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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
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
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
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
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
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
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
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
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
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
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
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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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
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
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
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
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
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
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
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
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
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
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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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
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
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
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
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
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
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
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
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
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
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
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
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
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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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
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
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
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
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
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
-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
-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
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
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
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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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
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
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
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
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
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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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
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
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
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
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
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
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
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
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
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
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
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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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
대 경제공동체이다.1)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
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2) 즉 한
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
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
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
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
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
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
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
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
역, 투자,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
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
1) 남미공동시장으로도 지칭되는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회원국이고
PA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가 회원국이다.
2) 중미 6개국에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가 포함되며 이들과 체
결한 한-중미 FTA는 현재 부분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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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한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
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
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MERCOSUR의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한
층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MERCOSUR TA의 공식적인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되었으나 이를 위한
공동연구, 무역투자협의체 개최, 예비협의 등의 준비 과정은 2005년부터 시작
되었다.3) 다시 말해 한-MERCOSUR TA 협상은 그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15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타
결된 EU와 MERCOSUR 간의 무역협상 역시 1999년에 시작되었음을 상기하
면 일반적인 MERCOSUR와의 무역협상은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MERCOSUR TA 협상 타결 촉진
및 대응방향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2년에 출범한 PA는 MERCOSUR와는 성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
다. MERCOSUR 회원국이 아직까지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PA의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개진하고 있
다.5) 대표적인 예로 칠레를 들 수 있다. 칠레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모든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3)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2020), “한-MERCOSUR TA: 일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
4) EU-MERCOSUR 무역협정은 MERCOSUR가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첫 번째 무역협정이다. 이 밖에
MERCOSUR는 기타 중남미 국가들을 준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5) Coatsworth and Williamson(2004)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이후 대공황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
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등이 포함된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은 다른 지역과 비
교하여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1950년대 들어서도 중남미 국가의 대부분이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전략을 취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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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협정(CPTPP)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나머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역시 미
국, EU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 중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2개국은
CPTPP의 회원국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추진된 한-멕시코 FTA가 멕시코
자동차업계의 반대 등으로 중단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 따라서 PA 역내외 통합과 관
련된 선제적 이해는 MERCOSU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제3절에서는
MERCOSUR와 PA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
한다. 제2장에서는 MERCOSUR 통합 과정의 단면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
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먼저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브
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통상갈등이 MERCOSUR의 역내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ㆍ경제적으로 MERCOSUR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갈등은 MERCOSUR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
져 왔으며 역내외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MERCOSUR의 그간 역내통합에 대한 큰 그림뿐 아니라 향후 방
향성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제2장의 제2절은 최
근 타결된 EU와 MERCOSUR 간 TA 협상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 과정에
서 딜브레이커(deal-breaker) 혹은 딜메이커(deal-maker)로 작용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MERCOSUR TA 협상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제2장의 제3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MERCOSUR의 협상 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PA를 대상으로 제2장과 유사한 분석을 실시한다. 단 PA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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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MERCOSUR-EU TA에 상응하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의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과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MERCOSUR와 PA의 경제통합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양 경제공동체의 최근까지 역내경제통합 정도를 지수(index)화하여 그
추이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통합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구축된 역내통합지수를 이용하여 MERCOSUR와
PA의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제5장에
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의 대MERCOSUR 및 대PA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통상갈등 격화 등은 글로벌 통상환경을 악화
하였고 특히 대외의존도, 그 가운데서도 미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상
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장기 해결책으로 매
번 제시되는 것이 바로 무역다변화이나 현실은 말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다. 한
국가의 현재 교역구조는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지리적 요건에 의해 형성된 것
이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다변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유무역협정에 의한 무역장벽 철폐는 무역다변화를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미(미국, 캐나다), EU, ASEAN 등 세계 주요 경제권 대부
분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RCEP 가입으로 아시아 전역
을 잇는 메가 FTA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중남미 경제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 아직 완전히 개척하지 못한 글로벌 시장의 주요 경제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과는 FTA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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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이다.6) 그러나 중남미 국가 가운데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
헨티나와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바 진정한 의미에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MERCOSUR
와 PA의 시장규모는 우리의 주교역 상대인 ASEAN을 능가한다. 2019년 현재
MERCOSUR와 PA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MERCOSUR 3.3%, PA 3.2%)로 ASEAN 10개국의 6.2%를 능가한
다.7) MERCOSUR의 GDP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2.8%와 23.3%로 절대적이다. PA의 GDP에서 멕시코 역시 2019년 현재
6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MERCOSUR와 PA의 시장규모와
이에 따른 잠재력, 특히 이 안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위상을 고려
할 때 이들이 소속된 MERCOSUR와 PA의 중요성은 명확해진다.
한편 [그림 1-1]에 나타나 있듯이 MERCOSUR 및 PA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MERCOSUR의 경우 2010년
4%대에 육박하던 한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2019년 들어 2% 초반대로 감소하
였으며, PA의 경우 4% 이상이던 시장 점유율이 2019년 들어 3.5%대로 하락하
였다. 이와는 대비되게 중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MERCOSUR와 PA 시장에서 모두 중국제의 점유율이 2010년 15%대에
서 2019년 20%대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1-1]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한국의 시
장점유율 하락이 중국의 부상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
다. 하지만 양국의 비교우위 및 이에 따른 수출경쟁 상품이 최근 들어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MERCOSUR와 PA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의 점유율을
일부 잠식하고 있다는 가설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중미 5개국에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가 포함된다.
7) World Bank(2020), “World Bank Open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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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ERCOSUR 및 PA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입점유율
(단위: %)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0. 9. 15).

이렇듯 손실된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MERCOSUR 및 PA와의
TA 체결은 중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최근 타결된 MERCOSUR와 EU 간의 TA
로 인해 한국의 MERCOSUR 시장점유율은 더욱 하락할 여지가 있다. TA 체결
에 따른 관세 인하 및 무역장벽 축소로 인하여 EU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MERCOSUR 및 대PA 수출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현재 각각 1.0%와 2.6%대에 불과하지만 시장규
모와 무역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들과의 TA 체결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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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본 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의 단면을 잘 보여 주는 세 가지 사례
에 대해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통합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곧 소개할 두 가지 사례가 어떤 측면에서 MERCOSUR의 경제통
합에 대한 특징을 보여 주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MERCOSUR 회원
국 간의 협력 및 통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
티나 간의 경제ㆍ통상관계이다. 정치ㆍ경제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MERCOSUR
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양국의 경제ㆍ통상관계
는 MERCOSUR의 협력과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8) 따라서 본 장은
MERCOSUR 출범 이후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MERCOSUR의 역내협력 정도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가 브라질
과 아르헨티나 간의 관계라면 MERCOSUR의 역외통합을 가장 단편적으로 보
여 주는 에피소드는 최근 타결된 MERCOSUR와 EU 간 TA일 것이다. 일반적
으로 역외통합을 잘 나타내는 하나의 단면은 특정 경제공동체가 역외 국가 혹
은 역외 경제공동체와 체결한 TA이다. EU-MERCOSUR TA는 MERCOSUR
가 거대 경제권과 최초로 체결한 TA이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이나 협상 과정은
지지부진했는데 이는 오히려 현재 MERCOSUR와 무역협상을 추진 중인 우리
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MERCOSUR-EU TA의 협상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본 장의 제3절에서는 한-MERCOSUR 무역협상의
경과를 정리하고 협상타결을 가로막는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8) Gómez-Mer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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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갈등해
소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Bown and Tovar
(2016a)가 MERCOSUR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물론이고 FTA인지
도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했을 만큼 회원국 간의 협력과 통합은 실망스러운 수
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동체의 양대 산맥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있
다. Bown and Tovar(2016a)는 MERCOSUR가 진정한 관세동맹이 될 수 없
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상이한 반덤핑 관세 부과 정
책을 지목한다. 일례로 2016년 7월 브라질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들어
발생한 하나의 사례일 뿐 반덤핑과 관련한 양국의 정책 불일치는 그 이전부터
발생해 왔다. MERCOSUR가 관세동맹으로 출범한 1994년 이후인 1995년에
서 2001년 사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가별 반덤핑 관세조사 현황은 [표
2-1]에 나타나 있다.
표 2-1.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조사대상국(1995~2001년)
(단위: 건, 괄호 안 %)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21 (23)

브라질

28 (19)

중국

11 (12)

중국

28 (19)

미국

11 (12)

EU

27 (18)

칠레

3 (3)

남아공

9 (6)

일본

3 (3)

한국

8 (5)

한국

3 (3)

미국

8 (5)

루마니아

3 (3)

칠레

6 (4)

베네수엘라

3 (3)

대만

6 (4)

남아공

3 (3)

체코

2 (1)

아르헨티나

2 (2)

인도네시아

총

90 (100)

총

2 (1)
148 (100)

자료: Bown and Tovar(2016b), p. 269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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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은 관세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관
적이지 못한 반덤핑 정책을 펼쳐 왔다. 이 기간 브라질의 가장 빈번한 조사대상
국은 EU인 반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이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아르헨티
나가 MERCOSUR하에서 FTA를 맺고 있는 브라질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Bown and Tovar(2016a)에 따르면 2016년 4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산 면직물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반덤핑의 예를 제외해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통상
갈등을 반복해 왔다. Gómez-Mera(2013)는 이 중 3건의 가장 중차대한 사건
으로 △ 1995년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 수량제한 △ 1999년 아르헨티나의 브
라질산 신발(footwear)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치 △ 2001년 아르헨티나의
일방적 역외관세율 변경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브라질이 1995년 6월 이 부문에 대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자국 자동차산업에 투자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양국의 갈등을 촉발한
점은 바로 브라질의 수입물량 제한 조치이다.9) 제한 조치의 대상은
MERCOSUR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였고 이는 즉각적인 아르헨티
나의 반발을 끌어낸다. 자동차산업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에 중요하고 민
감한 부분으로 MERCOSUR 창설 당시에 관세자유화에서 제외되었다.10) 그 대
신 역내교역을 저해하는 정책의 일방적인 도입은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브라
질이 그 합의를 깨트린 셈이다.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한 항의로 MERCOSUR
사무국에 주재하고 있던 자국 외교관들의 철수와 MERCOSUR 서밋을 보이콧

9) Gómez-Mera(2009).
10) 회원국들은 자동차 부문을 관세자유화에서 제외하는 대신 늦어도 2000년 1월까지는 이 부문에 대한 관세
자유화 및 역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이룩하는 데 합의하였다(Gómez-Mera 2013).

26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하겠다고 위협하였다.11) 양측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문제해결에 나섰고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역내 자동차시장
통합 및 관세동맹 설립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갈등을 매듭
지었다.12)
MERCOSUR 창설 이후 양국간의 첫 번째 갈등이 브라질에 의해 시작되었
다면 두 번째 갈등은 아르헨티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갈등의 원인은 1999년
1월에 단행된 브라질 헤알(real)화 평가절하에서 비롯된다.13) 평가절하로 인
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브라질 제품이 아르헨티나로 물밀 듯이 몰려들어 왔고
아르헨티나 당국은 1999년 8월 가장 큰 손실을 입고 있던 자국 신발산업 보호
를 위해 수입 신발류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신발 수
입품에 대해 원재료와 제조업자 그리고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
고 이에 따른 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14) 브라질 역시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대응으로 맞설 것을 예고하였다. 브라질은 보복 조치로 얼마
전 철회된 400여 개의 아르헨티나 수입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부활하였고 아
르헨티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다. 갈등의 해소는 의외로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였다. 정부 차원의 대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양국의 신발
산업협회 대표들이 문제해결에 나섰고 아르헨티나는 수입허가 과정을 단순화
하는 대신 브라질은 수입허가제 부활 등의 보복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세 번째 갈등은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역외관세율을 조정하여
관세동맹으로서 MERCOSUR의 공통역외관세(CET: Common Exteranl
Tariff) 원칙을 위반하면서 촉발되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아시아 금융위기, 브
11) Gómez-Mera(2013).
12) 양국은 2019년에 비로소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 내용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2029년
에 완전한 자유화에 이른다는 것이다.
13) 브라질은 인플레이션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1994년부터 헤알(real)을 미달러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정
책을 채택하였다. 한편 1997년과 1998년에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
시장의 불안정성은 급격히 고조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더 이상의 환
율방어가 어려워진 브라질 당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14) Gómez-Mer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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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700여 개 수입품에 대한 역외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인상하고 자본재에 대한 관세는 철폐한다.15)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의 경제장
관인 도밍고 카발로(Domingo Cavallo)는 관세동맹으로서 MERCOSUR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과 EU와의 향후 TA를 MERCOSUR 차원이 아
닌 독자적인 협상으로 진행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양국간의 긴장은 절정에 이
른다.16)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브라질 측에서 먼저
아르헨티나의 독자적 역외관세율 변경을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겠
다는 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세이프가드 시스
템을 MERCOSUR 내에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17)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MERCOSUR를 관세동맹으로 유지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함으
로써 갈등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후 브라질은 입장을 선회하여 아르헨티나의 MERCOSUR 내 세이
프가드 시스템 신설 요구를 재차 묵살한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한) 아르
헨티나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해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 해소될 것이고 이를 바
로잡기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르헨
티나는 이에 대한 반발로 섬유, 가전제품 등의 수입에 비자동적(nonautomatic) 수입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에 대해 브라질은 다
시 한번 협상을 제안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MERCOSUR 내 무역불균형
조정 메커니즘(mechanism) 신설을 위한 협상에 재돌입한다. 양국은 2006년
들어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쿼터(quota), 가격하한제(floor price), 수출세
(export tax) 등을 허용함으로써 상대국가로부터 수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산
업을 구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18)
15)
16)
17)
18)

Baracat and Nogues(2005).
Gómez-Mera(2013).
Gómez-Mera(2009).
Gómez-Mera(2013).

28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 이상 논의한 세 가지 사례는 MERCOSUR의 존
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분쟁까지 감
안하면 갈등의 빈도는 대폭 증가한다. Gómez-Mera(2013)는 1991~2009년
기간 중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가 독단적으로 시행한 일방적 통상정책이 총 60
건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19) 여기서 말하는 일방적 통상정책은 상호 간 부과된
쿼터, 관세, 반덤핑관세, 수입허가제 및 그 밖의 비관세 장벽, 일방적 역외공통관
세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그림 2-1]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상호 간 관세 부과
(단위: 건)

자료: Gómez-Mera(2013)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연도별로 볼 때 왼쪽 막대는 총 건수, 오른쪽 막대는 이 중 아르헨티나가 촉
발한 갈등 건수를 의미한다. 총 60건 중 아르헨티나가 촉발한 건수는 37건, 브
라질이 촉발한 건수는 23건으로 기록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가
19) Gómez-Mera(2013)는 같은 조치라도 부과되는 상품이 다를 경우 모두 다른 건수로 구분하였다. 예
를 들어 2005년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산 TV, 세탁기, 목재품에 모두 쿼터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각기
다른 건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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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한 갈등 건수 비율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논의한 3건의 갈등 중 2건은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의 갈등은 브라질 헤알화 평가절하, 2001년의 갈등은 아르헨티나의 경
제위기를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양국의 경제위기는 어김없이
MERCOSUR의 위기로 이어졌고 이러한 양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도 나타난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간 통상갈등 건수는
2009년 14건으로 1991∼2009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다. 특히 2019년에
경제위기를 재차 경험한 아르헨티나가 MERCOSUR가 진행하고 있던 무역협
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돌연 선언함으로써 역내통합을 저해한 일은 역사의 반
복으로 볼 수 있다.20)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
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The
Economist지는 MERCOSUR를 FTA와 관세동맹으로서의 원칙을 무시한 “정
치적으로 협상된 예외”의 연속이라고 평가한 바 있어 앞선 Bown and
Tovar(2016a, 2016b)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21)

2. MERCOSUR-EU TA
가. 개요
MERCOSUR와 EU는 2019년 6월 28일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의 일부분인 FTA 협상을 타결했다. 또한 2020년 6월 18일에는 연합협정을 구성하
는 또 다른 부분인 ‘정치 대화 및 협력에 관한 협정’(2018년 6월 타결) 내용을 공개했
20) MERCOSUR는 당시 한국, 싱가포르, 레바논, 캐나다, 인도 등과 TA를 진행 중이었다.
21) “Mercosur RIP?”(2012. 7.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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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 개시 20년 만에 타결된 FTA는 향후 2년간 추가 세부협상 진행, 연합협정
본문의 기술적ㆍ법률적 검토, 각국 언어로 번역본 작성 및 배포, MERCOSUR 회원
국 및 유럽의회 비준, 임시 발효, EU 회원국 비준 등의 과정을 통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 교역 및 투자 상대국인 EU와의 협상 타결 소식에 MERCOSUR 회원국
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심지어 열광적인 반응22)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후술
한 MERCOSUR 업계의 평가에 나타나듯이 부정적 반응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글상자 2-1]에서처럼 EU 회원국의 각종 산업협회에서도 동시
에 관찰된다. 따라서 EU는 물론이고 MERCOSUR 일부 회원국에서 협정의 비
준이 난관에 부딪히며 발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글상자 2-1. EC-Civil Society Dialogue(2019. 7. 15)의 주요 내용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19년 7월 15일 협상대표인 샌드라 갈리나(Sandra Gallina)를 통해
타결된 협정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개최
- 협상대표는 전략적이면서 균형이 맞춰진 협정인 동시에 시장규모ㆍ경제적 이익, 공업 및
농업 양측에서의 신규 기회, 보호주의와 글로벌 통상갈등 시기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언
급하면서 주요 성과로 평가
-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TDS), SPS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
□ 긍정적 반응
- 유럽기술산업협회(ORGALIME): 관련 분야 관세 철폐 및 축소 환영
- 독일상공회의소: 중요한 협정 타결을 환영하면서 향후 순조로운 이행을 기대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TDS 챕터에 크게 만족감을 표시
- 유럽제과업계(CAOBISCO): 설탕 수입시장 접근 수요로 인해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평가. 그러나 현재 장벽으로 작용하는 원산지 규정에는 우려 표명
- 유럽상공회의소협회: SME 챕터의 중요성과 SME 코디네이터를 위한 올바른 장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정 타결을 적극지지
- 독일섬유패션협회: 관련 산업에 높은 수입관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협정을 적극 지지하면
서 신속한 비준을 요청

22) “Macri Praises Mercosur-EU Deal for Posi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to Come”(2019.
7.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1); “Uruguayan President Vázquez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EU Deal for Mercosur”(2019. 7.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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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Humane Society International): 도살 이상의 것으로 농장에서의 동물복지
와 수송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협정을 환영
◦ 생물 다양성과 IUU 어업과 같은 이슈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TDS 챕터의 규정에 다소 실망감을 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협력의 여지를 두었다는 점을 인정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와 더불어 35%의 최고 관세
율과 국제표준의 동등성 인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협정 타결을 환영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
◦ 자동차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통해 신속한 비준을 지지
- 유럽설탕정제협회(European Sugar Refining Association): 사탕무와 사탕수수 정제업자
간의 균형 달성에 만족을 표명
◦ WTO CXL 쿼터가 이미 브라질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시장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0% TRQ 관세 필요성을 강조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관세 자유화, 원산지 규정, 산업용 에탄올 45만 톤 TRQ 등이
EU의 바이오 기반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
- Spirits Europe: GI와 와인 및 주정 고율관세 완전 철폐를 높게 평가
◦ 특히 주정이 4년 만에 완전 자유화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
□ 부정적 반응
- 아일랜드농어민협회(IFA): Brexit와 유럽 인구통계상 쇠고기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시점에
서의 협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 MERCOSUR 특정의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EU의 기존 FTA의 경제적 영향 및 누적
영향 평가에 주목할 것을 요청
◦ 산림파괴와 파리협정 준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유럽 농업협동조합협회(Copa Cogeca): 불균형 협정으로서 양측의 표준 간 격차 증가를
주장
◦ 가금류, 쇠고기, 쌀, 설탕 및 에탄올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되는바 27개 EU 회원국이
이를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쇠고기 할당량이 시장의 약 1%에 불과하고, MERCOSUR가 고가의 부위를 수출할 것
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전술한 IFA와 입장을 같이하여 FTA의 누적 영향 평가를 요청
- 오스트리아노동자연맹(Austrian Chamber for Workers and Employees): Copa Cogeca의
농업 부문 불균형 주장에 동조
-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Eurogroup for Animals): 농장 관행에는 만족함을 표명했지만, 수입
측면에서 동물복지 규칙이 도축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규제 조정 측면에서 실망감을 표명
- 유럽설탕제조업협회: 설탕과 에탄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양허를 비판하면서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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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축산(소ㆍ양)농가협회(ICSA): EU 쇠고기 시장에 대한 압력, 브라질의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에 우려를 표명
- 가금류가공유통협회(AVEC): 대MERCOSUR 수입쿼터 배분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EC의 보
상 여부에 관심을 표명
◦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모든 가금육에 EU/비EU 라벨링 도입과 국경통제 강화를 요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a), “Civil Society Dialogue: Meeting on the EU-MERCOSUR Trade
Agree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협상 경과 및 주요 분야별 쟁점
1) 협상 경과
1995년에 체결된 기본협정(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MERCOSUR and EU)을 기반으로 2000년 4월에 시
작된 MERCOSUR-EU FTA 협상은 상호 불신과 역내에서의 저항으로 지지부
진했다.
기본적으로 협상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기본협정이 비준된 1999년
부터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2004년까지이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23) 협
상과 병행하여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양허안을 교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교환된 1차 양허안은 농산물 수출 중심의 개발도상국과 공산품 수출
중심의 선진국 간의 FTA 협상에서 개방과 보호를 둘러싸고 종종 나타나는 입
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타결 목표시점인 2004년 10월에 중단되었고,
2016년 5월 2차 양허안이 교환되기 전까지 실무진 간의 물밑 협상만 진행되었
다. 2단계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양측의 순번의장국이 된 2010년부터 2차
23)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미주 지역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려는 FTAA 구상은 EU가 MERCOSUR 지
역에서 새로운 교역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MERCOSUR와 EU가 양허안을 교환한 2003년 FTAA 협상의 위기 봉착은 EU의 외연
확장과 MERCOSUR 경제정책 우선순위 전환과 함께 양측 간 FTA 협상 추진력이 중단되는 원인이 되
었다.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 33

양허안만 교환되고 협상이 중단된 2016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협상이 추진되
지 못한 배경에는 △ EU 권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의 후유증 △ 글로벌 시장개방(도하라운드 협상) 메커니즘 중단 △ 세계경제에
서의 중국의 역할 강화 △ 신흥시장에서의 브라질 시장의 점증하는 중요성 등
이 작용했다. 3단계는 양측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2차 양허안(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과 문서(Condionalidades)24)를 교환하면서 개시되었다. 양
측은 협상위원회(CNB: Comité de Negociaciones Birregionales)를 중심으
로 공식협상을 진행하면서 CNB 회의 중간에 특별협상 테이블(intersesional)과
각료회의를 병행하여 2017년 말로 설정된 협상 타결 시한 이전에 완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야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측 간의 치열한 입
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주요 쟁점 분야와는 별도로 전개된 Brexit와 브라질의 정국 불안이 협
상을 방해하는 데 일조했다. 영국은 MERCOSUR와의 FTA 체결에 적극 찬성
해 왔고,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MERCOSUR 시장 진출국이었으며,
보호주의적인 EU의 농업정책에 비판적이었기에 Brexit는 충분히 협상 타결
과정에서 장애가 되었다. 한편 2014년에 돌발한 부패스캔들로 악화된 브라질
의 정치위기는 MERCOSUR의 FTA 협상력과 추진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했다. 그러나 MERCOSUR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시장개방에 우호
적인 정권이 상호 조우하면서 이룩한 양허안 개선과 보호주의적인 시장개방 조
건들의 다수 폐지가 양자협상의 성공요인이었다면, EU에서는 주요 무역상대
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을 위협하는 미ㆍ중 통상갈등 심화, 세계무역 감소
그리고 세계무대에서의 주도권 회복 시도가 양측 간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24) 양허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 연결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문서이다. 이러
한 조건 가운데 시장 접근과 관련한 사례를 들면, MERCOSUR는 EU가 제시하는 상품교역 관세 경감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의 수입관세가 기술규범과 특정 상품에의 진입가격 적용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
는 종가세, 특별관세, 양자 혼합을 포함해야 하고, EU는 MERCOSUR 회원국(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수출세 폐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BID/INTAL 2016, pp. 133-134).

