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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협상이 타결된 이후

에도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

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자는 멕시코의 경제난이 NAFTA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는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한 객관적인 분석은 아직 부족하다.

각 회원국이 NAFTA를 추진한 동기는 상이하다.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상 부

진에 따라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북미지역 경제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성장하는 멕시코 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멕시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채택한 개방정책을 심화시켜 교역과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편, 캐나

다의 경우에는 북미경제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대한 우려가 중요한

참여동기로 작용했다.

이처럼 참여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실증분석에 따르면 NAFTA는 각 회원국 경

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NAFTA 이후 외국인투자

와 투자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효과는 특히 멕시코에서

두드러졌다. 우려되던 멕시코 및 캐나다 경제의 미국 경제와의 동조성 강화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NAFTA 이후 회원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멕

시코는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NAFTA 이후 지니계수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실업률도 3국 모두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실업률 하락이 뚜렷했다.

NAFTA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는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

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부적절한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NAFTA

이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변수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

고, 경제불안정의 큰 원인이었던 외채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NA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오랜 정치

ㆍ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멕시코는 내부개혁 부진으로 개방 효과를 최대화하

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대내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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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연구의 배경

□ NAFTA가 멕시코 등 회원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

-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

-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로 인해 경제파탄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

거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를 자주 인용

ㆍ반면,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

- 이러한 엇갈린 해석은 NAFTA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부족한

데서 기인

ㆍ대부분의 주장이 NAFTA 이후 멕시코 등의 경제상황 변화를 모두

NAFTA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단순한 평가에 근거

Ⅱ. NAFTA의 추진동기

□ NAFTA에 의해 북미지역을 통합하는 거대 경제권이 출범

- 1994년 발효된 NAFTA로 통합된 북미 3국 경제권은 인구규모나 GDP

등의 측면에서 유럽통화동맹(EMU)을 능가

경제규모 비교

(단위: 백만 명, 억 달러)

NAFTA
EMU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합계

인구 263 29 90 382 298

GDP 70,175 5,559 4,217 79,951 62,050

주: 1994년, 명목금액 기준

자료: WDI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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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서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 문제 등을 포괄

ㆍ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

□ 미국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

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

- 다자간 무역협상 부진에 대응하여 북미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의 전문화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

-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시장에서의 자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 보호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ㆍ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의 무역자유화 조치와 경제개혁으로 멕시코

시장이 성장

- 반면, NAFTA가 GDP 및 교역 증가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

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멕시코는 개방정책 심화와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를 목적으로 NAFTA에

참여

-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이외에는 현

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

ㆍ198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 멕시코는 NA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기대

ㆍ미국 및 캐나다와 비교하여 경제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

해왔기 때문에 NAFTA로 인한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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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북미 경제통합의 이익을 확보하고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NAFTA 참여를 결정

- 미국과 멕시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유무역의 이익이

미국에 편향될 것을 우려하여 NAFTA 협상에 합류

- 성장하는 멕시코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

화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Ⅲ.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

□ 실증분석 결과, NAFTA는 각 회원국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추세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분석 결과,

NAFTA는 3개국 모두에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끼침

ㆍ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약 2.6%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유의적으로

발생했으며, 미국의 경우는 비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나타남

ㆍ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추세가 반전

각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추정 결과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OECD 경제성장률 1.297 *** 0.957 *** -0.031

NAFTA 0.231 2.642 *** 2.602 *

추세 0.035 -0.106 *** -0.301 **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상수항 및 통제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본문 참조)

- 하지만 NA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성장률과 미국 경제성장률의

동조성이 높아졌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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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단순상관계수가 상승한 멕시코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석유 요인 등의 영

향을 제거하면 NAFTA 이전과 유의적 차이가 없음

각국 경제성장률의 미국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추정 결과

국가
설명변수

캐나다 멕시코

미국 경제성장률 0.761 *** 0.109

NAFTA*미국 경제성장률 0.041 0.156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상수항 및 통제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본문 참조)

4) 교차항(NAFTA*미국 경제성장률)의 추정 회귀계수는 NAFTA 이후 미국 경제성

장률과 각국 경제성장률과의 관계의 변화 정도를 의미

□ NAFTA 발효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율이 상승하

여 경제성장에 기여

- 실증분석 결과, 특히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 증가 → 투자율 상승 → 경

제성장'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 3개국 모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를 구축(驅逐)하는 효과는

없었음

ㆍ특히 미국의 경우 NAFTA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율을 더욱 높이

는 요인으로 작용

외국인직접투자, 투자, 경제성장의 관계 추정 결과

국가
관계

미국 캐나다 멕시코

NAFTA → FDI 0.392 -0.075 0.827 ***

FDI → 투자율 0.689 *** 0.046 4.305 ***

투자율 → 경제성장률 -0.074 0.090 0.728 ***

주: 1) 1980~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상수항 및 통제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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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는 각 회원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환율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실증분석의 결과, 3개국 모두에서

NAFTA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ㆍNAFTA 이후 수출증가는 멕시코 26.8%, 캐나다 6.5%, 미국 8.4%로서

모두 유의적

각국 수출에 대한 추정 결과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OECD 수출 0.723 *** 0.326 *** 0.512 ***

NAFTA 0.084 *** 0.065 * 0.268 ***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수출금액은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3)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상수항 및 통제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본문 참조)

- NAFTA 이후 수출산업과 경제성장의 연관이 약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는 실증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ㆍNAFTA를 전후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음

- 멕시코는 NAFTA 이후 특히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

ㆍ이는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던 멕시코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

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방증

□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NAFTA 이후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감소

- 멕시코와 미국의 지니계수는 NAFTA가 발효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오히려 하락(멕시코: 52.0 → 48.0, 미국: 36.1 → 35.7)

ㆍ다만,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 28.3에서 2000년 30.1로 상승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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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멕시코의 경우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지만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음1)

- NAFTA 이후 실업률은 3개국 모두 하락세

ㆍ멕시코는 1995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급등했으나, 이후 2000년대 초

