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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전개과정
 (2013.01.23)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 브렉시트 국민투표 발언
 (2016.06.23)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탈퇴찬성 51.9%, 잔류: 48.1%)

 (2016.07.13) 캐머론 총리 사임, 테레사 메이 총리 취임
 (2017.03.29) 영국 정부, EU 집행부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

 (2017.03.29) EU 탈퇴협상을 위한 2년 기한 시작
 (2017.04.29)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협상지침 발표
 (2017.06.19) 브렉시트 1단계 협상 시작
 (2017.12.08) 브렉시트 1차 협상 타결
 ⑴ 재정결산, ⑵ 거주권한, ⑶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2018.02.06)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시작
 EU 탈퇴 이후, 전환기간 부여: 21개월(2019.3.29~2020.12.31)

 (2018.07.06) 영국 정부 Chequers 회동, 체커스 플랜 합의
 EU 탈퇴 후 EU와 같은 상품규제 체제 유지(Soft Brexit)
 (2018.11.13) 브렉시트 합의안(Withdrawal Agreement) 도출

브렉시트 협상과정
 (2018.11.25)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서명
 (2018.12.04) 메이 총리, 영국 하원 보고, 대국민 설득을 위한 지역
방문, 언론 인터뷰 시작
 (2019.01.15)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투표 (1차) → 부결

 (2019.03.12)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 표결 (2차) →부결
 (2019.03.21) EU, 영국의 탈퇴 일정 제시
 ⑴ 합의안 승인시 5.22, ⑵ 합의안 부결 시 4.12, ⑶ 유럽의회
선거(5.23)에 참여하면서 장기 연장

 (2019.03.29) 정부의 EU 탈퇴 협상안 표결 (3차) → 부결
 (2019.04.05) 메이 총리, EU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연기 요청

 (2019.04.11) EU-27 정상회의, 브렉시트 기한을 10월 31일로 연장
 (2019.05.23) 영국,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 (브렉시트 당 1위 차지)

 (2018.05.24) 메이 총리, 총리직 사임발표 (6.7)
 (2019.07.23) 보리스 존슨, 보수당 경선 승리
 (2019.07.24) 존슨 총리 취임

브렉시트 협상과정
 (2019.09.04) 하원,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안 통과
 (2019.09.04) 존슨 총리, 조기총선 동의안 요청, 하원 부결

 (2019.09.09) 존슨 총리, 조기총선 발의안 제기, 하원 재차 부결
 (2019.10.17) 영국,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타결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제를 적용(백스톱 수정)
 (2019.10.19)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연기 법안
가결(찬성: 355, 반대: 302)
 (2019.10.28) 영국 정부, 브렉시트 3개월 연기요청
 (2019.11.06) 영국 의회 해산
 (2019.12.12) 영국 하원 선거(보수당 약진 298석→365석)
 (2020.01.23) EU 탈퇴 법안, 영국 상하원 통과, 왕실 재가 획득
 (2020.01.29) 유럽의회, 영국의 EU 탈퇴협정 비준
 (2020.01.31) 영국, 1973년 EU 가입 후 46년 만에 EU를 탈퇴

브렉시트 협상과정
 (2020.02.01) 브렉시트 전환기간 시작
 (2020.02.03) 존슨 총리, EU와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영국의
협상방안 발표
 (2020.02.25) EU 이사회, EU 대표에 협상권한 부여
일시
3.2~3.5
4.20~4.24
5.11~5.15
6.2~6.5
6.29~7.3
7.20~7.23
8.18~8.21
9.8~9.10
9.29~10.2

영국-EU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
협상
주요 11개 의제 선택
1차 협상 (브뤼셀)
2차 협상 (화상회의)
3차 협상 (화상회의
4차 협상 (화상회의
추가 협상 (브뤼셀)
분야 별 협상 진행
6차 협상 (런던)
7차 협상 (브뤼셀)
8차 협상 (런던 )
9차 협상 (브뤼셀)

