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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합상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의 도입과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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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종합무역상사(이하, 종합상사)제도가 출범되었다. 그 후, 종합
상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출증대의 첨병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70, 80년대에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종합상사는 당초 정부의 주도하에 의해 제도
화되어 무려 34년간에 걸쳐 유지되어 한국경제의 경이적인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종합상사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존재감이 상실되
게 되었다. 이에 마침내 한국의 종합상사제도는 2009년에 사실상 폐지되고, 2014년에 새로운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종래의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게 된 시
대적 배경과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종합상사제
도가 폐지되었던 것은 1) 90년대 중반이후의 급격한 글로벌화에 의한 교역여건의 변화와 함
께,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3)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
화 등에 따라 상사기능의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사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문무역상사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게 된 것은 1) 90년대 중반이후의 급격한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해 종합상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업적부진에 빠지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즈음하여 2) 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수단으로 민간주도라는 이름하에 중소·중견 무역상사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확대 정책의
모델로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무역입국, 종합상사, 전문무역상사, 제1차 석유위기, WTO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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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한국경제는 지난 1960년대 초반에서부터 70년대 중반에 걸쳐 초기 경제개발계획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채택되었다. 즉, 1973년의 제1차 석유
위기로 표출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출드라이버 정책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1975년에는 정부가 이른바 ‘종합무역상사(이하, 종합상사)의 지정제도’1)를
도입하여, 민간에 의한 안정적인 무역활동과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종합상사를
출범시켰다. 그 후 2009년에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기까지, 무려 34년간에 걸쳐 지
정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물론, 지정된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각종
지원책을 동원하여 육성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70, 80년대의 한국경제는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해외진출이 크게 늘
어나는 등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제품의 수출국가와 취급품목이 다양화되
고 거래규모도 증대되고, 수출실적의 호전에 힘입어 국내생산도 크게 늘어나 높은 경
제성장을 시현하였다. 이로서 한동안에 걸쳐 한국경제는 ‘무역입국’과 ‘한강의 기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90년대 중반에 걸친 국제질서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
화는 국내경기는 물론, 기존 종합상사의 경영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게 되
었다. 특히, 1995년의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과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급성장은 종합상사의 사업기반을 크게
변화시켰다. 같은 시기에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의 급진전과 새로
운 산업의 등장, 그리고 석유자원의 급락과 철광석, 희토류 등 해외 자원시장의 불안
요인 등은 종합상사의 미래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즉, 경쟁
환경이 글로벌차원으로 확대되고, 교역환경이 급변하여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업의 자체 경쟁력이 강화되어 제조업의 직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는 기존 종합상사의 사업영역을 축소시키고, 거래 및 상사기능의 발휘
를 위축시켰다.

1) 당연히 일본의 ‘소고쇼사(總合商社)’와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종합상사)’는 엄밀한 기준에서 보면
기본적인 개념과 본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즉, 사전적 의미를 비롯하여 생성배경 및 과정,
기본 개념과 일반적인 성격, 상사기능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논지 전개상의 편의를 위해 ‘종합상사’로 통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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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내·외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1970년대 중반이후 오랜 기간
에 걸쳐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무역입국’의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던 종합상사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급기야 2000
년대 초반에는 기존의 종합상사지정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로서
1975년에 정부 주도로 정책적으로 출범하였던 ‘종합상사제도’는 2009년 4월의 ‘대외
무역법 개정’에 의해 관련 조항이 삭제됨을 계기로 마침내 폐지되고, 이른바‘전문무역
상사(CTC：Certified Specialized Trading Company)’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
게 되었다.2)
본 연구는 한국 종합상사의 상기와 같은 변모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려
30여 년간에 걸쳐 유지되어왔던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게 된 사실을 전문무역상사가
도입과 관련을 지워 그 배경과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호관계를 정책 및 제도의
변화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함의(含意)는 종합상사지정 제도가 폐지되게
된 사실을 2014년의 전문무역상사 출범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관찰하였다는 점에 두
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기존의 종합상사 관련연구와 일정한 차별성이 있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종합상사제도와 전문무역상사제도
와의 ‘단절’과 ‘연속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진단하고자 한다. 즉, 한국 종합상사의
생성논리와 제도의 변모를 경영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일정한 의미를 도출하고, 관
련 후속연구에 있어서 학술적 의의를 부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접근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제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1990년대의 글로벌화
의 급진전과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존재감이 상실되어 2014년에 무역전문
상사로 대체되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즉,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종합상
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제도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전문
무역상사제도의 탄생과 연결시켜 고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80, 90년대의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급기야는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던 종합상사지정제도의
변모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주된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신장철(2017).
한국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대외무역법 개정을 중심
으로 –, 한일경상논집 제75권, 한일경상학회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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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상사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있는 점에서 제도사(制度
史)의 연구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주로 정부주도로 추진
된 한국 종합상사제도의 본질적 측면과 변모양상을 정책의 변화 차원에서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09년도에 도입된 전문무역상사제도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
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한국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고 폐지되어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시대흐름의 변천과정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주된 연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데, 우선 1) 1970년대 중반에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무역입국을 달성하기 위
해 의욕적으로 출범되었던 종합상사제도를 지정 및 지원제도의 변모 과정과 내용을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또한 2) 2009년대에 접어들어 종합상사제도가 폐
지되고 전문무역상사가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과정을 일련에 걸친 정부정책의
변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우선 1)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어 폐지되
게 된 시대적 배경과 과정을 정리하며, 그 배경과 요인을 2) 90년대 중반이후의 급격
한 글로벌화에 의한 교역여건의 변화와 함께, 3)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경쟁 환경의
급변, 그리고 4)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사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지적
한다. 또한 5) 2000년대 초반에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대행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전
문무역상사’ 제도를 연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한국에서 종
합상사제도가 폐지되게 된 원인과 그 인과관계를 학술적 관점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상사 제도 도입기의 사회 및 정치상황, 제도도입에 따른
개별 종합상사의 동향과 경영성과, 제도도입에 의한 수출의 증대효과와 거시경제지표
에 끼친 영향과 시계열적 관점에서의 분석, 종합상사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구조에
끼친 역할 및 기능, 종합상사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등과 관련된 주제는 별도의 연
구과제로 둔다.