반까지 고용사정이 개선

ㆍ미국과 캐나다는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

Ⅳ. 멕시코 경제난의 배경

□ NAFTA가 아니라 오래된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멕시코 경

제난의 원인

- NAFTA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는 아직 완전히 정상

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

ㆍ양극화와 빈곤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농촌 경제가 피폐

ㆍ1990년대 중반에 비해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

었지만, 소득구조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

- 정치적 혼란, 부적절한 경제정책, 사회적 모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난을 초래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채가 급증

- 석유수출 수입에 의존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

고, 페소화 고평가 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

1) 중남미 국가의 지니계수는 브라질 58.0(2003년), 아르헨티나 52.8(2003년), 페루 54.6(2002년),

칠레 57.6(2000년), 과테말라 55.1(2002년) 등으로, 멕시코(2002년 49.5)보다 높음. 특히 아르헨

티나와 페루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는 멕시코보다 지니계수가 낮았지만 지금은 더 높아져 소득

분배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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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외채 도입이 급증하

여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고착화

□ 정치적 혼란과 함께 개혁이 정체되어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

- 멕시코 경제의 장기 불안은 1929년 이후 71년간 제도혁명당(PRI)의 일

당 독재가 가져온 일종의 '멕시코 병(Mexico Disease)'이 원인

ㆍ경제발전과 산업혁신의 성취 기회가 많았으나 계속된 정쟁, 민중봉기,

혁명 등으로 경제도약이 좌절

- 정권유지를 위한 인기 영합적인 정책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

ㆍ대통령 선거 주기와 외환위기 발생 주기가 일치하는 정치적 경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에 의해 시장경제가 왜곡

-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금융자유화로 형성된 버블이 파열되면서

위기를 초래

ㆍ민영화된 은행의 공격적 경영과 단기 국공채 시장 개방으로 단기 외채

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에 거품이 발생하여 경제위기가 야기

Ⅴ. 결론 및 시사점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NAFTA는 모든 참가국에서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NAFTA 이후 모든 회원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ㆍ특히 멕시코에서는 투자 및 수출의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

ㆍNAFTA 이후 분배 상황은 소폭 호전되었으며 실업률도 하락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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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변수가 점차 안정되고 있

으며 경제의 큰 취약점이었던 외채도 감소

□ 한국은 대외 의존도 분산 정책이 필요

- 지금 한국은 대중 의존도 심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

ㆍ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1996년 7.1%에서 2005년 18.4%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 국가로 부상

ㆍ직접투자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교역 국가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ㆍ따라서 미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더라도 대미 의존도 심화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대중 의존도 완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분산 효과가 더 클 것임

□ 대내개혁을 통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FTA로 인해 넓어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ㆍFTA 등 전략적 개방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식기반 서

비스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

- 경제의 건전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을 강화

ㆍ국가 재정의 중장기 균형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외자본 유출입의 변동을 축소

ㆍ은행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

- 무엇보다 해외유입자본을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여 급격한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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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

□ 2006년 초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8

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거쳐 협상을 타결

- 2006년 2월 3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USTR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ㆍ이에 앞서 2006년 1월,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한미 FTA를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

- 2006년 6월에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2007년 3월에 8차 협상까지 가

졌으며, 2007년 4월 2일에 협상을 타결

ㆍ공식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

□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뿐만 아니라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찬

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

- 찬성론은 한미 FTA를 통해 기대되는 직ㆍ간접적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

는 현실적인 경제논리에 바탕

ㆍ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ㆍ한국 경제에서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절실

- 반대론자는 한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미국과의 FTA가 국내 경제의 파탄

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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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국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교역에

서 얻는 이익이 미미하고, 경쟁력 격차가 큰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등에

서의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

ㆍ협상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

이 적절치 않다는 점 등도 반대론의 근거

NAFTA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

□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로 인해 경제파탄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

거로 멕시코 사례를 자주 인용

- 멕시코의 경우 NAFTA의 영향으로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산업기반이 취

약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식

ㆍ멕시코는 미국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변모함으로써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출산업과 국가경제의 연계가 약화되어 수출증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감소했다고 주장

-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서도 멕시코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서

민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

ㆍ한국 경제의 대미 종속이 심화되고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고용불안

이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요금이 급등하여 서민생활이 피폐해져 멕시코

와 유사한 상황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

□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

- 현재 멕시코 경제의 난맥상은 멕시코의 경제ㆍ사회적 구조와 부적절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

ㆍ석유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입대체 공업화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과 1980년대 이후 수 차례 발생한 경제위기의 부작용이 제대로 해결

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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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가 경제회생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주장

ㆍNAFTA가 발효된 이후인 1995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1980년대의 경

제위기에 비해 회복 기간이 짧음

ㆍNAFTA가 멕시코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지

만, 수출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시각

□ NAFTA가 각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

- NAFTA의 영향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한미 FTA를 포함한 개방정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끼침

ㆍ찬성론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

하는 등 NAFTA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양분

- 이는 NAFTA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부족한 데서 비롯

ㆍ대부분의 주장이 NAFTA 이후 멕시코 등의 상황을 전적으로 NAFTA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단순한 평가에 근거

ㆍ가령 멕시코의 경제적 어려움이 NAFTA 이후에 가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전히 NAFTA의 영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

- NAFTA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근거 없는 과도한 우려나

기대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

ㆍ부정적인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ㆍ멕시코 외에도 캐나다, 미국 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ㆍ경제위기 등의 영향과 NAFTA의 영향을 구분하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 성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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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AFTA의 추진동기

1. NAFTA의 의의

□ NAFTA에 의해 북미지역을 통합하는 거대 경제권이 출범

- 1990년 9월 미국과 멕시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캐나다가 참여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3국 간 협정으로 발전

ㆍ3국 간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경제논리에 의해 무역과 투

자의 자유화를 추진2)

- 1994년 NAFTA 발효로 통합된 북미 3국 경제권은 인구규모나 GDP 등

의 측면에서 유럽통화동맹(EMU)을 능가

경제규모 비교

(단위: 백만 명, 억 달러)

NAFTA
EMU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합계

인구 263 29 90 382 298

GDP 70,175 5,559 4,217 79,951 62,050

주: 1994년, 명목금액 기준

자료: WDI online

□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서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 문제 등을 포괄