 (2020.03.18) EU 집행위원회, 협상 초안(draft legal agreement) 발표

 (2020.06.30) 전환기간 연장 요청을 위한 마감시한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 체결 과정
 (2020.09.09) 영국 정부, 내부시장법(Internal Market Bill) 발의
 (2020.09.16) EU 집행위원장 폰데라이언, 내부시장법 강력 비판

 (2020.09.29) 내부시장법, 영국 하원 통과, 상원에 상정
 (2020.10.01) EU 집행위원장, 영국에 대한 법률적 제재조치 시사

 (2020.10.15) EU 정상회의: 연말 이행기간 종료 확인, 협상 촉구
 (2020.10.21) 향후 협상 원칙 재확정, 집중 협상 진행
 (2020.10.31) 당초 예상했던 협정문 합의의 마감시한 경과
 (2020.12.10-11) EU 정상회의
 (2020.12.14-17) 유럽의회 2020년 마지막 본회의

 (2020.12.24)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 체결에 합의
 (2020.12.29) EU 이사회, TCA 만장일치로 결정

 (2020.12.30) EU 집행위원장, EU 상임의장, 영 존슨 총리 서명
 (2020.12.31) 영국 상하원, TCA 이행을 위한 입법 완료
 (2021.01.01) TCA 잠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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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문의 주요 내용
(Brexit Withrawal Agreement, 2018.11.13)
전환기간  영국은 EU 탈퇴(2019.03.29) 이후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중 현행 EU의 제도와 규제를 준수(EU 단일시장, 관세동맹에
잔류 (합의안 127조)
 이 기간 중 영국은 EU의 의사결정에 참여 중단
 양측이 전환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2020년 7월 1일 이전 공동합의
에 따라 한 차례, 최대 2년 연장 가능 (합의안 132조)
아일랜드 국경 및  (Backstop, 안전장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hard border)
관세동맹
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 전까지는 영국 전체가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 (합의안 의정서 6조)

 (안전장치 종료) 한쪽이 상대방에 종료를 통보하고, 6개월 전 공동위
원회를 통해 양측이 ‘동의’한 후, 안정장치를 종료 (합의안 20조) →
EU의 동의없이 영국이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제품 및 인력이동의 자유 보장
 제품의 EU 규제준수를 위해 ‘영국→북아일랜드’로 이동해온 일부 제
품에 대해 아일랜드에서 검문시행이 가능

브렉시트 합의문의 주요 내용
동일규제,  안전장치(Backstop) 가동 중 영국은 고용, 환경, 조세 등의 분야에서
공정경쟁
EU와 동등한 규제 수준 유지
 기업규제의 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
 퇴행금지조항(non-regression clause)에 따라 사회,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기준의 하향조정이 불가능
금융시장  영국 금융기관들이 누려온 패스포트 권한이 사라지고, 미국, 일본 등
역외국 금융기관에 적용 중인 수준의 시장접근성 부여
 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 적용
 …entities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shall be treated as
entities located outside the Union (합의문 137조)
거주권  탈퇴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권리가
주어지며 가족구성원에도 동일한 권리가 적용.
 은퇴 등 사회보장권리 역시 현재와 같이 유지
어업권  영국은 ‘독립적인 연안국’으로 간주, EU의 공동어업정책에서 제외
지브롤터  스페인 정부와 갈등 중인 영국령 지브롤터의 경우, 영국과 EU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

브렉시트 합의문의 주요 내용
분쟁해결  양측 분쟁 발생 시, 25명으로 이루어진 중재패널(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을 소집해 분쟁해결
 패널은 영국측 10명, EU측 10명, 제 3국 국적자 5명으로 구성
 단, EU 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이 아닌 유럽사법
재판소(ECJ)에 분쟁의 결정권한 부여

