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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함.
-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양측은 평가함.
- [시장접근] 중국이 합자회사(Joint Venture)·최소자본·외국인 지분 한도 요건 등 외국인투자 규제를 폐지함
으로써 EU 투자자들의 대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이 개선됨.
- [공정경쟁] 중국의 국유기업 및 보조금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됨.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
이행을 약속함.

▶ [평가 및 전망] EU와 중국은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투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대한
추가 협상이 남아 있고, 유럽의회, 미국 등이 협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절차에 난관이 예상됨.
- EU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교역 및 투자 파트너
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투자 보호 및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는바, 이 과정에서 투자협정의 핵심 목적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함.
- 미국은 EU를 중국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해왔으나, 포괄적투자협정 합의는 중국에 대한 EU의 입장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함.
- 유럽의회는 2021년 1월 홍콩 민주인사의 대규모 체포를 두고 포괄적투자협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중국정부가 위반했다고 평가하며 협정에 우려를 제기함.
- 구체적인 합의문이 공개된 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바, 협정문 비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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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20년 12월 30일 EU와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에 원칙적으로 합의함.1)
-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장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물론 중국 국유기업의 투자
및 사업 관행에 대해 공정경쟁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강제 기술이전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 및 노동 등 지속가능
한 개발 분야에서도 진전된 합의 도출함.

표 1.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협상 주요 경과
일자

내용

2013년 11월

- 제16차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양측간 포괄적투자협정(CAI)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4년 1월

- 1차 협상 개최

2016년

- CAI의 주요 범위에 합의, 협정문 본문 협상 단계 진입

2018년 7월

- 제20차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처음으로 시장접근 제안 교환

2019년 4월

- 제21차 정상회담에서 2020년 CAI 체결 약속

2019년 12월

- 제25차 협상에서 두 번째 시장접근 제안 교환

2020년 7월
2020년 9월
2020년 10~11월

- 제8차 EU·중국 고위급경제대화(HED), 통신, 보건, 생명공학, 신에너지자동차 분야 시장접근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협상 쟁점
- 제32차 협상 개최, 일부 부문별 시장접근,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이견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
중점 협상 진행
- 제33차 및 34차 회담 개최; 지속가능한 개발, 경쟁 관련 이슈, 자본 이동 및 이전, 비즈니
스 방문 및 체류 등 중점 협상 진행

2020년 12월

- 제35차 회담 개최(12.6~11); 양측간 긍정적 협상 진전

2020년 12월 30일

- EU·중국 간 CAI 협상 원칙적 합의 선언

자료: China Briefing(2020. 12. 28), “EU-China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https://www.china-briefing.com/news/eu-china
-comprehensive-investment-agreement/(검색일: 2021. 1. 4).

■ [추진 배경] EU와 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EU 투자와 대조적으로 EU의 대중국 투자가
공정한 경쟁에서 제한받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시장접근을 목적으로 중국과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
- [EU·중국 투자 추이] 중국의 대EU 투자가 EU의 대중국 투자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그림 1, 2 참고).
1) European Commission(2020. 12. 30), “EU and China reach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investment,” https://ec.europa.eu/commissi
on/presscorner/detail/en/ip_20_2541(검색일: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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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2000년대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함.2)
◦ 반면 중국의 대EU 직접투자액은 2010년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감소세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38% 하락한 130억 달러를 기록함.3)

그림 1.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그림 2.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완료 거래 기준임.
자료: Rhodium Group.

(단위: 십억 달러)

주: 완료 거래 기준임.
자료: Rhodium Group.

- EU는 포괄적투자협정을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
◦ EU 집행위원회는 OECD 보고서(2010)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높아, 중국 내 EU의
투자가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강조함.
◦ 특히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라이선싱의 어려움, 사업범위 제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그림 3 참고).

