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남미공동시장(MERCOSUR)
- Mercado Común del Sur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91.3.26.

아순시온(Asunción) 협약 서명

- 1994년 말까지 역내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메르코수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

ㅇ 1994.12.17. 오우로 프레토(Ouro Preto) 의정서 서명
- 메르코수르의 주요기관을 규정

ㅇ 1995.1.1.

관세동맹으로서 발족

2. 설립 목적
ㅇ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

ㅇ 대외공통관세를 창설, 공통의 무역정책을 채택, 지역적·국제적으로 경제무역 측면에서
협조

ㅇ 거시경제정책의 협조 및 대외무역, 농업, 재정·금융, 외환·자본, 서비스, 세관, 교통·통신
등 분야에서 경제정책 협조

ㅇ 통합과정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법제도를 조화

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5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2012.12 가입의정서 서명, 각국 의회의 비준을 대기 중

94

나. 준회원국(7개국) :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볼리비아
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다. 옵서버(1개국) : 멕시코

4. 주요 기구
가. 공동시장이사회(CMC, Consejo del Mercado Común)
ㅇ 최고 의사결정 기관

ㅇ 회원국의 외교장관 또는 경제장관으로 구성, 적어도 연 1회 개최
ㅇ 알파벳 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

나. 공동시장그룹(GMC, Grupo Mercado Común)
ㅇ 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결정의 이행을 감독

ㅇ 회원국의 외교부, 경제부 및 중앙은행 대표들로 구성

다. 무역위원회(CCM, Comisión de Comercio del MERCOSUR)
ㅇ 관세동맹의 실시·운영 기관
ㅇ 매월 최소 1회 개최

라. 의회(Parlamento del MERCOSUR)

ㅇ 2006년 발족 당시 국가별 18명의 현역의원이 겸직

ㅇ 2011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직접선거로 선출

- 브라질37, 아르헨티나26, 베네수엘라23, 우루과이18, 파라과이18

ㅇ 통합관련 정책권고 및 회원국간 입법 조정

마. 경제사회 자문포럼(Foro Consultivo Económico y Social)
ㅇ 회원국의 기업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
ㅇ 기업과 노조의 견해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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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무국(Secretaría del MERCOSUR)
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재

ㅇ 문서보관, 홍보 위주의 업무 수행

사. 상설재판소(Tribunal Permanente de Revisión del MERCOSUR)
ㅇ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

ㅇ 회원국간 분쟁 해결을 다루는 기관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ㅇ 역내관세의 원칙적 철폐

- 1995년1월부터 원칙적으로 철폐

-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설탕을 제외하고 역내관세는 제로
- 다만, 국가별로 보호품목을 설정 가능

ㅇ 대외공통관세

- 1995년1월부터 전품목의 약 85%에 상당하는 약9천 품목에 대해 대외공통관세율
(0~20%)을 적용, 단 예외품목(기초품목 100개 + 자본재, 정보통신 품목)을 인정

- 2011년 공동시장이사회는 각국 경제정세를 이유로 100품목을 상한으로 관세인상을
인정

- 2012년 공동시장이사회는 예외 품목 중 기초품목의 상한을 200품목으로 확대

ㅇ 원산지증명

- 역내무역 시 메르코수르 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지 조달율이 원칙적으로 60%

ㅇ 분쟁처리절차

- 1991년부터 공동시장이사회의 중재절차가 있었으나, 2004년 상설중재재판소를 설치

ㅇ 민주주의 조항

- 1998년7월 서명된 “민주주의 준수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회원국 및

96

메르코수르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질서가 상실되는 경우, 협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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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의무의 중단이 가능

2. 발족 이후 동향
가. 1995년 MERCOSUR 발족 후 역내교역 증가
ㅇ 역내 교역은 1990년대 후반까지 대폭 확대

- 1990년 9%를 차지한 역내 수출은 1998년 25%로 증가

- 1990년-1998년간 역외 수출은 44%, 역내 수출은 393% 증가

ㅇ 역내 FDI 및 회원국간 투자 증가

- 연간 20억불이던 FDI는 1999년에는 529억불로 증가

- 대부분의 FDI는 역내 대국인 브라질(68%), 아르헨티나(30%)에 집중

나. 99년부터 회원국내 경제위기로 회의론 대두

ㅇ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와 통화의 평가절하로 통상분쟁 발생
ㅇ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
- 좌파성향 정권이 출범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03년 브라질 룰라 정부,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정부, 2004년 우루과이 바스께스
정부

ㅇ 2002년 역내 수출 비중은 11%로 급락

- 역내 수출량은 1993-1994년 수준으로 후퇴

다. 2003년부터 재활성화 시도

ㅇ 경제위기의 극복 및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역내 교역 증가
- 2004년 역내수출 비중은 총수출의 약 15% 정도로 증가

ㅇ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우선 과제로 설정

- 2004.12월 역내 통합 추진을 위한 가맹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정, 대외공동관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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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월 MERCOSUR 의회를 2006년도에 창설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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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6월 역내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기금 설립 합의

