) 경제규모(GDP)� (조�달러) 인구� (억�명) 경제�성장률(%)

전체 35.43 (100.0) 84.97� (100.0) 76.50 (100.0) 2.5

RCEP 10.10 (28.5) 26.20� (30.8) 22.84 (29.9) 4.6

일-EU� EPA 11.88 (33.5) 20.31� (23.9) 5.71 (7.5) 2.5

USMCA 5.45 (15.4) 23.61� (27.8) 4.96 (6.5) 2.4

CPTPP 5.32 (15.0) 10.82� (12.7) 5.12 (6.7) 1.8

(표)�무역협정별�무역·경제·인구�비교(2020년�기준)

� 주:�괄호�안�단위는�비중�%이며,�경제성장률은�최근� 5년�간(2015-2020년�사이)의�연평균�증감률로�계산
자료� :�WTO,�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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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일본이�상호�시장을�개방한�최초의�지역무역협정으로�개방�범위는�크지�않으나�석유
화학�등�일부�품목에서�시장�개방�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 일본이� 플라스틱,�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 일부� 품목에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특히�
양자� FTA� 및� CPTPP를�통해�무관세를�적용받는�아세안�국가�대비�가격�경쟁력을�회복할�수�
있을�것으로�보임

□� RCEP의�양허�수준이�선진국과의� FTA� 대비�높지�않은�것은�사실이나,� FTA마다�상이한�원
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자율증명방식을� 도입하는�등� 기업들의� 실질적인� 활용� 편의성이� 제고
될�것으로�기대

○� 인증수출자는� 수출� 품목이� 추가� 양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율�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수�있게�되어,�기존의�기관발급제에�비해�비용�및�행정�부담이�감소

○�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FTA� 요건들을� 확인할� 필요� 없이� 역내� 14개국에� 적
용할�수�있어� FTA�혜택�활용이�보다�용이해짐

□�누적원산지�허용으로�원산지�기준이�완화됨에�따라� FTA�수혜�범위가�확대될�것으로�예상되
며,�이에�따라�역내�공급망�연계가�촉진될�전망

○�중국과�베트남�생산기지로부터�부분품을�조달받거나,� 우리나라에서�중국�및�베트남�현지�공장
으로�부분품을�조달하는�경우가�빈번한데,� RCEP� 역내�수출�시�역내산으로�인정받을�수�있는�
여지가�늘어남

○� 다만,� 공정별로� 비용과� 원산지를�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마련하는� 데� 번거로움이� 따를� 가능성
도�있어�실제�활용에는�주의가�필요

□�그밖에�아세안�서비스�시장이�추가로�개방되었으며,�특히� K-컬처를�활용한�문화콘텐츠�분야�
진출이�크게�기대됨

○�한류�콘텐츠의�주요�소비국인�아세안에�직접�진출하는�것이�가능해짐에�따라�향후�아세안�지
역으로의�서비스�수출이�활발해질�것으로�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