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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1.

브렉시트 협상 추이

3

브렉시트의 전개과정
 (2013.01.23)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 브렉시트 국민투표 발언
 (2015.04.14) 총선을 위한 공약집 발표: 새로운 대EU 관계, 2017년 말
이전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2015.05.07) 영국 총선, 보수당 330/650석 확보, 단독집권에 성공
 (2015.11.10) 캐머론 총리, EU 의장에게 개혁 요구 서한 발송
 (2015.12.07) EU 국민투표법 통과
 (2016.02.18) EU 정상회의, 영국의 요구 관철
 ⑴ 정치적 통합 반대, ⑵ 비유로화 사용에 따른 차별 금지, ⑶
EU 규제에 대한 거부권 ⑷ 이주민 복지 제한
 (2016.02.20) 브렉시트 국민투표 일자 확정(6월 23일), 발표
 (2016.06.23)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탈퇴찬성 51.9%, 잔류: 48.1%)
 (2016.07.13) 캐머론 총리 사임, 테레사 메이 총리 취임(Brexit means
Brexit)
 (2017.03.13) 영국상하원, 메이 총리에게 브렉시트 발동권한 부여
 (2017.03.29) 영국 정부, EU 집행부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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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과정
 (2017.03.29) EU 탈퇴협상을 위한 2년 기한 시작
 (2017.04.29)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협상지침 발표
 (2017.06.08) 조기 총선 실시, 영국 보수당 과반의석 확보 실패,
북아일랜드연합당(DUP, 10석)과 연정구성(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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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 Chequers 회동, 체커스 플랜 합의
 EU 탈퇴 후 EU와 같은 상품규제 체제 유지(Soft Brexit)
 7/9, 데이비스(David Davis) 브렉시트 장관, 소프트 브렉시트
안에 항의, 사임, 랍(Domic Raab) 장관 임명
 (2018.08.23) 영국 정부, ‘No Deal Brexit’ 상황에 대비, 안내서 발표
 (2018.09.04) 도미닉 랍,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대비계획 발표
5

브렉시트 협상과정
 (2018.11.13) 브렉시트 합의안(Withdrawal Agreement) 도출
 (2018.11.15) 도미닉 랍 브렉시트 장관, 사임(장차관 4명 사임)
 (2018.11.25)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서명
 (2018.12.04) 메이 총리, 영국 하원 보고, 대국민 설득을 위한 지역
방문, 언론 인터뷰 시작
 (2018.12.10) 유럽사법재판소(ECJ), 영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스코틀랜드 법원 요청)
 (2018.12.10)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투표를 연기
 (2018.12.12) 보수당, 메이 총리 탄핵을 위한 신임투표 실시, 부결
 (2018.12.21~2019.01.06) 영국 의회 휴회기간(recess)
 (2019.01.14~18)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투표
 합의안 부결 시, 영국 정부는 21일 내에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일주일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이후 하원투표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3월 29일까지 유럽의회가
합의문을 비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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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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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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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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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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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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관련 향후 시나리오
1. 영국의회 통과


투표일 연기(2018.12.11) 이후, 2019년 1월 셋째 주 하원 투표 실시



보수당 일부, DUP,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등이 초안에 대한 반대가
커서 현재로서는 통과에 난항



재협상을 통해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EU 측와 재협상/승인 과정이 필요)



(결과)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라 21개월의 전환기간 발생(Soft Brexit)

2. 의회 부결 및 총리 실각


의회 부결 시, 의원내각제의 관례상 총리가 사임할 여지



새로운 보수당 대표 선출 시, 신임대표가 총리가 되어 EU와 재협상 추진



이 경우, 3월 29일 이전에 재협상 완료는 불가능. 협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EU 27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



(결과) 영국-EU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⑴ 협상기간 연장 또는 ⑵ 노딜 브렉시
트(Hard Brexit)