EU-영국 미래관  무역과 경제협력, 외교, 안보 등에 야심차고(ambitious), 광범위하며
계 관련 선언
(broad), 깊이가 있고(deep), 유연한(flexible) 파트너십을 표방
 브렉시트 합의문은 영국 정치계 내에 많은 논쟁을 촉발, 브렉시트 찬성진영과 반대진영
양측에서 반발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특히 안전장치(Backstop) 관련 규정
 합의문을 둘러싸고, 내각 일부가 반발, 장관 6명 사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12/12)

존슨 총리 요구 반영, 최종합의(2019. 10. 17)
 안전장치(Backstop) 조항에 대한 보수당 내 반발
 전환기간 종료 후,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브렉시트 목적과 상충)
 안전장치 발효 후, 종료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영국
의 자주권 훼손)

 새로운 합의안(존슨 총리 주장, EU 수용)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 체제를 적용
 영국-북아일랜드 간 상품이동에는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영국령에서 소비될
경우 관세를 환급(법적인 영국 체제),
 이 상품이 EU 단일시장(예: 아일랜드)으로 이동할 경우, 무관세 혜택 적용(실
질적인 EU 체제).

브렉시트 합의안 비교
메이 총리의 기존 합의문

존슨 총리의 최종 합의안

(2018년 11월)

(2020년 1월)
수정된 합의안(안전장치 관련)

안전장치(Backstop)

•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제를 적용: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제를 적용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잔류

• 브렉시트 전환기간 내 양측이 미래관 • 북아일랜드는 EU의 상품규제에 따르고 영국 본토와의 사이에 규제국경을 설정
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 • 북아일랜드産 제품에 ’from the United Kingdom’ 표시 부착 가능
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
• 영국-북아일랜드 간 상품이동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영국령에서 소비될 경
• 발동 후 EU와 영국이 모두 동의할 경
우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며(법적인 영국체제), 이 상품이 EU 단일시장(예: 아일
우 종료가 가능
랜드)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무관세 혜택을 적용(실질적인 EU 체제).
• 일부 EU 회원국(예: 아일랜드)이 •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는
반대할 경우 종료 불가
경우에는 EU 관세를 부과
• 존슨 총리는 취임 후 이 조항을 수용 • 북아일랜드는 이와 같은 EU 관세 및 규제체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합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를 폐기하지
의안 적용 후 4년마다 투표로 결정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한다 • EU-영국 간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와 관련한
는 입장을 고수
내용 추가
• 영국과 EU는 국가보조금, 경쟁, 사회 및 고용 관련 기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조세 문제 등에서 공동의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함.
기존 합의 유지
• 전환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으로 간주(4대 이동
의 자유 보장)

•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기 합의된 EU-영국 간 재정결산 유지
• 전환기간 중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27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에 대한 권리(사회복지 포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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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메이 총리,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
공식발표 (12개 우선사항)



확실함과 명료함(Certainty and Clarity)
1. 유럽공동체법의 폐지: 1972년에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의 폐지
2. 영국 의회 투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전에 의회의 투표를 거칠 것

•

강한 영국(A Stronger Britain)
3. EU의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
4. 영연방(UK)내 4개국의 연합 강화 및 아일랜드와의 공동여행구역 존속을 위한 노력



공정한 영국(A Fairer Britain)
5. 국경 및 이민자 통제: 단일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영국의 국경권 고수
6.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민과 EU에 거주하는 영국민의 권리 보장
7. 각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유지/보장



진정한 글로벌 영국(A Truly Global Britain)
8.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 향후 EU와 FTA를 통해 경제적 공생관계 구축
9. EU 역외국과의 자유로운 FTA 체결(중국, 브라질 등)
10. 과학 분야 및 최첨단 기술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11. 국제 테러에 대한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
12. 단계적인 브렉시트 절차
16