Ⅱ. 한국에서의 종합상사제도 도입 및 과정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도입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상사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종합상사
가 가진 개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상사기능과 경제성에 대해 검토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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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상사의 개념 및 특성
1) 기본개념의 정의
우선, 상사(商社)는 개념상 종합상사와 전문상사로 경영주체를 대별할 수 있는데, 일
반적으로 종합상사는 전문상사와는 다른 의미의 용어로 사용된다. 이 경우 종합상사는
‘종합(綜合)’과 ‘상사(商社)’가 결합된 의미를 나타내며, 주로 취급상품의 품목이 다양하
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영주체로 상당한 기업규모와 경영체제를 갖
춘 상사조직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문상사는 철강, 자동차, 섬유, 가전 등의 제조업
체나 대형 유통업자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한된 품목의 상품을 취
급하는 비교적 소규모 또는 중견규모의 상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3)
한국사회에서는 1970년대 초반이후부터 일본의 총합상사(總合商社. 이하, 소고쇼
샤)와 유사한 의미로 종합무역상사(綜合貿易商社. General Trading Company,
GTC. 이하, 종합상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의 경우, 통칭되는 종합상사(綜合商社)가 의미하는 기본 개념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소고쇼사 또는 종합상사라는 기업형태가 가진 경영조직, 기업으로서 활
동방식과 내용 그리고 그 특성이 비교대상 국가의 경제규모와 발전단계, 산업구조, 경
영환경, 법률구조 등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소고쇼사는 한국의 종합상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오랜 생성 배경과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종합상사의 개념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의 학계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학술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있어왔다. 그 결과, 한국의 종합상사와 일본의 소고쇼사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공통의 요소가 존재한다.4)
이에 일반적으로 종합상사란 1) 근대적인 유통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상업자본을 지
칭하는 것으로, 2) 도매업이나 중간 유통업자에 비해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3) 금융, 정보, 투자, 마케팅, 조직자(organizer) 등의 상사
기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여, 4)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상대로 상행위를 영위하는
거대규모의 무역상사를 의미하고 있다.

2) 상사기능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
종합상사는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다양한 상사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
3) 종합상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김영래(1987). 종합상사론, 법문사. pp.15-19 참조.
4) 종합상사의 개념과 ‘종합화의 논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장철(2015). 미쓰이(三井)물산
의 생성과 전문경영자의 역할, 일본연구 제15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424-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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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입 기능을 비롯하여, 3국간 거래, 내수판매 등의 거래
기능을 다각적으로 발휘하는 독특한 경영조직을 의미한다.
이에 상기와 같은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종합상사가 가진 기능적인 측면을 지적하
면, 1) 상업자본적 성격, 2) 거래 지역 및 국가의 다변성, 3) 고도로 전문화된 상사기
능의 복합적 발휘, 4) 취급상품 및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
화되고 대형화된 무역상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종합상사는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정보의 수집 및 분
석기능을 발휘하여 금융, 보험, 창고, 물류기능, 전자거래 등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업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른바 “연필부터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틈새를 찾아 수익원을 발굴하여 이
윤을 창출하는 일종의 대형 상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거대 자본과 거래규모를 가진 종합상사가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다각적으로 거래하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상사기능을 종합적
으로 발휘함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5) 즉, 1) 무역관련 전문기
업이 가지는 경제성으로 기업그룹의 대외 창구적인 역할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를 대행함으로써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2) 대규모
의 상사가 가지는 규모의 경제성으로,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유통비용과 거
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타 3) 정보수집상에서의 경제성과 함
께, 높은 인지도와 신용을 바탕으로 상사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
의 다각화와 계열화에서 발생하는 종합화의 경제성 등을 들 수 있다.