- 중국은 포괄적투자협정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비자 발급 및 기업 내 인력이동 등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둠.
- 유럽의회는 세 번의 결의안을 통해 포괄적투자협정의 투명성, 공정경쟁,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함.
◦ 2013년에 발표된 첫 번째 결의안에서 △ 투자협정 협상의 투명성 담보 △ EU와 중국의 양측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 투자협정이 인권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법과 규제의 애매모호한 점의 해소 등을 강조
◦ 2018년 두 번째 결의안에서 △ 시장접근의 상호호혜성 담보 △ 중국시장에서 EU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간
공정경쟁 담보 △ 국제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과 중소기업 조항 포함 등이 강조
◦ 2020년 세 번째 결의안에서 홍콩 국가안보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내 인권 상황이 향후 중국 투자 및 통상협
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2) EU의 대중국 주요투자 분야는 자동차(49억 달러), 농식품(37억 달러), 소비재 및 서비스(9억 달러)임. Rhodium Group(2020), “CrossBorder
Monitor(CBM) People’s Republic of China↔European Union Direct Investment,” 4Q 2019 and Full Year 2019 Update: Public
Version. (January 29)
3) 중국의 대EU 주요 투자 분야는 소비재 및 서비스(59억 달러), ICT(27억 달러), 자동차(14억 달러)임.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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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U의 대중국 투자 장애요인 분석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의 자료 저자 재작성.

2. CAI의 주요 합의 내용
■ 아직 CAI 최종 협정문이 완성되지 않은바, EU 집행위원회가 양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CAI의 주요 내용을 파악함.
-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The Agreement in Principle”에 따르면
CAI 협정문은 잠정적으로 9개 챕터로 구성: ① 서문·목적·정의 ② 시장접근 및 투자 자유화 ③ 공정경쟁
분야(국유기업, 강제 기술이전, 보조금 투명성) ④ 국내 규제 ⑤ 투명성 및 표준 설정 ⑥ 금융서비스 ⑦
지속가능한 개발 ⑧ 국가간 분쟁해결 메커니즘 ⑨ 제도·최종 조항

■ [시장접근 약속] 중국은 합자회사(Joint Venture) 요건,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지분 한도 등의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개선을 약속함.
- 제조업(신에너지 자동차, 화학, 운송 및 통신 장비, 보건장비 분야) 및 서비스업(클라우드서비스, 금융서비스,
민간의료, 환경서비스, 부동산서비스, 국제해상운송 및 보조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이 개선됨.
◦ 통신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해왔으나, EU 투자자는 최대 50%까지 지분투자가 가능해짐.
◦ 국제해상운송과 중국 내륙 운송을 연결하는 운송서비스 사업이 EU 투자자에게 허용됨.
◦ EU 기업의 임원과 전문가들은 쿼터와 상관없이 중국 내 자회사에서 최대 3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며,
EU 투자 대표단은 투자결정에 앞서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음.
◦ 바이오원료를 활용하는 R&D 부문에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EU 투자자에게 완전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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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운영과 최근 동향
-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을 완화
해왔음.4)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정 ․ 발표되고 있으며,
투자 금지 및 제한 항목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5)
- 2020년 6월 발표된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농업, 제조업, 교통운수, 금융 분야의 일부 조항에서
중국 측 지배비율 완화, 외국인 지분 제한 취소 등이 명시됨.6)
◦ 투자금지 분야에서 항공교통 관제 항목 삭제, 상용차 제조 분야의 지분 제한 전면 취소, 금융 분야(증권회사·증권투자
기금관리회사·선물회사·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 취소 등
- 이번 EU·중국 CAI에서 제조업, 자동차, 금융서비스, 항공 교통 관련 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이 EU
에 약속한 시장접근 및 합작회사 설립 요건 폐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임.
◦ EU·중국 CAI는 중국 측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처음 합의한
것이며, 기존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행7)

■ [공정경쟁] 중국의 국유기업 및 보조금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됨.
- 국유기업의 행위를 상업적 고려요인에 따르도록 하며, 제품 구매·판매 시 국유기업에 대한 우호적 지원을
금지하고, 특정 국유기업의 행위가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 투자자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관련 협의 참여 약속을 통해 서비스
분야 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함.
- 다양한 형태의 강제 기술이전 요건 금지 및 행정기관의 사업 핵심정보 수집 제한이 포함됨.