11

브렉시트 관련 향후 시나리오
3. 2차 국민투표 진행
 메이 총리는 애초부터 가능성 일축, 반면 노동당은 이를 지지
 각종 법적 절차들을 감안하면, 19년 5월 이후에나 가능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
 합의안이 수차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노동당과 보수당내 親EU 의원들이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요구
 조기총선이 실시되지 않아야(보수당 입장)
 3.29 탈퇴 시한에 대해 EU 27개국으로부터 연장을 동의 받아야
 (결과) 전환기간의 연장(EU 27개국 전체 동의), 2차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복
잡한 상황 전개
 EU 잔류 득표 50% 이상 → 브렉시트 취소(2018.12.10, 유럽사법재판소 유권 해석)
 EU 탈퇴 찬성 50% 이상 → EU 27의 재협상 찬성 → 브렉시트 재협상
 EU 탈퇴 찬성 50% 이상 → EU 27의 재협상 반대 → 노딜 브렉시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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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2.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관계

13

1. 영국-EU 관계의 정립
 ① 유럽경제지대(EEA: European Economic Area) 모델(노르웨이 모델), ② 스위스
모델, ③ 양자 간 포괄적 FTA, ④ 터키 모델, ⑤ WTO 모델
 노르웨이 모델(EEA)
 장점: 유럽단일시장의 일부, 시장접근 최대화, 금융 패스포트 부여, 독자적 통상정책 가능
 단점: 노동이동 제한 불가능, EU 예산참여, Rule taker

 스위스 모델
 장점: 유럽단일시장과 유사, 노동이동 제한 가능, 독자적 통상정책 가능
 단점: EU가 꺼려함. 시장접근성 제한, EU 예산참여, Rule taker

 터키 모델
 장점: 원산지 규정으로부터 자유, EU의 FTA 승계에 유리
 단점: 통상정책의 자주권 제약

 FTA 모델
 장점: 일정한 시장접근성과 유연성 확보, 주권보호, 노동유입 제한, 예산참여 없음. 독자
적 통상정책 가능
 단점: 시장접근성 제한, Rule taker가 될 가능성 상존

 WTO 모델: MFN 양허 적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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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럽 내 경제통합체별 시장접근성 및 의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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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WTO 적용
(MFN 관세)

제조업 자유교역

O

O

X

O

O

O

X

농산물 자유교역

O

O

O

X

X

△

X

서비스 자유교역

O

O

O

O

X

△

X

인력자유이동

O

X

O

O

X

△

X

금융 패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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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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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16

영국-EU 관계에 따른 금융분야 패스포트 권한
영국-EU 관계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패스포트 권한
▪ 4대 이동의 자유보장

EU 회원국

▪ 패스포트 권한 향유(상호인정, 모국감독 원칙)
▪ 높은 시장접근성

EEA 모델
(예: 노르웨이)

▪ 4대 이동의 자유보장
▪ 패스포트 권한 부여

EU 정책결정 참여 및
규제순응 정도
▪ 정책결정권 보유
▪ EU 법체제 수용
▪ 정책결정권 상실
▪ EU 법체제 수용

▪ 높은 시장접근성
▪ 분야별 협정에 따라 4대 이동의 자유 결정
▪ EU-스위스 간 120여개 양자협정 체결

스위스 모델

▪ 패스포트 권한 제한(분야별 양자 협정에 따라
결정)

▪ 정책결정권 상실
▪ EU 법의 선별적 수용

▪ 시장접근성 제한
▪ 협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금융서비스 개방
FTA 모델
제3국 모델

▪ 동등성(equivalence) 검토에 따른 상호 규제인
정 및 이에 따른 시장접근성 부여
▪ 시장접근성 제한

▪ 상호 간 규제에 대해
불간섭
▪ 양자협의에 따라 규
제의 상호인정 여부를
결정

▪ 동등성(equivalence) 검토에 따른 상호 규제인정
WTO 모델 및 이에 따른 시장접근성 부여
▪ 시장접근성 제한

▪ 국제적 규범에 근거
하여 시장접근성 결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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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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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브렉시트 협상 백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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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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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에 따른 EU-영국 관계
 영국의 입장: ⑴ 최대한의 시장접근성 유지 + ⑵ 자율적 정책·규제주권 회복
 EU와 포괄적 협력협정 추진(EEA) + 자율적 정책이 필요한 분야는 양자협정(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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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단, EU의 규제, 기준 등에 관한 입법과정에 영국은 참여하지 못함