2. 종합상사제도의 도입과정
상기와 같은 다양한 상사기능과 특성을 지닌 종합상사가 한국에 도입되는데 있어서
는 1960년대 초반이후 70년대 중후반에 걸친 한국경제의 공업화정책과 밀접한 관련
성이 있다.6) 이하에서는 한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시
대적 배경과 입법화 과정, 그리고 종합상사지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화과정,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정책목표 등을 정리하여, 인위적으로 도입되게 된 상사제도의 의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5)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종윤(1987). 무역발전과 종합상사, 박영사, pp.141-160 참
조바람.
6) 신장철(2015). 해방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경제개발5개년계획,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학회, 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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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상사제도의 도입배경
우선, 국가기록원의 자료7)에 의하면, 이미 1968년경에 재계가 종합상사 설립을 정
부에 제안하였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즉, 1968년 3월 14일에 현재의 ‘전국경
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전신인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합무역상사
설립구상을 채택하여 청와대,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에 그 설립을 건의하였던 것
이다.
그러나 상기의 전경련 건의안은 ‘정부지원에 의해 인위적으로 대형 무역상사가 출
현할 경우에는 기존의 군소 무역업체들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는 못했다.
1970년에 접어들어 상공부는 무려 378페이지에 달하는 “종합무역상사육성방안”
내부 보고서8)에서 ‘한국종합무역주식회사(가칭)의 설립’을 위해 당시의 수출무역구조
와 무역회사의 수출활동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토쥬(伊
藤忠)상사의 세지마류조(瀬島龍三) 부사장이 제안한 보고서9) 등도 검토하여, 196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의 발전모델에 주목하고, 일본이 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소
고쇼샤(總合商社)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때마침, 1973년에 제1차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해외수출이 큰 애로를 겪게 되자 삼
성, 대우 등의 대기업 수출업체들은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대형 종합상사를 설립하
여 일본에 대항해야 함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석유위기에 따른 수출비상 국면에 위기
의식을 가졌던 상공부는 이와 같은 민간으로부터의 제의를 수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
는 종합상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였다. 이에 1974년 10월경에, 삼성물산(三星物産)과
대우(大宇)는 종합상사 육성방안을 만들어 상공부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와 일부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
는 반대여론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상공부는 1975년 1월의 대통령 연두순시에서
‘1978년까지 수출 100억달러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을 대단위로 그룹화,
조직화하는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함을 계기로 논의에 탄
력을 받게 되었다. 즉, 수출지상주의를 내건 정부는 1975년 2월 15일에 상공부장관
의 지시로 작업이 착수하여, 완성된 내용이 같은 해 3월 31일의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서‘종합상사 육성방안’이 최종 보고되어 4월 30일 상공부 고시로 종합무역상사의 지
정요건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0)
7)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archives.go.kr), 주제별 검색, “종합무역상사제도(1975)” 관련 주
제 참조(검색일자, 2016.8.9).
8) 종합무역상사육성방안(1972.11), 단, 출처는 불명.
9) 瀬島龍三(1973.3.12.). “韓国に於ける総合商社創設計画について(私の愚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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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을 두고 볼 때, 1970년대 중반에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직접적
인 요인은, 당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의 수출이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를 계기로 선진국들이 취했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크게 감소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석유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과, 수출규모가 증대되는 추세에 의해 정부지원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도 주요 요인으로 곱을 수 있다.
<표 1> 1970년대 한국의 수출목표 대비 실적
(단위：100만 달러)

연 도

연말실적

연초목표

차이

1971
1972
1973
1974
1975

1,067.6
1,624.1
3,225.0
4.460.4
5,081.0

1,350.0
1,800.0
2,350.0
4,500.0
6,0000(1977:100억)

-282.4
-175.9
875.0
-39.6
-919.0

출처：조동성(1984).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상), p.13 표 일부가공.