브렉시트 투표의 동기

자료: Ashcroft, Michael (Lord), “How the United Kingdom voted on Thursday... and why,” 24 June 2016. http://lordashcroftpolls.com/category/r
eferendums/ (검색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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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경제통합체별 시장접근성 및 의무
EU

양자협정
브렉시트 찬성에 따 유럽경제
른 영국 정부의 목표 지역(EEA) 스위스
터키

제조업 자유교역

O

O

농산물 자유교역

O

O

서비스 자유교역

O

O

인력자유이동

O

금융 패스포트

FTA

WTO 적용
(MFN 관세)

O

O

O

X

△

X

△

X

O

O

X

△

X

X

O

O

X

△

X

O

O

O

X

X

X

X

자본자유이동

O

O

O

O

X

△

X

EU 예산참여

O

X

O

△

X

X

X

EU 규제

O

X

X

O

△

X

X

공동대외관계

O

X

O

X

O

X

X

원산지규정

O

△

O

△

O

X

X

통상정책의 종속성

O

X

O

X

O

X

X

O

주: 1) X 표시는 교역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유럽단일시장의 혜택(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이 사라지고, WTO 체제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의미. 2) △표시는 완전한 자유교역/이동의 상황은 아니지만, 협상여부에 따라 양허의
확대/축소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
자료: 김흥종‧임유진(2016), p. 18에서 수정

EU-영국 관계에 관한 입장
 영국의 입장: ⑴ 자율적 정책·규제주권 회복 + (2) 최대한의 시장접근성 유지
 EU와 포괄적 협력협정 추진(EEA) + 자율적 정책이 필요한 분야는 양자협정(스
위스 모델) + 자율적 통상정책(FTA 모델)
 국내 정치적 상황 고려,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 문제

 EU의 입장: EU 운영체제의 유지(단일시장, 긴밀한 연합)
 시장접근, 규제: EEA 모델 vs. FTA 모델 중 명확하게 하나만 선택할 것
 기타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 유지
 탈퇴비용을 가능한 높여 놓아야 할 필요성(signal effect)
 전환기간( ~ 2020.12.31) 중 영국은 EU 관세동맹, 유럽단일시장의 일부로 간주

 전환기간 이후의 EU-영국 관계
 무역과 경제협력, 외교, 안보 등에 야심차고(ambitious), 광범위하며(broad), 깊
이가 있고(deep), 유연한(flexible) 파트너십을 표방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안전장치(Backstop) 가동 → 하이브리드 해법 제시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제 적용
20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EU영국 관계의 운영체계
(2018.07.12 발표)

 EU와 영국은 경제, 안보, 기타 분야 협력
을 위해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

 공동의 운영기구, 합동위원회 등을 구성
하여 포괄적 협력체계를 운영(노르웨이/
캐나다 모델의 혼합)
 세부 분야별 협력의 경우, 별도의 양자
협정을 체결, 운영(스위스 모델 활용)
기본협정 포괄 분야
(예: 금융, 제품규제, 노동기준,
식품안전, 테러 등 이슈)

별도의 양자협정
(예: 노동이동, 조세,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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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협상
 EU가 단일 협정문 방식을 주장하는데 반해, 영국은 포괄적 FTA, 어업, 항공, 에너
지 등 분야별 10개의 협정문 체결을 제안
분야

협정문
UK-EU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무역

어업
항공운송

제1장 일반정의 및 기본조항
Title: 서비스에 대한 규제접근방식
제2장 내국민대우와 상품의 시장접근
제12장 국내 규제
제3장 원산지규정
제13장 직업자격에 대한 상호인정
제4장 무역구제
제14장 정보통신서비스
제5장 기술무역장벽
제15장 운송서비스
제6장 동식물검역
제16장 시청각서비스
제7장 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17장 금융서비스
Title: 서비스
제18장 디지털
제8장 일반조항
제19장 자본이동, 결제, 송금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20장 국제도로이동
제10장 투자
제21장 보조금
제11장 사업목적 자연인의 일시입국
제22장 경쟁정책
및 체류
Fisheries Framework Agreement
Air Transport Agreement