 전환기간 이후의 EU-영국 관계
 무역과 경제협력, 외교, 안보 등에 야심차고(ambitious), 광범위하며(broad), 깊이가 있고
(deep), 유연한(flexible) 파트너십을 표방
 선언적 성격으로 방향만 제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안전장치(Backstop) 가동
21

브렉시트 시나리오 별 경제적 효과
 무역 및 이민, 투자, 재정, 생산성 효과를 통해 영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영란은행(18.11월): 5년 단기, 4개 시나리오(경제적 동반자관계 2개, No-deal 2개)
 경제적 동반자관계(Soft Brexit) 시 +1.75~-0.75(-1.25~-3.75%) 하락, No-deal 브렉
시트 시 -4.75~-7.75(-7.25~-10.5%) 하락
 영국 재무부(18.11월): 15년 장기, 4개 시나리오 가정(최초 정부안, FTA, EEA, No-deal)
 시나리오별 브렉시트 이후 15년 간 -0.6%에서 -9.3%까지 GDP 하락
브렉시트 이후 15년간 시나리오별 GDP 변화

자료: HM Government, EU Exit: Long term Economic Analysis
(November 2019).

시나리오별 GDP 추이

자료: Bank of England, EU withdrawal scenarios and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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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h. 3.

한-EU, 한-영 경제관계

한∙EU 수출입 변화
•

대EU 무역은 2012년 적자로 전환, 2014년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래, 개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 2012년을 기점으로 무역수지 적자전환
– 수출이 감소하는 첫 번째 시기는(2011~13) EU 경제의 침체시기와 중첩
– 두 번째 수출 감소 시기는 전 세계적 유가하락 시기와 중첩(2014~16, 수입도 감소
– FTA 발효(11.7월) 이후, 무역수지는 “감소→현상유지→개선”의 추이로 진행
– 향후 EU 경제의 호조(19년 2.0% 성장), 유로화 강세에 따라 수출 증가 가능
연도별 대EU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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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대EU 수출입 추이

(단위: 1억 달러)

주: 수출과 수입은 추이 6개월 이동평균으로 표시. 자료: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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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24

대EU 회원국 수출입 추이

25

자료: KITA.

대EU 회원국 수출입 추이

26

자료: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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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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1억 달러)

(단위: 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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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단위: 백만 달러)

품목별 對영국 수출 및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품목

2017년

2018년
(1~11월)

131

원유

1,907

2,118

741

자동차

974

955

3

226

농약 및 의약품

344

385

4

711

원동기 및 펌프

256

231

178

5

815

계측제어분석기

229

210

168

6

15

기호식품

191

166

7

747

항공기 및 부품

65

116

8

751

기계요소

129

103
93

MTI

품목

2017년

2018년
(1~11월)

1

741

1,383

1

746

3,490

1,073

2

3

747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1,529

2

406

350

4

742

자동차부품

240

241

5

725

건설광산기계

193

6

613

철강판

154

7

835 건전지 및 축전지

144

137

8

133

석유제품

1

135

9

MTI

320

고무제품

103

127

9

214

합성수지

107

10 214

합성수지

101

127

10

814

전자응용기기

63

61

11 310

115

110

11

111

금은 및 백금

142

59

72

83

12

849

전기부품

59

59

13 812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합섬원
료
무선통신기기

198

77

13

813

컴퓨터

48

58

14 228

정밀화학원료

48

74

14

229 기타정밀화학제품

51

53

15 711

원동기 및 펌프

69

60

15

742

총계

8,122

5,435

12 213

자동차부품

60

51

총계

6,319

6,181

자료: KITA.