-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직적 통합 모형

ㆍ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

ㆍ3국 경제의 생산성 및 고용창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3)

2) 전웅, 1994,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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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체결

ㆍEU,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등 선진국 간, 또는 개발도

상국 간 FTA가 일반적

2. 국가별 NAFTA 추진동기

1) 미국

지역 블록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1986년 9월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진행이 부진

- 서비스산업과 농산물 협상 등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대립이 심화

ㆍ금융, 정보ㆍ정보통신, 건설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약한 개도국의 반

발로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상이 난항

ㆍ농산물 협상에서도 농업보조금 삭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출국과 수입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 그 밖에 원산지 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지적재산권 등

의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부진4)

□ 미국은 우루과이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과 지역주의

노선을 병행하여 추진

- 1980년대에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경험한 미국은 교

역자유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모색

ㆍ스태그플레이션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

고 쌍둥이 적자 문제 등으로 미국 경제 쇠퇴론이 등장

3) 문남권, 2003, p. 48

4) 김원호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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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 무역협상 부진에 대응하여 북미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의 전문화 등을 통한 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

ㆍ회원국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 재편성을 통해 역내 물적ㆍ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원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 유럽 단일시장 형성, 일본 경제권 확장 등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지역주

의 확산이라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

ㆍNA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초는 국제무역질서에서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점5)

ㆍ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경제블록이 탄생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차별이

발생하면 역외국은 기존 블록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자체 블록을 형성하

여 이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주의가 심화6)

멕시코 경제개혁의 진전

□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으로 멕시코 경제의 불

확실성이 감소

- 1982년 페소위기 이후의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1985년 데 라 마

드리드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ㆍ과도한 국내산업 보호와 석유수출에 대한 의존이 경제체질을 약화시켰

다고 판단

- 석유산업 중점 육성정책을 폐지하고,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에서 무역자유

화에 바탕을 둔 대외 지향적인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추진

□ 멕시코 시장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수출업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

5) 문남권, 2003, p. 50

6) Baldwin, 1999, pp. 47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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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무역자유화 조치와 경제개혁으로 멕시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 수출업자와 투자자의 멕시코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1986년 이후 중간재, 자본재, 하이테크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

게 증가

ㆍ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7)

- 초기 단계에 있는 멕시코의 개혁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도 의미

를 둠

ㆍ국제금융환경에 취약한 멕시코 경제와 초기 단계의 개혁을 NAFTA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할 필요성

ㆍ이를 통해 멕시코 경제를 활성화하여 불법이민을 감소시킴으로써 미국

근로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직접적인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NAFTA가 GDP, 교역 등을 증가

시키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NAFTA는 10여 년에 걸쳐 GDP를 0.1~0.64% 증가시키는 데 그칠 것이

라고 전망8)

- 무역장벽 제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

을 것으로 추정

ㆍ수출은 1.46~2.99%, 수입은 0.60~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미국과 멕시코 간의 교역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양

국의 현격한 경제규모 차이로 인해 미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9)

7) 미국의 3대 기업 정책은 '조세감면, 규제완화, 자유무역'으로서, 자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자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동일한 경영환경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8) Brown et al., 1992; Klein and Salvatore, 1995; Kouparitsas, 1997

9) 1994년 기준으로 GDP를 비교하면 멕시코는 미국의 6%, 캐나다는 미국의 7.9%에 불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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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투자는 0.37~0.51% 증가할 것으로 예측

NA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단위 : %)

Kouparitsas Klein & Salvatore Brown et al.

실질 GDP 0.24 0.64 0.1

총수입 1.40 0.60 93.7억 달러 증가

총수출 1.46 2.99 86.0억 달러 증가

자본투자 0.37 0.51 -

자료: 김원호 등(2000)에서 부분 인용

2) 멕시코

경제개혁의 가속화

□ 1980년대 초반의 페소위기 이후 1985년부터 무역자유화와 대외 지향적

인 경제발전을 추구

- 멕시코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폐쇄적 경제정책을 유지

ㆍ수입대체공업화 전략과 국내산업 보호 정책을 채택

ㆍ정부는 재정지원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통해 국

내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력

- 폐쇄적 정책과 방만한 재정운영은 1982년 경제위기를 초래

ㆍ수출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방만한 재정운영

등으로 외채가 급증한 데다 유가하락, 금리상승 등으로 상환부담이 증가

하여 1982년 모라토리움 선언

- 1985년 7월 지방선거 이후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은 대외 지향적인 성

장 전략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9

ㆍ수입허가제를 수입관세로 대체하는 등 수입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국

내산업 보호 조치를 폐지

ㆍ1986년 8월에는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관세도 지속적으로 인하10)

□ NAFTA는 개방정책을 심화시키려는 멕시코 발전 전략의 일부

- 1988년 취임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해외 시장 접근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미국 이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NAFTA를 추진11)

ㆍ각 지역의 경제블록들이 자체 무역을 강화하여 제3국의 참여를 제한하

려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

ㆍ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

- NAFTA는 멕시코의 개방적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

ㆍ이전의 무역자유화는 자발적 조치로서 자의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었지

만, NAFTA는 외국과의 협정으로서 임의적으로 폐기하기가 어려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

□ 1980년대 들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

-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적 패권 약화와 함께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가 변화하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 그 결과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하는 등 미국의 자의적 무역정책에 대

한 취약성이 증가

□ 미국의 자의적 보호주의 정책으로부터 멕시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

단이 필요

10) 멕시코는 1979년에도 GATT 가입을 추진하는 등 개방을 시도했으나, 보호 조치에 길든 국내 업

계의 거센 반발로 포기(이상균ㆍ윤성훈, 1999, pp. 165-166)

11) 전웅, 1994, pp. 55-56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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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조건이나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문화할 경우

미국의 자의적 무역정책 여지가 축소

- 미국이 정치ㆍ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무역보복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반대론자의 주장과 달리

국가의 주권이 강화12)

직접적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

□ 멕시코는 NA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무역위원회는 멕시코를 NAFTA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목13)

ㆍ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폐쇄된 경

제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NAFTA로 인한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