민간항공안전 Civil Aviation Safety Agreement
에너지
사회보장

Energy Agreement

제23장 국영기업, 독점, 특별권한
및 특혜 기업
제24장 지식재산
제25장 모범 규제관행 및 규제협력
제2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27장 무역과 노동
제28장 무역과 환경
제29장 조세 문제
제30장 행정조항
제31장 투명성
제32장 예외
제33장 분쟁해결

원자력

Civil Nuclear Agreement
Agreement 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법집행 및 사법협력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unaccompanied
아동난민
asylum-seeking children
Agreement on the readmission of people
이민
residing without authorisation

Social Security Coordination Agreemen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86010/DRAFT_UK-EU_Comprehensive_Free_Trade_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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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협상
 EU와 영국은 모두 협정문 초안을 공개

 EU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상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거버넌스, 경제, 안보 등
3대 분야를 포괄하는 단일협정문 초안(440페이지)을 영국에 전달(2020.3.18)
 Draft text of the Agreement on the New Partnership with the United Kingdom
협정문 초안 목차
Part 1

일반 조항

Part 3

Part 2

경제와 무역

1부 법집행과 범죄에 관한 사법협력
2부 외교정책, 안보와 방위
3부 주제별 협력

1부 투명성
2부 규제협력
3부 공정경쟁, 지속가
능성
4부 상품무역
5부 어업
6부 서비스와 투자
7부 디지털 무역
8부 자본이동, 결제, 송
금,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9부 지적재산권
10부 공공조달
11부 자연인의 이
동
12부 운송
13부 에너지와 원
자재
14부 민간핵문제
15부 중소기업
16부 예외조항
17부 기타조항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200318-draft-agreement-gen.pdf

안보파트너십

Part 4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건전
한 금융관리, 금융조항

Part 5

제도 및 수평조항

1부 제도적 틀
2부 분쟁해결
3부 의무이행과 세이프가드 조치
Part 6

기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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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협상
 어업권, 공정한 경쟁환경, 거버넌스(분쟁해결) 관련 이슈에서 막판까지 갈등

 (어업)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해역(영토)통제의 주권
과 연계되면서 난항
 영국 측은 영국 해역 내에서 EU의 어획량을 현행 20% 수준으로 감축하
도록 요구
 EU는 영국이 쿼터를 줄일 경우, 영국산 수산물에 고율관세 부과 압력
 (공정한 경쟁환경) EU-영국 간 품질기준, 노동, 환경, 국가보조금 등에 있어
양측이 동일한 규제수준을 유지
 이 분야에서의 EU가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영국도 규제 강화해야
 영국 입장에서는 규제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

 (거버넌스) 협정문 위반 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EU 산하의 기관인 유럽사
법재판소(ECJ)가 판결 권한을 갖는 것
 영국의 EU 탈퇴 목적에 배치: 사법, 입법 권한의 회복

24

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영국-EU 무역투자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는 상품 및 서비
스 무역 외에도 다양한 경제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협정
 일반적인 FTA의 이슈 외에 에너지, 어업, 사회보장 협력, 법집행 및 사법제도
협력, 특정 분야(예: 보건)의 협력, EU 프로그램(Horizontal Europe)에 대한
영국의 참여
 외교, 안보, 방위 분야는 다루지 않고, EU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Ersamus)에도 영국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

영국-EU 무역투자협정의 구성
순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내용
공통규정 및 제도규정
무역, 교통, 어업 및 기타 규정
법집행 및 사법제도의 협력
특정 분야(예: 보건,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의 협력
EU 프로그램(Horizon Europe 등)에 대한 영국의 참여
분쟁해결
최종규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 “Draft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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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상품무역
 [관세 및 쿼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 유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적용 대상 전품목에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는 경
우는 TCA가 최초
 [원산지 규정] 상호 원산지 누적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