 자동차 및 부품, 선박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수입 중 원유의 비중은 1/3을 차지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 항공기(부품)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
이 모두 증가
 2011~18년(11월 까지) 자동차 수출은 151%, 수입은 445% 이상 증가

주: 2018년 자료는 11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 추정. 자료: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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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야별 한국의 對영국 투자
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
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95~2018년 11월 누적, 백만 달러)

투자규모 비중
분야
1.0
0.01% 정보통신업
4,521.6 32.23% 금융 및 보험업
1,019.1 7.26% 부동산업
313.7

2.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1.7

2.44%

291.8
1,216.4
522.7

2.08%
8.67%
3.73%

21.7

0.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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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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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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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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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무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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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캐피탈
영국법인

- 진출형태: 지점
- 취급분야: 증권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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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4.

한국의 대응방향

한-EU 관계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경우,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가 2020년 말까지 영
국에 적용됨에 따라 기존 한-EU FTA 체제에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
 기존의 한-EU 간 FTA 개정 논의가 조용하게 계속될 전망
 EU측 요구
 제3국에서의 분할탁송(splitting of consignment in third countries) 이 가능하도
록 수정
 항공기 부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리, 개조 후 무관세반입(Good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
 ISDS → European Court System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한국의 노동권 문제, ILO 8대 핵심협약 비준/CSR 법제화

 한국측 요구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에 있어 우수제조품질기준(GMP)의 상호인정(MRA)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EU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원산지 비율 완화 요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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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관계
 추가적인 양허 요구를 위한 노력 및 방어전략 설계가 필요
 추가 양허 요청 노력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설문을 통해 대EU 통상전략에 있어 요구사항을
발굴해 낼 필요
 FTA 이행과정에서 업계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이 불편사항이 EU측의
FTA 이행의무에 저촉되지 않는지 파악, 개선 요구
 EU가 캐나다, 일본과 체결한 FTA와 한-EU FTA 간의 비교를 통해 추가 양
허 사안 발굴
 EU 측이 추가적인 개방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수립
 한·EU FTA의 서비스 부문이 한·미 FTA 보다 다소 확대된 양허을 설정하는
KORUS Plus의 원칙 속에서 설계

33

한-영 관계
 한국-영국 간 FTA의 체결 필요성이 언급
 2016.12.15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장관급)
 양국 통상 관계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i) 공백 없이(without interruption) 유지되고,
 (ii)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iii)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한·
영 FTA 추진 등을 집중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3차례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 개최
 2017.02.24 서울: 서로 알아가기, 분위기 조성
 2017.12.12-13 런던
 2018.09.20 서울

 국내통상절차법 상 한국은 한-영 FTA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실시
(2018.11.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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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관계
 FTA 협상에 있어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구
 EU의 기체결 FTA를 가능한 그대로 물려받을 것 (협상의 수월성, 과거와의 연
결성 등 고려)
 저율할당관세(TRQ) 분할 시 유의: Technical rectification이라고 보았는데,
WTO 체제에서 일부 회원국이 이의제기
 EU의 측면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제3국과 협상할 것.
 원산지 기준: 영국-EU 간의 공급사슬이 얽혀있음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유사누적(Diagonal accumulation)의 허용이 필요, 이 경우 한-EU FTA 또한 개정
이 필요 (자동차의 예)
 만약 유사누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local content의 비중을 낮춰야 할 필요
(보통 EU의 FTA는 55~60%)
 EU는 EU를 중심으로 원산지기준이 동일하게 체결된 FTA간(inter-FTA) 누적(유사
누적)을 허용. EU-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섬유 원부자재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를
감안하여 EU 및 베트남이 각각 FTA 체결되어 있는 특정 국가(한국)로부터의 특정
품목(직물)에 한하여 누적(교차누적)을 허용
35

한-영 관계
(계속)
 미래최혜국 대우 문제: 영국, EU측 문헌을 보면, 언급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이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
 EU의 FTA에 포함되어 있는 미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조항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
 EU는 한국, 캐나다와 체결한 FTA에 미래최혜국(MFN) 조항을 포함
 EU가 역외국과 향후 체결하는 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양허가 EU-한국, CETA의
양허수준보다 높을 경우, EU는 한국과 캐나다에 같은 수준의 양허를 부여할 의무
가 있음.