라. 2007년부터 회원국간 비대칭성 문제 부각

ㅇ 역내 ‘비대칭성’(불균형) 극복을 위한 논의 난항

-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배타적이고 보호주의적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국인 우루
과이, 파라과이는 강한 불만 제기

- 2009년 제38차 정상회의에서 파라과이측은 시장접근을 차단하는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보호주의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

마. 2012년부터 정치화 논란

ㅇ 2012.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

-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은 파라과이 상원의 비준 반대로 빈번히 좌절되었으나,

2012.6월 파라과이 Lugo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파로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이 일시
정지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전격 승인

- 파라과이는 2013.8월 신임 Cartes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회원국 자격 복원

ㅇ 베네수엘라의 가입 이후, 정치이슈를 논의

- 2013.7월 45차 정상회의시 스노든 망명,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의 유럽국가 영공
통과 불허, 미국의 비밀 정보수집 등을 논의

ㅇ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 정지

- 베네수엘라는 MERCOSUR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12월
회원국 지위가 잠정 정지되었으며 2017년8월에는 베네수엘라 국내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회원국 지위가 무기한 정지함

3. 역외지역과의 관계
공동시장이사회 결의(32/00호)에 따라, 2001년 6월 이후에는 제3국 또는 역외그룹과의
통상협정 교섭을 회원국 단독이 아닌 메르코수르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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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럽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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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5년 지역간 포괄적 기본협력 협정에 서명 (99년 발효)

- 정치대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사회협력 및 FTA

ㅇ 2000년 4월 비관세 분야, 2001년 7월 관세와 서비스 분야 교섭 개시

ㅇ 2004년 10월 농산물 개방폭 및 양허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타결 목표시한 준수
실패, 2005년 교섭 재개하나 2006년 중단

ㅇ 2010년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관세인하 교섭의 진전이 없음

ㅇ 2016년 4월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5월에 상품과 서비스 양허안 교환

ㅇ 2018년 4월 벨기에 브뤼셀 및 9월에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양측간 회의가 개최

나. 미주
(FTAA)

ㅇ 1994년 미주정상회의시 북미, 남미, 카리브 34개국은 FTAA를 창설하기로 합의

ㅇ 1998년 협상 개시 이후 미국은 포괄적 협정을 목표로 하면서도 농업보조금과 반덤핑을

포함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반면, 브라질은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을 포함시키는
것에 소극적

ㅇ 2005년 미주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메르코수르 4개국과 베네
수엘라가 교섭 재개에 반대

ㅇ 9개 교섭위원회는 2004년 이후 열리지 않아 실질적으로 교섭 중단
(캐나다 FTA)

ㅇ 2017년 10월 캐나다 대표단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양측간 무역협상 기본원칙에 합의함

ㅇ 2018년 3월 양측은 1차 회의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는 2018년
9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함

(안데스 공동체(CAN) FTA)

ㅇ 1995년부터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어, 1998년 MERCOSUR-CAN
FTA를 위한 기본협력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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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6년 볼리비아, 2003년 페루, 2004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수엘라와 경제
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보완협정 서명

ㅇ 1999년 브라질-CAN 특혜무역협정 체결, 2000년 아르헨티나-CAN 특혜무역협정 체결
ㅇ 2004.12월 FTA 타결 및 2005.1월 FTA 발효

다. 아프리카/중동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특혜무역협정)

ㅇ 1998년 MERCOSUR-남아공간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ㅇ 2003년 MERCOSUR-SACU간 PTA 체결 논의

ㅇ 2008년 MERCOSUR측 서명, 2009년 SACU PTA 서명
(걸프협력회의(GCC) FTA)

ㅇ 2005년 남미-아랍 정상회담시 기본 약정 체결

ㅇ 2006년 합동 모임 개최(MERCOSUR 제안서 검토)
ㅇ 레바논 전쟁 발발로 협상 보류
(이스라엘 FTA)

ㅇ 2005년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 개시

ㅇ 2007년 FTA 협정 서명 및 2009년 발효, 메르코수르 출범 이후 체결한 FTA로서 역외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최초

(이집트 FTA)

ㅇ 2010년 FTA 서명
(팔레스타인 FTA)

ㅇ 2011년 FTA 서명
(레바논 FTA)

ㅇ 2014년 FTA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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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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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혜무역협정)

ㅇ 2004년 PTA 서명 및 2009년 발효
(중국 FTA)

ㅇ 2012년 원자바오 총리가 MERCOSUR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FTA 협상 추진을 제안,
동년 11월 상해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진전은 없음

ㅇ 2018년 10월 중국 Qin Gang 외교차관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방문하여 MERCOSUR
4개국 외교차관들과 회동을 갖고 투자 및 통상 문제에 대해 논의함

(ASEAN)

ㅇ 2008년 MERCOSUR-ASEAN간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양측간 정치, 경제, 통상
협력 확대를 위한 상설 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한-MERCOSUR 정책협의회 개최
차수