 자동차: 역외 재료 및 가공 비율 상한을 공장도가(EXW)의 45%로 설정
 한-EU FTA 등 다른 FTA와 유사한 수준(cf. 유럽단일시장 조건과 비교)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역내산 인정 기준이 2023년까지는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하고, 이후 점차 강화
 EU와 영국의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영국은 EU로부터 독립된 방역 주권을 가지고, EU·
영국 간 위험에 비례한 수준의 국경 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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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상품무역
 [기술장벽(TBT)] 각자 독자적으로 기술 규제를 도입이 가능. 다만, 규제 도입 및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를 의무화
 자동차 및 부분품, 의약품, 화학제품, 와인 등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해

상호인정 기술규제 목록을 정할 것임.
 단, 영국이 요구한 인증평가 상호인정제도(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가 포함되지 않아, 양자 무역 시 영국과 EU의 인증을 각각 통과해

야 하는 이중의 부담 발생
 [통관 및 무역원활화] 영국이 EU의 단일시장을 탈퇴함에 따라 EU-영국 간 통관
절차가 도입

 이에 따른 무역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관 협력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
수 공인업체 제도 도입 등에 합의
 우수공인업체로 지정되더라도 통관절차가 전면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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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서비스 무역
 상호 시장접근과 내국인 대우 등에 대한 기본 원칙에는 합의

 반면에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가 및 업종
에 따른 제약이 적용
 무역협력협정 부속서에는 각 EU 회원국이 정한 제약이 명시되어 있는데, 업
종별로 예외가 매우 많아 기존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서비스 제
공의 자유는 상실
 [금융서비스]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
이 종료되고, 대신 EU의 동등성(equivalence) 평가를 받게 되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약화
 EU 기관이 독자적으로 동등성 평가를 심사하며, 이에 대한 적용 중지를 결정
할 수 있어 영국의 대(對)EU 서비스 제공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영국 금융기관이 EU의 금융정보를 처리하려면 EU로부터 데이터 관련 규제
의 적합성(adequacy) 평가도 받아야 하므로, 영국 금융기관은 대EU 서비스
제공에 이중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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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포트 권한(Passporting right)

 한 EU 회원국 내에 설립된 기업이 다른 EU 회원국 내에 자유롭게 지점을 설
립하거나, 다른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동등성(equivalence) 제도
 은행・보험 등 특정 금융분야에서 EU외 제3국(third country)의 규제・감독체제
가 EU의 그것과 동등하다(equivalent)고 인정되는 경우, 제3국 금융기관이 제한적
인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서비스를 EU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패스포트 권한 vs. 동등성 인정
비교기준

Passporting rights

동등성 조항(Equivalence)

법적근거(Legal base)

EU조약 + 하위입법

하위입법

수혜권리
(Rights granted)

EU내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법에 규정된 범위에 한정

수혜자(Beneficiary)

EU내에 설립된 금융기관
EEA 회원국

제3국에 설립된 금융기관
(EU집행위 동등성 평가 필요)

수혜기간(length)

영구적

일정기간 또는 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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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쟁점
 [어업] 5.5년의 조정기간 동안은 EU의 어획량을 현재의 75% 수준으로 유지

 조정기간 후에는 양측이 매년 협상을 통하여 어획량을 결정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노동·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기준을 현행 이상으로 유지
 보조금·반경쟁적 관행·국영기업에 의한 차별이 시장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칙 적용

 특정 분야의 기준, 조세분야의 합동 선언 등을 통하여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
고, 조세회피 및 불공정한 조세행위를 차단
 [기후변화] 영국은 기존(EU 체제 하)과 마찬가지로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를 고려
 [환경] 환경보호가 양측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합의에 따라, 현존하는 관련 법 및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보조금] 당초 EU는 ‘영국이 EU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련의 원
칙에만 합의
30