는 데 근거를 둔 분석

- NAFTA로 멕시코 경제는 25년간 50% 성장할 것으로 추정14)

ㆍGNP가 2~4% 상승하고, 부가적인 자본유입으로 복지이득이 4~7% 증

가하며, 생산성이 1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경제적 이익은 주로 자본유입과 교역확대 등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NAFTA로 멕시코 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도가 상승하여 자본

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 및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ㆍ멕시코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의 투자뿐만 아

니라 멕시코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유럽, 일본 등 제3국

의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12) 김원호 등, 2000, p. 49

13) 김원호 등, 2000, p. 57

14) Weintraub, 1993. 전웅(19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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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국인투자는 국내저축 보완, 고용창출, 기술이전, 산업구조 다각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선이 멕시코로 전환됨으로써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ㆍ단기적으로는 대미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

자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캐나다

미국 중심의 북미경제구도 재편에 대한 우려

□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NAFTA 참여의 주

된 동기

- 1989년 발효된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NAFTA에 추가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

ㆍCUSFTA가 발효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 경

기침체와 함께 캐나다도 1991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CUSFTA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

- 미국과 멕시코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유무역의 이익

이 미국에 편향될 것을 우려하여 NAFTA 협상에 합류

ㆍNA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북미 경제체제가 미국 중심으로, 이른바

"바퀴축과 살(hub and spoke)"의 형태로 재편될 것을 우려15)

ㆍ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해서만 접근성을 가지는 데 반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양 시장에 접근성을 가지게 될 경우, 기존 CUSFTA에

따른 이익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인식

15) Kowalczyk and Wonnacott, 199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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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를 통해 미국 수출시장과 캐나다 국내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

- 미국 수출시장에서 멕시코의 저임금ㆍ무관세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필요

ㆍCUSFTA가 체결되어 있었지만, 원산지 규정 구체화, 관세협력 강화 등

새롭게 등장한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ㆍ정부조달 부문 개방 등 CUSFTA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

한 추가 협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캐나다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한 관심 사항16)

-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저가 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캐나다 국

내 기업을 보호

ㆍ캐나다 기업도 미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멕시코의 저임노동력 활용

가능성을 확보

멕시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성장하는 멕시코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도모

- 1980년대 중반부터의 개혁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멕시코 시장으로의 진

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

ㆍ멕시코 경제는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라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 NAFTA 참여를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

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ㆍ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 캐나다가 제외될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조건이 악화

16) 김원호 등, 2000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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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 FTA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

력을 강화

ㆍ멕시코에 대한 투자와 자본재의 수출을 확대하고, 멕시코의 저임노동력

과 저렴한 중간재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이를 통해 향후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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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방법의 틀

□ NAFTA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분리해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움

- 각국은 공통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부침의 영향에 노출

ㆍ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NAFTA

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음

- 개별 회원국의 특정한 정치ㆍ경제적 사건도 경제성과에 복합적으로 영향

을 미침

ㆍ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경우 1980년대에 두 번, 그리고 NAFTA가 발효된

1994년 말에 경제위기가 발생

ㆍ미국도 1990년대 말의 IT 호황에 이어 2000년대 초에 버블 붕괴에 따

른 경기침체를 경험

□ 중요한 경제적 사건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NAFTA의 영향을 추정

- 세계 경제성장률ㆍ투자증가ㆍ수출증가, 경제위기, 추세 등의 영향을 제거

ㆍ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ㆍ투자증가ㆍ수출증가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NAFTA 회원국의 상대적인 성과를 평가

- 멕시코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해를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으

로 간주하여 통제

ㆍ경제성장률, 투자증가율 등의 추세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제거

- 그 밖에 멕시코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석유 관련 변수나 환

율 등을 통제변수에 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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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변수

NAFTA 이후 경제성장률이 상승

□ NAFTA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NAFTA 발효 이후 상승

-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1980~1993년 평균 2.5%에서

1994~2004년 평균 3.2%로 상승17)

ㆍ국가별로는 미국이 3.0%에서 3.3%로, 캐나다가 2.2%에서 3.5%로, 멕시

코가 2.2%에서 2.9%로 상승

각국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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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 같은 기간에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8%에서 2.6%로 하락

ㆍ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움직임

을 보였지만(상관계수는 각각 0.83, 0.71),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나 미국, 캐나다와 상관관계가 낮음

17) 3국 경제성장률의 단순평균. 1971~1993년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평균 3.4%에서 3.2%로 감소

했으나, 이는 1970년대 캐나다(4.2%)와 멕시코(6.6%)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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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경기변동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NAFTA는 각 회원국 경제성

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세계적 경기변동18)의 영향과 경제성장 추세 등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NAFTA는 3개국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침

ㆍ멕시코는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성장률 급락의 영향19)과 석유수출증가율

및 유가변화율의 영향20)을 추가로 통제변수에 포함

-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NAFTA가 경제성장률 하향 추세에 대해

반전의 계기를 제공21)

ㆍNAFTA는 양국에서 약 2.6%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일으킴

ㆍ다만, 미국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낮기 때문에 NAFTA가 미친 영향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통계적

유의성도 없음

각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추정 결과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상수항 -1.328 ** 1.386 * 9.404 ***

OECD 경제성장률 1.297 *** 0.957 *** -0.031

NAFTA 0.231 2.642 *** 2.602 *

추세 0.035 -0.106 *** -0.301 **

석유수출증가율 - - 0.025 *

유가변화율 - - 0.022

경제위기 - - -8.875 ***

R2 0.797 0.625 0.768

수정 R2 0.777 0.587 0.686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18)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

19) 경제성장률이 (-)를 기록한 1982, 1983, 1986, 1995년에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가정

20) 멕시코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21) 경제성장률의 하향 추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1970년대

를 제외하더라도 존재하며, NAFTA의 영향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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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성장률과 미국 경제성장률의 동조성

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연간 경제성장률의 단순상관계수를 보면, 캐나다는 소폭 감소한 반면 멕