3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배경이 되었다.25) 또한 MERCOSUR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브라질 임시정부
및 정권교체기를 거치면서 강화된 정치적 결단과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우파로
의 정권교체가 오히려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 MERCOSUR-EU TA 협상 일정과 주요 내용(2016~19년)
회의

일시

2차 양허안 교환

2016. 5. 11

제26차 CNB*

주요 성과 및 특징

2016. 10. 10~14 - 2016. 11~2017. 3, 기존 교환 양허안 개선 요구

제1차 특별협상

2017. 2. 13~16

제27차 CNB

2017. 3. 20~24

제2차 특별협상

2017. 5. 30~6. 2

제28차 CNB

2017. 7. 3~7

제3차 특별협상

2017. 9. 4~8

제29차 CNB

2017. 10. 2~6

- EU, 쇠고기 및 에탄올 할당관세 일방적 제시

제30차 CNB

2017. 11. 6~10

- 상호 교환한 상품 양허안에 대한 개선안 논의

제31차 CNB

2017. 11. 29~12. 8

각료회의

- 현안 중심의 단일 협상문 마련에 중점

- 챕터별 단일 협상문 합의(농업, 지식재산권, 지리적
표시제 제외)

- 양허안 개선과 기술적 수준으로 협상문 최종 검토
- 각료회의까지 결정 유보

2017. 12. 10~13 - 최종 합의 불발 및 2018년 협상 지속 합의
(원산지) 일반 규정 본문 합의
(SPS) 제31차 회의에서 합의된 공동 본문 재검토

제32차 CNB

2018. 2. 21~3. 2 (정부조달) 개방 범위, 제한 입찰 등 부분 합의
(보조금) EU, 수정 제안 제출
(SOEs) EU, 특별 규범 협상 요청 반복
(상품교역) 수출경쟁 및 농업협력 본문 합의

제33차 CNB

2018. 6. 4~8

(SPS) 동물복지, 신속 정보교환 및 통지 절차, EU
단일기구 인정 등 합의

제34차 CNB

2018. 7. 9~17

제35차 CNB

2018. 9. 10~14

제36차 CNB

2018. 11. 12~20 - (투명성) 최종 협상 완료

25) Maduro, Veiga, y Rios(202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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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회의

일시

제37차 CNB

2018. 12. 10~13

제38차 CNB

2019. 3. 11~15

제39차 CNB

2019. 6. 28

주요 성과 및 특징

- TA 협상 타결

주: * 제1차 CNB 협상은 2012년 10월 개최.
자료: BID/INTAL(2017), p. 86; “Latest round reports and EU proposals for the trade agreement with
Mercosur”(2019. 1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7).

2) 주요 분야별 쟁점
EU가 제시한 MERCOSUR와의 TA 협상의 목표를 감안하면 주요 쟁점 분야를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양측 간 무역 및 투자 증진 △ 지식재산권(지리적 표시
제 포함), 식품안전기준, 경쟁, 모범적 규제 관행 등에서 더욱 개선된ㆍ강력한ㆍ
안정적인ㆍ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규범 구축 △ 노동권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한 발전 등의 공동 가치 촉진 △ 기후변화 대응 △ 환경보호 제고 △ 기업의 책임
강화 △ 높은 식품안전 기준 유지 등이 EU가 제시한 협정 협상의 목표였다. 이와
더불어 EU는 공산품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시장개방 정부조달시장(특히 브라질)
개방, 투자 및 지식재산권(GI 포함) 규범 마련 등에 주목했다.
이에 반해 MERCOSUR의 주요 전략적 관심사는 상품 교역, 특히 1차 농산
물과 농축산 가공품처럼 MERCOSUR의 대세계 및 대EU 주역 수출품의 시장
개방에 집중되었다. 이 부문은 다른 선진권 경제에서처럼 고율의 평균관세, 특
별관세, 할당관세와 엄격한 SPS, 라벨링, 표준, 농업보조금 등과 결합되어 EU
에서도 보호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EU가 제시한 상기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난항은 불가피했다.26)
[상품시장 접근] 양측이 제출한 개선된 상품 양허안의 쟁점은 전형적인 농산
26) 다음의 주요 분야별 쟁점은 BID/INTAL(2017), Informe MERCOSUR No. 22: Renovando la
Integración, BID/INT/INTAL, Nota Técnica No. IDB-TN-1357, pp. 88-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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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문제였다. EU는 제2차 양허안 교환부터 제
27차 CNB 협상에 이르기까지 주요 회원국(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주요 선
거일정을 이유로 들어 MERCOSUR의 관심품목인 농산품을 “초민감 품목”으
로 분류하여 논외로 하는 한편, MERCOSUR 양허안의 “예외”에 포함된 다량
의 공산품을 단계적 철폐 항목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제29차 CNB 협
상에서 EU는 쇠고기(7만 톤) 및 에탄올(60만 톤) 할당관세를 일방적으로 제시
하는 동시에, MERCOSUR가 제출한 양허안 항목(12년 및 15년 철폐)의 축소
를 요구했다. 반면 MERCOSUR는 EU의 수출 및 생산보조금을 이유로 양허안
에서 제외한 농축산품목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실
상 EU의 농축산물 수출보조금과 수출가격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
었다. 동시에 할당관세는 2016년 5월에 교환된 양허안의 일부여야 하고, 12년 및
15년 철폐항목의 품목 수 감축은 이미 이전 협상에서 상호 교환한 개선요구안의
내용임을 주장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MERCOSUR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조항을 통해 양측이 특정제품의 생산을 개시하는 경
우 임시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표 2-3. MERCOSUR의 상품 양허안(1차/2차) 구조
2004년 양허안

2016년 양허안

무역(1998~2000, 평균)

무역(2010~2012, 평균)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유형

품목 수

유형

대EU 수입

품목 수

(2000/2005)
NCM

금액
(백만 달러)

%

NCM

즉시

1,168

2,402

11.9

3년

1,760

2,333

8년

1,077

870

1,889

3,362

10년
(5년부터 가속화)

MERCOSUR의 대EU
수입(2010/2012)
금액
(백만 달러)
3,386

%

즉시

427

5.9

11.5

4년

1,353

3,963

6.9

4.3

8년

640

1,322

2.3

16.6

10년

439

75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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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2004년 양허안

2016년 양허안

무역(1998~2000, 평균)

무역(2010~2012, 평균)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유형

품목 수

유형

대EU 수입

품목 수

(2000/2005)
금액

NCM
10년
(6년부터 가속화)

4,998

24.7

46

410

2.0

8,724

14,375

71.1

64

729

3.6

(8년+할당관세)

고정관세(20%)
고정관세(50%)

%

2,784

17년
소계

(백만 달러)

NCM

MERCOSUR의 대EU
수입(2010/2012)
금액
(백만 달러)

%

12년

1,652

11,476

20.0

15년 단계적

2,723

7,299

47.6

15년 유예

342

1,728

3.0

소계

7,576

49,926

87.0

121

2,672

13.2

소계

8,909

17,776

87.9

소계

7,576

49,926

87.0

예외

821

2,440

12.1

예외

2,453

7,457

13.0

총계

9,730

20,216

100.0

총계

10,029

57,383

100.0

자료: 권기수 외(2017), p. 61 재인용.

표 2-4. EU의 상품 양허안(1차/2차) 구조

유형

2004년 양허안

2016년 양허안

무역(1999~2001, 평균)

무역(2010~2012, 평균)

품목 수

대MERCOSUR 수입
(1998/2000)

CN

금액

2001

(백만 유로)

유형

%

품목 수

대MERCOSUR 수입
(2010/2012)

NCM

금액

2012

(백만 유로)

%

즉시

4,323

13,862

68.4

즉시

5,112

34,326

74.0

4년

2,181

1,891

9.3

4년

2,480

3,338

7.2

7년

2,664

1,679

8.3

7년

537

1,895

4.1

10년

432

1,524

7.5

10년

440

1,792

3.9

소계

9,600

18,958

93.6

소계

8,569

41,352

89.2

38

13

0.0

고정관세(50%)

99

217

1.1

고정관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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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유형

2004년 양허안

2016년 양허안

무역(1999~2001, 평균)

무역(2010~2012, 평균)

품목 수

대MERCOSUR 수입
(1998/2000)

CN

금액

2001

(백만 유로)

유형

%

품목 수

대MERCOSUR 수입
(2010/2012)

NCM

금액

2012

(백만 유로)

%

할당관세

275

1,033

5.1

할당관세

251

1,237

2.7

진입가격

22

1

0.0

진입가격

70

636

1.4

소계

9,996

20,209

99.7

소계

8,928

43,239

93.3

예외

431

53

0.3

예외

448

3,120

6.7

총계

10,427

20,262

100.0

총계

9,376

46,359

100.0

자료: 권기수 외(2017), p. 62 재인용.

표 2-5. MERCOSUR와 EU의 상품 양허안(최종 협상안) 구조
(단위: %)

유형

MERCOSUR
총계

농업

EU
제조업

총계

농업

제조업

즉시 철폐

10.7

31.2

7.8

54.4

38.1

60.1

4년

22.2

25.1

21.8

18.3

11.7

20.6

8년

13.7

20.7

12.6

16.1

14.9

16.5

10년

35.1

11.0

38.6

6.4

16.9

2.7

15년

9.1

3.9

9.8

-

-

-

자유무역

90.8

91.9

90.6

95.1

81.7

99.8

부분 양허

0.3

2.6

-

3.8

14.0

0.2

예외

8.9

5.5

9.4

1.1

4.4

-

자료: Maduro, Veiga, y Rios(2020), pp. 17-18.

