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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

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07년초에 재개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

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

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

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for the timber products according to the

modalities proposed by the chairman of Non-agriculture Market Access. The resulted data would be expected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the WTO/DDA negotiation of Korea. As WTO/DDA negotiation

was officially resumed in the early 2007. It was necessarily required to develop a strategy how to address

debating core issues raised during the negotiation since 2006. For this purpose, major core issues and agenda

were arrang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not

different from that in 2007. However,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increased after the tariff reduction. The unbound tariff lines, wood-based panels

such as plywood and medium-density fiberboard, the applicable tariff rate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analyzed

to be reduced more than 50%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and therefore is determined to be

considerable influenced upon the applicable tariff rates. On the other hand,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th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pplicable tariff rates in 2007. Thus no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by a negotiation agreement was analyzed to be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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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WTO/DDA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

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각료선언문이 채

택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계획으로

는 2005년 1월 1일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였지만 2001년

에 공식 출범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수

출국과 수입국 등 이해 관련 그룹들 간에 커다란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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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여러 차례의 교착과 진전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회의)에

서 26개국 통상장관들의 DDA협상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2006년 7월에 중단된 DDA협상이 공식 재개되었다. 2006

년 7월 이후 공식 재개를 위해 WTO 사무총장은 DDA협

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 입

장의 절충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이와 함께 제네바에서도

주요 협상 그룹의장의 비공식 접촉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움직임은 2006년 11월 사무총장의 DDA협상 정

상화 발언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다보스회의에서 주요국

각료들에 의한 DDA협상 공식 재개 합의로 이어졌다. 

2007년 7월 17일 WTO/DDA협상 비농산물시장접근분

야 의장이 협상의 진전을 위해 세부원칙에 대한 의장안을

각국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

도국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WTO/DDA협

상의 큰 진전을 위해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다자간의

협상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WTO/DDA협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WTO

협상 시장접근분야와 보조금분야로 구분하여 시장접근분

야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임산물교역추이, 주요국

의 실행 및 양허관세율, 쟁점사항별 주요국의 입장 및 대

응전략 등을 보조금분야에서는 WTO 협정 보조금 및 국

내보조금 체계, 임업 및 임산업 보조금 현황 등을 조사, 분

석하여 국내임업 및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쟁점

사항별 대응논리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주린원 등, 2001;

이성연 등, 2002). WTO/DDA협상의 비농산물시장접근 협

상과 농업협상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협상과정에서 예

상되는 결과에 따른 임업부문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진

행될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석현덕 등, 2004).

WTO/DDA협상이 타결될 경우 UR협상때보다는 더 큰 시

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WTO/DDA협

상에 따른 품목별·산업별 피해액과 파급효과를 분석하

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DDA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장우환 등, 2005). 이와 같이

WTO/DDA협상과 관련하여 국내임업 및 임산업에 미치

는 영향 분석 및 대응논리, 대응방안 등이 제시되었지만

최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모델리티에 의한 영향분석 및

협상타결 이후 임업 및 임산업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초에 재개되면서 본격화 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고 비농산물시장

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

별 관세의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

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목재류가 포함되어 있는 비농산물시장접

근분야1)(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의 주

요 핵심쟁점 사항인 관세인하공식, 부문별 무세화, 개도국

우대조치 들 중 관세인하공식에 의한 목재류의 관세 감축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재목, 단판, 합판, PB, 섬유판, 창문과 창

문틀, 목재 케이스 등 목재류 246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

로, 모든 품목을 양허하기로 한 제6차 홍콩각료회의 선언

문에 따라 기존의 양허품목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을, 미

양허품목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품목

별 관세 감축 변화는 NAMA 의장이 2007년 7월 17일에

제안한 관세인하공식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용될 선진국

과 개도국 지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WTO/DDA협상의 최근 동향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추

진하고 있는 DDA2)(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은 GATT3)(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설립 이

후 9번째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강문

성 등, 2005). 

