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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한국의 상품수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의 평균과 동일하게 2.1% 성장하였

으나, 상품수입에 있어 아-태 지역이 2.3% 성장한 것에 반해 0.8% 감소함.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1.3%, 

1.0%로 매우 낮게 성장하였으며, 이는 아-태 지역 전체가 각각 4.9%, 4.2% 성장한 것에 비해 훨씬 미

미한 수치임.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은 2012년과 같이 2013년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갔으며, 총 무

역수지는 440억 달러를 기록함.  [그림 1과 2] 

 2013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하 FDI)은 침체기에서 벗어나 28.7% 증가한 120억 달러가 유입됨. 

이는 아-태 지역의 FDI유입 평균 증가율인 4.1%를 상회한 수치임. 그동안 대 한국 FDI 유입액보다 

많은 유출액을 기록해온 것을 보아,  2013년에 FDI유출이 4.8% (290억 달러) 감소한 것처럼 계속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음. [그림 1과 4] 

 대 한국 FDI유입에 있어 가장 큰 투자를 한 국가는 FDI 총 유입량의 30%를 차지한 일본이며, 그 뒤로 

18%를 차지한 미국임. 한국의 대외 투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주로 투자하

고 있으며 이는 FDI유출량의 19%, 17%를 각각 차지함. [그림5] 

 한국의 평균 최혜국대우(MFN) 양허관세인 16.6%는 아-태 지역 평균보다 낮은 반면, 평균 MFN 실행

관세는 13.3%로 아-태 지역의 평균보다 높음. 가능한 지역에 대해 특혜 관세율을 반영한 결과 얻은 

효과적인 평균 실행관세율은 9.4%이며, 이는 아-태 지역의 평균인 7.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그림 

3] 

 한국은 아-태 지역 평균인 7.2개의 무역협정보다 많은 12개가 발효되었으며, 특혜무역협정(PTA)을 

맺은 국가로의 수출이 총 수출의 68%를 차지함. 이는 수출 38%, 수입 45% 비율을 가진 전체 아-태 지

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6] 

그림 1.  중요 무역 및 투자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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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품 무역 그림 3. 무역 장벽 (평균 관세율) 

  

그림 4. 해외직접투자액(FDI) 유입 그림 5. 해외직접투자액(FDI) 주요 5 개국 순위 

  

 

 

 

 

 

 

 

 

 

 

 

 

 

 

 

 

 

 

 

출처: Bilateral Investment Database (UNCTAD) 

그림 6. 특혜무역협정(PTA) Notes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해외직접투자액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특혜무역협정 

MFN (most-favoured nation) : 최혜국대우 

정의: 

PTA 협정국으로의 수출: 전체 수출에서 PTA 협정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

율. 2010-12년 평균. 

PTA 협정국으로의 수입: 전체 수입에서 PTA 협정국으로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

율. 2010-12년 평균.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 WTO 가입국가들 사이에서의 수입에 부여하는 관

세. 

최혜국대우(MFN) 양허관세: WTO 가입국가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최 

혜국대우 관세 수준  

효과적인 실행관세: 상품 목록별 적용가능한 가장 낮은 세금 i.e. 가능한 특혜 관

세를 적용. 

양허 범위: 양허관세와 함께 적용되는 상품의 비율 

평균 관세: 2012년 자료의 단순 평균 
________ 
출처 :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port (APTIR) 2014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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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유입국가 
유입비율 (2010-

2012 평균) 
FDI 유출국가 

유출비율 (2010-

2012 평균) 

일본 30% 미국 19% 

미국 18% 중국 17% 

영국 8% 영국 7% 

싱가폴 6% 호주 5% 

독일 5% 홍콩, 중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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