[지식재산권 및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권(IPR)과 지리적 표시(GI)는 다양한
이유에서 MERCOSUR와 EU에 매우 민감한 분야였다. MERCOSUR는 와인
및 알코올 음료와 관련된 GI를 협상에 포함하기를 주저했지만, 어떠한 인정도
이미 획득한 사적 혹은 특정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GI 협상을
수용했다. 이러한 MERCOSUR의 양허는 EU가 상품 양허안에서 배제한 와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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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방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면서 라벨표시, 양조관행, fine wines와 reserve
와 같은 명칭 등 EU에서 활용되는 특정의 조건 및 관행을 이행하기 위함이었
다. 반면 EU의 경우 WTO 규정 이상의 IPR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와인
과 알코올 음료와 관련된 GI 보호에 주력했다.
양측은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IPR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포함한 문안(text)
을 채택한 이후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핵심은 무
엇보다도 MERCOSUR에 매우 민감한 EU의 관심사를 반영한 점이었다. 예를
들면 GI와 관련하여 다양한 와인제품과 알코올 음료에 치즈, 햄, 맥주, 누가(과
자류)처럼 다수의 GI를 인정하라는 EU의 요구에 MERCOSUR 내부에서는 공통
된 입장을 수렴하지 못했다. 이러한 GI 이슈에 가장 민감한 MERCOSUR 회원국
은 아르헨티나였다.
GI 이외에 IPR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특허 유효기간 연장, 의약품 시험자료
보호, 국경 간 조치 등이었다. 먼저 특허 유효기간 연장에서는 5년 추가 연장
(20년→25년)과 특허 처리기간 불포함(20년)이라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
고, 기간 연장은 특히 의약품 특허에서 매우 민감했다. 다음으로 의약품의 판매
허가 획득에 활용한 시험자료를 10년간 보호한다는 의미는 한 의약품의 판매
를 허가한 이후에 다른 기업이 유사한 의약품의 등록을 원할 경우 허가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실험과 시험을 새로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상품 IPR의 불법사용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국경 간 조치이다. 특허권의 의
무이행 추적 관찰에 초점을 두었는데, 비교적 간소하게 통제되는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다른 IPR에 대해 합의된 조치가 이미 존재하고 권리위반이 명확
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허의 경우 세관에서 권리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IPR 규정은 이해관계자에게 끼친 손해나 위반 여부를 증명하지 않고도 임시
적인 점검과 검사만으로 합법적인 거래를 제한할 수 있기에 이슈가 되었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에서는 환급(draw-back)과 임시허가제도 활용
이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EU는 이 규정을 배제하려고 한 반면, MERCO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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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지를 주장했다. 협상 결과 EU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정 기간 동안 환급
및 임시허가 규정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단 활용되면 사용자(수입
업자)는 사전에 정해진 최소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역구제 조치] WTO 다자규정에 수정을 요하는 특별 및 양자 세이프가드
가 논쟁 대상이었다. 개념적으로는 GATT 제XIX조 및 UR 세이프가드협정 조
항과 유사한데, FTA에 정해진 관세철폐 일정으로 인한 급격한 수입 증가가 협
정 일방의 국내 생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합의
된 관세철폐 일정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쟁점은 농축산물 대우에서 차별성을 모색한 EU의 입장
에서 발생했다. EU는 농축산물 수입 증가가 발생할 경우 더욱 직접적이면서 거
의 자동적으로 적용할(피해 여부 불문) 세이프가드 구축을 시도했다. 즉 수입량
증가가 특정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와 수입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와 같이 두 가지 상황에서 작동할 ‘방아쇠 조항(trigger clause)’을 도입하
려고 했다. 이에 MERCOSUR는 상품의 특성에 기초한 차별을 수용하지 않는
동시에 양자 세이프가드에서의 공산품 및 농축산품 구분에 반대함으로써 협상
에 난항을 겪었다.
[무역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은 EU를 단일한 상대방으로,
MERCOSUR의 회원국을 각각 분리된 상대방으로 고려한 기반 위에서 출발했
다. 이는 곧 MERCOSUR의 경우 TBT 이행 의무가 각 회원국의 관련 당국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규정(TR)과 적합판정절차(CAP) 분야에서의 최고
쟁점은 협정 발효 이후 채택될 TR 및 CAP 그리고 현존하는 TR 및 CAP을 차
별화하는 것이었다. 먼저 협정 발효 이후 양측은 WTO/TBT 의무 이행 이외에
모든 신규의 TR 및 CAP의 발효에 앞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국제규범 제정 기구의 활용에
관한 WTO/TBT 규정에 의거하여 양측이 수용한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대부
분 선진국 기구) 목록을 포함했다. 현존하는 TR 및 CAP와 관련한 논쟁은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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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일방의 기구가 발행한 품질증명을 통한 현행 요건의 충족과 다른 일방
의 인정 여부에 집중되었다. 즉 상호인정 이슈가 TBT 협상의 논의 대상에 올랐
고, MERCOSUR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자 노력했다.
[SPS] MERCOSUR 회원국은 공동의 혹은 조화된 위생규범과 통제 및 증명
기구의 부재를 고려하여 TBT에서처럼 분리 협상을 진행했다. 따라서 SPS 규
범의 이행은 각국의 해당 기구(브라질 ANVISA, 아르헨티나 SENASA/INAL)
가 담당했다. SPS 타결을 위한 주요 쟁점은 EU의 관심사인 ‘동물복지’ 인정과
MERCOSUR가 요청한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수출업자 설비의 검사/승인 절
차, 수출입 절차의 주기적 검사 및 간소화)의 특별(차별적) 대우를 위한 세부 내
용에 초점이 두어졌다.
MERCOSUR-EU FTA 타결은 이와 같은 주요 쟁점을 통과한 것은 물론이고
양측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총의를 기반으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 특히 협정을 둘러싼 대부분의 난관과 도전과제가 협상 개시 초기부
터 존재했던 양측 간의 심각한 차이와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협상 최종 단계에
서 논의된 세부조정을 무사히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다. 협정의 주요 내용
MERCOSUR-EU FTA는 대부분 EU가 체결한 기존 FTA의 내용에 맞춰져
있었지만, 전술한 바 있는 EU의 협상 목표에 부합하는 합의 달성에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협상 과정에서는 환급 관행(drawback practice) 유지 수용,
TRIPS-plus 약속(특허보호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출시에 필요한 임상시험
데이터 보호) 배제와 같은 MERCOSUR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한 유연성이 발
휘되기도 했다.
MERCOSUR-EU FTA는 상품 수입 자유화 이외에도 현재 MERCOSUR 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더욱 현대적이며, 유럽의 수출 부문이 다양한 특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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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바탕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수준에 준하는 원산지 규정에서부터 서비스
부문 개방(해운서비스 포함), 정부조달시장 접근, WTO 협정 규정을 넘어선 수
준에서의 지리적 표시(GI) 보호 등에 이르는 분야까지 포괄했다. 또한 협정은
회원국의 파리협정 잔류, 기타 다자 환경협정 약속과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준
수를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챕터를 두었다. 일반적으로 전술한 약
속의 이행은 양측이 준수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비교할 경우 EU보다는
MERCOSUR에 더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역통합 관련 규정이 MERCOSUR-EU FTA에 포함된 점은 매우 특이하
다. 장기간 진행해 오면서 EU는 관세동맹 간의 협상임을 강조했다. 그 결과 관
세 양허 목록은 통일되고, 양측이 운영 중이던 대외공동관세가 기본관세가 되
었다. 지역통합 규정은 MERCOSUR에 특히 중요하다. 예외 제도, 대외공동관
세 이중 징수 등 MERCOSUR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현실적으로 부딪히
는 난관은 통합체에서 불완전한 관세동맹 여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
다. 즉 MERCOSUR-EU FTA 체결로 MERCOSUR 수출품이 EU 시장에서 관
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MERCOSUR 역내무역에 관세가 지속
적으로 부과된다면 EU 시장에서의 무관세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지역통합 규정은 양자의 지역통합 과정의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양측이
역내 및 지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 원활화를 위한 여건을 촉진(동등 대우)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록 타결된 협정문이 비공개 상태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양측 간
에 균형이 잡힌 협상이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EC 혹은
MERCOSUR가 언론에 공개한 타결 내용27)을 정리해 보면 주요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다.
[상품교역] 대EU 관세 철폐에 따른 연간 약 40억 유로 이상의 관세 절약으
27) European Commission(2019b. 6. 28), “EU and MERCOSUR reach agreement on trade”(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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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U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 예상되었다. MERCOSUR는 향후 10년간(자동
차 15년) EU 상품의 92%, EU는 MERCOSUR 상품의 91%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EU 공산품, 특히 지금까지 고율관세와 종종 수입금지 수
준의 관세(14~35%) 부과 대상이던 상품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즉 자동차
(관세 35%), 자동차 부품(14~18%), 기계(14~20%), 화학제품(최대 18%), 의
약품(최대 14%), 의류ㆍ신발(35%), 니트 원단(26%)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 첨예하게 대립했던 농업 부문에서 EU는 상품의 83%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MERCOSUR는 최혜국관세율이 50%를 초과하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EU 농식품 부문은 초콜릿ㆍ제과
(20%), 와인(27%), 양주(20~35%), 청량음료(20~35%) 등 MERCOSUR가 부
과하던 고율관세가 인하되면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MERCOSUR는 현
재 28% 관세를 부과하는 치즈를 비롯한 EU 낙농제품에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
쿼터를 부여하여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지식재산권] 지리적 표시(GI)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서는 EU가 혜택을 받
을 전망이다. MERCOSUR는 GI로 인정된 유럽의 357개 고급 식품 및 음료 상
품을 모조품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보장도 시행한다. Tiroler Speck(베이컨,
오스트리아), Fromage de Herve(치즈, 벨기에), Münchener Bier(맥주, 독
일), Comté(치즈, 프랑스), Prosciutto di Parma(햄, 이탈리아), Polska
Wódka(보드카, 폴란드), Queijo S. Jorge(치즈, 포르투갈), Tokaji(와인, 헝
가리), Jabugo(하몽, 스페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MERCOSUR는 cachaça
(사탕수수 발효주, 브라질)와 멘도사 와인(아르헨티나)을 포함한 220종의 상품
에 대해 GI를 인정받았다.
한편 전술한 분야별 쟁점에서 나타나듯이 의약품 IPR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
었다. 그러나 특허와 임상실험 데이터와 관련하여 WTO/TRIPs에서 이미 인정
한 추가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데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높이지 않았다.
[정부조달] 양측은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상호 시장개방에 합의한 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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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 및 지자체 수준의 시장개방은 미래 협력과제를 남겨 두었다. 정보기술,
통신, 운송 분야 등 서비스 공급업에 종사하는 EU 기업은 MERCOSUR에서 정
부조달 계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MERCOSUR
에서 국경 검문은 간소화되고, 비능률적인 관료주의가 축소되며, 일반화된 수
출세 활용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양측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의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투자] MERCOSUR-EU FTA는 비록 투자보호 조항이나 국가-투자자 분쟁
해결장치(ISDS)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비스 챕터는 시장 접근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 MERCOSUR-EU FTA는 경제적 편익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국제 기
준 촉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즉 MERCOSUR와 EU는 파리 기후협정의 효과적
인 이행을 약속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한 챕터에서는 산림의 지속가능
한 관리와 보전, 노동권 존중,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촉진 등의 이슈에 합의했다.
또한 인권,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포함해 협정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시민사회단체에 부여한다. 또한 협정은 농업
부문의 보다 지속가능한 접근에 긴밀하게 공동 협력하고, 연합협정에 따른 정
치적 대화의 일환으로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논의하는 새로운 포럼을 마련한
다. 그리고 양측은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 권리를 보호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
공서비스를 조작할 권리를 갖는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규정은 대부분 EU의 기준으로 합의되었다. 즉
모든 수입품은 협상타결 시점과 동일하게 EU의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
해야 한다. 합의된 식품안전 및 동식물 보건 규정은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
고,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및 통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 흐름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MERCOSUREU FTA는 거래되는 상품의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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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협정] 마지막으로 FTA는 MERCOSUR와 EU 간에 타결된 포괄적 연
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일부분이다. 연합협정은 이미 2018년
6월에 합의된 정치대화ㆍ협력 축과 무역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연합협정은
무역을 넘어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 이민, 디지털 경제, 연구ㆍ교육, 원주민
권리를 포함한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해양 지배 구조, 테러와의
전쟁, 돈세탁,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협력협정은 또한 다자 수준에서의 협력 증진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세계
적인 이슈에 대한 상호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의 주요 타결 내용만으로는 협정의 편익이 동등하게 배분될 것인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하 측면에서 볼 때 협정 발효 이
전의 MERCOSUR에 대한 EU의 수입관세가 평균적으로 EU 상품에 대한
MERCOSUR의 수입관세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EU에서의 MERCOSUR 제품
에 대한 비용 절감은 EU의 비용 절감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적을 것으로 보인
다. 한편 MERCOSUR가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농업 부문
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부과와 EU의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수출보조금 제
공이라는 요소 때문에 균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외에도 MERCOSUR
는 EU와의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제조업 교역에서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해 왔기에 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MERCOSUR의 무역
적자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라. MERCOSUR 산업계의 평가 및 경제적 영향
1) MERCOSUR 산업계의 평가
2019년 6월 협정에 서명한 직후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MERCOSUR 산업
계의 반응은 다양했다. 먼저 MERCOSUR 제조업 부문의 반응은 부정적이었
다. 현존하는 양측 간의 거시ㆍ미시 경제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합의된 완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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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방 기간과 관계없이 자유무역 조건에서 유럽 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협정 발효 이후 유럽 시장에서 적용되는 관세가 실질적
으로 인하되더라도 경쟁 열위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유럽 시
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MERCOSUR 민간 부문은 EU 기업
과는 달리 유럽의 공공조달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
였다.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시장개방에서 MERCOSUR가 가장 민감하게 대응한
업종이었다. 즉 MERCOSUR는 역내 시장 교역에의 민감성으로 인해 역외 수
입 자동차 및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리무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협정으로 자동차 부문은 10~15년간 점진적으로 개방되는데, 승용차 관세는
발효 후 6년간 기본관세를 유지하다가 7년 차부터 선형적으로 감축하여 15년
에 완전 철폐된다. 7년의 거치 기간 동안 EU는 할당관세(브라질과 아르헨티나
NFN 35%의 절반인 17.5% 적용)를 통해 MERCOSUR에 연간 5만 대(브라질
3만 2,000대, 아르헨티나 1만 5,500대, 우루과이 1,750대, 파라과이 750대)
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회원국 각국의 반응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부정
적인 경향을 보였다. 먼저 아르헨티나 자동차업계는 MERCOSUR(기본관세
35%)보다 낮은 EU(10%)의 수입관세가 야기하는 불균형을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관세철폐가 EU와는 달리 MERCOSUR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
으로 평가했다. 특히 EU보다도 높은 MERCOSUR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영
향을 우려했다. 또한 자동차부품에서 EU의 수입 수요와 MERCOSUR의 수출
수요 간의 상호 보완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FTA로 인한 효과도 낮은 것
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브라질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주요 수출 상대국이기
때문에 FTA 협상 과정에서 EU라는 새로운 시장의 개방이 브라질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계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낮
기 때문에 EU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수출용 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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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개발 등도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의 민간
부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최고의 민감 품목으로 간주했는데, EU 기업의 진출로
인해 중국 다음으로 제2위 수출 시장인 브라질 시장의 상실을 우려했다.28)
반면 MERCOSUR 농업 및 농산업 수출 부문은 부분적인 수량제한
(MERCOSUR도 일부 상품 쿼터 적용), 탄력관세(할당, 조정), 엄격한 SPS 등
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으로의 진입에 일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 수출보조금과 엄격한 기술적ㆍ위생적 조
건은 농업에서의 일부 우위 여건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먼저 육류, 특히 쇠고기 시장개방은 MERCOSUR가 EU와 FTA를 타결하게
된 핵심 업종이었다. 2018년 현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세계 쇠고기 수출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국 수출에서도 높은 비율(우루과이 25%, 파라과이
13%, 브라질 6%, 아르헨티나 4%)을 차지하였다. 반면 EU는 비록 대부분의 육
류 수요를 역내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주요 육류 수입 지역으로 세계 수입의
38%를 차지한다. 2018년에 MERCOSUR 육류 총수출의 11%가 EU에 수출되
었다. EU는 육류 양허안에서 6년간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할당)관세를 인하하
고, 쇠고기 쿼터로 도축 중량 9만 9,000톤(유통제품 기준 7만 6,000톤)29)을
양허했다.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인 가금육에서도 쇠고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관
세가 인하된다. 현재 종가세 기준의 쿼터 외 관세는 53%이고, 기존에 확보한
쿼터 33만 1,000톤에 18만 톤이 추가(2016~18년 대EU 평균 수출물량 39만
2,000톤의 130%)되었다. EU가 양허한 돈육 수출 쿼터량도 2만 5,000톤(EU
역내 쿼터 관세 톤당 83유로 적용)으로 2016~18년 대EU 평균 수출량(35톤)
을 상회했다. 이와 같은 EU의 육류 시장개방에 대해 MERCOSUR 회원국의 반
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쿼터와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접근
혜택, 특히 프리미엄 등급 쇠고기의 할당관세를 통한 시장 접근을 강조했다. 브
28) De Angelis, De Azevedo, y Toscani(2019), “La mirada del sector privado sobre el acuerdo
MERCOSUR-Unión Europe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23), pp. 13-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29) 55%는 냉장육(MFN 59% → 7.5%), 45%는 냉동육(MFN 74% → 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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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은 MERCOSUR가 획득한 쇠고기와 닭고기 쿼터 확보에 만족감을 표시했
는데, 육류산업의 중심지인 파라나(Paraná)주(RGDP 30%)의 만족도가 최고
를 기록했다. 파라과이는 비록 EU의 SPS 요건 이행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
지만,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육류산업의 중요성(GDP 12.1%, 경제활동인구
11.2% 고용, 육류 생산의 63% 수출, 2018년 총수출의 13%, 러시아와 칠레 다
음의 주요 수출시장 3%)으로 인해 육류별로 MERCOSUR에 부여된 쿼터를 합
리적으로 분배받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루과이도 파라과이와 더불어 높은 경
제적 중요성[2018년 총수출의 25%. 대EU 육류 수출(육류 수출의 21%, 신선
및 냉장 쇠고기 1위(72%) 수출 상대 지역, 냉동 쇠고기 3위(8.9%) 수출 상대
지역)]으로 인해 육류 시장개방에 만족하고 있으며, MERCOSUR가 확보한 쿼
터 배분에 또한 주목하고 있다.30)
낙농업은 FTA 협상에서 MERCOSUR 민간 부문이 가장 주목한 업종으로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교차한 업종이었다. 역내 낙농제품 교역의 대부분을 담당하
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MERCOSUR 세계 낙농제품 수출의 1.9%를 차지
한다. 반면 주요 낙농 수출국(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이 포함된 EU는 역
내교역을 포함하여 세계 교역의 70%를 차지한다. 타결된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
은 10년간 무관세를 적용하는 상호 탄력관세(할당 조정) 설정(분유 1만 톤, 치즈
3만 톤, 유아용 조제분유 5,000톤)과 주요 낙농제품 GI의 인정이다. FTA 발효
전인 현재 MERCOSUR는 EU 낙농제품에 종가세 기준 28%를, EU는 분유에 평
균 종가세 기준 49~81%를, 치즈에는 종가세 기준 20~74%를 부과하고 있기에
시장개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개방 기대와는 반대로 아르헨티
나는 주요 수출 시장인 브라질(2018년 38%)에서 EU 낙농제품과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고, 우루과이도 알제리에 이어 제2위 시장인 브라질(2018년 20%)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31)
30) De Angelis, De Azevedo, y Toscani(2019), “La mirada del sector privado sobre el acuerdo
MERCOSUR-Unión Europe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23), pp. 8-10을 토대로 저자 작성.
31) Ibid., pp. 6-7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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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산업 시장개방에서도 MERCOSUR 업계는 우려와 기대를 표명했다. 특
히 수출 중심의 아르헨티나와 내수 중심의 브라질 및 우루과이의 반응은 상대
적이었다. 생산 와인의 20%를 수출하고 내수의 99%를 국내산이 충당하며 대
세계 와인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브라질은 내수 와인
의 90%를 수입(칠레 39%, 아르헨티나 15%,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프랑스ㆍ
스페인 등 EU 41%)에 의존하고 있다. 우루과이도 국내 생산 와인의 5%만을
수출하고 있다. EU와의 FTA에서 상호 10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으로
써 세계 3대 와인 수출국(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과 2대 수입국[독일과 영국
이 각각 와인 수입량(수입액) 1위(4위)와 2위(3위)]이 공존하는 EU와
MERCOSUR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양측의 관세 인하(EU
수입관세 인하 4% → 0%, 리터당 0.13유로, MERCOSUR 관세 인하 20% →
0%, 현재 브라질 관세율 27%)를 감안하면 MERCOSUR 와인의 EU 시장 진입
효과보다 EU 와인의 MERCOSUR 시장 진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러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먼저 아르헨티나는 세계 주요 와인 수출
국과의 경쟁 열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수입국인 영국, 독일,
덴마크, 벨기에 등으로의 수출 증대를 기대했다. 그 배경에는 EU의 농업보조
금에도 불구하고 EU와의 경제연합협정 발효(2003. 2. 1) 이후 칠레의 와인 수
출이 배가된 사례가 작용했다. 그러나 Brexit 이후 영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브라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
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낙농산업처럼 국내 와인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주의 생산자들이 관세 철폐로 수입된 유
럽산 와인이 슈퍼마켓에서 국내산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될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산 와인 220개 가운데 5개 상품만 GI 보호를 받는 점도 우려
대상(부속서 II는 향후 GI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을 명시)이었다. 명품
(fine, high-end) 와인의 주요 생산국인 우루과이는 EU산 수입품과의 경쟁 격
화를 우려하면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201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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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출의 39%를 점유한 브라질 시장의 잠식을 우려했다. 또한 세계 최대 벌
크 와인 수입 지역인 EU에서 유통되는 와인의 70%가 벌크 와인임을 감안하여
시장개방에서 제외된 벌크 와인(수입국에서 병입)의 수출 증가를 기대했다.32)
한편 MERCOSUR 서비스업계 반응도 제조업계 만큼이나 비관적이다. 지식
기반서비스업(SBC)33)처럼 MERCOSUR 회원국이 부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업종조차 EU 시장에서 개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2) MERCOSUR에의 편익과 비용
MERCOSUR-EU FTA에 대해 전술한 MERCOSUR 측의 정성적 평가를 보완
하는 정량적 평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ERCOSUR의 거시 및 통상
에 미치는 영향이다. MERCOSUR-EU FTA를 평가한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협
정 그 자체가 MERCOSUR 회원국의 무역과 GDP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르헨티나를 분석한 Banco Mundial(2018)을 제외한 대부분
의 연구 결과는 MERCOSUR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University of Manchester(2009), Boyer y Schuschny(2010), Castro y
Rozenberg(2013)가 대표적으로 MERCOSUR-EU FTA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인용된다. 2019년 6월 협정 원칙 서명 이후 발표된 분석 결과 가운데 최신 연구인
LSE Consulting an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는 일반균형 모델을 활용해 GDP(브라질 0.3%, 아르헨티나 0.7%, 우루과이
0.4%, 파라과이 0.1%), 수출(브라질 6.1%, 아르헨티나 1.6%, 우루과이 0.7%,
파라과이 0.8%), 수입(브라질 1.4%, 아르헨티나 4.6%, 우루과이 0.6%, 파라과
이 0.0%) 등의 적극적인(ambitious) 시나리오 아래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예측
했다.34)
32) De Angelis, De Azevedo, y Toscani(2019), “La mirada del sector privado sobre el acuerdo M
ERCOSUR-Unión Europe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23), pp. 11-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33) 구체적 양허 목록이 미공개된 가운데 MERCOSUR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이들 업종 개방은 제외될 것
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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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MERCOSUR가 향유할 것으로 예측되는 네 가지 수준의 편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같이 복잡한 국제무대에서 그 자체로 가치
를 지니는 편익이다. 즉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EU와 자유
무역의 자리를 공유했다는 점이다. 협정 이행 초기에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
를 완화하려는 시도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을지라도 향후 양측 간의 협력 확대
및 개선에는 일조할 것이다. 공유하는 논의의 장은 돌출할 수 있는 쟁점을 관리
하고 협정의 긍정적인 효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시장에
서의 경쟁이 역내 시장에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럽 소비자에게 긍정
적일 때 MERCOSUR 상품의 유럽 시장 접근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시장 접근에서 MERCOSUR는 협정 타결 이전에 없었던 일부 기
초 농산물 및 농산품 수출 쿼터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의 시장 접
근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MERCOSUR가 획득한 시장 접근의 우위
는 발효 직후부터 발현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EU의 강력한 농
업 보호주의를 감안하면 농산물 시장개방 양허가 급격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MERCOSUR와 같은 농업 생산국에 농업 시장 개방과 관련
한 난제는 EU와의 협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
이다.
둘째, MERCOSUR가 FTA로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성취했다는 점이다. 이는
15년 후 철폐 목록을 포함한 관세철폐의 시간적 범위와 즉시 철폐 대상인 양측
간 교역액에서의 비대칭성(EU 74%, MERCOSUR 14%) 등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 편익은 EU의 즉시 철폐 대상인 상품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관
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판단할 경우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MERCOSUR 회원국에 대한 EU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다. 실질적으로
EU 투자는 MERCOSUR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 FDI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MERCOSUR-EU FTA는 MERCOSUR 회원국에 진출한 기존 기업의
34) LSE Consulting an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2020).

52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FTA가 다양한 생산단계에서의 상품의 국경 간 이동 장벽을 축소하고
투자 규정의 조화를 통해 FDI의 도착을 원활하게 할 때 MERCOSUR를 다양한
가치사슬로 편입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국 및 지역 차원의 현안이 진일보하는 데 자극제 역할을 수
행할 것이다. 환언하면 이 협정은 세제개혁, 투자 확충, 생산성 개선, 모범관행
및 기술 내장 등 경쟁력 의제를 진일보하려는 MERCOSUR 역내의 약속을 강
화할 것이다. 또한 MERCOSUR의 내부 개혁 및 통합 심화, 관세동맹 실현, 공
동 규율 구축 등 다양한 현안의 진일보에도 일조할 것이다.
한편 EU와의 FTA는 다양한 측면에서 MERCOSUR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내수시장에서 공산품 및 서비스업의 경쟁 격화이다.
이는 지난 25년간 대외공동관세(CET)에서 제외된 유럽 주요 수출품목인 자본
재 및 IT 제품의 시장 진입에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를 부과해 온 결과와 혼재되
어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항을 통한 수입 규제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MERCOSUR는 EU 시장에서 강력한 생산보조금을 받는 유럽 농산물과
더욱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데, 협정에서는 WTO 다자협정에서 규정된 수출
보조금 제한 이외에 생산보조금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낙농제
품에서의 보조금이 가장 확실한 문제인 가운데, MERCOSUR의 농산물 및 농
산품 수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협정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용이 발생할 업종은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브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시장개방 확대와 산업 내의 기술진보로 인해 불확실
성이 제고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비록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자동차 교
역은 높은 장벽을 활용해 역외 경쟁으로부터 장기간 관리해 왔지만, 브라질-멕
시코 자동차 부문 교역이 2019년에 완전 자유화되면서 MERCOSUR 역내 자
동차 교역 관리의 지속가능성은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전망은 EU와의 협정으
로 인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넷째, 국내 및 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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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다. 각 회원국의 국내 조달 및 중소기업 우대 조달 등 일부 시장보호 제
도는 유지될 것이지만, 역내 조달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동의 우대조치
가 적용되지 않았기에 역내 시장에서 MERCOSUR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사업 기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MERCOSUR에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시장에서 브라질 상
품 및 서비스의 시장 접근에서 상대적인 특혜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통합체 내
의 시장 접근 특혜는 그동안 지역통합을 심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지만, 대외개
방으로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역통합 초기부터 추구한 상호의존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취약해지고, 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역내 기업의 활용
조차 약화될 것이다. 여섯째, 계량화가 어려운 비용이지만, 유럽이 주장한 지리
적 표시제 수용에서 상당한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경제안정화
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던 수출세 원천징수 폐지 약속은 특히 아르
헨티나에는 도전과제이다. 순환적인 경제위기에 시달려 온 아르헨티나는 국내
가격의 급격한 절하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별 세입 증대 수단
으로서 수출세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마. MERCOSUR-EU FTA 향후 전망
MERCOSUR-EU FTA는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타결되
었기에 협정의 비준 절차가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
다. 따라서 협정은 빠르면 2022년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공
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19년
7월에 개최된 MERCOSUR 정상회의에서는 비준 및 발효 절차와 이행을 얼마
나 신속하게 처리(fast track)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MERCOSUR 순번의장
국인 아르헨티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에 유럽의
회와 MERCOSUR 회원국 의회만의 조속한 비준을 통한 협정의 잠정 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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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했다.35) 이와 같이 발효를 위한 MERCOSUR의 노력은 최소한 역내에서
각국 의회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MERCOSUR-EU FTA의 비준은 브라질 환경정책을 둘
러싼 갈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협정 타결 직후 융커
(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MERCOSUR와의 FTA
가 가져올 편익, 인구수 7억 8,000명의 거대시장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 설립,
그리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아
마존 산림파괴 중단 약속)을 강조한 바 있다.36) 그러나 이러한 EU의 입장과는 달리
2019년에 출범한 브라질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의 환경보호를 등한
시하는 정책 기조는 특히 유럽 정부, 민간 기업 및 투자회사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민간 기업과 투자회사는 대브라질 투자 유예 가능성을 표명하고, 다양한
공급체인 단계에서 브라질산 수입품(농축산물)의 구매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친환경 재배 여부는 물론이고 전체 생산 공정에서의 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민간 부문의 대응을 반영하여 오스트리아,37)
프랑스,38) 독일,39) 아일랜드40) 등 EU 주요 회원국의 정부, 의회, 주요 정당은
35) “Brazil’s Bolsonaro: Make South America Great Again”(2019. 7.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
19. 9. 21).
36) “Remarks by President Juncker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Macri in the
presence of EU and Mercosur leaders”(2019. 6.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8).
37) 오스트리아 의회는 EU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2019년 9월 18일에 표결을 통해 협정 비준에 반대했다.
“Austria deals first blow to EU-Mercosur trade pact”(2019. 9.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8).
38)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농민의 단호한 반대를 무릅쓰고 MERCOSUR
와의 FTA에 찬성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파리협정 이행 약속이었다. 그는 보우소나루 대통
령이 위협해 온 것처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할 경우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협상 타결 이후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기후변화 약속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FTA에 반대
한다고 발표했다. “Macron warns he won’t sign Mercosur deal if Brazil leaves climate accord”
(2019. 6.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8); “Macron accuses Brazil’s pressident of having
“lied” about climate at G20”(2019. 8.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8).
39)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후변화 의제를 EU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주저해 왔지만, 메르켈(Ange
la Merkel) 독일 총리는 아마존의 삼림 벌채 악화로 인해 EU-MERCOSUR TA에 대한 지지 여부를
놓고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Merkel: Amazon deforestation threatens
EU-Mercosur deal”(2020. 8.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8).
40) “Ireland will vote against Mercosur deal if Brazil fails to protect Amazon–Taoiseac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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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특히 아마존 보호를 등한시하는 브라질 정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FTA
비준을 거부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2020년에 아마존 산림 훼손이 최근 12년 이내
에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FTA 비준 연기에 대한 EU의 입장은 지속되
고 있다. 즉 이그나시오 이바녜스(Ignacio Ybañez) 브라질 주재 EU 대사는 아마
존 열대우림 보호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마존위
원회(Amazon Council) 및 환경군대 설치 등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에서 신뢰를 잃은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보호를 위한 더욱 확실한 약속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FTA의 비준을 연기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FTA
에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41)

바. 소결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 없는 최장기 협상
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
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TA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
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가와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
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
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다수 반영된 FTA라는 특
징도 있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 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8.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8).
41) “Brazil pledge on Amazon needed to save EU-Mercosur trade deal –EU diplomat”(2020. 1
2.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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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MERCOSUR-EU FTA는 시장개방과는 간
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환경이라는 이슈로 인해 비준 절차가 진통을 겪으면서 발
효하는 데 시간이 더 지체될 전망이다. ‘지구의 허파’로 지칭되는 브라질의 환경
적 특징이 TA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EU는 “지속가능 규
정 챕터”를 FTA에 새로 마련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국에 해당하는 한국은 비록 MERCOSUR와의 협상에서
환경 이슈를 지렛대로 사용할 입장이 아니지만, 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
기조는 이와 같은 입장을 다소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든 FTA처럼 협상안 타결 직후 MERCOSUR와 EU 양측에서는 환호
와 탄식이 공존했다. FTA로 이익을 얻을 부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문이
FTA 타결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표출했다. MERCOSUR는 제조업, 특히 자
동차산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반면, 농업 부문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
에 표출되었다. EU에서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역내 공동정책을 통한 피해 부문 지원조치가 구축되어
있는 EU와 달리 역내는 물론이고 국내 무역구제조치가 부족한 MERCOSUR
에서는 향후 관련 대응에서 지역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된다.