WTO 이전의 GATT 체제에서는 1947년 제네바에서 이

루어진 최초의 제네바라운드를 시작으로 1993년에 협상

이 마무리된 우루과이라운드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협상이 이루어졌다. DDA협상 이전의 다자간 무역협

1)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는 원목, 제재목, 합판, 목제품 등의 목재류, 석재류, 수산물, 공산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밤, 잣,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되어 농업분야에서 각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 DDA는 출범 당시(2001.11.) 14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2001.12.), 대만(2002.1.), 아르메니아(2003.2.), 마케도니아(2003.4.),

네팔(2004.4.), 캄보디아(2004.10.), 사우디아라비아(2005.12.), 베트남(2007.1.), 통가(2007.7) 등 9개국이 가입하여 2007년 11월

현재 151개국이다(http://www.wto.org/).
3)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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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UR(우루과이라

운드; Uruguay Round)이 대표적이다. UR 결과 WTO가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125개 협상참여국 정부의 각료들이 서명하여 WTO체제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서 기존 GATT와 달리 규범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가 확립되었다. GATT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

협상은 대부분 관세장벽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

러나 WTO의 출범으로 상품교역과 관련된 관세 이외에도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등 GATT 체제보다 보다 넓은 범

위를 포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DDA협상 출범의 근본 배경은 1993년에 타결된 UR협

상의 결과를 이행하면서 나타난 다수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UR협상이 농업을 다자간 무역규범으로 편입

시키기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높은 관세를 대폭 낮추는 데

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분야는 서비스분야와 함께 2000년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기설정의제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도 관세감축 및 UR협상 당시 양허하지

않은 품목의 시장개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FTA 추진 움직임도

DDA협상의 출범 배경이다. 거대 경제권과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로 인해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대폭적인 무

역자유화가 구체화되자 WTO와의 괴리가 발생함은 물론

WTO를 바라보는 회원국들의 시각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

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개도국들의 개발 요구와 맞

물려 WTO가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과감한 시장개방을 추

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배경들이

DDA협상의 출범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4)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

회의시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출범한 DDA협상은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G6(미국, EU, 브라질, 인

도, 일본, 호주)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주요 핵심쟁점에 대

한 타협이 시도되었으나 주요국간 절충이 어려워지자 WTO

사무총장은 “DDA 모든 분야에서의 협상 중단(suspend)”

을 2006년 7월에 선언하였다. 이후 2006년 11월 WTO사무

총장의 정상화 발언을 계기로,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에서 개최된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소규모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DDA협상 재

개를 합의하면서 2월부터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

었다. 협상 재개 이후 협상타결을 목표로 제네바에서 다

자 협상과 G4간 소규모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4 각료회의(2007.6.19.~

21.)는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문제와 개도국의 공산품 관

세감축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결렬된 원인으

로는 미국은 자국의 농업보조금 총액을 170억불로 낮출

것을 제안한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120억불이하로의 대

폭 감축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과 EU는 개도국에 대해

공산품 관세를 18~20%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도와 브라질은 25~30%를 주장하는 등 G4간의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DDA협상은 G4간에 상호 입장이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세부원칙 초

안을 2007년 7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이 초안을 중심으로

의장 주도하에 다자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DDA협상의 진행 속에 향후 DDA협상은 미국과 EU, 브

라질, 인도 등이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과 EU가 DDA협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 접근이 이

4)이전 라운드와 달리 WTO 제4차 각료회의가 도하개발아젠더로 정해진 배경은 당시 선진국들은 ‘뉴라운드’, ‘밀레니엄라운드’로

부르자는 입장인데 반해, 홍콩,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라운드’로 불러야 한다고 주

장하였으며, 개최국인 카타르는 ‘도하라운드’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당시 WTO

사무총장(마이크 무어)이 ‘도하개발아젠다’로 부를 것을 제안하여 이것이 2001년 11월 15일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의 공식명

칭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당시 개도국들은 이전까지의 다자무역협상에서와 달리 단순한 시장개방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었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뉴라운드에서는 반드시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강력이

주장했다. 따라서 뉴라운드는 이와 같은 개도국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도하개발아젠더’로 정해졌다(이재기, 2005).

그림 1. WTO/DDA협상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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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을 근거로 과거 UR협상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미국, EU의 타협을 기초로 주요국간의 절충이 이루어진

다면 DDA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반면에, 협상의

제별로 합의해야 할 많은 쟁점이 남아 있어 이를 모두 해

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단시일내 DDA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2.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사항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사항은 관세인하공

식, 분야별 무세화, 개도국우대조치 등으로 이 중 관세 인

하공식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관세인하와 관련하여 여

러 국가들이 관세 인하공식을 제시하고 관세인하 폭을 결

정하는 계수의 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기

도 하였다. 관세인하와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부

문별 무세화이다. 이 주요 쟁점과 함께 미양허품목의 기

준세율 결정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세인하공식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공