■ [지속가능한 개발]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협정과 달리 포괄적투자협정은 양측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반한 가치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 이행을 약속함.
- 중국의 노동․환경 기준을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함.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함.

■ 이 밖에 중국과 EU는 CAI 합의사항 이행 준수를 위한 제도적 감독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
- 중국 부총리,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 급의 감독기관 설립,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행을 위한 특별
작업반 설립에도 합의
4) 중국정부가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①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내자·외자 기업 포함 모든 시장 주체에 적용) ②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중국
내 외국인투자 대상) ③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FTZ 내 외국인투자 대상)임. 搜狐(2019. 5. 23), 「解读《外商投资法》下的负面清单制度」.
5) 이한나, 김홍원(2019),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6) 이한나(2020),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7)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0. 12. 31), 「商务部条法司负责人就如期完成中欧投资协定谈判答记者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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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중국 CAI 주요 합의 내용
챕터
서문, 목적, 정의

주요 합의 사항
- 양측은 세계인권선언 원칙, 유엔헌장 약속 재확인
- 높은 수준의 환경(기후변화) 및 노동권 보호(강제노동 금지) 기반 양측간 투자 촉진 합의
- 협정의 목적, 협정문 관련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제시

시장접근,
투자자유화

- [투자자유화]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방식에 따라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특정 예외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걸쳐 차별(외국인투자 금지, 합자회사(Joint Venture) 요건 및 국적 요
건 등) 폐지
- [시장접근] 정량적 제한(라이선싱 및 지점 수 제한, 독점권 보유 또는 경제적 필요성 테스트 등)
폐지
- [중국의 시장접근 약속 분야] GATS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금융서비스, 환경서비스,
컴퓨터서비스, 건설서비스, 보조 항공운송서비스, 국제해상운송서비스, 민간의료서비스, 건설서비스,
온라인예약 시스템)
- [중국의 제조업 분야 시장접근 약속 분야] 신에너지 자동차, 운송 및 의료 장비, 화학, 통신장비
- 중국의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약속은 WTO GATS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라 EU뿐만 아니라 다
른 국가에도 적용
- EU 및 중국 기업의 경영진 및 전문직 종사자는 제한 없이 상대국 주재 자회사에서 3년간 근무
허용, 투자 실행 이전 투자자 대표의 자유로운 방문 허용

공정경쟁 분야
(국유기업, 강제
기술이전, 보조금
투명성)

- [국유기업]
· 국유기업의 행위를 상업적 고려요인에 따르도록 하며, 재화 및 서비스 구매·판매에 국유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
· 국유기업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적용(소수지분을 통한 국가통제, 국가 지정 독점적 또는 특권을
보유한 기업을 모두 포함)
· 특정 국유기업 행위의 CAI 합의사항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 [강제 기술이전] 강제 기술이전 요건, 기술 라이선스 자유계약 간섭 금지 등 다양한 유형의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 마련
- [보조금 투명성] 서비스 부문 보조금 투명성에 관한 규정; 상대국 투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협의 절차 참여 약속

국내 규제

- 허가 및 자격요건 절차 관련 투자장벽 폐지(공개성, 합리성 향상)

투명성 및 표준

- 규제 및 행정조치의 법적 확실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투명성 규칙과 공정성에
관한 규정
- 반도체, ICT 및 통신 분야 관련 상대국 표준설정 기관에 대한 기업의 동등한 접근 보장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 개방에 관한 예외 및 규율, 자체 규제기관, 지급 및 청산 시스템 및 투명성 관련 사항 규정

지속가능한 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문제에 대한 EU 접근 방식의 핵심 사항 조항
·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노동 및 환경 기준 하향 조정 자제 약속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다자 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 약속
· 강제노동 금지 등 ILO 기본협약 비준의 지속적 노력 약속
·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조항 이행을 위한 기관 설립에 시민사회 참여 포함

국가간 분쟁해결

-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메커니즘 수립에 관한 규정] 당사자 상호 협의 절차,
중재 패널 구성 및 절차의 독립성·공정성 관련 규칙 수립