3. 한-MERCOSUR TA 협상
한국은 MERCOSUR 출범 초기부터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MERCOSUR 정
책협의회42)에서 경제ㆍ통상 정책 및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42) 한국과 MERCOSUR 간의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고위급
(차관 또는 차관보) 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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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와의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정책협의회는
1997~2007년 동안 여섯 차례 개최되었고, 외무차관, 외무차관보, 통상교섭조
정관,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가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지역주의 블록 등장과 주요 경쟁
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해 통상협력 파트너 발굴을 통한 경제의 외연
확대를 도모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추어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이 가입
되어 있는 MERCOSU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MERCOSUR
FTA 체결을 추진했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16년 현재 무역의존도 63.9%)를 고려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 전략이었다. 양측은 제5차 한-MERCOSUR 정책협의회(2004년 6월)에
서 자유무역협정(FTA) 및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등 다각적인 관계 증진 모
색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한-MERCOSUR FTA는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순방 시 브라
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탄력을 받아 왔다. 이에 지난 2005년 5월
부터 2006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MERCOSUR TA 공동연구43)를 진
행하고 2007년 10월 제6차 한-MERCOSUR 정책협의회44)에서 공동연구 보
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공동연구에서는 한-MERCOSUR 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과 양측 간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는데,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 MERCOSUR와
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GDP는 0.17~2%, MERCOSUR의 GDP는
0.02~2.7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MERCOSUR는 공산품에, 한국
43) 제1차 공동연구(2005년 5월, 파라과이 아순시온), 제2차 공동연구(2005년 8월, 서울), 제3차 공동연
구(2006년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차 공동연구(2006년 10월, 브라질 브라질리아).
44)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6차 한-MERCOSUR 정책협의회(2007년)에서는 교역 및 투자 관계, DDA 협
상, 한-MERCOSUR TA 공동연구 결과, 향후 무역 협상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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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한-MERCOSUR TA 공동연구(2007)의 주요 내용

□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 MERCOSUR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0.17~2%,
MERCOSUR 측은 0.02~2.74%의 GDP 성장률 증가 전망
- MERCOSUR 측은 공산품에, 한국은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양측이 관세 인하
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모니터, 의약품 및 섬유, MERCOSUR 측은 쇠고기, 오렌지주스,
대두, 밀, 옥수수, 알루미늄, 아연 등이 수출 증가 가능
자료: 김진오 외(2011), p. 218 재인용.

은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양측이 관세 인하로 누릴 수 있는 경제
적 이득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모니
터, 의약품 및 섬유에서, MERCOSUR는 쇠고기, 오렌지주스, 대두, 밀, 옥수
수, 알루미늄, 아연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45)
양측은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완료 직후 무역투자공동협의체를 설
립하는 데 합의(2009년 7월)했으나,46) 협상 주도국인 브라질이 자국 제조업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수년간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MERCOSUR의 대외개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개최
된 2015년 4월의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한-MERCOSUR의 대화채널 재가
동이 합의되고, 2015년 5월에 제1차 한-MERCOSUR 무역투자협의체가 개최
되었다. 이후 2016년 6월에 개최된 제2차 한-MERCOSUR 무역투자협의체에
서 △양측의 TA 정책 및 경험 공유 △한국 측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중소기
업 지원 정책 및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발표 △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등의 성
과를 거두면서 양측은 TA 추진 여건 조성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양측은 2016년

45) 김진오 외(2011), p. 217.
46)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서 한-MERCOSUR 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
의하고, 2005년 5월~2006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MERCOSUR TA 공동연구를 개최했다.
공동연구 후속조치로 2009년 무역ㆍ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s)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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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한-MERCOSUR TA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TA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인 협의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에는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예비협의의 성공적 종료를 선언하는 한
편, 2017년 상반기 중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착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7년 4월에 한-MERCOSUR TA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MERCOSUR TA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 타당성 연구는 인하대학교에서 수행했는데,
MERCOSUR와의 TA 논의가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다가 2015년에 본격적으
로 재개됨에 따라 기존 공동연구(2007년 발표)를 업데이트하고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과의 경제적 효과만
을 분석했다. 2018년 2월에 완료된 연구 결과는 공식 협상 개시 직전에 발표되
었다. 2018년에 한-MERCOSUR TA가 발효될 경우 이후 17년이 경과한
2035년에는 한국의 실질 GDP는 0.36~0.43% 증가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
품, 전자 부품, IT 제품, 기계류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약 2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47)

글상자 2-3. 한-MERCOSUR TA 경제적 타당성 연구의 주요 내용

□ 2018년 발효 가정 시 80% 단기자유화 시나리오(즉시 40%, 2년 10%, 3년 10%, 4년 10%,
5년 10%)상에서는 한국의 GDP가 2035년까지 0.4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발효 가정 시 80% 장기자유화 시나리오(즉시 40%, 2년 10%, 5년 10%, 10년
10%, 15년 10%)상에서는 한국의 GDP가 2035년까지 0.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MERCOSUR로부터의 수입은 옥수수, 가죽제품, 석유화학제품, 잎담배, 가금류 등 농산물을 중
심으로 12억 6,000만 달러(∆38.4%)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대MERCOSUR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부품, 철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24억
달러(∆36.4%) 증가할 것으로 예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8b. 5. 25, 검색일: 2020. 9. 9).

47)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8b. 5. 25,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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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2017. 12. 6)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2018. 2. 12) 등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MERCOSUR
도 2017년 12월 20일 MERCOSUR 장관급회의에서 한-MERCOSUR TA 협
상 개시를 승인하여 협상을 위한 양측의 공식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에 양측은
2018년 5월 25일 한-MERCOSUR 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며 공동연구 개
시에 합의한 지 14년 만에 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고, 2020년 9월 현재
5차 협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표 2-6. 한-MERCOSUR TA 추진 경과
연월일
2004. 11.

협상 추진 경과
(대통령 남미 순방)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 5. 4~5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아순시온)

2005. 8. 3~4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6. 3. 2~3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

2006. 10. 31~11. 1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4차 회의(브라질리아)
2007. 10. 31
2009. 7. 23

한-MERCOSUR TA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몬테비데오)
한-MERCOSUR TA 추진 협의 MOU 체결
TA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회의 개최 추진

2015. 5.

제1차 한-MERCOSUR 무역투자협의체 개최

2016. 6.

제2차 한-MERCOSUR 무역투자협의체 개최

2016. 11. 21~22 예비협의 개최(부에노스아이레스)
2017. 3. 2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아르헨티나)

2017. 4. 14

한-MERCOSUR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2017. 12. 6

한-MERCOSUR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2018. 5. 25

한-MERCOSUR 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서울)

2018. 9. 11~15
2019. 4. 2~6

제1차 협상(몬테비데오): 상품ㆍ서비스ㆍ무역규범 관련 논의 개시
제2차 협상(서울):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
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등 전 분야 논의 심화
제3차 협상(몬테비데오):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원산지, SPS, TBT,

2019. 7. 8~12

정부조달 등 전 분야 협의 가속화 및 품목별 원산지ㆍ통관 챕터 협의 개시 △ 우리
기업의 대MERCOSUR 주력 수출상품의 시장개방(양허)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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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연월일
2019. 10. 1~4

협상 추진 경과
제4차 협상(부산):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SPS), 정
부조달 등 주요 분야별 협상 가속화
제5차 협상(몬테비데오): △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지식재산권, 위생

2020. 2. 10~14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경쟁, 총칙, 협력 등 전 분야 협상
추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2020), “한-MERCOSUR TA: 일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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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본 장에서는 PA 경제통합의 단면을 보여 주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본
다. 따라서 본 장의 구성은 제2장과 매우 유사하다. 먼저 PA가 현재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와의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MERCOSUR와 EU 간의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점을
찾아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PA 간의 준회원 가입 협
상 과정에서 이슈와 걸림돌 등을 식별한다.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가. 준회원국 가입의 목적
PA는 2017년 3월에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3개월 후인 2017년 6월에
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를 준회원국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기존 TA의 현대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접근성 향상, 무역 부
문의 포괄적 접근(inclusive approach) 촉진,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한 규칙 기
반의 무역 시스템 정립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 22일에 PA와의 협상 개시
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48) 이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PA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 간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진행되었다.49)
PA와 협상을 개시할 당시 캐나다는 이미 멕시코(1994년 1월, NAFTA), 칠
레(1997년 7월), 페루(2009년 8월), 콜롬비아(2011년 8월)와 개별적으로
48) Government of Canada(2019b), “Canada–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4).
49) Government of Canada(2019d),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Initial Environmental Assess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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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발효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
한 것은 PA가 캐나다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캐나다
는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이 캐나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기 때문에 PA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PA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경우 캐나다의 무역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PA는 2억 2,5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2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어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
극적(ambitious)이고 포괄적(inclusive)인 무역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50) 실제로 캐나다의 대PA 상품 무역규모는 2018년 현재 520억
캐나다 달러 이상으로 캐나다의 대중남미(캐리비안 제외) 무역 규모의 79%에
달한다.51) PA는 캐나다의 주요 투자처이기도 한데, 2017년 현재 캐나다의 대
PA 해외직접투자는 470억 캐나다 달러 이상으로, 대중남미(캐리비안 제외) 해
외직접투자의 68.2%를 차지한다.52)
캐나다와 PA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 분야는 2016년에 발표된 ‘캐나다PA 파트너십 공동성명( Joint Declaration on a Partnership Between Canada
and the Members of the Pacific Alliance)’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협력
가능 분야로는 무역 원활화 및 증진, 교육 및 훈련, 중소기업, 과학ㆍ기술ㆍ혁신,
천연자원 개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와 해양보존을 포함한 환경 부문
6개 분야가 선정되었다.53) 2018년 3월에 개최된 3차 협상에서는 PA와 준회원국
가입 협상 대상 4개국이 협력(cooperation), 중소기업(SMEs), 규제 개선
(regulatory improvement) 등 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54) 4차
50) Government of Canada(2019c), “Pacific Alliance Background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4).
51) Government of Canada(2020), “Canada-Pacific Alliance commercial relations”(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0. 8. 4).
52) Ibid.
53) Government of Canada(2019a), “Canada and the Pacific Allia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4).
54) “Pacific Alliance, Associate Members Enter Fourth Negotiating Round, Look to Clinch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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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이후 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과 같은 상품거래와 무역원활화, 위생 및 검역조
치(SPS), 기술장벽(TBT) 등 나머지 20개 기술 분야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
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다.55) 또한 사업가의 일시적 입국, 투자, 공공 조달과
함께 금융, 해운, 통신과 같은 서비스 부문의 국경 간 무역도 논의 중이다.
2019년 6월 캐나다는 PA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예측(forecasting 또는 anticipatory)하는 ‘초기
환경 평가(Initial Environment Assessment)’ 보고서를 발표하였다.56)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협상 타결과 경제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 아니라, 협상 참가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
제, 규제, 환경 부문의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다. 캐나다는 PA 4개국과
개별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어,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 규제, 환경 부문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very
limited)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상품 무역, 서
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등 4개 부문을 선정하여 PA와의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57) 또한 캐나다 정부는 환경 및 노
동 보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의 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쟁정책, 국영기업, 젠더 관점에서의 무역58)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
타내고 있다.

by July”(2018. 5.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6).
55) Ibid.
56) Government of Canada(2019d),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Initial Environmental Assess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6).
57) Ibid.
58) 젠더 관점을 경제 및 무역 이슈와 연결(incorporating)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 간 협
력,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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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협상 부문별 예상 환경 변화
구분
∙ 시장 접근 부문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는 PA 개별 회원국과의 기존 시
시장 접근

장 접근에 대한 ‘부분적인(modest)’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접근
부문에 대한 환경적 영향은 미미(negligible)할 것으로 예상됨.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절차와 관련하여 운송 효율 개선을 통한 상품의 이동, 종이 없는
업무환경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협상 결과는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또는 규제)나

무역원활화

캐나다 세관 및 국경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would not
impact)으로 예상됨.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투자

∙ 환경 관리(stewardship)를 강화하는 조항들의 경우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투명성, 적합성 평가, 공동 협력 분야에서 WTO TBT 규정을 기반으로
합의할 경우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규제와 개방형 투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나, 투자 부문의 합의가 캐나다
투자 시스템(regime)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규제의 투명성, 높은 질적 수준의 시장 접근을 촉진함.

금융서비스

∙ 환경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PA 회원국과의 기존 시장 접근 수준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업가의
일시적 입국
해운

∙ PA 개별 회원국과 FTA를 통해 국가 간 노동 이동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합의(high-quality commitments)’를 유지하고 있어, 환경적 영향은 무
시할 만한 수준임.
∙ 각 관할권을 왕래하는 캐나다와 PA 회원국 소유 선박의 운송이 미미하
여, 협상의 타결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unlikely).
∙ 공공 통신 운송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인터넷,

통신

전자메일, 화상회의와 같은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환경
효과를 기대함.
∙ PA 개별 회원국과의 기존의 높은 시장 접근 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합의로 시장 접근 수준이 현저히 개선(significant improvements)되기는

정부조달

어려울 전망임.
∙ ‘녹색 조달(green procurement)’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틀을
유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19d),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Initial Environmental
Assess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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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나다는 PA 4개국 가운데 3개국(멕시코, 칠레, 페루)과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도 연
결되어 있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
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최초 발효
국가 6개국59)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포함되었지만, 칠레와 페루는 2020년 11월
까지 발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호주는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중남미와 아시아 간 가치사슬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PA 준회원국 가입을 추
진하기 시작했다. PA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남미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자 호주는
PA 시장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또한 호주산 쇠고기 80%, 유제품 98%, 설
탕 29%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일부 호주산 농축산품이 PA 시장 내에서 관세장
벽에 부딪치는 상황에서,60) 호주는 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한 호주산 농축산품
수출 증대와 더불어 알루미늄 제품, 의료기기, 광산 장비, 의약품 및 종이류 등
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호주는 대PA 주력산업인
교육과 광업 부문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통신, 관광, 법률서비스, 건축 설계,
회계 등 기타 전문직 서비스 부문에서 입지를 다지길 원하고 있다. 나아가서 태
평양 시장에 진출해 있는 호주 서비스 수출 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등의 장벽에 직면해 있는데, 호주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철폐하
고자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61)
PA와 준회원국 협상에 착수했을 당시 호주가 양자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
레(2009년 3월 6일 발효)가 유일했고, CPTPP 또한 체결되지 않았던 시점이
59) 국내 절차를 이미 마친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이 2018년 12월 30
일 발효하였으며, 베트남이 보름 뒤인 2019년 1월 14일에 발효하였다.
60)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Australia(2017), “Pacific Alliance FTA Fact
Shee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7).
61)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Australia, “Objectives of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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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때문에 당시 호주 정부는 PA 준회원국 협상을 통해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시장장벽을 낮추고 CPTP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파악하는 동시
에 당시 페루와 협상 진행 중이었던 FTA 타결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 모색,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 등의 문제 해결 등이 호주의
PA 준회원국 가입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콜롬비아와 포괄적이고 높은 수
준의 신규 FTA를 체결하는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CPTPP 회원국인 멕시코, 페
루, 칠레의 시장장벽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농업 강국
인 뉴질랜드는 PA 농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회원국
으로서 FTA 관세를 적용받기를 원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우유, 목재, 양
(sheep)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제품, 주방용품과 같은 인테리어,
건축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62)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입장에서 PA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
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중남미의 중요한 이니셔티브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는 PA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내 뉴질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PA와의 준회원국 협상에서 뉴질랜드가 견지하는 입장은 [표 3-2]와 같다.
시장 접근, 무역원활화 및 통관협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는 PA 내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
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는 한편, 투자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제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62)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2017), “Pacific Alliance Public Submissions October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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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조사대상국(1995~2001년)
구분

내용
∙ 뉴질랜드는 PA 시장에서 현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 수출기
업과 뉴질랜드 수출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에

시장 접근

대한 포괄적인 관세 인하를 주장함.
∙ WTO 협정에 부합하고 현재와 미래의 비관세장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수출업자들에게 확실성(certain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제
공할 수 있는 규정을 모색하고자 함.
∙ 뉴질랜드는 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분류, 혜택을 받
기 위해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 등의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한 원

원산지 규정

산지 규정 원칙을 모색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단순성, 투명성, 비용 최소화, 무역원활화 원칙에 기초해서 원
산지 규정에 접근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주장함.
∙ 뉴질랜드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무역원활화 및 통관협력

등 기존 협정에서 더 발전한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기대하고 있음.
∙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조건에서 무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는 상품
의 수출입 및 운송과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현대화하고 단순화하고자 함.

무역구제

∙ 기존의 WTO 규정을 반영한 무역구제조치를 모색 중임.
∙ PA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서비스 수출기업을 위해서 시장 접
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및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온라인 서비스와 원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가 필
요함.

투자

∙ 뉴질랜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PA-뉴질랜드 협상에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함.

자료: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 “What We Are Negotiating”(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3).

싱가포르는 페루와 2009년 8월 양자간 FTA를 발효하였으며, 다자간 협정
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멕시코, 칠레,
페루와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싱가포르는 PA와 추가적으로 FTA 체결을 준비
하고 있는데, 이는 TA를 맺지 않은 콜롬비아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싱
가포르가 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63)

63) The Straits Times(2019b), “Talks Ongoing for Pacific Alliance-Singapore FTA: Potential
Partnerships for Food and Tec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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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회원국도 2017년 이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
식적으로 선언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북미 지역 밖으로 시
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PA 회원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와 불확
실성에 대응하는 데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졌으며, 그 과
정에서 PA 회원국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PA 준회원국 가입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싱가포르가 포함된
것도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메가 FTA 현황

자료: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2017),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cific Alliance and
the Mega-Regional Agreements in Asia-Pacific: What We Learned from the GTAP Simul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9).

싱가포르와 PA 4개국 간 무역거래 규모는 2018년 현재 43억 달러로 싱가포
르의 무역에서 PA가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다.64) 싱가포르는
ASEAN에 비해 1.5배(GDP 기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PA와 경제관계를
64)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0),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Exports and Imports
by Areas and Countr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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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함으로써,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무역 및 투자
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65)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PA
회원국으로부터 연중 공급되는 아보카도뿐만 아니라 체리, 포도, 블루베리 등
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동남아 국가 및 중국 시장에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PA 회원국과 음식, 현대화(modern) 서비스, 정보통신
(infocomm) 기술, 도시 솔루션 등의 부문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
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66) 2019년 4월 도시ㆍ인프라 컨설팅 기업인 Surban
Jurong 그룹은 멕시코 베라크루즈(Veracruz)주와 오악사카(Oaxaca)주의 개
발지역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67) 두 지역의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공공
시설, 교통 계획 등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물리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지방 정부와 태평양과 멕시코만(灣)을 연결하는 프로젝트(inter-oceanic
corridor)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를 모색하고 있다.

나. 준회원국 협상 진행 상황
PA 준회원국 협상은 2017년 10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7차
협상까지 모두 7차례 개최되었다. 7차 협상까지 PA와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은
23개의 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으나 현재까지 협상은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65)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2019), “Senior Minister of State Chee Hong
Tat attends Pacific Alliance Summit in Lima, Peru”(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
66) Ibid.
67) The Straits Times(2019a), “Surbana Jurong to Draft Plan for Mexico’s Inter-Oceanic Corridor”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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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PA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구분

연월일

개최국

주요 내용
∙ 23개의 기술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기로 합의됨.
∙ PA는 준회원국 후보국에게 협상을 위한 기본 무

1차 협상

2017. 10. 23~27

콜롬비아

역 협정서를 제시함.
∙ 원산지 규정,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정부 조달 등
에 대한 이슈가 논의됨.
∙ 시장 접근, 투자, 기업인 일시 입국 협상과 관련
해 기반이 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함.

2차 협상

2018. 1. 29~2. 2

호주

∙ 화장품, 영양보조식품 등의 수출 관심상품의 무역
원활화를 위해 규제협력 관련 부속서를 제정하기
로 함.
∙ 협력, 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시장 접근, 위생 및 검역조치, 모범규제 관행, 투

3차 협상

2018. 3. 3~9

칠레

자, 정부조달에 대한 제안을 교환함.
∙ 콜롬비아 낙농조합은 유제품 시장개방에 대한 우
려를 표시함.

4차 협상

2018. 5. 12~18

캐나다

5차 협상

2018. 7. 7~13

멕시코

6차 협상

2018. 9. 22~28

뉴질랜드

7차 협상

2018. 10. 22~26

멕시코

∙ 시장 접근, 투자, 정부조달 관련 제안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짐.
∙ 검역 조치, 교통, 규제, 노동 분야가 주요 쟁점임.
∙ 일부 협상 분야에서 위원회 창설이 필요함.
∙ 현재까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협상 개최의 주요 목표임.
∙ 미합의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됨.