여기서 다소 정치적인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면. 당시 군사정권이 1972년에 유신헌
법을 제정한 이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내건 ‘1980년도의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라는 정치적 구호가 1973년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도
작용하였다. 특히, 상기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74년의 수출실적이 정부의 수
출목표에 크게 미달하여,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받게 된 것도 1975년
에 종합상사제도가 출범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중반에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주된 시대상황과 배경으로는
해외 현지지사의 설립을 통하여 수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1) 유통전문상사인 대형 종합상사 설립을 통하여, 2) 수출전문 무역상사
의 전문화와 소수 정예화를 도모하고, 3)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상품을 다양화
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4) 중소기업과의 계열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을 대행하도록 유도하여, 5) 군소 수출업체의 비효율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6) 궁
극적으로는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마침내 종합상사를 법
적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10)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archives.go.kr), 주제별 검색, “종합무역상사제도(1975)” 관련 내
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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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종합상사제도와 지원제도
1. 초기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정책목표
한국에서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1975년 3월 31일에 대통령 주재의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종합상사 육성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전문가 및 업계로 부터의 의견수렴
과 입법절차를 거쳐 마침내 1975년 4월 30일에 종합상사제도가 정식적으로 출범하
게 되었던 것이다.
즉, 정부는 ‘1980~81년에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1981년에는 1인당 국민
소득 1,000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상사를 지정
하여 수출증대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12) 이에 상공부 고시
제10607호에 의해 ‘종합무역상사 지정 등에 관한 요령’이 공포되었는데, 정부가 종합
상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자본금, 수출실적, 수출품목의 수, 해외지사의 수
등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종합상사의 법적지정 요건은 수출입업자의 수출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대외거래상황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상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1970
년 중반에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무역거래법13)과 시행령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1975년에 종합상사제도가 출범하게 될 당시의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의 제1항에 적시된 지정요건들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본금 규모 10억 원 이상.
2) 연간 수출 5천만 달러 이상.
3) 100만 달러 이상 수출국가 수가 10개 이상, 10개 이상의 해외지사 설치.
4) 50만 달러 이상인 수출품목 7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에는 5) 고려무역의 지정요건 면제와 함께, 6) 지정된 종합
11) 정부의 종합상사 육성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필수(1992), 한국무역론, 법문사, p.304,
352 참조.
12)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텐츠,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100억달러 수출 달성(1977)” 해당 내용
참조(http://www.archives.go.kr., 검색일 2017.1.20).
13) 이처럼 무역거래법은 수출입업자의 수출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대외거래상황을 관리하고자 제
정된 것으로, 1967년 1월 16일에 제정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1988),
대외무역법, 법문사, pp.61-6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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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대해서는 1976년 말까지 기업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수출시장
또는 국내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제도변경이 필요할 때 상공부장관이 변경요건을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표 2> 참조).
<표 2> 종합상사 최초 지정요건의 주요 내용
주요 항목
수출실적
자본금
수출품목수
수출국가수
해외지사수
기업공개여부
취소요건
*고려무역의 설립

규모 및 조건
5,000만 달러
10억 원
7개(50만 달러 이상 품목)
10개 국(100만 달러 이상 국가)
10개 국
*1976년도말까지 기업공개
지정요건의 면제

출처：1)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1988). 전게서, p.112.
2) 조필호, 김효진, 임응균(1995). 종합상사 이야기, 명진출판, p.21 참조.

여기서 상기 지정요건을 정부의 종합상사 육성책과 결부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정요건을 통해 당초 정부가 의도한 종합상사 육성방향과 정
책목표를 유추하면 1) 대기업 산하의 대형 상사의 설립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
였던 수출증대라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원활히 수행하고, 2) 종합상사 설립을 통
해 현지지사 설립을 장려함으로서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3) 종합상사의 상사
기능 강화를 통하여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거래 지역을 다각화하고, 4) 특수목적의
고려무역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집중적으로 대행하는 역할을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종합상사의 초기 육성방향과 지정요건
육 성 방 향
기본 방향

정책 목표

최초 지정요건(1975년)

1. 수출전문기업의
대형화

⋅대규모 종합무역상사의 설립 및 ⋅자본금 10억원 이상
소수정예화
⋅연간수출 5천만 달러 이상

2. 수출마케팅
역량의 강화

⋅현지지사 설립을 통한
수출마케팅활동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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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성 방 향
기본 방향

정책 목표

최초 지정요건(1975년)

3. 정부지원의 축소

⋅대기업그룹에 의한 종합상사
설립 촉진

⋅50만 달러이상 수출품목수
7개 이상

4. 중소기업의
수출대행 창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대행
부분을 전액 인정
⋅고려무역의 종합상사화

⋅고려무역에 대한 지정요건의
면제

* 기업공개의 의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1976년 말까지 기업공개
확보

출처：1) 한국무역협회(1981.6). 한국종합무역상사의 진로, 보고서, p.36.
2) 조동성(1984),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상), 법문사, p.21.

상기의 <표 3>은 이와 같은 정부의 종합상사 지정을 위한 필요요건과 정부의 육성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지정제도의 내용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선 1) 종합상사 규모의 대형화는 지정요건에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수출
규모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대기업 그룹에 의한
종합상사의 설립을 장려하고, 또한 종합상사의 소수 정예화를 유도하여 정책상의 효율
을 기하고 수출의 지속적 증대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수출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해 ‘100만 달러이상 수출국가수 10개 이상’, ‘해외
지사수 10개 이상’을 규정함으로서, 수출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3) 종합상사 지정요건 중에서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 7개 이상’을 규정
한 것은 일정 거래규모이상이 되는 수출 품목을 다양화함으로서, 상사활동과 기능의
종합화를 꽤하고, 상기 2)의 수출국가 수와 해외지사 수 규정과 융합되어 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정제도의 변천과 종합상사 지정현황
상기의 종합상사제도 도입초기의 지정제도는 무역환경 및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변천되는 과정을 밟았다.
여기서 지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무역거래법 시행령이 1987년에 폐지되고
대외무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상에 명시되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지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우선, 이 표를 통하여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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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 1975년의 지정요건은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해마다 변경되어왔
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표 4>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 이듬해인 1977년과
78년에 지정요건이 강화되었다. 즉, 1975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77년까지는 수
출실적과 해외지사 설치에 있어서 특수지역을 배분할 것을 의무화하여 중남미 및 중
동지역으로 시장의 다변화가 촉진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무역상사의 숫자가 늘어
나고 상호간의 과당경쟁이 야기되자 1977년에는 상사수를 10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등 지정요건이 다소 강화되기도 하였다.
<표 4> 종합상사 지정요건의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
구분