시코는 크게 증가

ㆍ캐나다의 경우 1989년 발효된 미국과의 FTA(CUSFTA) 이전에도 이미

미국과 높은 수준의 경제동조화 현상을 보임

ㆍ멕시코와 미국 경제성장률의 단순상관계수는 NAFTA 이후 뚜렷이 증가

미국 경제성장률과의 단순상관계수

1971~1988 1971~1993 1994~2004

캐나다 0.78 0.76 0.61

멕시코 0.04 0.03 0.67

-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와 석유 요인 등의 영향을 감안할 때

NAFTA 이후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음

ㆍ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음

각국 경제성장률의 미국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추정 결과

국가
설명변수

캐나다 멕시코

상수항 0.748 2.729 ***

미국 경제성장률 0.761 *** 0.109

NAFTA*미국 경제성장률 0.041 0.156

석유수출증가율 - 0.027 *

유가변화율 - 0.018

경제위기 - -6.776 ***

R2 0.555 0.693

수정 R2 0.526 0.608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교차항(NAFTA*미국 경제성장률)의 추정 회귀계수는 NAFTA 이후 미국 경제성장

률과 각국 경제성장률과의 관계의 변화 정도를 의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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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 NAFTA 발효 이후 모든 회원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합계가 NAFTA 이전에 비

해 4배 이상 증가

ㆍNAFTA 발효 이전(1980~1993년) 연평균 407억 달러이던 외국인직접

투자는 발효 이후(1994~2004년) 연평균 1,728억 달러로 급증

- 나라별로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순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

ㆍNAFTA 발효 전후로 멕시코는 28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로 5.4배, 캐

나다는 41억 달러에서 203억 달러로 4.9배, 미국은 337억 달러에서

1,370억 달러로 4.1배가 증가

ㆍ특히 1990년대 후반에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ㆍ2000년 이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미국과 멕시코는

2003년 이후, 캐나다는 2004년 이후 다시 회복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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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이전 하락세를 보이던 회원국의 투자율(고정자본형성/GDP)이

NAFTA 이후 상승세로 반전

- 세계적으로 투자율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지속

ㆍOECD 국가의 평균 투자율이 1970년대 24.9% → 1980년대 23.0% →

1990년대 21.5%, → 2000년대(2000~2004년) 21.2%를 기록

- NAFTA 회원국들도 1970년대 이후 투자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NAFTA 발효 이후 상승세로 반전

ㆍ3개국의 평균 투자율은 1970년대 20.7% → 1980년대 20.3% →

1990~1993년 18.3%로 하락했으나, 1994~2004년에는 19.2%로 상승

ㆍ하지만 3개국 모두 OECD 국가 평균 투자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NAFTA 이후에도 1970~1980년대보다 투자율이 낮음

각국 투자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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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 추세와 경제성장 등의 영향을 제거한 분석에서도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

자는 유의적으로 증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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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는 멕시코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약 83% 증가시키는 효

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ㆍ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

- 캐나다와 미국은 추세와 경제성장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추정 결과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상수항 8.765 *** 5.707 *** 6.767 ***

NAFTA 0.392 -0.075 0.827 ***

추세 0.076 *** 0.105 ** 0.067 ***

경제성장률 0.091 * 0.227 ** 0.010

R2 0.688 0.536 0.948

수정 R2 0.643 0.469 0.941

주: 1) 1980~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전반적으로 3개국 모두에서 투자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투자율도 상승

ㆍ특히 멕시코의 투자율은 외국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양자의 관계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

ㆍ따라서 NAFTA 이후 투자율의 상승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NAFTA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驅

逐) 효과22)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22) FDI와 NAFTA 더미변수의 교차항(FDI*NAFTA)를 통해 추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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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NAFTA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NAFTA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FDI가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상수항 14.994 *** 23.027 *** -7.917

FDI 0.689 *** 0.046 4.305 ***

FDI*NAFTA 0.172 *** -0.036 -0.151

경제성장률 0.121 * 0.033 0.242 ***

추세 -0.236 *** -0.127 * -0.450 ***

R2 0.544 0.367 0.607

수정 R2 0.452 0.240 0.529

주: 1) 1980~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투자율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멕시코의 경우 투자율이 1%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7%p 상승

ㆍ하지만 NAFTA 이후 투자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23)

ㆍ즉,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향

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캐나다의 경우 NAFTA 이후 투자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 유의적으로 증가

ㆍNAFTA 이후 투자 효율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NAFTA와 무관하게 투자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23) 투자율과 NAFTA 더미변수의 교차항(투자율*NAFTA)를 통해 추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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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상수항 0.086 -0.810 -8.894 ***

투자율 -0.074 0.090 0.728 ***

투자율*NAFTA 0.016 0.138 *** 0.053

OECD경제성장률 1.308 *** 0.978 *** 0.431 **

추세 0.030 -0.095 ** -0.134 ***

경제위기 - - -7.595 ***

R2 0.796 0.636 0.829

수정 R2 0.768 0.585 0.798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교역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자극

□ NAFTA 이후 멕시코의 수출이 급증

- 2004년 멕시코의 수출금액은 NAFTA 발효 직전인 1993년에 비해 3.6배

증가하여 증가 폭이 OECD 국가의 2.2배를 크게 상회

ㆍ마킬라도라(수출자유지역)를 제외한 지역의 수출은 같은 기간에 3.4배

증가

ㆍ1993년 수출은 1980년에 비해 2.9배 증가하여 OECD 국가의 평균 증

가율 2.2배보다 높았지만 증가율 차이는 크지 않음

- 멕시코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

ㆍ대미 수출 비중은 NAFTA 체결 전인 1993년 83.1%에서 2000년 88.7%

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5년에는 85.7%를 기록

ㆍ대미 수입 비중은 1993년 78.3%에서 1996년 83.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5년에는 59.5% 수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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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미국

은 오히려 OECD 국가 평균보다 수출증가율이 낮음

ㆍ1993년 대비 2004년 수출금액은 캐나다가 2.3배, 미국은 1.8배

각국 수출 추이

0

100

200

300

4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미국 캐나다

멕시코 OECD NAFTA

CUSFTA

(1993=100)

자료: Datastream

□ 멕시코의 경우 특히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

- 멕시코의 제조업 부문 수출 가운데 하이테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1.2%에서 2003년 28.4%로 7.2%p 상승