주: * 협상이 진행되는 23개 분야는 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기업인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법적ㆍ제도적 문제이다.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8), “Pacific Alliance FTA News: Fifth Round of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6); Government of Canada(2019d),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Initial Environmental Assess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6); Centr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Gilberto Bosques(2019), “Ix Sesión de la Comisión de Seguimiento
Parlamentario ai Acuerdo Marco de la Alianza del Pacífic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8); La Universidad
de Bogotá Jorge Tadeo Lozano(2018), “Finaliza Segunda Ronda de Negociaciones Entre la Alianza
del Pacífico y Candidatos a Estados Asociado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 Mincomercio de
Colombia(2018), “Finaliza Tercera Ronda de Negociaciones de Alianza del Pacífico con Candidatos
a Estados Asociado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 SICEX(2018), “Nueva Ronda de Negociación
Entre Alianza del Pacifico y Candidatos a Estados Asociado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
Portafolio(2018), “Inició quinta ronda de la Alianza del Pacífic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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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협상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뉴질랜드 측은 기술장벽을 낮추기 위한 프레
임워크 구축, PA 시장 내 정부조달사업에서 뉴질랜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중소기업과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금융서비스, 투자, 기업인 일시 입국과 같은 분야에서
협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과 더불어 기후변화, 순환경제
정책, 환경유해보조금(environmentally-harmful subsidies)과 같은 환경 문
제에 대한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오리족과 PA의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
이미 각종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심화할 여지가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는 PA와의 협상에 와이탕기조약
조항(Treaty of Waitangi clause)과 모두를 위한 무역(Trade for All)정책68)과
관련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9) 한편 뉴질랜드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통상수출부 장관은 일부 농축산품의 PA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괄적인 관세 철폐를 주장했다.70)
그러나 이러한 뉴질랜드 측의 농축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 요구에
콜롬비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콜롬비아 낙농조합은 세계 최대 낙농제품
수출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시장개방이 콜롬비아 국내 시장의 유제품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국내 생산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71) 유제
품을 포함하여 설탕, 소고기 등의 농축산품을 준회원국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
68) 모두를 위한 교역(Trade for All)은 무역을 통한 혜택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뉴질랜
드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정책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는 PA 시장 내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사업 기회를 늘리고 장벽을 낮춤으로써 원주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TA
를 요구하고 있다.
69) 뉴질랜드가 최근 체결한 FTA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정부는 마오리족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의무
를 보장하는 와이탕기조약 조항을 PA와의 FTA 협상에서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협상이 절대 불가(non-negotiable)하다는 입장이다.
70)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 “Progress to D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8).
71) “Alianza del Pacífico Finalizó Tercera Ronda con Candidatos a Estados Asociados”(2018.
3.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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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72) 콜롬비아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자국 농축산물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며, 준회원
국 협상을 진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준회원국 협상의 진전과 타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PA 회원국 정상들
의 요청에 따라 2019년 9월 7~14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PA와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 수석대표 간 협상이 열렸다. 해당 협상이 개최되기 전까지 PA와 준회원
국 후보국은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23개의 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
를 진행했다. 개별적인 양자협상 방식을 통해 논의됐던 분야는 무역원활화, 위
생 및 검역조치, 기술장벽, 정부조달,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통신,
협력,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경쟁정책, 기업인 일시 입국, 젠더 이
슈, 중소기업인 반면, 법적ㆍ제도적 문제, 시장 접근,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해운은 다자협상 방식을 통해 다루어졌다.73) 그러나 수석대
표 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다자협상 방식을 통해 각 분야에서 합치를 보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양자협상 방
식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실무진 협의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지는 이슈로 분류
되었고, 무역원활화,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장벽, 정부조달, 국경 간 서비스 무
역, 전자상거래, 통신, 협력,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경쟁정책, 기업
인 일시 입국, 젠더 이슈, 중소기업, 시장접근, 무역구제, 해운은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어지는 분야로 구분되었다.
칠레 산티아고 수석대표 협상 이후, 콜롬비아 무역협회(ANALDEX)는 싱가
포르와의 협상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다음으로는 호주,
뉴질랜드를 꼽았다. 한편 캐나다와의 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
72)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6. 7, 검색일: 2020. 9. 18).
73) 기술 분야 23개 중 규제 개선 분야는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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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석대표 협상에서 캐나다는 [표 3-4]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
을 주장했다.

표 3-4. 칠레 수석대표 협상에서 캐나다의 입장
구분

내용

투자

∙ 투자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 원주민, 중소기업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환경

∙ CPTPP와 같은 성격의 환경 챕터를 기대하고 있음.

노동

∙ 노동권과 강제노동 이슈에 관심이 지대함.

지식재산권

∙ 지리적 표시(GI), 특허,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음.

젠더 이슈

∙ 젠더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 담당 위원회 창설을 요구하고 있음.

국영기업

∙ CPTPP와 같은 성격의 국영기업 챕터를 기대하고 있음.

해운

∙ 협상에서 해운 분야를 제외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

자료: ANALDEX(2019), “Avances de las Negociaciones AP-CEA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4).

PA와 캐나다 측은 노동, 젠더 이슈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PA 측은
해당 분야를 무역과 연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캐나다는 해당 이슈를
다루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더불어 호주 역시 PA 무역의
정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지식재산권 챕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
에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뉴질랜드는 수석대표 협상에서 전자상
거래 분야에서의 법령 개정(cambio de legislación)을 요구하고 있으며, PA는
누적원산지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PA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따라 각 준회원국 후보국과의 후속 협상 일정을 다
르게 잡았는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싱가포르와 호주와는 2019년 10월
28일~11월 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와 뉴
질랜드와는 2019년 11월 18일~23일 페루 리마에서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
칠레 산티아고 수석대표 회담 이후인 두 차례 협상에서는 전술한 대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법적ㆍ제도적 문제와 같은 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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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분야를 논의했으며, 나머지 분야는 수석대표 협상에서 다뤘다.
싱가포르는 예상대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협상을 통해 준회원국 4개
후보국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PA 측과 합의를 이뤘다. 총 7개 분야(규제 개선,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협력, 경쟁정책, 기술장벽)에서 합의를 이루
었고, 4개 분야(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원활화, 환경, 젠더 이슈)에서 거
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특히 PA가 노동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른 준회원국
후보국들과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해당 2개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3-5. PA-싱가포르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구분

내용
∙ 양자 차원의 협상 문안이 작성됨.

시장 접근

∙ PA 측은 시장 접근에 대한 잠정 합의안(landing zone)을 싱가포르에 제
시할 예정임.
∙ 싱가포르는 PA 측에서 제시한 누적원산지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원산지 규정

한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우선적으로 제안할 예정임.
∙ PA-싱가포르 간 실무 협의(trabajo técnico)는 계속 진행 중임.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정보제공 기한(plazos de intercambio de

위생 및 검역조치(SPS)

información), 항만에서의 통제(controles en puerto)와 같은 긴급 조치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무역구제
투자

∙ 시장 접근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 반덤핑, 세이프가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채, 세이프가드 부속서, 토지수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채, 전자결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위원회가

금융서비스 및 해운

존재함.
∙ 싱가포르는 해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 싱가포르는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제시함.
∙ 로밍, 통신범위, 네트워크 중립성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 합의에 도달함.
∙ 위원회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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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구분

내용
∙ 기업인 일시 입국 분야에서 민감한 싱가포르는 CPTPP 수준의 합의를 원

일시 입국

하고 있음.
∙ 차별금지, 사업가의 정의, 신청서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정부조달

∙ 합의에 도달했으나 부속서 검토가 필요함.

국영기업

∙ 싱가포르는 국영기업에 대한 제안을 제시할 예정임.

젠더 이슈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노동

∙ 해당 챕터를 협상 문안에 포함하지 않는 가능성을 검토 중임.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환경

∙ 사회적 책임, 순환경제, 환경보존과 상업, 기후변화에서 합의가 있었으나,
대기질에 대한 협상이 아직 남아 있음.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무역원활화

∙ 운송 중인 수출품(exportaciones en tránsito), 정보교환 및 세관원 문
제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장벽(TBT)

∙ 합의에 도달함.
∙ 해당 챕터를 협상 문안에 포함하지 않는 가능성을 검토 중임.
∙ 합의에 도달함.
∙ 합의에 도달했으나, 향후 부속서 제정이 필요함.

경쟁정책

∙ 합의에 도달함.

규제 개선

∙ 합의에 도달함.
∙ 시장 접근, 서비스 및 투자, 연락을 담당하는 포괄적 성격의 위원회가 존

법적ㆍ제도적 문제

재함.
∙ 분쟁해결 이슈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자료: El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de Colombia(2019d), “APCEA - Estado Negociación
Singapur - Diciembre 02 de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7).

호주의 경우, 총 4개 분야(규제 개선,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정부조달)에서
협상이 타결되었고, 협력과 노동 문제에서 PA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젠더 이슈와 환경 문제에서 PA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호주 측
은 협력 차원의 측면에서 젠더 이슈를 협상에서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PA는
해당 분야를 제외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의 경우 무역 및 발전에 대한
접근법에서 PA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지리적 표시(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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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저작권 등 PA 무역의정서에서 다루지 않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PA-호주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구분

내용
∙ 양자 차원의 협상 문안이 작성됨.

시장 접근

∙ PA 측은 시장 접근에 대한 잠정 합의안(landing zone)을 호주에 제시할 것이
며, 2019년 12월 양측은 제안을 교환할 예정임.
∙ 호주는 PA 측에서 제시한 누적원산지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을 협상의 우선순위에 둘 것임.
∙ PA-호주 간 실무 협의(trabajo técnico)는 계속 진행 중임.

위생 및
검역조치(SPS)
무역구제
투자

∙ 호주는 긴급조치, 항만에서의 통제(controles en puerto), 기술적인 협의
(consultas técnicas)와 관련해 PA 측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임.
∙ 위원회가 존재함.
∙ 시장 접근과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 청구 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채, 내국민 대우, 전자서비스 부문에서의 조항(cláusula

금융서비스 및
해운

evolutiva en servicios electrónicos)이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위원회가 존재함.
∙ 해운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가 논의되고 있으며, PA 측은 복합운송
(transporte multimodal)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음.

국경 간 서비스 ∙ 내국민 대우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진전을 이룸.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일시 입국

∙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 부속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호주 측에서 제안서를 제시할 예정임.
∙ 네트워크 중립성 및 로밍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은 유지됨.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
적인 대우의 요구를 철회함.
∙ 협력 분야에 대한 협상이 아직 남아 있음.
∙ PA는 호주가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입장을 밝힐 예정임.

정부조달

∙ 합의에 도달했으나 추가 협상이 있을 예정임.

국영기업

∙ 부속서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젠더 이슈

∙ 호주 측에서는 협력 분야의 일환으로 해당 챕터를 포함하고자 함.

노동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이탈금지(no-derogación) 조항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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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구분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내용
∙ 호주와 PA는 무역과 발전에 대해 대한 접근법이 상이함.
∙ 호주는 불법 어업에 대한 제안을 철회할 예정임.
∙ 상품 반출(despacho de mercancías)과 특송 화물(envíos expresos)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합의에 도달함.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호주는 지리적 표시(GI), 특허, 저작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합의에 도달함.
∙ 위원회가 존재함.
∙ 호주는 WTO의 기술장벽 협정을 선호하고 있음.

기술장벽(TBT)

∙ 와인과 광업 부문의 부속서가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PA는 잠정 합의안을 호주
측에 제시할 예정임.

경쟁정책

∙ 호주 측은 개인행동권(derechos de acción privada)을 요구하고 있음.

규제 개선

∙ 합의에 도달함

법적ㆍ제도적
문제

∙ 시장 접근, 서비스 및 투자, 연락을 담당하는 포괄적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함.
∙ 분쟁해결 이슈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자료: El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de Colombia(2019a), “APCEA - Estado Negociación
Australia - Diciembre 02 de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7).

뉴질랜드의 경우, [표 3-7]에서와 같이 뉴질랜드는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
더 이슈와 무역, 중소기업, 경쟁정책, 규제 개선에서 PA 측과 합의에 도달했고
위생 및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무
역원활화, 기술장벽 분야에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다른 준회원국 후보국들과 비교해 뉴질랜드는
다양한 협상 분야에 원주민 문제를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협력, 지식재산
권, 법적ㆍ제도적 문제에서 이러한 뉴질랜드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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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PA-뉴질랜드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구분
시장 접근

내용
∙ PA 측은 뉴질랜드에 잠정 합의안을 제시함.
∙ 관세 폭(franja de precios)과 부속서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 역내가치포함비율, 순원가, 최소허용수준, 수출 관련 의무, 기록, 원산지

원산지 규정

검증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누적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동등성(equivalencia), 항만에서의 통제가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현안으로 남아 있음.
∙ 위원회가 존재함.

무역구제
투자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시장 접근과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상이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한 관건임.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국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금융서비스에서는 국채, 적용범위, 비합치조치, 투명성, 위원회 문제가 현
안으로 남아 있음.

금융서비스 및 해운

∙ 해운의 경우 적용 범위, 항해 관련 문서(documentos de viaje), 부하 공유
(carga compartida), 협력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복합운송(transporte
multimodal), 연안무역 서비스(servicios de cabotaje marítimo)에 대한
협상이 아직 남아 있음.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부속서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 뉴질랜드 측에서 제안서를 제시할 예정임.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디지털 제품, 개인정보보호가 현안으로 남
아 있음.

일시 입국

∙ 합의에 도달함.

정부조달

∙ 합의에 도달했으나 추가 협상과 부속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국영기업

∙ 합의에 도달함.

젠더 이슈와 무역
노동

∙ 합의에 도달했으며, 포괄적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함.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반적인 약속(compromisos generales),
이탈금지(no-derogación) 조항, 강제노동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생물다양성, 어업, 환경보존 문제가 현안으

환경

로 남아 있음.
∙ 뉴질랜드 측에서 대안(contrapropuesta)을 제시할 예정임.

무역원활화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특송화물(envíos expresos)과 통관단일창
구(ventanilla única)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 81

표 3-7. 계속
구분

내용
∙ 지리적 표시(GI)와 유전자원(recursos genéticos) 부문에 대한 협상이

지식재산권

아직 남아 있으며, 이는 원주민 보호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음.

중소기업
기술장벽(TBT)

∙ 합의에 도달했으나, 중소기업의 접근성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경쟁정책

∙ 합의에 도달함.

규제 개선

∙ 합의에 도달함.
∙ 제3자의 참여(participación de terceros), 패널 위원 선정(selecciónde

법적ㆍ제도적 문제

panelistas) 등 분쟁해결, 최종 규정, 예외, 원주민 포함을 명시하는 서문이
논의되고 있음.

자료: El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de Colombia(2019c), “APCEA - Estado Negociación
Nueva Zelanda - Diciembre 02 de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7).

마지막으로, PA와 협상에서 가장 큰 난항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는 총 4개 분
야(규제 개선, 경쟁정책, 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합의를 보았으며, 5개 분야
(위생 및 식품 검역조치, 기술장벽, 통신, 중소기업, 무역구제)에서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듯하
나,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후보국들에 비해 각 기술 분야에서 현안으
로 남아 있는 이슈가 다소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강력한 입
장을 견지하고 있는 노동과 젠더 이슈 분야에서 PA와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
다. PA 측은 해당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강제조항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표 3-8. PA-캐나다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구분

내용
∙ PA 측은 시장 접근에 대한 잠정 합의안(landing zone)을 캐나다 측에

시장 접근

제시함.
∙ 위원회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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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구분

내용
∙ 원산지 증명서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음.

원산지 규정

∙ 역내가치포함비율, 순원가, 원산지누적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이 현안
으로 남아 있음.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위험평가, 항만에서의 통제(controles en

위생 및 검역조치(SPS)

puerto)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 위원회 존재함.

무역구제
투자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시장 접근과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상이 남
아 있음.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국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투명성, 적용범위, 분쟁해결에서 진전이 있었으
나, 국채, 비합치조치(medidas disconformes), 최소기준대우(estándar
mínimo de trato), 이사회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금융서비스 및 해운

∙ 해운의 경우 적용범위, 항해관련문서(documentos de viaje), 부하 공유
(carga compartida), 화물 우선(preferencias de carga), 협력 부문에
서 진전이 있었으나, 복합운송(transporte multimodal), 연안무역 서비
스(servicios de cabotaje marítimo)에 대한 협상이 아직 남아 있음.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부속서 없이 합의에 도달함.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네트워크 중립성, 로밍, 재판매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전자상거래

∙ 합의에 도달함.

일시 입국

∙ 비자신청 등 절차 문제, 행정 및 협력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 캐나다는 제안서를 제시할 예정이며, 잠정 합의안은 캐나다의 제안에 따
라 달라질 것임.
∙ 비상업적 지원 등에 대한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추가 협상이 진행
될 예정임.
∙ 캐나다는 무역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을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노동

∙ 캐나다는 노동 챕터에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음.

환경

∙ 캐나다는 어업, 기후변화 부문에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음.
∙ 실무 협의가 필요함.
∙ 세관원, 상품 반출(liberación de bienes), 세관 협력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

무역원활화

으나, 품목 분류(clasificación aduanera), 관세평가, 특송화물(envíos
expresos), 통관단일창구(ventanilla única),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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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구분

내용
∙ 실무 협의가 필요함.

협력

∙ 캐나다는 수평적인 접근법, 원주민, 여성과 청년의 참여,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장벽(TBT)

∙ 지리적 표시(GI), 내국민 대우, 저작권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
∙ 캐나다는 지식재산권 챕터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을 모색하고 있음.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위원회가 존재함.
∙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적합성 평가(evaluación de conformidad)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경쟁정책

∙ 합의에 도달함.

규제 개선

∙ 합의에 도달함.
∙ 행정과 분쟁 해결 측면을 중심으로 실무적 협의가 필요함.

법적ㆍ제도적 문제

∙ 제3자의 참여(participación de terceros) 등 분쟁 해결, 위원회 창설
등의 행정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음.

자료: El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de Colombia(2019b), “APCEA - Estado Negociación
Canadá - Diciembre 02 de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7).

2. 한-PA 준회원 협상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은 PA가 2018년 7월 ‘PA 정상선언문’을 통해 한
국과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PA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4개국과 2017년부터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과 협
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74) 그러나 PA는 2018년 말까지 종료하려던 호
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협상도 연기되자 준회원국 가입 협상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게 된다.
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 7. 25), ｢FTA 네트워크 멕시코까지 확대된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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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19년 7월에 개최된 제14차 PA 정상회의에서 기존 4개국과의 협상 진행
경과와 무관하게 2019년 9월부터 한국과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이
다.75) 이로써 한국은 PA와 본격적으로 준회원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
이 열리게 되었다.

표 3-9.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현황
연월

주요 내용

2013. 6.

∙ PA 옵서버로 가입

2017. 3.

∙ PA 준회원국 지위 창설

2018. 7.

∙ PA 정상선언문을 통해 한국과의 협상 개시 발표

2018. 7.
2018. 7.
2019. 4.
2019. 7.
2019. 10.

∙ 통상교섭본부장은 PA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PA 가입협상의 조속한
개시에 대해 PA 참여국과의 공감대를 확인1)
∙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페루 리마에서 준회원국 가입 기반 조
성을 위한 협력사업(한-PA 협력 포럼) 개시
∙ 한-칠레 정상회담(서울)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에
협조2)
∙ 제14차 PA 정상선언문을 통해 기존 4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진행 여
부와 무관하게 한국과 협상 개시 가능 발표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3)
∙ 외교부는 PA 회원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 통해 △ PA와 한국 간 협의를

2020. 5.