 영국 의회 보고서에서는 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를 넣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논의 필요성 제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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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관계
 한-영 FTA 체결에 있어 한국의 기본적 입장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브렉시트 협상 결렬, 노딜 등)에 대비. 노딜 상황
에서 3월 29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결정이 필요
 노딜 상황을 벗어나, 전환협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2020년 12월까지 시간을
확보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 가능
 가능한 한-EU FTA를 템플릿으로 사용할 필요
 한미 FTA 개정안의 경우를 방지하되, EU-일본, EU-캐나다 FTA를 살펴볼 것.

 영국 시장에 맞춰 추가적인 양허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할 필요
 EU와 영국의 FTA에 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 고려(EU는 규제수용, 영국은 시장접
근성 유지)
 대EU 양허와 대영국 양허의 무게 비교(실리적 접근)

 영국의 요구에 대한 계획 수립
 누적원산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local contents의 기준을 낮출 것인지
결정할 필요(한국 입장에서는 양쪽 다 각각의 장점이 존재)
37

한-영 관계
(계속)
 미래최혜국 대우를 최대한 활용할 것
 EU의 기체결 FTA(캐나다, 일본 검토)
 EU-영국 FTA의 양허가 한-EU FTA 상의 미래최혜국 대우 규정에 적용되는지 명확
한 검토가 필요

 한-EU FTA 운영과정 중 EU의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영
FTA 협상 시 반영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내 기업들의 인증문제 해결이 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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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설명회

2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영국 국내정치 상황과 향후 전망

■ 국립외교원 전혜원 교수

IF 2018-25K
Dec. 24, 2018

브렉시트, 영국의 선택
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부교수

1. 영국의 EU 탈퇴 진행 상황
국이 45년간 회원국으로 있었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탈퇴하는 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정식으로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브렉시트(Brexit) 절차
를 시작했다.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는 브렉시

영

트 최종 합의를 통해 탈퇴 협정(‘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과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setting out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을 도출하고 이의
승인 절차에 돌입하였다.
탈퇴 협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영국의
재정적 의무 정산, ▲탈퇴 시 상대국에 거주 중인 시민
의 기득권 보장, ▲영국·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의 탈퇴부터 영국·EU 미래 관계 출범 전까지의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2019년 3월 30일~2020년
12월 31일) 적용이다. 이 네 가지 이슈는 영국과 EU
의 기존 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의제로서,
브렉시트로 야기될 개인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혼란
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데에 초점
을 두었다. 전환 기간 동안의 영국과 EU 관계는 영국
이 EU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권을 상실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포함하여 현재와 동일
하게 유지된다.

영국·EU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은 EU 전(前)
회원국이라는 영국의 특수한 상태를 고려하여 향후에
도 밀접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의지
표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양자 간 심화된 자유무
역협정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으로 영국이
EU 회원국인 동안은 본격적 무역 협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상 탈퇴 협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인
의미를 갖는 영국·EU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당초 12월 11일로 예정됐던 하원의 탈퇴 협정 승인
투표가 과반 득표 불가능이 확실시되면서 전날 연기
되었으나, 아직도 이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즉, 2년간의 협상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3월 29일
자정에 영국이 탈퇴 협정 없이 EU를 자동 탈퇴하게
되는 ‘합의 없는 브렉시트’[일명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탈퇴 협정의 승인이 지난한 과정이 된 것은 협정에
포함된 소위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
때문이다. 이 안전장치의 핵심 내용은 영국·EU 미래
통상 관계가 정해질 때까지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
(‘single customs territory’)과 단일시장에 무기한
으로 잔류하며, 영국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이다. 영국·EU 통상 협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가 도입되고, 영국은 역외국과의 자유로운 통상
협정 체결이 불가능하다. 탈퇴 협정은 간접적으로 영
국·EU 미래 관계 협상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
가 있다. 이로 인해 탈퇴 협정은 단순히 탈퇴를 순조
롭고 질서 있게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정이 아닌
영국의 단일성과 유럽에서 영국의 지위를 재정의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것이 영국·EU 미래
브렉시트, 영국의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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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컨센서스가 영국 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
은 상황에서 탈퇴 협정이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에 직
면한 이유이다.