ㆍ동 비율은 2001년에 29.9%까지 상승한 후 소폭 하락

ㆍ1993년에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NAFTA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이는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던 멕시코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

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방증

ㆍ같은 기간 미국의 동 비율은 32.8%에서 35.8%로, 캐나다의 동 비율은

10.2%에서 12.1%로 각각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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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산업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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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3개국 모두에서 NAFTA가 수

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NAFTA 이후 수출이 급증한 멕시코는 물론,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NAFTA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ㆍ수출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을 하회하는 미국의 경우 OECD 국가 평

균에 비해 수출증가세가 유의적으로 낮은 가운데, NAFTA는 수출 활성

화의 계기를 제공

- 특히 멕시코의 경우 NAFTA로 인한 수출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

타남

ㆍ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석유수출과 대달러 페소화 환율 변동의 영

향 등을 통제할 경우 NAFTA 이후 멕시코의 수출은 약 26.8%가 증가

□ NAFTA 이후 수출산업과 경제성장의 연관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출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ㆍ내수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

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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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이후에도 3개국 모두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적으로 약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24)

ㆍ특히 NAFTA 이후 수출산업과 경제의 연관이 약화되었다고 주장되는

멕시코의 경우에도 양자의 관계가 감소했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음

각국 수출에 대한 추정 결과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상수항 -1.640 *** -0.566 * -3.400 **

OECD 수출 0.723 *** 0.326 *** 0.512 ***

전기수출 0.390 *** 0.599 *** 0.446 ***

NAFTA 0.084 *** 0.065 * 0.268 ***

추세 -0.017 *** 0.000 -0.001

대달러 환율 - 0.002 * 0.001 *

석유수출 - - 0.174 ***

R2 0.997 0.996 0.993

수정 R2 0.997 0.996 0.991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수출금액은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3)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수출증가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국가
설명변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상수항 2.800 *** 2.556 *** 3.571 ***

수출 0.036 0.066 ** 0.067 ***

수출*NAFTA 0.015 0.003 -0.023

경제위기 - - -7.546 ***

R2 0.094 0.108 0.681

수정 R2 0.035 0.051 0.649

주: 1) 1971~2004년 기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2)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4) 수출과 NAFTA 더미변수의 교차항(수출*NAFTA)를 통해 추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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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배와 고용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

□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NAFTA

이후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감소

- OECD 국가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을 시사

ㆍOECD 국가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 29.3에서 1990년대 중반

30.9, 2000년에는 31.0으로 상승

- 멕시코와 미국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

ㆍ양국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1980년대 중반에 비해 상승했

으나, NAFTA가 발효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멕시코:

1990년대 중반 52.0 → 2003년 48.0, 미국: 36.1 → 35.7)

ㆍ반면, 캐나다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28.3에서 2000년 30.1로 상승

NAFTA 회원국 및 OECD 국가의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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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니계수가 높은 멕시코의 경우에도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음

-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경우는 멕시코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더 악화

ㆍ아르헨티나는 1986년 지니계수가 44.5로 멕시코(1984년 46.3)보다 낮

았지만, 2003년에는 52.8로 상승하여 멕시코(2002년 49.5)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25)

ㆍ페루의 경우에도 지니계수가 1986년 45.7, 1990년 43.9에서 2002년에

는 54.6으로 상승

- 대표적인 남미국가인 브라질과 칠레 등도 멕시코보다 지니계수가 높음

ㆍ국가별 지니계수는 브라질 58.0(2003년), 칠레 57.6(2000년), 과테말라

55.1(2002년) 등으로, 대부분의 남미국가가 멕시코 수준을 상회

- 따라서 멕시코의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중남미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ㆍNAFTA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고 볼 근거는 없음

□ 실업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2000년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

ㆍ2000년대 초반 미국의 경기 악화를 반영

ㆍOECD 국가 전체로도 실업률은 1990년 중반 이후 하락하다가 2000년

대 이후 소폭 상승

- 멕시코는 1995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급등했으나, 이후 2000년대 초반

까지 고용사정이 개선

ㆍ1995년에 5.75%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1년 2.14%까지 하락하여

2003년까지 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

25) 자료원은 WDI online. 지니계수는 자료원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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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4년 이후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여 3%를 넘어선 상태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실업률 하락이 뚜렷

ㆍ미국의 실업률은 1993년 6.9%에서 2000년 4.0%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으나, 2006년에도 4.7%로 NAFTA 이전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

ㆍ캐나다의 실업률은 1993년 11.4%에서 2006년에는 6.4%로 하락하여

가장 뚜렷한 개선을 보임

NAFTA 회원국의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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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멕시코 경제난의 배경26)

멕시코의 경제난은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산물

□ NAFTA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궤

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

- 양극화와 빈곤 등의 문제가 심각

ㆍ1990년대 중반에 비해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

었지만, 소득구조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

ㆍOECD 국가 중에서는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수준

- 농촌 경제의 피폐화도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

ㆍ멕시코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석유화학산업 중점 육성 정책 등으로 심

각한 이농현상이 발생하는 등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

□ 멕시코 경제난은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오래된 구조적 모순이 원인

- 정치적 혼란, 부적절한 경제정책, 사회적 모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난을 초래

ㆍ1960~1970년대에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도 내부적인 모순

이 축적되어 1980년대의 경제위기로 귀결

ㆍ내부적 모순은 1980년대 이후의 정책선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

- 멕시코 경제난은 NAFTA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해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ㆍ따라서 멕시코 경제난이 NAFTA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NAFTA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논리

26) 이 장의 내용은 오승구ㆍ곽수종(1996), 김영수(1998), 이상균ㆍ윤성훈(1999), Sachs 등.(1995),

Whitt(1996) 등을 종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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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 석유수출 수입에 의존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

- 1970년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원유생산량이 급증하여 주요 산유

국으로 재부상

ㆍ1921년 세계 1위의 석유수출국이었으나 생산정체와 소비증가로 1970년

대 초반 석유수입국으로 전락

- 막대한 석유수출 수입에 대한 기대로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

ㆍ1978~1982년 중 연평균 45%나 증가한 재정지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이 연평균 8.4%를 기록하는 등 호황국면을 구가