제도화하는 협의채널 마련 △ 준회원국 가입을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외
교전략 마련 등에 대해 논의4)

주: 1)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8a. 7. 29, 검색일: 2020. 8. 3), p. 3.
2) 청와대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29, 검색일: 2020. 8. 3).
3)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10. 7, 검색일: 2020. 8. 3), p. 1.
4)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 5. 27, 검색일: 2020. 8. 3), p. 2.
자료: 상기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PA의 준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PA와 FTA를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칠레(2004년 발효),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와 이미 FTA를 체
결하고 있는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은 멕시코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
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7. 8),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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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는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 및 투자 1
위 대상국이며, 북미 시장과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으로 연결
되어 있어 한국의 북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체결한 양자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는 점에서도 PA 준회원국 가입은 의미가 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전자상거래, 환경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통상규범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한국은 3건의 기체결 FTA를 개선하고 통상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76) 실제로 한국은 2019년 7월 PA 및 참관국(observer)77) 장관
회의에 참가하여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78) 한국은 무역과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 도입에 대해 PA 회원국과 협
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PA 회원국은 관련 인프라 및 제
도개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79)
특히 1억 2,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경제규모
가 가장 큰 멕시코와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멕시
코와 2005년 9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201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 무역상대국이며, 일
곱 번째 무역수지 흑자국이다.80) 멕시코에는 기아자동차와 협력 업체들이 다
수 진출하여 2016년 5월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까지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81) 멕시코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7. 8),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3), p. 3.
77) 2020년 7월 30일 현재 PA 참관국은 총 59개국이며, 유럽에서 3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다음으
로 아메리카(14개국), 아시아(11개국), 아프리카(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순이다.
7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7. 8),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3), p. 4.
79) 위의 자료, p. 4.
80) 한국무역협회(2020), ｢국내통계: 국가 수출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4).
81) ｢정몽구 회장의 집념 ‘결실’…기아차 멕시코 공장, 누적 생산 100만대 돌파｣(2020. 7. 22), 온라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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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PA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수 있다. 우리나
라와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82)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보건, 의료, 비대면 사업 등
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83) PA는 중남미 최
대 경제권으로 이들과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서는 준회원국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A와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중 개시하기로 한 협상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PA와
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하여 전략적,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3. 소결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
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

사(검색일: 2020. 8. 4).
82)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 5. 27, 검색일: 2020. 8. 3), p. 2.
83) 위의 자료,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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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
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
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장벽, 경쟁정책, 규
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멕시코(1994년), 칠레(1997년), 페루(2009년), 콜롬비아(2011년)
와 양자간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페루와는 포괄적ㆍ점진적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년 12월)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PA 준회원국 협상에 참여하였다.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기존 TA를 현대화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PA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 가운데 캐나다는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는데, 노동권 보호, 젠더 이슈, 환경 등의 분야에서 PA 회원국과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페루와 FTA(2009년)를 맺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페루와는
CPTPP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싱가포르의 입장에서 PA 준회원국 협상을
한다는 것은 주로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싱가포르가 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남아 지역
과 중남미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PA 회원국도 싱가포르와의 협상에 관심이 지대한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
호무역주의(TPP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PA 회원국이 북미 시장 밖으로 눈
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PA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확대된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게 되면서 싱가포르를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 가운데 협상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
되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는 싱가포르가 가장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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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경우 PA 준회원국 협상에 착수할 당시 PA 회원국 가운데 칠레(2009년)
와 유일하게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다. 호주의 입장에서 PA 준회원국 협상은 빠
르게 성장하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
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일부 호주산 농축산품 관세 인하에 관심이 지대하였다.
호주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 등 호
주가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15일 세계 최
대 규모이자 호주에 가장 중요한 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
결됨에 따라 PA 준회원국 협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뉴질랜드는 PA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무역촉진을 위한 중남미
의 핵심적인 이니셔티브로 인식하였다. 뉴질랜드는 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CPTPP 체결로 멕시코, 페루, 칠레의 시장 장벽을 더욱 낮추고, 콜롬비아와 높
은 수준의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우유, 목
재, 양(sheep) 관련 제품, 인테리어 제품, 건축 부문 등의 분야에서 PA 회원국
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뉴질랜드는 누적원산지 제도 도입, 분쟁해결 절차,
노동 등의 분야에서 PA 회원국과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낙농 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뉴
질랜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CPTPP 타결로 PA 준회원국 협상에 집중할 수 있
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은 PA가 2018년 7월 ‘PA 정상선언문’을 통해 한
국과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은 실질적으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싱
글윈도 시스템 도입과 같은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디
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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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
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
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
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
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
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
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
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020년 12월 중순에 개최되는 PA 정상회담에서 디지털시대로 도약(leap
into the digital)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84)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
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
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84) “Rodrigo Yáñez, Subsecretario de Relaciones Económicas Internacionales de Chile:
‘Queremos que la Alianza del Pacífico dé un Salto Hacia lo Digital’”(2020. 12.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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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한 국가 혹은 경제공동체의 경제통합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은 다양하다. 앞
서 사례 분석을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통계를 활용한 통합지수 분석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먼저
MERCOSUR 회원국 간의 협력, 통합, 결속 정도를 가늠하는 역내지표를 구축
하기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
를 도출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구축된 역내통합
지수를 이용하여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역외 국가와의 총 교역액)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1. 역내통합지수
가. 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MERCOSUR와 PA 각각의 역내통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uh and Park(2018)에서 제안한 역내통합지수 산출방법을 활용한다. 이 방
법을 통해 경제, 사회, 제도 등 각종 부문에서 역내통합의 정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출된 각 부문의 역내통합지수를 이
용하여 역내의 종합적(composite) 통합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
론은 단편적인 통합지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uh and Park(2018)에서는 총 6개 부문을 고려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반
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3개 부문에 대해서 부문별 역내통합
지수와 종합적 역내통합지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1]
에서는 본 연구에서 역내통합지수를 구할 각 부문과 이를 위해 활용할 지표 및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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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활용 지표
부문

I. 무역
(1990~2019년)

활용 지표

IMF

I-b. 전체 수입 대비 역내 수입 비율

IMF

I-c. 역내무역 결합도 지표
(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
II-a.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무역보완지표(TCI: trade complementarity

II. RVC

index)의 평균값 대비 역내무역상대국에 대한 TCI 평균값의 비율

(Regional Value
Chain)

II-b. 역내 총수출 대비 역내 중간재 수출 비율

(1993~2018년)
II-c. 역내 총수입 대비 역내 중간재 수입 비율
III-a.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무역비용의 평균값 대비 역내무역상
III. 인프라 및
연결성
(connectivity)
(1993~2018년)

출처

I-a. 전체 수출 대비 역내 수출 비율

대국에 대한 무역비용의 평균값 비율

IMF

UNCTAD
UN
Comtrade
UN
Comtrade
World
Bank

III-b.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정기선 운송 연결지수(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의 평균값 대비 역내무역상대국에 대한 정기 UNCTAD
선 운송 연결지수의 평균값 비율
III-c.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World
Bank

주: I-c 역내무역 결합도 지표는 (역내 총 무역)/(전 세계 무역) 값 대비 (한 국가의 역내무역)/(한 국가의 총 무역) 값의
비율임.
자료: Huh and Park(2018), 표 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I-a, I-b, I-c)를 고려
할 때 동 역내통합지수는 해당 국가의 전체 교역액과 역내 교역액을 비교하여
산출된 지수이다. 그러므로 무역 부문 역내통합은 해당 국가의 역내무역의존도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의 의미를 살펴본다. 본 지수를 구하기 위
해 사용한 지표 중에서 II-a의 무역보완지표는 (식 4-1)로 산출된다.

    






  

(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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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국가 i의 총수입에서 상품 k가 차지하는 비율,   는 국가 j의
총수출에서 상품 k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TCI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을 연계함으로써 양국간 무역 파트너로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RVC 부문의 다른 지표인 II-b와 II-c는 역내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
율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이 지표들을 모두 고려하면 무역 부문과는 달리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는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여 역내통합 정도를 파악한다. 특히
중간재에 초점을 맞춰 역내통합 수준을 산출하므로 역내 전체 무역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역내통합의 형태, 즉 역내 중간재 교역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부
문의 III-a는 무역비용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는데, 해당 무역비용에는 직간접
적인 비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무역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가 매
우 넓다. 예를 들면 목적지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비용, 공장에서 선적까지의 운
송비용, 운송 관련 문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운송 과정에서 언어 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비용 등 직간접적인 비용이 포함된다.85)
한편 III-b 지표는 양국간 운송선 연결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연결지수
는 다음 몇 가지 항목에 근거하여 산출된다.86) 국가 A와 국가 B 간 운송에 필요
한 환적(trans-shipment) 수, 국가 A와 국가 B에 모두 연결된 도로, 철도, 항
만 등의 인프라 수, 국가 A와 국가 B를 연결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 수준, 국
가 A와 국가 B를 연결하는 가장 열악한 해상경로(route)를 이용한 선박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양국간 운송선 연결지수를 산출한다. 마찬가지로 III-c의 물류
성과지수도 각종 부문의 운송 관련 항목을 고려하여 산출된다.87)

85) United Nations ESCAP(2017), “ESCAP-WB Trade Cost Database: Explanatory Note for
Use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3).
86) UNCTAD(2020), “UNCTAD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3).
87) 지수 도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orld Bank(2014), “The LPI Methodology”(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20. 9. 16)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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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에서 고려하는 세 가지 지표(III-a, III-b, III-c)는 양
국을 연결하는 운송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다방면에서 측정한
다. 특히 운송비용의 관점에서 이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운송비용은 양국
에 구축된 인프라의 수와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가 높다는 것은 양국 사이에 운송을 원활하게 만드는 인프라
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송 및 물류 측면에서 양국의 연
결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내통합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EU, MERCOSUR, PA 공동체 내 총 35개국
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와 같이 세 개의 공동체를 선정한 이유는 올바른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고 향후 역내통합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관측치
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공동체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통합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EU를 고려함으로써
MERCOSUR와 PA의 상대적인 통합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다. 역내통합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국가 목록은 아래와 같다.

MERCOSUR(4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PA(4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
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
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
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표 4-1]에서 제시하였듯이 무역 부문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RVC 부
문과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은 1993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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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통합지수 산출에 이용되는 35개국의 지표들이 각 부문의 해당 연도
에 모두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최대한 확
보하기 위해서 각 부문의 지표들이 결측치(missing value)를 갖는 경우에 임
퓨테이션(imputation)을 실시한다. 결측치를 갖는 연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변화율을 적용함으로써 결측치에 대한 임퓨테이션을 실시한다. 만약 최근 5년
간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가 있는 연도와 가장 가까운 이
전, 이후 연도를 택하여 이 기간 동안 해당 지표의 값이 일정한 변화율을 기록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결측치에 대한 임퓨테이션을 실시한다.
한편 부문별 역내통합지수를 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들은 측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통합지수를 산출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표의 정규화 방법은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Huh and
Park(2018)이 택한 방법으로서 각 지표의 최솟값ㆍ최댓값을 이용해 정규화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정규화를 위한 식은      m in   m ax    m in 
으로 여기에서   는 국가 i의 j 지표 값을,   m ax 와   m in 는 연도별 j 지표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구한 값이 클수록 역내통합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 값은 역내통합의 절대적 수준을 나타내기보다는 분
석 대상으로 포함시킨 국가 간의 상대적인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표
4-1>의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III-a 지표에 한해서        m in 
  m ax    m in 을 적용하여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도출된 값이 증가할수
록 통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문별 역내통합지수를 구하고 이 통합지
수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적 또는 전체(overall) 역내통합지수를 산출
한다. 우선 부문별 역내통합지수를 구하기 위해 각 부문 내에서 연도별로 정규
화한 세 가지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주성
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한다.88) 한 부문 내에
88) 주성분 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는 구체적인 설명은 Huh and Park(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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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술평균 값으로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으나, 만약 몇
몇 지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역내통합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
산(double counting)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성분 분석은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지수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통합지수를 구하고자 하는 각 부문이 소수의 지표에 근거하여 산출
되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다.89)
이렇게 구한 가중치는 [부록 표 1]에 정리하였다. 이 가중치를 부문별, 연도
별로 정규화한 해당 국가의 각 지표에 적용함으로써 부문별 역내통합지수를 산
출한다. 전체 역내통합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문별 통합지
수를 정규화하고 여기에 [부록 표 2]에 제시된 전체 통합 부문의 가중치를 해당
연도와 해당 국가에 적용함으로써 종합적 역내통합지수를 계산한다.

나. MERCOSUR 역내통합지수90)
1) 역내통합지수: 무역 부문
[그림 4-1]은 MERCOSUR의 무역 부문에 대한 역내통합지수의 연도별 변
화 추이를 제시한다. 먼저 MERCOSUR의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를 살펴보면
1991년 이후 줄곧 파라과이가 가장 높은 역내통합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우루과이의 역내통합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르
헨티나와 브라질의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특히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통합지수가 가파
르게 상승한 이후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역내통합지수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

89) Huh and Park(2018), p. 23.
90) 부문별 역내통합지수 및 종합적 역내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러 값들
(예: Eigenvalue, squared loadings)과 가중치에 대한 정보는 부록에 제시한다.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 97

이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 부문에서 파라과이와 우
루과이는 상대적으로 역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장기간 역외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이러
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무역 부문의 역내통합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4-1.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자료: 저자 작성.

2) 역내통합지수: RVC 부문
[그림 4-2]는 MERCOSUR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나
타낸다. MERCOSUR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브
라질의 역내통합지수는 다른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는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파라과이의 역내통합지수는 200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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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의 역내통합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파라과이의 역내통합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그림 4-1 참고), RVC 부문에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파라과이의 역내통
합지수는 최근 들어 파라과이의 역내교역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과거에 비해 역내교역에서 파라과이의 중간재 수출 및 수입 비율이 늘어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자료: 저자 작성.

3) 역내통합지수: 인프라 및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부문
[그림 4-3]은 MERCOSUR의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제시한다. 파라과이는 역내 연결성 부문에서 분석 기간 동
안 가장 높은 통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의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 수준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MERCOSUR의 역내통합을 증진하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 99

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모든 국가의 역내통합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임퓨테이션의 결과로 보인다.
인프라 및 연결성 역내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한 변수 중에서 III-b와
III-c에 대한 데이터가 2006년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아 최근 5년간 평균 변화
율을 구해 임퓨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연결
성 부문의 역내통합지수가 2006년 이후에 비해 완만하게(smooth) 변화하고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림 4-3.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자료: 저자 작성.

4) 역내통합지수: 종합 역내통합지수
[그림 4-4]는 앞서 살펴본 세 개 부문, 즉 무역 부문, RVC 부문,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ERCOSUR의 종합 역내통합지수를 구
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4]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종합 역내통합지수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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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나 MERCOSUR 내에서 역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브라질은 분석 기간 동안 종합 역내통합지수
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역외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비슷한 수준의 역내통합 수준을 보이고
있다.
MERCOSUR 회원국 모두 종합 역내통합지수가 2005년까지 증감을 반복하
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최근 들어 역내통합지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로 RVC 부문의
역내통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4. 종합 역내통합지수: MERCOSUR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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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의 역내통합지수
1) 역내통합지수: 무역 부문
[그림 4-5]는 PA의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제시한
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멕시코의 역내통합지수가 2017년까지 0의 값을 나타
낸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 지수 산출에 사용된 총 35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무
역 부문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역내통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0년까지는 페루의 무역 부문 역내통합 정도가 PA 내에서 가장 높
았으나 그 이후 페루의 역내통합이 감소하고 콜롬비아의 역내통합이 증가하면
양국이 비슷한 수준의 역내통합을 기록하고 있다. 칠레는 무역 부문에서 이 양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역내통합을 보이고 있다.
PA의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를 MERCOSUR의 역내통합지수와 비교해 보
면 PA의 역내통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PA 출범 이
후에도 역내통합지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달리 역내
통합지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요인 중 하나는 PA 출범 이
후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하나는
PA 정회원국은 이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PA 출범 이후 무
역 부문에서 역내통합의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PA 정회원국의 미국 및 중국
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가 낮은 수준의 역내통합지수를 야기했을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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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2) 역내통합지수: RVC 부문
[그림 4-6]은 PA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
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2000년대 들어 RVC 부문의 역내통합지수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부터 반등하여 증가 추세로 돌아섰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등을 PA 출범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인을 통제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PA 정회원국 간 누적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PA 출범으로 이들 국가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서 역내통합지수가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RVC 부문의 역
내통합 수준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에 나타난
것처럼 멕시코의 무역 부문 역내통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RVC 부문의
역내통합지수가 최근 들어 역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
려하면, 멕시코의 역내교역은 주로 중간재 수입 및 수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
을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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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와 PA의 역내통합지수를 비교해
보면 파라과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최근 RVC 부문의 역내통합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3) 역내통합지수: 인프라 및 역내 연결성 부문
[그림 4-7]은 PA의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에 대한 역내통합지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 준다. 칠레는 역내 연결성 부문에서 PA 정회원국 중에서 통합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의
역내통합지수의 변화는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즉 2010년 이후 역내 연결성 부
문에서의 통합이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최근 들어 역내 연결성 통합지수가 소폭이지만 증가
하고 있다.
MERCOSUR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본 통합
지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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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사용하는 지표 III-b와 III-c의 결측치에 대한 임퓨테이션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4-7.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4) 역내통합지수: 종합 역내통합지수
[그림 4-8]에서는 앞서 살펴본 무역 부문, RVC 부문, 인프라 및 역내 연결성
부문의 역내통합지수를 고려하여 PA의 종합 역내통합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한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역내통합지수는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였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
면서 멕시코보다 낮은 역내통합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역내
통합지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멕시코와 비슷한 통합 수준을 나타냈다.
멕시코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역내통합지수가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였지만 그 이후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합 수준이 일정
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가 절
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멕시코의 역내통합 수준이 PA의 다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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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역 형태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
다. 즉 RVC 부문의 역내통합지수 변화에서 나타나듯이 역내 다른 국가들로부
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종합 역내통합지수가 높
아진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8. 종합 역내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EU, MERCOSUR, PA에 대한 종합 역내통합지수
와 각종 설명변수를 고려하여 역내통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EU를 분석대
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회귀식 추정에서 관측치 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함이
다. 또한 분석을 할 때 경제적 요인보다는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
변수들이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제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
는 제도적 요인은 각국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로서 세부적으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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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민주주의, 관료체제, 법과 질서 등이 포함된다.

가. 실증분석 모형
분석을 위해 (식 4-2)의 회귀식을 최소제곱추정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추정한다.

                  ×    
 ×       ×      ×        

(식 4-2)
(식 4-2)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국가 c의 해당 연도 t에서의 전체 역내통합지수
-      ,     : 국가 c의 t-1기에서 관측한 경제와 정치ㆍ제도 관련
지수를 나타내는 변수
-   :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   : PA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PA 출범 연도인 2012년 이후는
1, 2012년 이전은 0의 값을 가짐.
-   ×        ×     : MERCOSUR 더미변수와 t-1기의
경제ㆍ정치 관련 변수와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
-   ×        ×     : PA 더미변수와 t-1기의 경제ㆍ정치
관련 변수와의 상호관계항
-  : 시간 고정효과
-   : 오차항

(식 4-2)를 추정하기 위해서 EU, PA, MERCOSUR로 구성된 국가 패널자료
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패널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라 불변인 개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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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불가능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하지만, 본 분석에
서는 식별의 문제(identification problem)로 인해 국가 고정효과를 고려하
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식별의 문제는 MERCOSUR 출범 이전의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본 분석에서 MERCOSUR 더미변수가 시간 불
변이기 때문에 국가 고정효과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식별의 문제가 일어
나며, 이에 따라 국가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식 4-2)를 추정하는 데 EU 회원국의 역내통합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MERCOSUR와 PA 회원국만을 포함하는 경우에 설명변수의 개수에 비해 관측
치 수가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PA와
MERCOSUR에 대한 더미변수와 더불어 핵심변수들과의 상호관계항을 고려
함으로써 MERCOSUR와 PA의 역내통합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계량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즉 국가 c의
해당 연도 t에서 종합 역내통합지수는 앞 절에서 도출한 통합지수를 사용한다.
둘째, 제도 변수(     )는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에
서 제공하는 통합된 제도 지표를 사용한다. 셋째, ICRG 제도 지표는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제도의 질(quality)을 지수화한 것으로 총 12개의 세부 지수
로 구성되어 있다.91) 세부 지수에는 부패(corruption), 법과 질서(law and
order), 민주주의(democratic accountability), 투자 환경(investment
profile), 경제ㆍ사회적 여건(socioeconomic conditions), 대내외 갈등(internal,
external conflict), 종교적 갈등(religious tension), 인종 간 갈등(ethnic
tension), 관료의 질(bureaucracy quality)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부패지수는 정경유착, 족벌주의, 정치 비자금 등의
부정부패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이 밖에도 수출승인(export license), 세무조
사, 자금대출 등에서 뇌물, 부정부패의 만연 정도를 측정한다. ② 법과 질서 지
수는 사법체계의 공정성, 사회 안정과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여부 등
91) ICRG 지수는 월 단위로 제공되므로 연평균을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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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한다. ③ 민주주의 지수는 국가 수장의 연임 회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 여부, 원활한 삼권분립의 작동,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측정하여 구성된다.
④ 투자 환경은 경제변수를 비롯해 이미 언급된 항목을 제외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재산권 등)를 고려하여 측정된다. ⑤ 경제ㆍ사회적 여건
지수는 실업률, 빈곤률, 소비자 신뢰(consumer confidence) 등의 지표로 구
성된다. ⑥ 관료의 질 지수는 관료들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지, 관료의 채용 및 훈련의 투명성 및 체계성 등이 구성 항목으로 포함된다.
ICRG의 모든 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양질의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이므로 설명 변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부패는 일반적으로 국제무역, 해외
직접투자 등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다.92) 사회ㆍ경제 전반에 불확실성과 비효율
성을 초래하므로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과 질서
가 확립되지 못한 국가, 예를 들어 범죄율이 높거나 불법 파업이 만연한 국가와는
교역, 투자 등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교역 혹
은 경제통합의 관계는 조금 더 모호하다.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이
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부일수록 선거 결과가 정권유지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
신들의 가장 큰 지지세력에 유리한 통상정책을 개진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은 통합
을 촉진할 수도 혹은 저해할 수도 있다. 한편 Olson(1982)은 특별이익집단
(special interest group)이 일반적으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민주
화된 사회일수록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주의와 경제통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Mitra,
Thomakos, and Ulubasoglu(2002)는 민주화된 정부일수록 교역을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Milner and Kubota(2005)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일
수록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경제통합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92) Büge(2010); Egger and Winne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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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수(      ) 역시 ICRG에서 제공하는 통합된 경제지표를 사용한다.
해당 지표는 GDP 성장률, 1인당 GDP, 국가재정수지, 경상수지 등을 고려한
지수로, 경제지수와 정치ㆍ제도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서로 다른 요인들로 구성된 지수임을 알 필요가 있다.

