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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Update – trade deals 
 

9월입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기까지 6개월여가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Q: So what’s happening now? 

A: 영국이 유럽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커스 계획 (chequers plan)만이 현실적

인 옵션이며 다른 계획을 선택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의 협상 수석  

대표 미셸 바르니에는 이에 설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 연합 공동체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며, 출입국 관리 관련 제안은 사기 등의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바르니에와 새로운 브렉시트 장관 도미닉 라브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원래 협상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10월을 지나 

11월까지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Q: What does no deal mean? 

A: 만약 11월까지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것입니다. 영국은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제 3국가’가 될 것이며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어떤 특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국은 무역 협정을       

갖추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되어 단일 시장, 그리고 유럽 연합과 무역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과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 So with no trade deals we would be trading under World Trade Organisation rules? 

A: 맞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은 개별 국가로서 WTO의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WTO의 유럽 연합 

schedule의 적용을 받습니다. Schedule에는 품목에 따라 28개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관세율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이WTO 규정에 따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만의 schedule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유럽 연합 schedule과 대부분 비슷한 schedule초안을 제출하였으나   

164개국의 모든 WTO 회원국이 이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를 포함한 최소 

5개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만약 영국 schedule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WTO schedule에  

의거하여 무역 활동을 한다면, 수출입에 어느 관세를 부과할지 불분명해지며 영국은 공인되지 않은 영토가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 국경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WTO 규정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Q: What should I be doing about this? 

A: 브렉시트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면 사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브렉시트를 큰    

탈 없이 거쳐갈 뿐 아니라 더 큰 기회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계획할 때입니다. 3HR은 2018년 9월 13일 세

미나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hould you require any assistance on the implications of Brexit or any other commercial area please refer 
to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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