ㆍ하지만 1980년까지 GDP의 5~6% 수준을 유지하던 재정적자가 1982년

GDP의 15.7%로 크게 증가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페소화 고평가 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증

-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안정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페소화의 과대평가 상태가 지속

ㆍ1970년대 후반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물가는 1977~1981년 기간

중 연평균 23.8% 상승했으나, 페소화의 대달러 환율은 달러당 22.5~24.5

페소 수준을 유지

ㆍ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도 물가안정 억제를 위해 환율변동

폭을 축소하는 등 환율안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페소화 고평가를 초래

- 페소화 고평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남

ㆍ이에 따라 실질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

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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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97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등 페소화 가치가 인위적으로 안정되었

던 시기에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ㆍ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환율안정과 함께 경상수지 적자도 축소되는

등 안정을 찾는 추세

멕시코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및 페소화 평가절상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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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급증으로 대외 여건에 대한 취약성 심화

□ 막대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외채가 급증

- 1978년 340억 달러 수준이던 멕시코의 외채는 1981년 753억 달러,

1995년에는 1,698억 달러로 증가

ㆍ외채 총액이 1981년에는 수출액의 2.7배, 1995년에는 수출액의 2.1배

수준을 기록

- 특히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단기성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

ㆍ총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 13.5%에서 1981년 29.9%

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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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991~1993년 중 멕시코로 유입된 외국자본 732억 달러 가운데 80%가

넘은 597억 달러가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

□ 낮은 국내저축률로 인해 국내 자본축적이 미진한 것도 외자유치의 필요성

을 증가시킨 요인

- 멕시코의 국내저축률은 1980년대 초반 25%를 상회했으나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1994년에는 14.8%까지 떨어짐

- 원래 낮은 저축률에다 해외자금 유입이 소비를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음

ㆍ해외유입자본이 멕시코 내부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구조

에 흡수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소비와 국내소비를 조장

ㆍ『자본유입 → 소비증대 → 무역수지 악화 → 외자유입 확대』의 악순

환이 지속

멕시코의 저축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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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채증가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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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리 상승은 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시 외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

- 특히 단기성 자금의 과다 유입은 국내경기의 과열을 초래하고 상황이 악

화될 경우 대규모 유출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위험을 내포

정치적 혼란과 개혁의 정체

□ 멕시코 경제의 장기불안은 1929년 이후 71년 간 제도혁명당(PRI)의 일당

독재가 가져온 일종의 '멕시코 병(Mexico Disease)'이 원인27)

- 1911년부터 1944년까지 '질서와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아스(Porfirio

Diaz) 정부는 산업화 정책을 실시

ㆍ1910년 민주화 봉기와 1929년 카예스 정권의 국가혁명당(PNR)28) 창당

이후 멕시코는 제도혁명당(PRI)의 장기집권 아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

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ㆍ하지만 정치적 반대나 선거, 언론의 자유 등이 금지되었고, 군사적 억압

정책이 지속

- 이후에 경제발전과 산업혁신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계속된

정쟁, 민중봉기, 혁명 등으로 경제도약이 좌절

ㆍ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으나, 1당 독재체제, 제한된

언론자유, 과다한 정부권력 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그에 따라 시민

데모와 무장군인에 의한 시민학살이 발생하여 대외 신인도가 하락

- 1960년대 이후 멕시코는 제3세계 외교에 치중하여, 가장 가깝고도 강력

한 경제대국인 미국과는 오히려 원거리 협력정책을 지향

27) 'Mexico Disease'란 경제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수 차례의 기회를 정쟁과 민중봉기 등 정정불

안으로 인해 실기한 현상을 지칭

28) 제도혁명당(PRI)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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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960년대 말부터 농업생산이 한계에 직면하고, 국제수지 악화와 소득격

차 심화, 빈곤과 실업 증가, 인구폭발과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 급증,

일당독재에 따른 정치부패 만연 등으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

- NAFTA 출범 당시에도 농민반란이 발생하는 등 정치불안이 지속

ㆍNAFTA가 발효된 1994년 1월 1일에 남부 치아파스 주에서 농민반란이

발생하여 반란군과 멕시코 군대 간에 정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145

명이 사망

□ 정권유지를 위한 인기 영합적인 정책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

- 1970년대 에체베리아 정권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중과, 노동자 임금 인

상 등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

ㆍ1968년의 유혈사태 이후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지출

을 증대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를 심화

- 1980년대 포르티요 정권은 198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임

금인상 등을 추진

ㆍ정부예산 삭감, 통화긴축, 공공요금 인상 등의 종합조정계획을 발표했으

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 1985년 이후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의 개혁도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제한적인 폭에 그침

- 1994년에는 국내외의 페소화 평가절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살리나스 대

통령의 정치적 고려와 독단으로 합리적 대응에 실패

ㆍ퇴임 이후 경제자유화 업적을 바탕으로 WTO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던

살리나스 대통령은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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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에 의해 시장경제가 왜곡

- 멕시코의 외환위기 발생 시기(1976, 1982, 1987, 1994년)는 대통령 선

거연도(1976, 1982, 1988, 1994년)와 거의 일치

- 선거를 앞두고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실시하여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무리하게 자국 화폐의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여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

래하였으며, 임금을 자주 인상하여 기업경영에 부담을 가중

ㆍ1980년대 중반 마드리드 정부는 주지사 및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IMF와의 약속을 어기고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IMF의 자금지원이 중단되

고 1987년의 위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ㆍ1994년 살리나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정책을 펴

환란을 가중

준비 없는 금융개방

□ 1990년대 초반 은행민영화, 금리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자유화를

추진

- 1980년대의 외채위기로 국유화한 은행들을 1992년까지 민영화

ㆍ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30%까지 허용(동일인 한도는 5%)하고,

NAFTA에 가입하면서 1994년부터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

ㆍ1994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 민영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1995년부터