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쟁점
 [거버넌스] 양측은 TCA의 복잡성과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두기로 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위원회에 해당하는 ‘Partnership Council’를 설치하여
협정 이행 관리
 EU 집행위원회와 영국의 각 장관급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매년 1
회(또는 일방의 요구 시) 회의 개최
 Council은 협정의 이행․적용․해석을 담당하고, 합의로 의사결정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핵안보와 정보안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에 합의
 [분쟁해결] 협정 이행 관련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재판(수평적 분쟁해결메
커니즘)을 통하여 이를 해결
 분쟁해결에 관하여, 일방의 사법권(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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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평가
 EU·영국 양측은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한 상황이 종식됨을 긍정적으로 평가

 EU의 입장:
 EU·영국 양측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정.

 향후 5.5년간의 어업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브렉시트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영국의 입장
 영국이 마침내 EU의 법·제도에서 자유로워지고 어업권도 회복하면서 영
·EU 간 무관세·무쿼터 무역은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
 반면 스코틀랜드의 불만 표출

 상품무역에 무관세 및 무쿼터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원산지 규정·식품위생(SPS)·
기술규제·통관 절차 등이 적용되므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서비스 무역에서도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
가 및 업종에 따른 제약이 적용되므로, 영국의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32

Ch. 4.

한-영, 한-EU 경제관계의 변화

33

영국-EU 가치사슬 형성

한-영국 FTA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FTA 체결





16.12월 비공식협의 시작, 19.1월 한-영 FTA 추진에 합의
18.11월 FTA 공청회,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19.6월 타결, 8월 서명 후, 10월 28일 국회 비준
영국의 경우 별도의 의회 비준절차가 불필요 → 발효를 위한 모든 준비 완료

 가능한 한-EU FTA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






양 국간 비즈니스의 연속성 유지에 초점
발효 8년차인 한-EU FTA와 공산품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자동차 및 부품)
농업부문의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을 낮춰 보호수준을 다소 높임.
EU산 재료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

 추후 개정의 근거를 마련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2년 내에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
거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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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영국 무역
•

對영국 무역은 본래 흑자구조를 기반으로 선박수출과 원유수입이 등락을 좌우
– 한국 총수출의 0.98%(18위), 총수입의 1.26%(18위)를 차지(18년 11월)
– FTA 발효 이전 무역흑자 구조 유지(2004~08년 연평균 24.3억 달러 흑자)

– FTA 발효 이후 원유수입이 급증(관세 3% 즉시철폐)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이후
선박수출 실적(15, 17년), 유가등락 등에 따라 무역수지가 변화
–

2006~10년 영국産 원유수입 無, 2012년 28.1억 달러 수입

–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은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

– 대EU 수출 중 영국의 비중은 수출은 13.1%(독일 1위), 수입은 10.9%(독일, 네덜란드)
(단위: 1억 달러)

주: 2018년 자료는 11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 추정. 자료: KITA.

(단위: 1억 달러)

(단위: 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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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對영국 수출 및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MTI

품목

2018년

2019년

MTI

품목

2018년

2019년

1

741

자동차

1,531

1,372

1

741

자동차

1,100

818

2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604

648

2

226

농약및의약품

425

396

3
4
5
6
7
8
9
10
11

133
747
742
613
812
835
725
214
310

석유제품
항공기및부품
자동차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건전지및축전지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135
380
261
183
83
150
191
142
122

540
362
222
180
150
146
141
125
123

3
4
5
6
7
8
9
10
11

815
711
131
015
214
751
229
814
111

계측제어분석기
원동기및펌프
원유
기호식품
합성수지
기계요소
기타정밀화학제품
전자응용기기
금은및백금

227
260
2,329
186
102
110
56
67
60

265
238
211
174
106
93
67
67
59

12

320

고무제품

135

115

12

747

항공기및부품

117

58

13

711

원동기및펌프

66

61

13

742

자동차부품

55

55

14

111

금은및백금

39

60

14

849

전기부품

63

53

15

831

반도체
총계

20
6,359

57
5,515

15

790

기타기계류
총계

36
6,809

52
4,169

자료: KITA.