나. 분석 결과
(식 4-2)를 추정한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공된다. 제도ㆍ경제 여건이 역
내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을 고려하고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년
도(t-1 시점)의 변수를 추정에 포함한다.93)

표 4-2. 역내통합 결정요인 분석 결과

L.Eco_index
L.Pol_index
PA
MER
PA×L.Eco_index
MER×L.Eco_index
PA×L.Pol_index

(1)

(2)

전체통합지수

전체통합지수(Log)

0.001

0.003

(0.001)

(0.003)

-0.000

-0.001

(0.001)

(0.001)

-0.134***

-0.311***

(0.012)

(0.029)

0.748***

0.956*

(0.253)

(0.504)

-0.004

-0.016**

(0.003)

(0.008)

0.006

0.010

(0.005)

(0.010)

0.001

0.005

(0.001)

(0.004)

93) 현 t 시점의 제도변수를 추정에 포함하는 것은 내생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역내통합이 제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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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MER×L.Pol_index
연도 고정효과
관측치 수
R2

(1)

(2)

전체통합지수

전체통합지수(Log)

-0.014***

-0.021***

(0.003)

(0.007)

○

○

831

831

0.300

0.330

주: 1) L.는 t-1 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출범 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MER은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3)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4)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5)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추정 결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결과 해석과 관련하여 주의
할 점 몇 가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역내통합지수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 부문
의 역내통합지수는 전체수출 대비 역내수출 비율, 전체수입 대비 역내수입 비
율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은 역내 수출입의 절대 규모가 아닌
전체 수출입에 대한 상대적 규모를 나타낸다. 따라서 특정 변수가 역내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액 등 절대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아닌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Eco_index로 대변되는 경제 환경 지수는 PA의 경우를 제외하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A의 경우 경제 상황이
호전될수록 상대적 역내통합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PA×L.Eco_index
항목 참고). 한편 PA의 역내통합 수준이 EU나 MERCOSUR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PA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참고). 이러한 결과는 PA에
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멕시코의 낮은 역내 의존도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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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ㆍ제도가 역내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 여기서
MERCOSUR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전반적 정치ㆍ제도
환경이 좋아질수록 상대적 역내통합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MER×
L.Pol_index 항목 참고). 좀 더 엄밀히 해석하자면 정치ㆍ제도적 여건이 호전
될수록 역내교역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역내 교역 증진 정도가
역외교역의 증진 정도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94)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역내통합지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분석 변수
들이 절대적 역내통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표 4-2]에 제시된 정치ㆍ제도 지수가 MERCOSUR의 역내통합을 저해
한다는 결과는 전체적인 통합 수준(전체 교역 등)에서 역내통합이 차지하는 비
율이 감소한다는 의미이지 역내교역량 혹은 교역액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
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역외통합에 비해 역내통합의 비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역내통합 수준 자체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실행한다. 앞서 도출한 역내통합지수를 대신하여 역
내교역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절대적인 수준의 역내통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물론 기존 역내통합지수에 비하여 역내 교역액은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통합 수준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역내통
합지수가 전체적인 교역 수준뿐 아니라 중간재 교역, 무역비용, 운송의 편의성
등 훨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내통합의 절대적 수준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내 교역액이 좀 더 적절한 변수이다.
[표 4-3]은 역내 교역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추정 결과를 제공한다. 먼저
경제 환경(Eco_index)의 개선은 EU와 PA의 역내 수출입을 모두 증진하며 특
히 PA의 수출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MERCOSUR의 경우에는 역내
수출입액 모두 소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Eco_index + MER×
94) 본 절의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실증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현재의 역내통합지수가 아닌 역내 교역액
으로 정의하고 분석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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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o_index 항목 참고). 이러한 결과는 MERCOSUR의 경제 환경 개선은 절
대규모를 나타내는 역내 교역액을 저감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MERCOSUR와 PA 모두의 역내교역액을
증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L.Pol_index + PA×L.Pol_index 및 L.Pol_index
+ MER×L.Pol_index 항목 참고). 단 PA의 경우 정치ㆍ제도지수가 개선될수록
역내 수입액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역내통합 결정요인(역내 교역액)

L.Eco_index
L.Pol_index
PA
MER
PA×L.Eco_index
MER×L.Eco_index
PA×L.Pol_index
MER×L.Pol_index
연도 고정효과
관측치 수
2

R

(1)

(2)

(3)

역내 수출액(Log)

역내 수입액(Log)

역내 총교역액(Log)

0.090***

0.082***

0.086***

(0.018)

(0.015)

(0.016)

0.051***

0.033***

0.041***

(0.010)

(0.009)

(0.009)

-2.242***

-2.504***

-2.382***

(0.157)

(0.139)

(0.143)

4.735***

2.164**

3.366***

(1.397)

(1.082)

(1.199)

0.067*

0.070***

0.071***

(0.036)

(0.023)

(0.026)

-0.090***

-0.086***

-0.089***

(0.026)

(0.022)

(0.023)

-0.034*

-0.035***

-0.036**

(0.061)

(0.013)

(0.015)

-0.045**

-0.012

-0.026

(0.020)

(0.016)

(0.017)

○

○

○

922

922

922

0.501

0.579

0.554

주: 1) L.는 t-1 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출범 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MER은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3)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4)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5)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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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와 [표 4-3]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ERCOSUR의 경우에는 정치ㆍ제도 지수의 향상이 전체교역 대비로 살펴본
상대적 역내통합은 저해하였지만 역내 교역액 기준으로 살펴본 역내통합은 증
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MERCOSUR 회원국의 정치ㆍ제
도적 환경이 개선될 경우 역내교역과 역외교역(통합)이 동시에 늘어나는 동시
에 역외교역의 증가 정도가 역내교역에 비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역
내외 통합 증진에 정치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환경의 개선이 MERCOSUR 역내교역을 소폭 저감하는 결과를 감안하면 정치ㆍ
제도 변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PA의 경우 경제 환경의 개선은 상대적 역내통합에는 부정적 영향
을 미친 반면, 절대적 역내통합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선 MERCOSU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지수가 향상될수록 역내외 교역
액이 동시에 증가하나 역외교역의 증가 정도가 더욱 크다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정치ㆍ제도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로 해당 지수가 증가할수록 PA
역내교역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분석 결과는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서 그동안 정량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정치ㆍ제도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은 통합된 정치ㆍ제도
변수를 사용하였기에 좀 더 세부적인 변수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입장
에서 궁극적인 관심사는 MERCOSUR와 PA의 역외통합이다. Estevadeordal,
Freund, and Ornelas(2008)는 역외통합 지표로 역외 국가에 적용하는 최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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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MFN) 관세를 사용하였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역외통합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역내통합지수를 산출한 방식으로 역외통합지수 역시 산
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역외통합지수를 산출할 경우 설명변수인 역
내통합지수와 완벽에 가까운 음(陰)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역
내통합지수는 전체 대비 역내통합을 계산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역외통합은 역
내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역외 국가들과
의 교역액을 역외통합으로 정의한다. 이는 비교적 단편적인 지표라는 한계가 있
으나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 실증분석 모형
본 분석을 위해 역내통합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EU, MERCOSUR,
PA에 대한 부문별 및 종합 역내통합지수와 각종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식 4-3)
과 같은 회귀식을 OLS를 적용하여 추정한다. 또한 식별상 문제로 국가 고정효
과는 이 식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                       
(식 4-3)

(식 4-3)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국가 c의 해당 연도 t에서 역외 수출액, 역외 수입액, 또는 역외 총교역액
-    : 국가 c의 t-1기에서 관측한 전체 역내통합지수, 무역 부문 역내
통합지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
-   :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   : PA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PA 출범 연도인 2012년 이후는
1, 2012년 이전은 0의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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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 MERCOSUR 더미변수의 상호관계항
(interaction term)
-   ×    :    과 PA 더미변수의 상호관계항
-      ,     : 국가 c의 t-1기에서 관측한 경제ㆍ정치 관련 지수를
나타내는 변수
-  : 시간 고정효과
-   : 오차항

나. 분석 결과
[표 4-4]에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역외 교역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 나타나 있다. 먼저 경제 및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역외 교역액을 증대하
여 역외통합에서 해당 변수의 중요성을 또다시 입증해 준다. 다음으로 EU의 경
우 역내통합의 증진은 역외 교역액을 증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L.Log 항목
참고). 이러한 효과는 역외 수출입 모두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PA 역외교역의
경우 EU에 비해 이러한 효과가 조금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역내
통합의 증진은 역외교역을 증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L.Log + PA×L.Log 항
목 참고). 그러나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역외교역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 역외통합과 역내통합

L.Log(전체 역내통합지수)
Log(Eco_index)

(1)

(2)

(3)

역외 수출액(Log)

역외 수입액(Log)

역외 총교역액(Log)

1.942***

1.898***

1.909***

(0.326)

(0.326)

(0.323)

2.922***

2.328***

2.609***

(0.500)

(0.465)

(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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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Log(Pol_index)
PA
MER
PA×L.Log(역내통합지수)
MER×L.Log(역내통합지수)
연도 고정효과
관측치 수
R2

(1)

(2)

(3)

역외 수출액(Log)

역외 수입액(Log)

역외 총교역액(Log)

3.473***

2.485***

2.966***

(0.610)

(0.598)

(0.596)

2.085***

1.648***

1.834***

(0.231)

(0.226)

(0.227)

-3.382***

-3.252***

-3.261***

(0.323)

(0.308)

(0.309)

-0.493**

-0.702***

-0.607***

(0.214)

(0.217)

(0.215)

-5.168***

-4.666***

-4.844***

(0.394)

(0.382)

(0.382)

○

○

○

808

808

808

0.382

0.314

0.348

주: 1) L.는 t-1 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더미변수로서 출범 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가짐.
3) MER은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4)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5)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6)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전체 역내통합지수 대신에 이를 구성하는 세 가
지의 세부 지수를 각각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추정해 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본 연구에서 구축된 역내통합지수는 무역지수, RVC 지수, 인프라 및 연결
성 지수로 구성된다. 먼저 무역 부문과 RVC 부문에 대한 역내통합지수를 이용
한 추정 결과는 각각 [표 4-5]와 [표 4-6]에 제시된다.
PA와 MERCOSUR 모두 무역 부문의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교역을 저해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PA의 경우 앞선 전체 역내통합지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 반대로 무역 부문의 역내통합이 향상될수록 역외 교역액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RVC로 살펴본 역내통합의 심화는 PA의 역외교역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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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다. 이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PA 내의 공급망이 결국에는
USMCA의 미국, 캐나다 등 역외 국가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5. 역외통합과 역내통합(무역 부문)

L.Log(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
Log(Eco_index)
Log(Pol_index)
PA
MER
PA×L.Log(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L.Log(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
연도 고정효과
관측치 수
2

R

(1)

(2)

(3)

역외 수출액(Log)

역외 수입액(Log)

역외 총교역액(Log)

-3.989***

-3.875***

-3.928***

(0.345)

(0.329)

(0.334)

3.361***

3.007***

3.174***

(0.422)

(0.419)

(0.415)

1.586***

0.485

1.003*

(0.553)

(0.534)

(0.536)

-8.455***

-8.728***

-8.610***

(0.772)

(0.740)

(0.749)

-0.565**

-0.439*

-0.471*

(0.264)

(0.251)

(0.254)

-0.062

-0.195*

-0.135

(0.110)

(0.103)

(0.106)

1.832***

2.039***

1.955***

(0.349)

(0.332)

(0.338)

○

○

○

866

866

866

0.551

0.499

0.530

주: 1) L.는 t-1 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더미변수로서 출범 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가짐.
3) MER은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4)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5)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6)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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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역외통합과 역내통합(RVC 부문)

L.Log(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Log(Eco_index)
Log(Pol_index)
PA
MER
PA×L.Log(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L.Log(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연도 고정효과
관측치 수
R2

(1)

(2)

(3)

역외 수출액(Log)

역외 수입액(Log)

역외 총교역액(Log)

1.701***

1.694***

1.695***

(0.205)

(0.204)

(0.202)

3.221***

2.701***

2.949***

(0.529)

(0.503)

(0.507)

5.296***

4.147***

4.694***

(0.650)

(0.620)

(0.625)

1.630***

1.180***

1.374***

(0.198)

(0.194)

(0.194)

-1.659***

-1.860***

-1.733***

(0.413)

(0.348)

(0.373)

-0.200

-0.468**

-0.366*

(0.216)

(0.215)

(0.214)

-2.925***

-2.826***

-2.838***

(0.557)

(0.478)

(0.510)

○

○

○

808

808

808

0.350

0.298

0.325

주: 1) L.는 t-1 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더미변수로서 출범 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가짐.
3) MER은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4)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5)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6)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인프라 및 연결성과 관련된 역내통합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는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PA의 경우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의 증가
는 역외 수출입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L.Log + PA×L.Log 항목 참
고). 그러나 MERCOSUR에 대해 이러한 결과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지수의 증가는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L.Log + MER×L.Log 항
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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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역외통합과 역내통합(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L.Log(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
Log(Eco_index)
Log(Pol_index)

(1)

(2)

(3)

역외 수출액(Log)

역외 수입액(Log)

역외 총교역액(Log)

1.682***

1.684***

1.680***

(0.141)

(0.124)

(0.130)

0.666

0.093

0.369

(0.584)

(0.536)

(0.550)

2.718***

1.722***

2.208***

(0.568)

(0.543)

(0.546)

0.879**

0.456**

0.639***

(0.210)

(0.208)

(0.207)

-4.094***

-3.831***

-3.885***

(0.381)

(0.330)

(0.349)

PA×L.Log(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0.690

-1.123***

-0.930**

역내통합지수)

(0.420)

(0.423)

(0.419)

PA
MER

MER×L.Log(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6.124***

-5.304***

-5.594***

역내통합지수)

(0.609)

(0.524)

(0.556)

연도 고정효과

○

○

○

809

809

809

0.435

0.385

0.412

관측치 수
2

R

주: 1) L.는 t-1 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더미변수로서 출범 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가짐.
3) MER은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4)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5)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6)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본 장에서는 PA와 MERCOSUR 간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ㆍ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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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나,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에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
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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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가. 추진 방향
한-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은 양측의 TA에 대한 기대, 양자간 경
제관계, MERCOSUR 회원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속한 협상 타결을 통해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점효과
를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비준 단계인 EU-MERCOSUR FTA가 발효될 경우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TA 협상을 신속히 타결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점효과 극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MERCOSUR
TA는 MERCOSUR가 아시아 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협상이다. 이에 따라 경
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신속한 TA 협상 타결과 발효를 통해 MERCOSUR 시장
에서 선점효과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MERCOSUR TA
협상은 이제 2단계(협상 타결, 협정 발효)에 걸쳐 추진될 것이다. 먼저 14년간
중단되었다가 시작된 협상에서 공산품과 농산품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EU의 사례처럼 협상이 장기화될 소지가 충
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
으로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상호 비준절차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례에서 협상 타결 이후 MERCOSUR 회원국의 협정 비준
기간은 장기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동향을 감안한다면 EU와의 협정 비
준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상 타결 이후
MERCOSUR 각 회원국에서 신속한 비준을 끌어내는 작업도 우리 정부가 협상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중시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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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호 간 신뢰 구축을 통해 균형 잡힌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역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농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태도는 MERCOSUR
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협상을 추진한다
면 자칫 협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협상 방향은 모든 FTA 협
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략인 상호 호혜적(Win-Win) 협상과도 연결된
다. 즉 양자간 TA 협상은 일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동등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양자간 협상 의제나 협력 분야 발
굴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양측이 동등하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의제나
분야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TA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21세기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 양자간 TA 협상은 단기적 성과
나 이익에 급급한 근시안적 협상보다는 양측의 발전 가능성을 겨냥한 보다 중
장기적 견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 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 분
야에서뿐만 아니라 21세기형 첨단 기술형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고려
한 협상 의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전략이 요망된다. 한국이 최근 제시하는 FTA
신모델과 연결되는데, 즉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 협력 모델로서 시장개방 이
외에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모델이다.

나. 추진 전략
제5차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다
음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첫째, MERCOSUR 회원국의 정치 환경
이다. 특히 브라질의 극우파 대통령 등장, 아르헨티나의 좌파로의 정권교체, 우
루과이의 우파로의 정권 교체 등이 MERCOSUR의 대외통상정책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비록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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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견지하면서 MERCOSUR의 FTA 추진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외통상정
책에서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 협상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MERCOSUR 블록 차원의 협상 원칙 때문에 브라질이 전
세계적인 FTA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고, 이로 인해 브라질의 경제성장이 지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MERCOSUR-EU FTA 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 여부이다. EU와
의 FTA는 중남미 역외 국가와의 사실상 실질적인 첫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EU와의 FTA는 향후 MERCOSUR의 FTA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MERCOSUR-EU FTA로 인해 EU는 미국이 추진
했던 FTAA의 EU판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즉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제외
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MERCOSUR와의
FTA가 발효되면 EU와 중남미 간에 실질적인 단일한 통합시장이 탄생하는 것
을 의미한다.
셋째, MERCOSUR 회원국의 FTA 협상에 대한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전망이다. 역내무역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회원국의 MERCOSUR 블록에 대
한 충성도는 예전 같지가 않다. 특히 회원국 중에서도 통합체의 핵심국인 브라
질에서는 MERCOSUR 블록 차원의 FTA 협상보다는 개별 회원국 차원의 협상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에서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에서도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는 현재
중국과의 FTA 협상에 관심이 높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블록
차원의 협상에 확고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MERCOSUR 회원국 내
에서 FTA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한국은 물론이고 제3국과의 FTA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MERCOSUR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최근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도
주요 변수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의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는 FTA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개방정책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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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저성장의 장기화는 개방보다는 국내
보호를 통한 회복에 초점을 둘 수 있기에 신속한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수를 감안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MERCOSUR TA 추진 전략을 세
분화할 수 있다. 첫째, MERCOSUR의 대외협상창구 일원화 부재에 따른 TA 협
상의 복잡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MERCOSUR 협상은 두 가지 트랙으
로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먼저 한국과 MERCOSUR 블록 차원의 협상
이다. 한국과의 협상을 위해 MERCOSUR 각 회원국은 협상 의제를 취합해 최소
공분모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시장그룹을 대표로 하여 한국과 협상에 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외공동관세에 예외가 많고 MERCOSUR 차원에서 합의
된 무역규범이 많지 않아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과의 별도 협상도 진
행된다. MERCOSUR-EU FTA 협상에서도 이슈에 대한 MERCOSUR의 공동
입장이 없을 경우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둘째, 한-MERCOSUR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캐
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협상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무역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
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
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
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산업계의 반대와 다양한 통상환경 변수로 인해
TA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재차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브라질과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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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TA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를 재점검하여 각 시나리오에 맞춰 유
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
척으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간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견제 가능성에도 대비
할 필요가 있다. 한-멕시코 FTA 추진이 멕시코 현지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
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정은 한-MERCOSUR TA 협상 추진
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일본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브
라질 전국경제인연합회(CNI)와 EPA 관련 협의를 완료했고, 한국이 일본을 제
치고 MERCOSUR와 먼저 협상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출한 바 있다. 중국도
우루과이와 개별 FTA 협상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일대일로(BRI) 전략을 내
세우며 MERCOSUR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
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FIESP,
CNI, CEBRE, CNA, IPEA, IEDI, FGV, CARI)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
해 MERCOSUR의 핵심 국가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
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
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먼
저 양측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MERCOSUR 회원국의 기업들이 한국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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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Gateway to Asia)을 모색한다는 점
을 감안하여 아시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MERCOSUR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참여 확대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MERCOSUR
는 회원국의 균형 발전과 역내 기업의 GVC 참여 촉진을 위해 역내 생산통합정
책을 적극 추진 중인데, GVC는 MERCOSUR 회원국 내에서 관심이 높은 이슈
이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단체인 상파울루경제인연합회
(FIESP)가 제3국과의 FTA 추진 시 브라질 기업의 GVC 참여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95) 따라서 MERCOSUR 회원국이 생산통합에 관심이 높은 상
황을 반영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생산통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한국과 MERCOSUR 중소기업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SML)을 도입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MERCOSUR는 2008년부터 거래비용 감축, 환리스크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SML을 운영하고 있다.96) 마지막으로 KSP
나 ODA를 통해 역내 소규모 국가의 MERCOSUR 생산통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MERCOSUR는 역내 소규모 국가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역
내 생산사슬 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구조수렴기금(FOCEM)을 조성하여 관련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97)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

95) 권기수 외(2017), p. 185.
96) 위의 책, p. 183.
97) 위의 책,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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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PA 회원국으로부터 화
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의 화훼, 낙농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PA 회원국인 콜롬비아의 사
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PA 회원국과 협상 시 한층 설득력 있는 전략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PA 회원국도 호주, 뉴질랜드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낙농업
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등 한국과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뉴질랜
드는 세계 최대의 분유 수출국으로 분유 생산비용이 콜롬비아에 비해 매우 저
렴한(much lower) 수준이며, 호주도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유와 쇠고
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호주, 뉴
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자국의 낙농 부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2년 5월 15일 NAFTA와 FTA를 발
효하였는데, 2014년 6월까지 미국의 대콜롬비아 무지방 분유 및 전지분유의
수출이 각각 75%, 643% 증가한 바 있다.98)
또한 콜롬비아가 EU와 체결한 FTA가 2013년 8월 1일에 발효되면서 2014년
EU 회원국의 대콜롬비아 낙농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별로 살펴보면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의 대콜롬비아 낙농제품 수출
이 전년에 비해 각각 349%, 280%, 200%, 132%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콜롬비아의 낙농제품 수입은 전년에 비해 52.9% 늘어난 반
면 수출은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9)
콜롬비아 나리노(Nariño)주 주지사는 낙농 부문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뉴질랜드, 호주의 낙농 부문을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서 제
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리노주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축산 부문이

98) CONtextoganadero(2018b), “Nueva Zelanda y Australia, el “garrotazo” que faltaba para
acabar con los lecheros colombiano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24).
9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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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를 차지하며, 낙농 부문에는 4만 2,000가구가 종사하는데 대부분(93%)이
소규모 낙농업자이다.100) 콜롬비아 우유가공협회(Asociación Colombiana
de Procesadores de la Leche)도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42%가 비
공식 경로(informal channels)를 통해 유통되는 등 우유산업이 뉴질랜드 기
업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01)
콜롬비아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바나나,
커피, 화훼, 농산업(agroindustry) 부문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가운
데 뉴질랜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뉴질랜드, 호주와의 경제협상이 성사될 경우 콜롬비아 낙농 부문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들이 비획일성(Non-conformism)을 점차 강조102)한다는 점을 지
적하며, 낙농 부문을 예외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
년 11월 15일 뉴질랜드와 호주는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 이들 국가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FTA 협상을 마무리한 뉴질랜드와 호주는 진행 중인 다른 FTA 협상
에도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 셈이다. 향후 뉴질랜드와 호주는 PA 준회원국 가
입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
들 국가의 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00) CONtextoganadero(2018a), “Nariño Pide Excluir al Sector Lácteo del TLC con Australia
y Nueva Zeland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24).
101) “Milk: The Main Obstacle to the FTA between Colombia and New Zealand”(2018. 7.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5).
10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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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에서 실시한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분석은 PA
와 MERCOSUR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제시한다. PA의 경우 전반적 역내통합
의 증진이 역외 교역액으로 본 역외통합 역시 증진하나,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은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
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
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
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다만 PA의 역내 공급망이 어떤 역외 지역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효과가 USMCA
지역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기타 중남미 지역으로도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PA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멕시코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기타 PA 회원국도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
도 요구된다. PA의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증진으로 이어지는 결과의 대부
분이 USMCA 회원국인 멕시코에 의한 것이라면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USMCA 간의 공급
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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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
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무역협정과 한-브라질
양자간 무역협정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MERCOSUR와의
협정이 4개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반면 한-브라질 협정은 브라질만을 상
대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 과정도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는 한-브라질 양자간 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133