시장점유율이 6% 이하인 은행, 1999년에는 대형은행의 외국인 지분취

득 제한을 폐지

- 단기 국공채시장을 개방하고 달러화 표시 재정증권(Tesobonos)를 발행

ㆍ멕시코의 高금리와 高페소화 정책으로 환차손 위험이 없는 테소보노스

(Tesobonos)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

ㆍ멕시코 정부는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테소보노스 증발(增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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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금융자유화는 경제거품과 위기를 초래

- 민영화된 은행의 공격적 경영으로 단기 외채가 증가하고 국내경제에 거

품이 발생

ㆍ은행을 인수한 소유주들은 투자이익을 위해 저금리의 단기 외자를 도입

하여 국내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여신을 확대함으로써 과소비를 조장

ㆍ한편, 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규제할 만한 건전성 규제장치는 미비

- 1994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멕시코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

면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경제위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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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NAFTA는 회원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NAFTA는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제공

- NAFTA 이후 모든 회원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ㆍ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유의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

ㆍ캐나다 및 멕시코 경제의 미국 경제와의 동조성에는 큰 변화가 없음

- NAFTA는 특히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투자율과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견인

ㆍ멕시코의 경우 NAFTA 이전에 예상한 대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의

한 직접적 효과가 나타남

ㆍ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 재편 등을 통한 투자효율화가 진행

되면서 간접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임

□ NAFTA로 회원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FTA의 가장 큰 목적인 교역증가가 NAFTA에서도 그대로 현실화되어 회

원국 3개국 모두에서 NAFTA가 수출증가에 기여

- 특히 멕시코는 수출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

ㆍNAFTA의 수출증가 효과는 멕시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하

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었음

을 시사

ㆍNAFTA 이후에도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출산업 성장이 경제성장과 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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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이후 분배 상황은 소폭 호전되었으며 실업률도 하락

- 대표적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와 미국에서

소폭 하락하여 소득불평등도가 개선

ㆍ캐나다의 지니계수는 상승했으나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ㆍ멕시코의 경우 지니계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

준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타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음

- NAFTA 이후 2000년까지 각국 실업률은 하락

ㆍ특히 캐나다의 경우 실업률이 1993년 11.4%에서 2006년 6.4%로 하락

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ㆍ다만, 2000년 이후에는 미국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

멕시코의 경제난은 내부적 개혁의 실패에 기인

□ 멕시코의 경제적 곤경은 NAFTA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

- 정치적 불안과 부적절한 경제정책 운용 및 경제개혁의 부진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멕시코 경제구조의 왜곡을 심화

ㆍ197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는 경제난의 원인이 구조적

이며 따라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임을 시사

- 1994년 출범한 세디요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과 NAFTA 이후의 투자

및 교역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

ㆍ소득구조 양극화로 인해 농민 등 빈곤층의 사회적 불만이 높은 상태

- 산업과 금융 부문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교역

의 잠재적 이익이 희석29)

29) Pacheco-Lopez, 2005, p.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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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회복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변수가 점차 안정

ㆍ1994년 경제위기 이후 30% 이상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0년 이후 10% 이하로 떨어져서 2003년부터는 4%대를 유지

ㆍ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도 1998년 3.8%까지 상승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0.8%를 기록

- 멕시코 경제 취약성의 큰 원인이었던 외채도 감소

ㆍ멕시코의 총외채와 순외채는 각각 1999년 1,665억 달러와 1,346억 달

러에서 2005년에는 1,355억 달러와 614억 달러로 감소

ㆍ외채의 GDP 대비 비율은 1995년 경제위기로 급등한 이후 꾸준히 하락

하여 총외채는 20% 미만, 순외채는 10% 미만을 기록

멕시코의 외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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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stream

- 완전히 안정 추세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내적 불안요인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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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외 의존도 분산 정책이 필요한 상황

□ 일각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대미 의존도가 증가할 것을 우려

-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국내경기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

-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NAFTA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

ㆍ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양국의 교역 등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절대적이었음

ㆍNAFTA 이후 대미 교역 비중이 소폭 늘어났으나, 이로 인해 대미 의존

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미 FTA는 오히려 전체적인 대외 의존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지금은 오히려 대중 의존도 심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

ㆍ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1996년 7.1%에서 2005년에는 18.4%로 증가

ㆍ반면, 미국의 비중은 1999년 20.6%에서 200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12.4%를 기록

ㆍ미국의 상위 20개 수입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대미 수출이 2005년

중 감소

- 중국은 2003년에는 일본을, 2004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교

역대상 국가로 부상

ㆍ수출입증가율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대중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질 전망

ㆍ그 결과 중국의 긴축정책 등 경제 상황 변화에 국내 금융시장이 급변동

하는 등 중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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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자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미국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6.9%에서 2005년

23.3%로 감소했으며, 2006년에는 2/4분기까지 9.2%에 불과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미국　 일본　 EU　 기타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2004 4,718 36.9 2,258 17.7 3,009 23.5 2,803 21.9 12,788

2005 2,690 23.3 1,879 16.3 4,781 41.3 2,214 19.1 11,563

2006 1,701 15.1 2,108 18.8 4,977 44.3 2,447 21.8 11,233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교역국가가 다양할수록 경제성장에는 긍정적

- 특정 국가에 집중된 무역구조보다는 다양한 국가로 분산된 무역구조를

가진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음30)

ㆍ이는 교역상대국의 성장이 수출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입

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을 확대하여 자국의 성장을 촉진함을 시사

30) 김태기ㆍ박구승, 200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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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더라도 대미 의존도 심화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대중 의존도 완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분산 효과가 더 클 것임

대내개혁을 통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

□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FTA로 인해 넓어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 FTA로 인해 확장되는 고부가가치 상품 시장을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ㆍ가격에 의존한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에 치중하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산업의 무게중심을 이동

- 개방을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ㆍ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진입장벽 및 규제 완화 등을 통

해 경쟁을 촉진

□ 경제의 건전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강화

- 국가재정의 중장기 균형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제금

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외자본 유출입의 변동을 축소

ㆍ해외자본의 영향에 대한 조절능력을 유지하고 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통

해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자본의 안정적 유출입을 유도

-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

ㆍ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금융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제구조를 위협

- 무엇보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을 생산부문으로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유

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자원배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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