 자동차 및 부품, 선박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한-EU FTA 발효 후 원유의 비중은 수입 중1/3까지 증가, 이후 감소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 항공기(부품)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
 2011~18년 자동차 수출은 155%, 수입은 4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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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한국의 對영국 투자
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투자규모
1.0
4,521.6
1,019.1

비중
분야
0.01% 정보통신업
32.23% 금융 및 보험업
7.26% 부동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13.7

2.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41.7

2.44%

291.8
1,216.4
522.7

2.08%
8.67%
3.73%

21.7

0.15%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95~2018년 11월 누적, 백만 달러)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
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
스업
N/A

한국의 對영국 투자 추이

투자규모
75.1
2,845.1
2,512.8

비중
0.54%
20.28%
17.91%

270.6

1.93%

63.0

0.45%

0.7
3.4
1.1

0.00%
0.02%
0.01%

1.9

0.01%

4.9

0.04%

(1995~2018년 11월, 백만 달러)

 광업(32.2%), 금융(20.3%), 부동
산(17.9%) 분야에 집중
 해외자원개발

 금융산업 진출
 부동산 매입
 낮은 제조업 비중(7.3%)
 ‘영국 생산→EU 수출’
패턴의 국내기업의 극
소수(cf. 동유럽)
 부동산 및 파운드화 가치, 브
렉시트 이후 패스포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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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금융
•

브렉시트 이후, 금융 중심지로써 영국의 입지상 우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브렉시트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영국 소재 금융기관들은 패스포트 권한을 상실
– 영국진출 국내 은행은 현지법인 2개, 지점 5개, 국내 증권사는 현지법인 4개와 사무
소 1개를 운영 중(18년 6월 기준)
–
–
–

증권사의 경우 영국 외에 다른 EU 회원국게 해외점포가 無
국내 은행의 영국법인과 지점은 자산규모가 작고, 사업범위가 크지 않음.
증권업의 경우에도 유럽 시장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반면, 런던을 중심으로 향후 영업범위를 활동하고자 할 경우, 애로 사항 발생
한국의 금융기관의 영국진출 현황
금융기관

형태 및 분야

금융기관

형태 및 분야

금융기관

형태 및 분야

국민은행
런던
현지법인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취급분야: 은행

삼성화재
해상보험
유럽법인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취급분야: 손해보험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증권,
은행업무

기업은행
런던지점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은행

신한은행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한국수출입은
행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취급분야: 금융

동부화재해상
보험㈜
런던사무소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취급분야: 보험

KEB 하나은행
런던지점

삼성생명
런던법인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취급분야: 금융투자

우리은행
런던지점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현대해상화재
보험㈜
런던사무소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취급분야: 보험

삼성증권
유럽법인

- 진출형태: 판매법인
- 취급분야: 주식중개

코리안리재보험
런던주재사무소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취급분야: 보험

미래에셋자산
운용영국법인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뮤추얼펀드

자료: KOTRA, 영국, 한국기업 진출현황(2019. 1월 확인).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무역투자

현대캐피탈
영국법인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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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한-EU 관계
 한·영 FTA(2019년 8월 체결)가 이행기 종료 즉시 발효될 예정이므로 2021년 1월 1
일 이후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것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영국-EU 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TCA는 영국 및 EU가 각각 제3국과 체결한 FTA와 연계된 원산지 누적에 대해서
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영국 및 EU가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의 변화 가능성이 있음.

 원산지 기준, 인증 등 점검이 필요
 예를 들어, EU·영국 간 상품무역에서 한국산 부분품 또는 가공이 들어간 경우
역내산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TCA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의 역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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