1975(년)

1976

수출실적 5천만 달러 1억 달러
자본금

10억 원

수출품목수
7개
(백만달러 (50만 달러
이상)
이상)

1977

1978

1979, 80

15억 원

20억 원

20억 원

10개

10개

5개

5개

10개국

15개국

20 개국

해외지사수

10개국

15개국

20개국

20개국

20개국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상위 10위
이내

상위 10위
이내조항
삭제

상사 수의
제한

1984

1987~

1억 5천만 전체수출의 전체수출의 전체수출의 전체수출의
달러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수출국가수
(백만달러
이상)

기업공개
여부

1981~83

정부의
재량권

공개

공개

취소요건：
2년 이상
계속
요건미달,
불공정한
행위,
경영부실

취소요건：
2년 이상
계속
요건미달,
공공정한
행위,
경영부실

출처：1)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1988). 전게서, p.112의 표 일부 가공.
2) 조동성(1984). 전개서(상) p.24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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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는 특수지역 요건과 수출국가의 숫자 요건이 삭제되고 수출 품목의 수치
요건이 10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지정요건의 일부내용이 대폭 완화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출실적 2%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여 상사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이전의 제2차 석유위기에 의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수출환경이
악화되자 수출품목과 해외지사의 수를 삭제하여 종합상사의 경영난을 경감시키는 등
조정조건을 완화하였다. 그와 같은 조치와 함께 2년 계속하여 지정요건에 미달하고,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경영부실에 처한 경우에는 종합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함으로서 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
1981년 이후에는 지정요건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으나, 그 동안에 지정요건의
미달로 일부 상사가 탈락하여 종합상사의 전체 수에 변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1987년에 기존의 무역거래법이 폐지되어 대외무역법이 시행되자, 종래에 무역거래법
시행령을 근거로 무역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어 왔던 것이, 대외무역법(법률 제3895
호, 1986년 12월 31일 제정) 제13조에 종합상사지정 요건이 규정되어 제도 자체가
격상되었다.
참조로, 상기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12191호에 근거하여 1987년 6월 29일에 제정
된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해 관리되었다. 즉, 동 시행령 제17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종합상사로서 무역활동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지정취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정부의 재량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한국의 종합상사 지정제도는 수시로 바뀌었으며, 특히,
1975년부터 1981년까지의 6년 동안에는 거의 매년에 걸쳐 수정되어, 제도 운영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외의 경제 환경과 정부정책의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해 지정 및 취소요건이 불규칙하게 규정되었으며, 제도 운용이 무분별
하게 강화 및 완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이 강화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성이 결여되었던 점이 지적된다.
상기와 같이 종합상사의 법적 지정 및 취소요건이 불규칙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지
정 종합상사의 현황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와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다음의
<표 5>는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종합상사제도 출범 초
기에는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상사 간에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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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종합상사의 초기 지정현황
지정 순위

종합상사 명

최초 지정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삼 성 물 산
(주) 쌍 용
대 우 실 업
국 제 상 사
한 일 합 섬
고 려 무 역
효 성 물 산
반 도 상 사
(주) 선 경
(주) 삼 화
금 호 실 업
현대종합상사
율 산 실 업

1975. 5.19
5.27
5.27
11.13
12.30
1976. 4.29
8.24
11.22
11.23
12. 6
11.15
1978. 2.11
2.11

탈락 년도

1980

1980
1984
1979

출처：조동성(1986).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수정판), p.49.