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되, 관세인하공식으

로는 스위스공식5)을 사용하기로 2005년 12월 제6차 홍콩

각료회의6)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순 스위스공

식을 사용할지 아니면 변형된 스위스공식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6

년 6월7)에 발표된 NAMA 의장 세부원칙 초안에서 제시

된 선진국과 개도국별로 각각의 계수를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세감축

을 위한 적용계수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자국에

유리한 계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적용계수에 관해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은 [10], 개도국은 [15]

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에서는 선진국은 [10], 개도국

은 [35]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양허품목에 대해서는 빠른 진전을 보여 모든 미양허

품목은 100% 양허하기로 합의되었다. 다만, 미양허품목

의 기준 관세율의 계산을 위해서 개도국은 실행관세의 [2]

배를 기준관세로 채택하자는 주장과 선진국은 실행 세율

에 일정수준의 [X]를 더하여 기준관세로 채택하자는 것이

대립되었으나 현행 실행세율에 일정한 상수를 합산하는

(constant mark-up) 방식이 채택되었다. mark-up 수준에 대

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mark-up 수준에 대

해서 개도국은 [30] 이상을, 선진국은 [5~10]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5~3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분야별 무세화

분야별 무세화는 비농산물을 대상으로 시장접근 개선

을 위한 관세장벽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를 목

표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발적 방식의 참

여를 통해 모든 상품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

식 외에 특정 산업부문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하자는

것으로 진전이 빠른 분야중 하나이다. 미국이 의무적 참

여방식을 포기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임계수준(critical

mass)8) 접근 방식을 제안한 후,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방식이나 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에게는 참여 압력

이 예상되는 협의 방식으로 DDA협상의 MFN 원칙에 따

라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분야별 무세화는 NAMA 세부원칙의 중요한 요소로 포

함되어 이미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참

여방식이 자발적 참여로 합의되어 각 분야별로 관심국가

가 주도하여 복수국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임산물,

수산물, 화학, 전기 및 전자제품, 의류, 신발 등 13개 분야

에 대해 무세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임산

물, 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불참하고 있다. 미국 등 분야

별 주도국들은 자국의 관련 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 분야별 자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분야별 무세화의 쟁점 사항은 critical mass와 관련하여 세

계 교역량 혹은 생산량 비중의 범위, 무세화 적용 분야의

범위, 무세화 이행 일정, 그리고 무세화에 참여하는 개발도

상국에 대한 혜택 등이다. 향후 분야별 자유화의 성공여부

는 생산과 교역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

한 개도국 참가여부가 타결의 큰 변수로 작용 전망이다.

3) 개도국 우대조치

개도국에 대해 어느 정도 우대를 해 주느냐가 협상타결

관건으로 대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도국이 관세인하공

식에 의해 관세를 인하할 때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

고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공식 적용을 배제하자는 의

견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행기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 몇 %의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공식 적

용의 예외로 인정할 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 중에 있다.

5)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은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 감축 방식의 하나이다.
6) WTO 홍콩각료회의(2005) 발표문 참조(http://www.wto.org)
7) WTO NAMA Modalities(22 June 2006) 참조(http://www.wto.org)
8)임계수준이란 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자유화에 참여할 경우, 그 국가들 간에 부문별 무세화

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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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해서는 총 품목의 10%까지는

공식에 의한 인하율보다 낮은 관세인하를 허용한다는 것

에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세인하공식에 의한

인하율의 50%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해야 하고, 이들 품

목의 수입비중이 WTO 회원국 총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도 있다. 총품목의 5%까지는 미양허 또는

관세인하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비중

이 WTO 회원국 총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양허비중이 35% 미

만인 국가는 관세인하공식 적용을 면제하지만, 전체 개도

국 평균 양허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100% 양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일반 개

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정도는 관세인하폭 등과 연계하

여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도국 신축성 부여에 대해 관세인하공식은

개도국 신축성 조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공

식의 개도국 적용계수와 개도국의 신축성 부여를 연계시

켜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개도국들은 개도국 적용계수에 추가하여 개도국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장되고 있다. 

3.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의 세부원칙9)(2007.7.17.)

주요 내용

1) 관세인하 공식

의장 초안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별도의 적용계수를 부여

하는 스위스공식을 기초로, 선진국은 [8~9], 개도국은

[19~23]의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감축기준으로는 양허 품

목은 UR협상 최종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미양허품목은 2001

년 MFN 실행세율10)에 [20]을 더한 수치를 제안하고 있다.