2. 영국 하원의 선택
지난 12년 10일 탈퇴 협정 승인 표결을 전격적으로 연
기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9년 1월
14일로 시작되는 주에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원의 과반이 지지하는 어떠한
선택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영국 하원에서 탈퇴 협정 승인의 장애물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어느 당도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대당인 보수당을 비롯한 모든 당이 단독
표수로는 브렉시트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채택이 불
가능하다. 2018년 12월 현재 영국 하원의 정당 구성은
<표 1>과 같다. 650명의 의원 중에서 하원의장 1인
과 부의장 3인, 그리고 7석을 가지고 있는 신 페인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질적으
로 의회가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320표가 필요
하다.

민주연합당과의 제휴로 내각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의
제휴는 ‘신임과 공급 합의(confidence and supply
deal)’에 따라 민주연합당이 보수당 내각 유지에 협력
하는 대가로 북아일랜드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관철
시키는 것으로 지속되어 왔다. 신임과 공급 합의에는
브렉시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주연합당은 탈퇴 협정을 승인할 정치적 의무가 없다.
둘째, 집권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탈퇴 협정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경파들은
탈퇴 후에도 영국이 EU와의 관세 동맹에 남을 수 있다
는 이유로 탈퇴 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온건파들은 상황의 불가피
성을 이유로 탈퇴 협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
당의 내분은 탈퇴 협정 표결 지연 직후 의회 내 보수당
의 총리 불신임 투표로 확산되었다. 비록 찬성 117표,
반대 200표로 불신임안이 부결되어 메이 총리는 총리
직을 유지하였으나, 이 표결로 탈퇴 협정 승인 투표 시
보수당의 117표가 탈퇴 협정을 반대할 전망이 가시화
되었다.
셋째, 탈퇴 협정에 대한 야당의 지지가 불투명하다.
보수당의 브렉시트 강경파가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EU와의 완전한 결별)’ 선호를 이유로 탈퇴
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야당은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낮은 수준의 EU 탈퇴)’ 혹은
EU 잔류를 선호하며 탈퇴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각 당의 입장은 <표 2>에 보인 2017년 총선 당시의
브렉시트 관련 공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가
있다면 보수당의 메이 총리가 무조건적 탈퇴는 절대
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보수당 내
에 탈퇴 협정 찬성이 200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
고 연정을 지지하는 민주연합당의 탈퇴 협정 지지를

그러나 현 보수당 내각을 지지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 국경 통제
도입 위험을 이유로 탈퇴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영국
에서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의 지지가
필요한데, 보수당은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야당에서 최소
120표를 확보하여야 탈퇴 협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결국 257석을 가진 노동당 소속 의원 상당수의 지지
없이는 탈퇴 협정 승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노동당
은 탈퇴 협정을 반대하면서도 노딜 브렉시트는 피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퇴 협정 부결 시 총선 실시를
요구할 뜻을 밝히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자유민주당 역시 탈퇴 협정보다
소프트 브렉시트나 EU 잔류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 하원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야당이
탈퇴 협정 대신 요구하는 조기총선 실시나 2차 브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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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국민투표 실시는 ▲하원의 과반 지지 미흡, ▲결과
의 불확실성, ▲시간적 압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성
이 불투명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노딜 브렉시트, ▲탈퇴 협정,
▲EU 잔류의 셋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이 셋
중 둘을 골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치러질 가능성