이 표를 통하여 종합상사제도의 출범과 동시에 종합상사 지정 요건들을 충족한 삼
성물산이었다. 당사는 1975년 5월 19일에 국내 종합상사 제1호로 등록하였다. 이어
서 27일에는 대우실업과 쌍용이 종합무역상사로 등록하였다. 이어서 국제상사, 한일
합섬이 1975년말에 종합상사로 지정됨으로서 1975년의 종합상사제도 도입 당해에는
5개사가 지정되어 종합상사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76년에는 효성물산, 럭키금성의 반도상사, 선경, 삼화, 금호실업이 등록
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현대종합상사와 율산실업이 지정·등록되어 13개 종합상
사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다. 단, 당시 13개 종합상사 중에는 중소기업의
수출대행 창구라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고려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13개 종합상사 중에서 1979년에 율산실업이, 1980년에는 한일합섬,
(주)삼화가 수출업무를 중단하여 탈락하게 되어 종합상사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3.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제도 및 혜택
1) 초기단계의 지정 및 지원제도
한국의 종합상사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술한 다양한 지정요건을 충족
한 종합상사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도입초기의 지원
제도는 종합상사가 무역질서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혜택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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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점차 축소되어 2006년에 종합상사제
도가 폐지될 즈음에는 일반 상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여기에서는 우선 종합상사제도가 출범될 당시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4) 당시 정부의 수출장려책에 편승하여 수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상사에 대해서는 크게 행정, 금융, 외환의 3개 부문에 걸쳐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즉,
지정된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상역(商易)행정면, 금융면, 그리고 외환관리 등의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과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종합상사제도 출범 당시의 주요 지원제도
구 분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상역
행정면

⋅수출조합 및 협회 가입비 및 가입조건의 완화
⋅국제입찰에서 경합이 될 때 우선적 지원
⋅원자재 수입시 실수요자 인정

무역
금융면

⋅과거 일정기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설정된 융자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
⋅국산 완제품 비축구매를 위한 Local L/C 개설허용 및 수출금융지원
⋅외국환 거래은행의 다수 신고 등

외환
관리면

⋅보증신용장의 회전 사용을 허용
⋅해외지사의 등급을 특종으로 분류
⋅해외지사의 외화자금으로 50만 달러 이상 보유 가능 등

출처：1) 김영래(1987). 전게서, pp.108-109.
2)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1988). 전게서, p.114 표의 일부 내용 가공.

상기의 <표 6>은 지정제도 도입기의 지원제도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우선 1)
상역행정면에서의 지원조치로는 국제입찰에서 경합이 있을시 종합상사에 대해 우선하
고, 수출조합 및 협회 가입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기 보다는
정부의 재량에 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금융면에서의 지원은 소정의 적격성만 인정되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
과 함께, 시장금리 또는 은행의 통상금리에 비해 월등히 저율인 우대금리가 적용되었
기 때문에 수출업체에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였다. 특히, 완제품의 비축구매를 위
한 내국신용장(Local L/C)개설을 허용하여 운영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우대조치가 있
었으며, 그 외에도 외국환 거래은행을 3개 이상 둘 수 있게 하는 등 일반 기업체에
14) 이하,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기술의 상당부분은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1988). 전
게서, pp.111-113의 일부 내용이 인용되었으며, 박필수(1992). 전게서, p.304의 기술내용이
참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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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였다.
3) 외환의 관리측면에서는 보증신용장의 회전사용을 허용하여 보증신용장의 매년
개설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었으며, 해외지사의 등급을 특종으로 분류하여 해외사
무소 주재원 정원을 10인 이하로 늘려주는 특혜조치를 허용하였으며, 해외지점의 영
업자금으로 50만 달러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마케팅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초기 종합상사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지원
책은 1970, 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에 종합상사가 무역활동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
을 하였던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정부의 지원제도는 당시에 종합상사가 수익성
을 확보하고 업무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내외에 걸쳐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정한 기
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5)

2) 지원제도의 축소와 종합상사제도 운용의 한계
상기에서는 상공부 무역정책연구회에서 정리한 지정제도 도입기의 지원제도를 소개
하였는데, 이들 지원조치는 이후에 일반 수출업체의 종합상사에 대한 특혜시비 때문
에 점차 축소되었으며, 이후, 무역흑자가 달성되고 흑자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수출지
원 정책이 축소 또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처럼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제도가 가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또는 철폐됨에 따라
일반무역업체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 적어도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부에 의
해 종합상사를 지정하고 종합상사제도가 인정됨으로서 대외 공신력이 향상되고, 또한
‘종합무역상사협의회’를 통해 종합상사 간에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이 원활하여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급격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정보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영역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교역환경이 변화는 종합상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다. 이에 정부의 종합상사에 대한 정책
적 지원조치와 혜택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종합상사제도 자체도 의미를 상실하
게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의 WTO출범에 따라 국제교역질서가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뒤이은
1997년에는 외환위기에 의해 IMF체제하에 놓이게 되어 국가재정은 물론, 종합상사의
경영자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한 연이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15) 상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래(1987) 전게서, pp.108-109 및 신장철(2015). 한국
의 수출드라이버정책과 종합상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3호, 아시아·
유럽미래학회, 그리고 신장철(2017.2). 인문학연구 제45집,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64 등
의 일부 내용 참조 및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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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권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를 침체국면으로 몰아갔으며, 교역량의 급격한 감소와
저성장 추세의 지속은 종합상사의 사업기반을 축소시키고 상사기능 발휘에 제약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어 수출실적 부진과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하였다.