A = 선진국 적용계수, B = 개도국 적용계수

t
0

= 현재 양허 관세율, t
1

= 협상 이후 감축된 관세율

의장안은 과감한 관세인하를 가져오는 스위스공식의 채

택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NAMA 협상의 기본 방향을 분

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장안은 DDA협상 진전의 3대

쟁점의 하나인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관세감축률에 대하

여 향후 협상에서 G4간 타협 가능한 범위의 조정계수를

제시하여 보다 구체화된 세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장안에서 제시된 적용계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절충

점을 제시한 것으로 2007년 6월 말 남미 및 아시아 8개국

이 주장한 ‘선진국 [10], 개도국 [18~22]’과 ‘포츠담 G4 각

료회의 제안내용11)’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적용

계수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의장안 세부원칙에서 제시한 선진국 적용계수 [8]

을 적용할 경우, 선진국의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양허관

세의 평균은 3% 이하로, 그리고 관세정점은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의 경우도 비농산물시장

접근분야 양허관세의 평균은 대부분 1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진교 등, 2007).

2) 분야별 무세화

의장안은 그동안 분야별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인

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분야별 무세화 협

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분야별 무세화 협상에서는 세계 무

역에서 해당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생산량 또는 교역량)

을 포함한 임계수준(critical mass), 협상 분야 및 관세철폐

기간,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을 논의해 왔다. 분야별

무세화 협상의 향후 진행은 모델리티 합의와 동시에 분야

별 무세화의 구체적인 모델리티 제시, 모델리티 합의 이

후 1개월까지 분야별 무세화 참여여부 통보, 모델리티 합

의 이후 3개월까지 협상 결과 C/S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

하고 있다.

3) 개도국 우대조치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해 의장안에서는 2004년 7월 기

본골격(framework) 제 8항에 언급된 ‘개도국 신축성 조항’

반영을 위해 스위스공식의 조정계수에 [3]을 더할 수 있

다는 반영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당한 이

견이 존재하여 왔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이미

선진국 적용 공식: t
1
 =

A × t
0

A + t
0

개도국 적용 공식: t
1
 = B × t

0

B + t
0

9) WTO NAMA Modalities(17 July 2007) 참조(http://www.wto.org)
10) MFN(Most Favored Nation) 이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국가에

주어지는 무역상의 혜택이나 제한은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11)포츠담 G4 각료회의(2007. 6. 19~21)에서 미국과 EU는 선진국 [8~9], 개도국 [17~18]의 계수를 제안했으나, 브라질과 인도

는 개도국 계수 [17~18]은 개도국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를 거부하여 G4 각료회의가 결렬되었다. 이 회

의에서 브라질과 인도 및 NAMA 11 그룹은 선진국은 [10], 개도국은 [35]의 계수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개도국의 양허관

세는 평균 50% 가까이 감축되며, 실행세율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약 25% 감축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계수는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미국과 EU 및 여타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

문에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 접근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적용될 계수가 최소한 [1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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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조정계수 적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에 반대하였으며,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은 이번 DDA협상이 개도국의 개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개도국 우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번 의장안은 개도국 신축성 조

항을 이전 보다 더 구체화하여 제시됨으로써 선진국과 개

도국 간 타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임산물 관세 구조

우리나라는 원목, 제재목, 합판, 목제품을 포함한 목재

류와 슬레이트, 화강암 등을 포함한 석재류 및 밤, 잣, 대

추 등을 포함한 단기소득임산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산물은 DDA협상에서 HS 분류에 따라 2단

위 기준으로 38류(로진 목초액), 44류(원목, 제재목, 단판,

합판, 섬유판 등), 45류(코르크 제품), 46류(대나무 제품 등),

48류(갈포 벽지 제품 등), 94류(조립식 건축물) 및 25류(슬

레이트, 사암 등), 68류(화강암, 벼루 등) 등 목재류 및 석

재류는 공산품이 포함되어 있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

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들인 단기소득

임산물은 농업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산물 품목수는 UR협상 타결시 HS 10단위로 총 354

개 품목으로,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대상품목은 25류~94

류에 해당하는 목재류가 228개, 석재류가 18개로 총 246

개 품목이며, 나머지 5류~24류에 해당하는 단기소득임산

물 108개 품목은 농업분야 대상품목이다(표 1). 양허세율

기준으로 미양허품목을 제외한 석재류를 포함한 목재류

의 평균세율은 6.3%이다.