부록

부록 표 1. 주성분 분석 결과103)

주성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RVC 부문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1

2

3

1

2

3

1

2

3

Eigenvalue

2.219

0.758

0.022

비율

0.740

0.253

0.007

누적비율

0.740

0.993

1.000

Eigenvalue

2.215

0.764

0.021

비율

0.738

0.255

0.007

누적비율

0.738

0.993

1.000

Eigenvalue

2.193

0.782

0.025

비율

0.731

0.261

0.008

누적비율

0.731

0.992

1.000

-

-

-

-

-

-

Eigenvalue

1.994

0.966

0.040 1.346

1.202

0.452

1.231

1.055

0.714

비율

0.665

0.322

0.013 0.449

0.401

0.151

0.410

0.352

0.238

누적비율

0.665

0.987

1.000 0.449

0.849

1.000

0.410

0.762

1.000

Eigenvalue

1.982

0.985

0.032 1.521

1.002

0.477

1.244

1.052

0.703

비율

0.661

0.328

0.011 0.507

0.334

0.159

0.415

0.351

0.234

누적비율

0.661

0.989

1.000 0.507

0.841

1.000

0.415

0.766

1.000

Eigenvalue

1.978

0.981

0.041 1.374

0.982

0.645

1.251

1.049

0.699

비율

0.659

0.327

0.014 0.458

0.327

0.215

0.417

0.350

0.233

누적비율

0.659

0.986

1.000 0.458

0.785

1.000

0.417

0.767

1.000

Eigenvalue

1.986

0.967

0.047 1.438

0.855

0.707

1.281

1.070

0.649

비율

0.662

0.322

0.016 0.480

0.285

0.236

0.427

0.357

0.216

누적비율

0.662

0.984

1.000 0.480

0.764

1.000

0.427

0.784

1.000

Eigenvalue

1.973

0.976

0.051 1.556

0.810

0.633

1.280

1.062

0.657

비율

0.658

0.325

0.017 0.519

0.270

0.211

0.427

0.354

0.219
1.000

누적비율

0.658

0.983

1.000 0.519

0.789

1.000

0.427

0.781

Eigenvalue

1.968

0.981

0.051 1.678

0.724

0.597

1.295

1.067

0.639

비율

0.656

0.327

0.017 0.560

0.242

0.199

0.432

0.356

0.213

누적비율

0.656

0.983

1.000 0.560

0.801

1.000

0.432

0.787

1.000

1.571 0.768

0.661

1.285

1.046

0.669

Eigenvalue
1999

무역 부문

1.974 0.979

0.047

비율

0.658 0.326

0.016

0.524 0.256

0.220

0.428

0.349

0.223

누적비율

0.658 0.984

1.000

0.524 0.780

1.000

0.428

0.777

1.000

이하 부록 표는 [표 4-1]의 원테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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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주성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

RVC 부문
3

1

2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3

1

2

3

Eigenvalue

1.949 0.978

0.073

1.538 1.007

0.455

1.311

1.032

0.657

비율

0.650 0.326

0.025

0.513 0.336

0.152

0.437

0.344

0.219

누적비율

0.650 0.976

1.000

0.513 0.848

1.000

0.437

0.781

1.000

Eigenvalue

1.996 0.930

0.073

1.378 0.883

0.739

1.400

1.027

0.573

비율

0.666 0.310

0.024

0.459 0.294

0.246

0.467

0.342

0.191

누적비율

0.666 0.976

1.000

0.459 0.754

1.000

0.467

0.809

1.000

Eigenvalue

1.968 0.946

0.085

1.496 0.863

0.641

1.417

1.026

0.557

비율

0.656 0.315

0.029

0.499 0.288

0.214

0.472

0.342

0.186

누적비율

0.656 0.972

1.000

0.499 0.786

1.000

0.472

0.814

1.000

Eigenvalue

1.961 0.956

0.083

1.574 0.723

0.703

1.402

1.032

0.566

비율

0.654 0.319

0.028

0.525 0.241

0.234

0.467

0.344

0.189

누적비율

0.654 0.972

1.000

0.525 0.766

1.000

0.467

0.811

1.000

Eigenvalue

1.968 0.954

0.078

1.352 1.197

0.451

1.434

1.021

0.545

비율

0.656 0.318

0.026

0.451 0.399

0.150

0.478

0.340

0.182

누적비율

0.656 0.974

1.000

0.451 0.850

1.000

0.478

0.818

1.000

Eigenvalue

1.950 0.953

0.097

1.473 0.988

0.539

1.402

1.015

0.584

비율

0.650 0.318

0.032

0.491 0.329

0.180

0.467

0.338

0.195

누적비율

0.650 0.968

1.000

0.491 0.820

1.000

0.467

0.805

1.000

Eigenvalue

1.903 0.985

0.112

1.471 0.979

0.550

1.472

0.957

0.571

비율

0.635 0.328

0.037

0.490 0.326

0.183

0.491

0.319

0.190

누적비율

0.635 0.963

1.000

0.490 0.817

1.000

0.491

0.810

1.000

Eigenvalue

1.929 0.989

0.081

1.307 1.062

0.631

1.452

0.959

0.588

비율

0.643 0.330

0.027

0.436 0.354

0.211

0.484

0.320

0.196

누적비율

0.643 0.973

1.000

0.436 0.790

1.000

0.484

0.804

1.000

Eigenvalue

1.918 1.007

0.075

1.664 0.693

0.643

1.429

0.974

0.596

비율

0.639 0.336

0.025

0.555 0.231

0.214

0.476

0.325

0.199

0.555 0.786

누적비율

2009

무역 부문
1

0.639 0.975

1.000

1.000

0.476

0.801

1.000

Eigenvalue

1.933

0.992

0.075 1.691

0.691

0.619

1.417

0.964

0.619

비율

0.644

0.331

0.025 0.564

0.230

0.206

0.472

0.322

0.206

누적비율

0.644

0.975

1.000 0.564

0.794

1.000

0.472

0.794

1.000

부록 • 137

부록 표 1. 계속

주성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무역 부문
1

2

RVC 부문
3

1

2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3

1

2

3

Eigenvalue

1.955

0.988

0.058 1.661

0.714

0.625

1.302

1.002

0.696

비율

0.652

0.329

0.019 0.554

0.238

0.208

0.434

0.334

0.232

누적비율

0.652

0.981

1.000 0.554

0.792

1.000

0.434

0.768

1.000

Eigenvalue

1.947

0.994

0.059 1.395

0.961

0.644

1.330

1.018

0.652

비율

0.649

0.331

0.020 0.465

0.320

0.215

0.443

0.340

0.217

누적비율

0.649

0.980

1.000 0.465

0.785

1.000

0.443

0.783

1.000

Eigenvalue

1.926

1.005

0.068 1.418

0.892

0.690

1.316

0.985

0.700

비율

0.642

0.335

0.023 0.473

0.297

0.230

0.439

0.328

0.233

누적비율

0.642

0.977

1.000 0.473

0.770

1.000

0.439

0.767

1.000

Eigenvalue

1.957

0.992

0.051 1.527

0.869

0.604

1.378

0.972

0.651

비율

0.653

0.331

0.017 0.509

0.290

0.201

0.459

0.324

0.217

누적비율

0.653

0.983

1.000 0.509

0.799

1.000

0.459

0.783

1.000
0.725

Eigenvalue

1.971

0.979

0.050 1.507

0.906

0.587

1.261

1.014

비율

0.657

0.326

0.017 0.502

0.302

0.196

0.420

0.338

0.242

누적비율

0.657

0.983

1.000 0.502

0.804

1.000

0.420

0.758

1.000

Eigenvalue

1.953

0.988

0.059 1.617

0.791

0.592

1.259

0.988

0.753

비율

0.651

0.329

0.020 0.539

0.264

0.197

0.420

0.329

0.251

누적비율

0.651

0.980

1.000 0.539

0.803

1.000

0.420

0.749

1.000

Eigenvalue

1.958

0.983

0.060 1.547

0.750

0.703

1.276

1.000

0.724

비율

0.653

0.328

0.020 0.516

0.250

0.234

0.425

0.333

0.241

누적비율

0.653

0.980

1.000 0.516

0.766

1.000

0.425

0.759

1.000

Eigenvalue

1.942

0.981

0.077 1.384

0.846

0.770

1.312

1.027

0.661

비율

0.647

0.327

0.026 0.461

0.282

0.257

0.437

0.342

0.220

누적비율

0.647

0.974

1.000 0.461

0.743

1.000

0.437

0.780

1.000

Eigenvalue

1.921

0.976

0.102 1.218

0.966

0.816

1.318

1.056

0.626

비율

0.640

0.326

0.034 0.406

0.322

0.272

0.439

0.352

0.209

누적비율

0.640

0.966

1.000 0.406

0.728

1.000

0.439

0.791

1.000

Eigenvalue

1.928

0.971

0.101

비율

0.643

0.324

0.034

누적비율

0.643

0.966

1.000

-

-

-

-

-

-

주: 1) 비율과 누적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의 총 분산에서 각각의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과 누적비율을 의미함.
2) 진하게 표시된 값은 가중치 산출에 선택된 주성분의 해당 값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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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and Park(2018)에 따르면 통합지수 산출 과정에서 주성분의 개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한다. 첫째, 주성분의 고윳값(eigenvalue)이 1을 초과해야 한다.
둘째, 개별 주성분이 총 분산의 최소 1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선택된 주성분들이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상기한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성분을 선택하여 가중치
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무역, RVC,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에
서 첫 두 개의 주성분을 선택하고, 전체 통합 부문에서는 세 개의 주성분을 선
택하여 가중치를 산출한다.

부록 표 2. 주성분 분석 결과(전체 통합 부문)

주성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체 통합 부문
1

2

3

Eigenvalue

1.211

1.081

0.707

비율

0.404

0.360

0.236

누적비율

0.404

0.764

1.000

Eigenvalue

1.227

1.127

0.646

비율

0.409

0.376

0.215

누적비율

0.409

0.785

1.000

Eigenvalue

1.163

1.017

0.820

비율

0.388

0.339

0.273

누적비율

0.388

0.727

1.000

Eigenvalue

1.203

1.038

0.759

비율

0.401

0.346

0.253

누적비율

0.401

0.747

1.000

Eigenvalue

1.233

1.086

0.681

비율

0.411

0.362

0.227

누적비율

0.411

0.7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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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주성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통합 부문
1

2

3

Eigenvalue

1.190

1.096

0.713

비율

0.397

0.366

0.238

누적비율

0.397

0.762

1.000

Eigenvalue

1.301

1.111

0.588

비율

0.434

0.370

0.196

누적비율

0.434

0.804

1.000

Eigenvalue

1.129

0.993

0.878

비율

0.376

0.331

0.293

누적비율

0.376

0.707

1.000

Eigenvalue

1.291

1.000

0.708

비율

0.430

0.334

0.236

누적비율

0.430

0.764

1.000

Eigenvalue

1.402

1.015

0.582

비율

0.468

0.338

0.194

누적비율

0.468

0.806

1.000

Eigenvalue

1.474

1.001

0.525

비율

0.491

0.334

0.175

누적비율

0.491

0.825

1.000

Eigenvalue

1.393

0.902

0.705

비율

0.464

0.301

0.235

누적비율

0.464

0.765

1.000

Eigenvalue

1.355

0.907

0.739

비율

0.452

0.302

0.246

누적비율

0.452

0.754

1.000

Eigenvalue

1.268

0.984

0.748

비율

0.423

0.328

0.249

누적비율

0.423

0.751

1.000

Eigenvalue

1.357

0.938

0.705

비율

0.452

0.313

0.235

누적비율

0.452

0.7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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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주성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통합 부문
1

2

3

Eigenvalue

1.389

0.991

0.620

비율

0.463

0.330

0.207

누적비율

0.463

0.793

1.000

Eigenvalue

1.267

0.965

0.768

비율

0.422

0.322

0.256

누적비율

0.422

0.744

1.000

Eigenvalue

1.214

0.995

0.791

비율

0.405

0.332

0.264

누적비율

0.405

0.736

1.000

Eigenvalue

1.184

1.010

0.806

비율

0.395

0.337

0.269

누적비율

0.395

0.731

1.000

Eigenvalue

1.124

0.979

0.897

비율

0.375

0.327

0.299

누적비율

0.375

0.701

1.000

Eigenvalue

1.159

0.999

0.842

비율

0.386

0.333

0.281

누적비율

0.386

0.719

1.000

Eigenvalue

1.266

1.076

0.658

비율

0.422

0.359

0.219

누적비율

0.422

0.781

1.000

Eigenvalue

1.176

1.091

0.733

비율

0.392

0.364

0.244

누적비율

0.392

0.756

1.000

Eigenvalue

1.134

1.080

0.787

비율

0.378

0.360

0.262

누적비율

0.378

0.738

1.000

Eigenvalue

1.217

1.055

0.728

비율

0.406

0.352

0.243

누적비율

0.406

0.7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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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전체 통합 부문

주성분

2018

1

2

3

Eigenvalue

1.186

1.079

0.735

비율

0.395

0.360

0.245

누적비율

0.395

0.755

1.000

주: 1) 비율과 누적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의 총 분산에서 각각의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과 누적비율을 의미함.
2) 진하게 표시된 값은 가중치 산출에 선택된 주성분의 해당 값들을 의미함.

부록 표 3. 부문별 가중치 요약(무역, RVC 부문)

지표

무역 부문
I-a

I-b

RVC 부문
I-c

II-a

II-b

II-c

1990

0.33219

0.33203

0.33582

-

-

-

1991

0.33221

0.33206

0.33571

-

-

-

1992

0.33199

0.33185

0.33608

-

-

-

1993

0.33112

0.33102

0.33778

0.33333

0.33334

0.33335

1994

0.33138

0.33145

0.32624

0.33332

0.33333

0.33334

1995

0.33087

0.33092

0.32434

0.33333

0.33334

0.33333

1996

0.33033

0.33043

0.32317

0.33331

0.33334

0.33332

1997

0.32998

0.33029

0.32237

0.33329

0.33337

0.33331

1998

0.33015

0.33030

0.32210

0.33332

0.33333

0.33331

1999

0.33040

0.33047

0.32301

0.33334

0.33335

0.33335

2000

0.32896

0.32878

0.31724

0.33331

0.33331

0.33338

2001

0.32836

0.32834

0.31830

0.33334

0.33337

0.33334

2002

0.32771

0.32766

0.31534

0.33330

0.33337

0.33331

2003

0.32791

0.32805

0.31563

0.33335

0.33337

0.33338

2004

0.32812

0.32841

0.31689

0.33331

0.33336

0.33338

2005

0.32687

0.32712

0.31262

0.33333

0.33330

0.33334

2006

0.32645

0.32660

0.30822

0.33335

0.33331

0.33333

2007

0.32813

0.32861

0.31538

0.33331

0.33332

0.33331

2008

0.32826

0.32916

0.31696

0.33335

0.33335

0.33331

2009

0.32808

0.32896

0.31715

0.33333

0.33334

0.33336

2010

0.32931

0.33004

0.32113

0.33328

0.33336

0.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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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계속

지표

무역 부문
I-a

I-b

RVC 부문
I-c

II-a

II-b

II-c

2011

0.32913

0.33001

0.32086

0.33333

0.33335

0.33337

2012

0.32845

0.32948

0.31883

0.33334

0.33331

0.33333

2013

0.32975

0.33040

0.32258

0.33330

0.33329

0.33333

2014

0.33004

0.33035

0.32268

0.33329

0.33332

0.33333

2015

0.32940

0.32993

0.32066

0.33331

0.33336

0.33334

2016

0.32950

0.32981

0.32040

0.33332

0.33336

0.33336

2017

0.32842

0.32875

0.31639

0.33334

0.33330

0.33336

2018

0.32663

0.32710

0.31093

0.33335

0.33331

0.33334

2019

0.32659

0.32717

0.31139

-

-

-

부록 표 4. 부문별 가중치 요약(인프라 및 연결성, 전체 통합 부문)

지표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I-a

I-b

전체 통합 부문
I-c

무역

RVC

인프라

1993

0.33336

0.33335

0.33335

0.33336

0.33335

0.33335

1994

0.33334

0.33332

0.33336

0.33334

0.33332

0.33336

1995

0.33336

0.33335

0.33336

0.33336

0.33335

0.33336

1996

0.33333

0.33335

0.33329

0.33333

0.33335

0.33329

1997

0.33330

0.33335

0.33332

0.33330

0.33335

0.33332

1998

0.33335

0.33330

0.33331

0.33335

0.33330

0.33331

1999

0.33334

0.33331

0.33332

0.33334

0.33331

0.33332

2000

0.33338

0.33331

0.33331

0.33338

0.33331

0.33331

2001

0.33332

0.33336

0.33332

0.33332

0.33336

0.33332

2002

0.33331

0.33334

0.33336

0.33331

0.33334

0.33336

2003

0.33333

0.33337

0.33333

0.33333

0.33337

0.33333

2004

0.33336

0.33333

0.33330

0.33336

0.33333

0.33330

2005

0.33333

0.33331

0.33330

0.33333

0.33331

0.33330

2006

0.33337

0.33335

0.33334

0.33337

0.33335

0.33334

2007

0.33332

0.33336

0.33332

0.33332

0.33336

0.33332

2008

0.33332

0.33333

0.33336

0.33332

0.33333

0.33336

2009

0.33337

0.33331

0.33330

0.33337

0.33331

0.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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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계속

지표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I-a

I-b

전체 통합 부문
I-c

무역

RVC

인프라

2010

0.33336

0.33331

0.33335

0.33336

0.33331

0.33335

2011

0.33334

0.33331

0.33331

0.33334

0.33331

0.33331

2012

0.33333

0.33330

0.33331

0.33333

0.33330

0.33331

2013

0.33333

0.33332

0.33332

0.33333

0.33332

0.33332

2014

0.33332

0.33336

0.33330

0.33332

0.33336

0.33330

2015

0.33332

0.33332

0.33335

0.33332

0.33332

0.33335

2016

0.33334

0.33334

0.33334

0.33334

0.33334

0.33334

2017

0.33333

0.33331

0.33336

0.33333

0.33331

0.33336

2018

0.33335

0.33336

0.33332

0.33335

0.33336

0.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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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Integration of MERCOSUR and
the Pacific Alli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Yeo Joon Yoon, Sungwoo Hong, Jino Kim, Jonghyuk Kim, and Jimin Nam

MERCOSUR and the Pacific Alliance (PA) are the two major trade blocs
in Latin America. Currently, Korea is negotiating a trade agreement (TA)
with MERCOSUR and PA. The countries that Korea has signed FTAs in
Latin America include Chile, Peru, Colombia and six Central American
countries. In other words, Korea has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except Brazil, Mexico, and Argentina.
Therefore, to have enhanced access to the Latin American market,
Korea-MERCOSUR TA and joining the PA as an associate member is important for Korea.
In this report we study the nature of internal and external integration of
MERCOSUR and PA. For better integration of Korea and these Latin
American trade blocs in the future, it w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ir
current level and nature of integration. The integration in this study has several facets. First, we take a quantitative approach. To do this an integration
index is constructed and analyzed. This index considers integration in
trade, value chains and so on. The second approach is more qualitative.
Specifically the case of the MERCOSUR-EU Trade Agreement and PA associate member negotiation process are investigated. By doing this, we analyze the factors that hinder the external integration of these bl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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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2, we study the integration of MERCOSUR. For MERCOSUR,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Brazil and Argentina has been a major obstacle to regional integra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history
of MERCOSUR is marked by repetitions of conflict and conflict-resolution
between Brazil and Argentina. Some cases were serious enough to threaten the existence of MERCOSUR and most of these conflicts stemmed from
economic crises. In the second part of Chapter 2,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MERCOSUR-EU TA is examined. The MERCOSUR-EU TA took such
a long period of time to finalize. It is a typical trade agreement negotiation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regions. At the same time, it is the
first trade agreement that MERCOSUR signed with a major economy.
Another salient characteristic is that higher standards in environment, lab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igital trade were included at the
EU’s request.
Chapter 3 examines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PA and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Singapore for their associate memberships. At
first, it was a multilateral negotiation that involved all the parties. But
they realized that it was not easy to reach an agreement with multilateral
negotiations. Accordingly, they decided to proce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In this regard, Singapore and Australia are considering voluntarily excluding sensitive issues in order to advance negotiations.
Singapore is considering to exclude IPR and labor rights issues. Australia
is considering to withdraw requests for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goods and issues regarding illegal fishing.
In Chapter 4, the determinants of MERCOSUR and PA’s integration and
the effect of internal integration on external integration are analyz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i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that have been relatively
overlooked in previous analysis. The improvement of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promotes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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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gion. Second, in the case of PA, the promotion of internal integration also enhances external integration, while for MERCOSUR it was
estimated that the promotion of internal integration did not lead to promotion of external integration. Third, the improvement of regional integration in terms of the regional value chain leads to an increase in external integration for PA. This implies that the integration of supply chain
within PA would eventually lead to increasing integration with non-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anada.
Chapter 5 provides implications and discusses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with MERCOSUR and PA. With MERCOSU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rand of the trade agreem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ongoing Canada-MERCOSUR TA negotiations, gender, environment, and
labor issues are emphasized and the parties aim for an inclusive trade
agreement. With the Korea-MERCOSUR TA, MERCOSUR is very much interested in technical cooperation with Korea. Therefore, these issues
need to be branded and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if the negotiations are prolonged due to the unresolved issues of opening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 markets, an alternative option would be a ‘Light
Trade Agreement’ that excludes sensitive negotiation agenda. Meanwhile
it is also necessary to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to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in MERCOSUR. It would be ideal to continuously promote the
necessity of TA with Korea through joint research and seminars with local
economic organizations or think tanks. PA is promoting e-commerce as
one of the 23 negotiating agendas. Korea and PA have also confirmed
common interest in digital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ordingly, Korea needs to come up with a strategy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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