Ⅳ.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
1.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의 상황
1)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종합상사 육성책
전술한 내용에서와 같이, 2009년 종합상사의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직전까지 종합
상사의 지정요건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2장 제13조의 규정이
주된 법적근거가 되었다.
여기서 우선 당시 운용되었던 해당규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제
13조(종합상사의 지정) 제1항：상공부장관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
를 기하고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
업자 중에서 종합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
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항：상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상사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987년 6월 29일에 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는 종합상사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 동 시행령 제15조의 종합상사 지정기준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제1항：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상장법인으로서 수출통관액의 2퍼센트 이상을 점하고 있는 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7조에는 종합상사의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2) 제1항：2년 이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종합상사로서의 무역활동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요건을 명시하
였다.
상기와 같이 기존의 대외거래법이 폐지되고 1987년부터 대외무역법이 시행됨에 따
라 무역거래법시행령을 근거로 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지정되었던 것이 대외무역법상에
명시됨으로서 종합상사제도가 법적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과 관련 시행
령은 1990년대 초중반이후 국제교역질서가 급변하고 종합상사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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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지정요건이 완화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2009년에 종합상사 지정제도가 폐지되기에 앞서, 2002년 12월 18일에는 대
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 요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즉, 해외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 수출
대상국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상사의 지정요
건을 크게 완화시켰다.
상기와 같이 정부의 종합상사 지정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때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던 종합상사에 의한 수출의 비중은
2008년도에는 6.58%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국 수출의 첨병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
실되었다. 이에 급기야 종합상사는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시대흐름의
변화에 의해 제도의 존재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변과 종합상사의 존재감 상실
앞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60년도 초반이후 정부주도에 의해 1, 2차 경제개발계획
이 수립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취해졌다. 그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외
형위주의 수출드라이버 전략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기업 중심의
종합무역상사는 수출확대를 위한 첨병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무역입국 달성과 고도경
제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16) 특히, 1970, 80년대에는 정부에 의한 금융 및 세제(稅
制)상의 지원조치 등을 통해 급성장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통상 및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지 못한 종합상사는 그룹 내의 개별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대행을 수행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
한 수차례에 걸친 국내·외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종합상사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종합상사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수출은 종합상사보다는
제조업체 몫으로 바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7년에 외환위기를 전후해 경영위기 상황에 빠진 종합상사들이 고강
도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지점망을 대폭 축소함으로서 정보 네트워킹
시스템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의 혁신에 의해 인
터넷이 보급됨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사업영역이 속속 등장하고, 종합상사가 가진 경
16) 1970년대 중반이후의 중화학 공업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증대에 의한 무역입국과 고도
경제성장 달성 등에 관한 내용은 신장철(2015).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원조경제의 탈피와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채택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제66권, 한일
경상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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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무기였던 정보탐색 기능이 약화되어 업무영역이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등, 기존의
상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게 되었다. 특히, 1997년의 IMF체제이후 지속된
정부재정의 한계는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조치의 대폭적인 축소 또는 폐지로 이어지게
되어 종합상사제도 자체가 형해(形骸)화 되게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IT)기술과 유통혁명이 급격히 진화하여 종합상사
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종합상
사의 영업이익률이 이 시기에 대폭 감소하였다. 다음의 <표 7>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종합상사의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대행 수수
료가 극히 낮아져,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의 20%수준에 거쳤으며, 순수이익률은
마이너스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01년의 종합상사 수익성 지표

(단위：%)

구 분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순이익률

종 합 상 사

1.02

-0.29

-0.41

제 조 업

5.52

0.35

0.01

출처：1) 종합상사편람(2002년도). 기업경영분석(2002년도).
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3.6). “종합상사의 국제비지니스 강화전략”, p.7.