첫째,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정부 불신
임안 통과(320표 필요) 후 14일 이내에 정부 구성이
실패하거나 혹은 조기총선 실시안이 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434표 필요)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의석
상실을 우려하는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이 조기총선을
반대하기 때문에 후자로는 통과가 어렵다. 전자의 경우
보수당 의원들은 메이 내각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수당

이 높다(예: 탈퇴 협정과 EU 잔류 중 택일). 지금의
여론을 볼 때 어느 한쪽도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다.
셋째, EU 탈퇴 전까지 영국이 조기총선이나 국민투
표를 통해 입장을 정하려면 브렉시트 협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9년 3월 29일 전까지
EU 27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조기총
선이 하원 해산 이후 최소 평일(working days) 25일

내각 구성을 확신하기 전에는 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자유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에 실시될 수 있으므로, 정부 불신임안 통과 후 정부
구성 노력에 14일(calendar days)이 소진된다면 전
체적으로 약 1.5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현재

실시안을 지지할 수 있으나 국민투표안 통과에 필요
한 320표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둘째, 조기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새로이 구성되는
하원에서 의원 과반이 EU 잔류와 탈퇴 협정 중 어느
선택지를 지지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조기총선을
실시할 경우 각 당은 브렉시트에 관한 새로운 공약을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탈퇴 협정 표결 직후 정
부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하다라도 선거는 3월 초에
실시될 것이며 새 의회가 구성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
는 것은 자동 탈퇴일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투표의 경우 시간상의 압박은 조기총선보다 더 심각
하다. 영국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법정 선거

내세울 수는 있으나 현재 상태로서는 어떠한 당도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역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2차

운동 기간인 10주를 포함하여 최소 22주가 필요하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국민투표 질문을 고안
하고 시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투표는 빨라야 2019년 6월에야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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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기총선이나 2차 국민투표의 결과가 불확실
한 상황에서 EU가 현재와 같은 불안정성을 지속시키
는 협상 기간 연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3. 한국의 고려 사항
2016년 6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래, 브렉시트 협상 과정은 지속적인 불안정
성을 보여 왔다. 영국·EU 미래 관계 설정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
이므로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의 탈퇴 시점과 한·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및 발효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하므로,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
의 경우 한·영국 간 통상 관계에 현재의 한·EU FTA
적용이 정지된다. 한국은 영국과 EU가 현재 각각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세우고 있는 비상조치 수립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역외국과의 통상 문제 포함 여
부와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필요
시 한국은 유사 입장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딜
브렉시트가 야기할 수 있는 EU FTA 국가들 및 국제
통상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영국과 EU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탈퇴 협정에서 설정
한 전환 기간을 일시적으로나마 대체할 수 있는 한시
적 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한·영 FTA 체결에 있어 한국의 장기
적 이익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영국은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기존의 EU FTA와 최
대한 유사한 형태의 역외국·영국 FTA를 조속히 체결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물론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과의 통상 관계가 최대한 차질 없이 지속되는 것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영국의 공통의 이해이
다. 그러나 그간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기존
의 EU FTA를 조정 없이 역외국·영국 FTA로 바꾸는
것은 쿼터나 원산지 규정 등에 관련하여 영국과 역외
국 일방 혹은 모두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체결한 FTA가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영국과의
FTA 내용은 신중을 기해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한국은 2019년 3월 이후에도 브렉시트 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이 탈
퇴 협정을 비준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브렉시트
로 인한 불확실성은 장기간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탈퇴 협정이 비준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전
환 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영국·EU
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역외국의 영국 및 EU와의 무역 관계도
불확실성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영국·EU 무역 협상에
따라 한·영 FTA의 추진과 한·EU FTA 재조정도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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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설명회

3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대비한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곽동철 연구원

브렉시트 설명회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곽동철

1

브렉시트 이후 영국〮
EU27 통상관계 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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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관계 전망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
관세동맹
EU27