제도·최종 조항

- CAI 합의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 WTO 수준의 예외조항 및 후속
협상 관련 합의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 제시
- [합의 이행 감독] 중국 부총리, EU 부집행위원장 급의 감독기관(투자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참여
보장, 당사자간 정보 공유 강화, 합의 이행 긴급사항 해결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규정 이행 감독 문제를 다룰 특별 작업반 설립
- [WTO 수준의 예외조항 적용] 일반 예외, 안보 예외, 과세 조항, 국제수지 보호, 금융시스템 안전
조치 등
- [후속협상] CAI 서명 2년 이내 투자 보호 및 투자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 추진 합의 약속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12. 30),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The Agreement in Principle”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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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 EU와 중국 양측은 포괄적투자협정에 대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간 투자 불균형 개선과 투자 확대를
기대함.
- 최종 협정문이 아직 준비 중에 있는 만큼 포괄적투자협정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중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포괄적투자협정은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유례없는 시장접근을 제공했다”고
평가함.

- 중국정부는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데 EU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함.
◦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EU CAI 합의가 글로벌 양대 시장을 개방형 체제로 강화
하고 전 세계 무역․투자의 편리화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8)
◦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유럽 및 중국 기업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동시에 양측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9)
◦ 중국 언론은 EU의 다년간지출예산에 반영된 ‘디지털화 및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로 인해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등 신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중국기업의 대EU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10)

■ CAI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자협정의 핵심 목적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함.
- 포괄적투자협정의 합의사항 이행 및 주요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나, 관련 기관 설립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상태임.
-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투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는 후속 협상
의제로 남아 있음.
◦ 양측은 포괄적투자협정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투자 보호 및 투자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자
투자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Court)을 고려하여 현대화된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EU의 목표임.11)

8) 搜狐(2020. 12. 31), 「中欧投资协定宣布谈判完成，影响有多大？(附解读)」.
9)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0. 12. 31), 「商务部条法司负责人就如期完成中欧投资协定谈判答记者问」.
10) 中国基金报(2020. 12. 31), 「中欧投资协定谈判完成！对A股影响有多大？看解读」.
11) EU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반영하여 다자투자법원을 제안함.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European Parliament(2020),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Overview of the reform proposal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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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갈등 가운데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합의가 미·EU 범대서양 정치․외교 관계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포괄적투자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EU 내 이견이 있어 협정문 비준에 난관이 예상됨.
-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EU와의 공동대응을 기대했으나, 이번 합의는 EU의 입장이 미국의 대
중국 정책노선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함.
◦ EU, 특히 독일은 중국 자동차 시장 및 에너지 산업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큼.12)

- 최종 협정문은 법적 검토 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이 예정되어 있는데, 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회원국
내 불만과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의 우려로 협정문 비준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 협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특히 폴란드는 범대서양
주요국과의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탈리아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음.13)
◦ 유럽의회는 2021년 1월 6일 홍콩의 민주인사들이 대거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포괄적투자협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유럽의회의 비준이 쉽지 않을 수 있음.14)15)

■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문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바,
협정문 비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12) Politico(2021. 1. 6), “With China deal, EU leaves the hard part to Washington,” https://www.politico.eu/article/china-eu-investment
-deal-leaves-hard-part-to-washington/(검색일: 2021. 1. 7).
13) SMCP(2021. 1. 5), “Deal or no deal? What next for China-EU investment pact and why it may fail,” https://www.scmp.com/news/chin
a/diplomacy/article/3116535/deal-or-no-deal-what-next-china-eu-investment-pact-and-why-it(검색일: 2021. 1. 8).
14) Bernd Lang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홍콩 민주인사 체포는 포괄적투자협정의 지속가능한 약속에 대한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함.
SMCP(2021. 1. 7), “Hong Kong arrests threaten passage of EU-China investment deal, European Parliament members say,”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16713/european-parliament-members-say-hong-kong-arrests-thre
aten(검색일: 2021. 1. 7).
15) EU는 1990년대 초부터 제3국과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체결할 때 인권을 협정문에 포함시킴. European Parliament(2014), “The European
Parliament’s Role in relation to Human Rights in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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