무엇보다도 2001년 12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함을 계기로 해외
수출시장에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2008년의 리먼사태로 상징되는 수차례 걸친 미
국 및 유럽발의 금융위기 발생은 글로벌 경제를 침체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비슷한
시기의 국제 자원가격의 급락은 교역규모의 대폭적인 축소와 맞물려 종합상사의 경영
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초중반의 글로벌 교역질서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는 종합상사의
수출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에 한국의 종합상사체제는 실적부진과 역할 감소에 의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90년대 중반이후 종합상사 업적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출업무 수행에 있어서 비교우위의 상실은 지정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으
며, 마침내 2000년대 초반에는 급기야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종합상사제도가 공식
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여기서, 2009년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존재한 7대상사를 현재의 업체
명을 기준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삼성물산을 비롯하여, 포스코대우, 현대종
합상사, SK네트웍스, GS글로벌, LG상사, 효성무역부문 등이 주요 종합상사로 지정되
어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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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
한국의 종합상사를 둘러싼 상기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마침내 2009년 10월 23
일에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전문무역상사(Certified Trading
Company, CTC)제도가 사실상 도입되게 되었다.
즉, 2008년에 종합상사지정과 관련된 조항인 대외무역법 제9조가 삭제되고, 이듬
해인 2009년 10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종합상사의
지정업무가 민간기업인 한국무역협회에 이관되어, 새로운 수출 진흥을 위한 모델로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2009년에 도입된 전문무역상
사제도는 법령에 근거한 정부주도의 사업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합
상사제도의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종합상사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무역협회에 위양하여 자율규정에 따르게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무역협회가 종합상사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 수단으로 중소·중견규모인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문무
역상사제도의 초기 도입단계에는 법적한계에 의해 일반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미
흡하여 과도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문무역상사가 비로소 법적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2014년 1월 21일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이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한 대외무
역관리 규정(산자부 고시 제2014-124호)이 뒷받침 되어 법제도적으로 탄력성을 부여
받게 되었다.17)
상기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학술적으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종합상사와 전문무
역상사가 공히 정부의 수출 확대정책에 편승하여 출범한 공통점이 있으나, 도입 배경
과 목적, 경영조직의 형태와 경영활동 등에 있어서 성격을 엄격히 달리한다는 사실이
다. 즉, 종합상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정예의 거대규모
의 무역상사 육성을 지향한 것임에 반해, 전문무역상사는 민간단체인 무역협회가 자
체적으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대행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들 두 개
사업주체는 각각 운용의 주체와 객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전문무역상사의 도입은 그 배경의 근본 취지와
목표가 다른 것으로,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10월 23일에 기존 종합상사의 폐지와
동시에 발족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수출 진흥을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18) 다시
17) 상기 전문무역상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졸고(2017). 전게논문, pp.67-70 참조
바람.
18) 전문무역상사 운영사무국(2010.5). “전문무역상사 제도 개요 및 안내”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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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종합상사제도와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상호간의 인과관계는 물론, 정책적 일관
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전문무역상사를 기
존 종합상사를 대체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제도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
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나오기 –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초반에
상공부에 의해 검토되었던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1975년 1월에
대통령의 연두순시 때에 건의됨으로서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75년 4월에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종합상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출증대의
첨병역할을 수행하여,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정부주도에 의해 제도화되어 무려 34년간에 걸쳐 유지되어 한국
경제의 경이적인 발전에 기여했던 사실과 함께, 1990년대 중반이후 종합상사가 유명
무실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즉,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종합상사에 대한 정부의 지
원책이 극도로 축소되게 되어 종합상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기술 및 IT 관련기술의 변혁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속속 등장하고, 제조업체들의 수출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비슷한 시기의 원유와 철광
석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폭락은 종합상사의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시켰다.
종합상사를 둘러싼 상기와 같은 환경변화는 경영위기를 불러와 극심한 업적부진에
빠지게 하여, ‘종합상사=수출 첨병’이라는 역할기능이 상실되게 되었다. 이처럼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종합상사의 미숙한 대응은 2009년에 종합상사제도가 사실상 폐
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전문무역상사가 도입되
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고 전문무역상사가 도입되었는데,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게 된 배경으로는 1) 90년대 중반이후의 급격한 글로벌화에 의
한 교역여건의 변화와 함께,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새로운 개념의 산업등장, 3) 통
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상사기능 발휘가 한계에 봉착했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전문무역상사제도는 1) 정부의 수출진흥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
策)으로, 2) 민간주도라는 이름하에 중소·중견 무역상사의 육성을 위한 3) 새로운 수
출확대 정책의 모델로 도입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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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09년에 기존의 종합상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전문무
역상사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했다
는 점에서 공통된 요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을 시대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의해 종합상사의 발전된 형태로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었다고 하
는 제도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는다.
즉,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은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상관관계가 극히 희박하며,
상호간에는 단절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종합상사와 전문무역상사
는 생성 배경과 운용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경영형태와 상사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등 별개의 경영조직이다. 따라서 전문무역상사의 도입을 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연관
을 지우는 것은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가 가진 상사기능과
역량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여 성장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함은 당연지사
이다. 향후 전문무역상사의 설립목표인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서는, 한국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 왔던 기존 종합상사와의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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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GTC System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ystem –
19)

Jang-Churl Shin*

Abstract
In the mid-1970s, the GTC(General Trading Company) system began in Korea.
Since then, trading compani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oosting expor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1970s and 1980s, the Korean economy
contributed to high growth. The GTC, which had been institutionaliz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for the past 34 years, contributed greatly to the
phenome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after the mid 1990s, GTC have lost their presence due to rapid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Finally, the Korean GTC system
was abolished in 2009, and in 2014 it was replaced by a new CTC(Certified
Trading Company).
Thus, the conventional GTC system was abolished and replaced by the new
CTC in Korea. The background and factors of the time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hanges in trade conditions due to rapid globalization since the
mid-90s. 2)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emergence of new concept
industry. 3) the fact that commercial functions have been limited due to rapid
changes in the normal environment. And the introduction of CTC system is
related to the rapid change of trade environment since the mid-90s. In particular,
the main factor is the negative response from existing GTC and sluggish sales.
<Key Words> Trade Entry, GTC(General Trading Company), CTC(Certified
Trading Company), First Oil Crisis. WTO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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