영국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상품 분야에 한해 EU 단일시장·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
관세동맹
EU27

영국

상품(농축산물 포함)

서비스, 인력

3

통상관계 전망(계속)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EU 관세동맹 잔류(안전장치, backstop)>
EU 관세동맹
EU27

영국

<EU-캐나다 CETA 형식의 FTA 체결>
EU-영국 FTA
EU27

상품, 서비스

영국
금융서비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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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5

01 품목분류 및 관세율
To-Be

As-Is
EU 공동관세
(Common Customs
Tariff)의 품목분류
한-EU FTA상 특혜
관세율
한국산 상품 중
99.6%에 대한 관세
철폐

한-영간 한-EU FTA 미적용
영국의 독자적 품목분류
영국의 독자적 최혜국(MFN) 실
행관세율
WTO에 관세양허안 제출(7.24)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상품
수출입시 통관 장애
≫ 영국 무역관세(UK Trade
Tariff)의 품목분류 확인
≫ 영국의 독자적인 MFN 실행관
세율 확인
≫ 안전장치(backstop) 내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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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혜원산지
To-Be

As-Is

영국산 부품〮
원자재 EU산으로
불인정
한-EU FTA 특혜원산지기준
미충족

한-EU FTA 특혜원
산지 기준
완전생산기준, 부가
가치기준, 세번변경
기준, 주요 공정기준

영국산 부품〮원자
재 사용시 역내산
인정

(예시) 완성차: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
(예시) 자동차 부품: 역외산 부품
비율 50% 이하

한-EU FTA 특혜관세 배제

≫ 제품의 공급망 확인
≫ 영국산 부품〮
원자재를 제외하

고도 역내산 인정 가능성 검토
≫ EU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
일한 검토

7

03 인증〮
승인〮
면허
To-Be

As-Is

인증·승인·면허

인증·승인·면허

≫ 기획득한 인증〮
승인〮
면허를
미리 상대국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획득
≫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해외인증상담센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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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출입규제
To-Be

As-Is
EU의 수출입규제
규정과 수출입 면허
EU 규정의 지리적
범위에 영국 포함

영국 è EU 비회원국
제3국과 마찬가지로 EU의
관련 수출입규제 준수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서 발급
받은 수출입 면허는 EU
내에서 무효
폐기물, 위험화학물질, 문화
상품, 군사기술과 장비 등

≫ EU 수출입규제 규정과 수
출입 면허 적용 대상인지 파악
≫ EU 수출입 면허 획득

9

05 온라인 개인정보 이전
To-Be

As-Is
EU 일반개인정보보
호법(GDPR) 발효
(5.25)
영국과 EU27 간
온라인 개인정보
자유롭게 이전

영국 è GDPR 역외국
GDPR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
정보보호 제공
EU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여부
위반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
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벌금
≫ 영국소재 우리 기업은 GDPR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제공
≫ ‘적정성 결정’ 획득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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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관련 정보
영국의 상품분류코드
https://www.gov.uk/trade-tariff
영국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대비 안내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governments-preparations-for-ano-dealscenario
EU의 브렉시트 안내서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actsheet-preparing-withdrawal-brexit-preparednessweb_en.pdf
EU 집행위의 노딜 브렉시트 대비 비상행동계획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communication-19-december-2018-preparingwithdrawal-united-kingdom-european-union-30-march-2019-implementing-commissionscontingency-action-plan_en
EU 관세정보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what-is-commoncustoms-tariff/taric_en
한국무역협회 TradeSOS의 해외인증상담센터
http://tradesos.kita.net/trade_sos/hfu/hfu1110r.jsp
한국인터넷진흥원의 GDPR 안내서
https://www.kisa.or.kr/business/gdpr/gdpr_tab1.jsp
[KITA 통상리포트]킥오프된 브렉시트 후반전: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우리기업의유의사항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list_kita.jsp?sClassification=4#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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