우리나라 목재류는 HS 6단위 기준으로는 97개 품목, HS

10단위 기준으로는 246개 품목이다. 목재류 품목의 세분

화는 원자재용 품목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세

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

종 소비재용 품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세분화 정도가 낮은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이성연, 주린원, 2005).

우리나라 목재류의 기본세율은 1%, 2%, 3%, 5%, 8%

등 5단계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단

기소득임산물보다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

관세가 1%와 2%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땔나무, 칩상, 목

탄 등을 제외하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원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재목과 단판은 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

으며,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113개 품목에 대해서

는 8%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목재류중 제재목, 목

제건구 등 18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5개의 품목 즉,

6 mm 이상 합판, 섬유판, PB 등은 미양허 상태에 있다. 목

재류 품목의 246개 품목을 살펴보면, 원자재용 품목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HS Code의 세분화 정도가 높

은 반면에,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종 소비재용 품

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HS Code의 세분화 정도가 낮은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

는 6 mm 이상 19개 합판제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

용하고 있으며, 원목과 단판의 경우에는 기본관세보다 낮

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표 2).

5.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7.17)에 의한 목재류의

관세감축 변화 분석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2007년 7월 17일에 제안

한 관세감축 모델리티에 따라 미양허 품목12)(PB, 섬유판,

합판 등)을 포함한 원목,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 등 목재

표 1. 우리나라 임산물의 분야별 협상대상 품목 수(HS 10단위).

구 분 품목수 품 목 비중(%)

계 354 국가전체 품목 중 3% 차지 100.0

목재석재류 246 원목, 제재목, 합판, PB, 섬유판, 단판, 목초액 등 69.5

단기소득임산물 108 밤, 잣, 대추, 송이, 표고, 은행, 고사리, 산림수 등 30.5

자료 : 이성연, 주린원. 2005. WTO/DDA 목재류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248호. p. 57.

표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적용품목.

품 목 기본 및 양허세율
탄력관세율

2001 2007

4401 칩상 또는 삭편상 목재 2%(미양허품목) 할당 0% 기본 0%

4403 원목
활엽수 1~2%( 양허 2%) 할당 0%

할당 0%
기본 0%
기본 0%침엽수 2%(미양허품목)

4408 중 0.5 mm 이상 합판용 단판 5%( 양허10%) 할당 2.5% 기본 3%

4412 중 6 mm 이상 합판 8%(미양허품목) 조정 13% 조정 11%

주: 재정경제부. 탄력관세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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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46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였

다. 협상의 기준 세율은 양허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세율

을 기준 세율로 하였으며 미양허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의 MFN 실행세율에 mark up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한 우리나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의장이 제안한 선진국과

개도국별 적용계수를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여 현행 실행

관세율과 비교하였다.

1) 양허품목

우리나라는 현재 미양허품목을 제외한 목재류의 평균

양허세율은 8.8%이다. 의장안에 의한 목재류의 관세감축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별 평균 양허세율은 우리나라가 선

진국 지위일 경우에는 4.5%~4.8%, 개도국 지위일 경우에

는 7.2%~7.8%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제재목, 목재가공품의 관세율 감축 변화는 양

허세율 기준으로 선진국 지위(적용계수=8)일 경우, 제재

목은 10%에서 4.44%로, 목재가공품은 13%에서 4.95%로

하락하며, 개도국 지위(적용계수=23)일 경우, 제재목은

10%에서 6.97%로, 목재가공품은 13%에서 8.31%로 하락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실행세율이 5%인 제재

목의 경우에는 선진국 지위(적용계수=8)가 되더라도 현재

실행세율에서 0.56%P를 이행기간 동안, 예를 들어 이행

기간이 5년이라면 균등감축일 경우 매년 0.11%씩 감축을

하게 되므로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 실행세율이 8%인 성형목재, 창문

등의 목재가공품의 경우 선진국 지위(적용계수=8)가 되더

라도 현재 실행세율에서 3.05%P를 이행기간 동안 매년

0.61%씩 감축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재가공품의

경우 현재의 실행세율에서 약 38%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

에 관세감축에 의한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양허세율이 10.0%인 단판의 경우에는 선진국 지위(적용

계수=8)시 4.44%로 감축하게 되지만 현재 실행세율이 3%

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결 후의 관세가 더 높아 영향은 전

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미양허품목

UR협상 타결시 미양허품목인 칩, 두께 6 mm 이상 합

판, PB, MDF 등 65개 품목은 DDA협상에서 모두 양허하

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관세는 선진국 지위

(적용계수=8)일 경우, 2001년 실행관세(조정세율 적용)에

mark up [20]을 적용하면, 두께 6 mm 이상 합판은 13%

에서 약 50%를 감축한 6.44%로 인하해야하고, PB와 섬

유판은 8%에서 약 22%를 감축한 6.22%로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PB와 섬유판은 현재 실행 세

율이 8%여서 실질적으로는 감축 이행기간 동안 1.78%P,

예를 들어 이행기간 5년 동안 균등감축한다면 매년 0.36%

씩 감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께 6 mm 이

상의 합판은 현재 조정세율이 11%여서 실질적으로 이행

12)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예외없이 미양허품목을 모두 양허하기로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임

표 3. 관세감축 공식에 따른 목재류 양허품목의 관세율 변화(양허세율 기준).

품 목
양허세율*1

(%)
실행세율*2

(%)

선진국 적용계수 개도국 적용계수

8 9 19 23

갈포벽지(미염색, 염색), 기타 벽지 등 3개 0.0 0.0 0.0 0.0 0.0 0.0

원목(활엽수), 목탄, 땔나무 등 36개 2.0 0.0 1.60 1.64 1.81 1.84

슬레이트, 화강암 등 11개 5.0 3.0 3.08 3.21 3.96 4.11

로진, 목초액 등 2개 6.5 6.5 3.59 3.77 4.84 5.07

제재목, 목재의 봉, 단판 등 74개 10.0 5.0, 3.0*3 4.44 4.74 6.55 6.97

성형목재, 창문, 창문틀 등 55개 13.0 8.0 4.95 5.32 7.72 8.31

주: 1. 양허세율은 UR 협정 세율임.
  2. 실행세율은 2007년 적용 세율임.
  3. 단판은 탄력관세로 기본세율 3.0%를 적용하고 있음.

표 4. 우리나라의 미양허품목 목재류의 관세율 변화(실행세율 기준).

주요 품목
실행(조정)
세율(%)*1

선진국 적용계수 개도국 적용계수

8 9 19 23

칩(침엽수) 1개  2.0 5.87 6.39 10.20 11.24

PB·섬유판 등 19개  8.0 6.22 6.81 11.32 12.63

합판(6 mm 이상) 등 13.0 6.44 7.07 12.06 13.55

주 : 1. 실행(조정)세율은 2001년 MFN 실행세율임.
   2. 미양허품목의 관세감축 변화는 MFN 실행세율(2001)+mark up [20]를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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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4.56%P, 예를 들어 이행기간 5년 동안 균등감

축한다면 매년 0.91%씩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관세감축 변화에 의한 영향은 PB, 섬유판 보

다는 합판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WTO 제4차 각료회의(2001. 11. 9~14, 카타르, 도하)에

서 DDA협상 출범이 공식 선언된 이후 DDA협상은 진전

과 교착 등이 반복되면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각 분야별

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DDA협상 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 주요 논의 동향과 주요 핵심쟁

점 사항, 우리나라의 임산물 관세구조 및 비농산물시장접

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을 중심으로 목재류 품목

에 대한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7년 7월 17일 발표된 의장안 세부원칙의 관세감축

변화 분석결과 목재류의 경우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에는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관세감축 차이

는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

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

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형목재, 목재가공품

등 제2차 목재가공제품의 관세는 개도국 지위일 경우에는

관세감축 변화의 차이는 없으나 선진국 지위일 경우에는

2007년 실행세율의 60% 수준으로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

나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7월 17일에 제안된 의장안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이며 향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결

정되는 관세인하 목표 및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

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DDA협상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예상쟁점

들을 볼 때 향후 협상에서 시장개방 폭의 확대 압력은 가

중될 것이다. 금후 협상기본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개별산업으로의 피해가 최소

화되도록 협상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임업분야에서

개방속도 및 압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시적인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DDA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의제별로 입장이 유사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체제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주요국들의

입장변화 및 협상전략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

응논리를 개발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

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감축에 따른 품목별, 업종별 등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

해서는 정부의 지원노력과 함께 관련 단체 및 생산자 등

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도

국에 적용될 적용계수가 커질수록 우리 임산물 수출에 주

는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임산물의 개도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별로 적용되

는 관세인하공식의 적용계수의 차이가 최대한 작아지도

록 전략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후, DDA협상이 타결되면, 관세가 낮은 선진국 시장

으로의 진출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았던 개도국 시장의 관세

가 낮아져 우리 임산물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개도국 시장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체계 구축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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