시기

1

1997.4.23

2

1998.10.5

3

2001.10.26

4

2003.6.12

5

2004.6.4

6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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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파라과이
아순시온

브라질
브라질리아
서울

주요 참가자 (수석대표)

한국측

이기주 외무차관
최성홍 외무차관보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

파라과이
아순시온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

Mercosur 측

파라과이 외무부
경제담당차관
브라질 외무부
중남미통합국장
브라질 외무부
경제차관보

파라과이 외교부
경제차관
아르헨티나
통상차관

우루과이 외교부
통합총국장

2. 양국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완료
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무역협정(TA) 공동연구완료 및 보고서 공식 채택

- 20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공동 연구 개시 발표
- 4차례공동연구실시(‘05.5월, 8월/ ‘06.3월, 10월)
- 공동연구 완료 및 발표 (2007.10.31)

※ 주요 연구결과
		 -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시 GDP 증가예상
			 (한국 : 0.17-2% / MERCOSUR : 0.02-2.74% 전망)
		 - MERCOSUR측은 한국 공산품에, 한국은 MERCOSUR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
			 하고 있어, 양측이 관세인하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모니터, 의약품 및 섬유, MERCOSUR측은 쇠고기,
			 오렌지주스, 대두, 밀, 옥수수, 아연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한-MERCOSUR TA(Trade Agreement) 공동연구 후속조치 현황
ㅇ 2009.7월 파라과이 개최 MERCOSUR 각료회의 계기 양측은 한- MERCOSUR

TA 공동 연구 후속조치로서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s) 서명

4. 한-MERCOSUR 무역투자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Meeting)
ㅇ 2015년4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메르코수르간 대화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합의

ㅇ 2015년5월 제1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공동협의체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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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MERCOSUR 교역·투자협력관계
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가. 교역 현황
연도

수출금액

수입금액

2011

13,319

7,518

2010

8,952

2012

10,155

2016

5,477

2015
2017

※ 출처: 한국무역협회

3,409

5,801

7,717

11,352

2014

무역수지

5,543

11,603

2013

(단위 USD 백만불)

3,886

6,964

4,388

5,554

4,601

4,462

1,015

6,960

4,861

6,603

4,522

2,099
2,081

ㅇ 2017년 기준 한국의 대 MERCOSUR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기기,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로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55.8%를 차지함. 한편 2017년 기준 대 MERCOSUR 5대 수입 품목은 식물성 물질,
철광, 곡실류, 제지원료, 기호식품으로 5대 품목의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67.6%를
차지함.

나. 투자 현황

ㅇ 한국의 대 MERCOSUR 투자는 2017.12월 기준 95.4억 달러를 기록

- 90년대 중반까지는 수산이민 장려와 같은 자원확보형(resource-seeking) 투자 강세

- 최근에는 내수시장 판매를 위한 현지생산시설 투자 등 시장확보형(market-seeking)
투자로 투자의 유형변화
구분

대메르코수르
투자
대한 투자

건수

~‘10
535

‘11

139

‘12

132

‘13

‘14

117

1.4

5

477

금액

89.58

0.58

3.02

0.95

1.99

887

0.19

※ 출처: 대메르코수르 투자(한국수출입은행), 대한 투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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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2

492
4

511

3

1,004
5

811

100

1,069
4

‘17

110

4,286
56

‘16

82

금액

건수

‘15

(신고 기준, 건, 백만불)

총계

56

1,271

4

83

9,537
98.52

6. 한-MERCOSUR 협력 강화
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대외공통관세가 점차로 퇴화하여 미완의 관세동맹에 그치고 있으나 우리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대화채널은 유지 필요

- 2015년 한-MERCOSUR간 대화채널 재가동으로 향후 무역협정 추진 관련 논의를
위한 모멘텀 확보

ㅇ 남미는 천연자원과 식량이 풍부하고 우리는 제조업이 강하므로 양자간 상보적 경제
구조를 활용 가능

7. 한-MERCOSUR TA 협상 개시
ㅇ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한국과 MERCOSUR는 통상장관들은 양측간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제1차 무역협상이 2018년 9월 11(화)부터 15(토)간 우루과이 몬테비
데오에서 개최

IV

평가 및 전망

1. 긍정론
(관세동맹)

ㅇ 1991년 아순시온 협약의 체결로 출범한 MERCOSUR는 짧은 기간 중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

-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역내 교역량이 감소하고 대외공통관세의 예외가 확대되었
으나, MERCOSUR의 공고화를 추진한다는 인식하에 관세동맹의 완결 및 역내 통합을
위해 노력

- 2010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공통관세코드를 채택하고, 대외공통관세 차별 부과를
아순시온 협약이 체결된 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점진적 철폐키로 합의

ㅇ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공동

통화 도입이나 회원국 간 거시경제 정책상의 협력을 통한 공동시장 건설을 위한 조치
들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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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의회, 노동자 권리보호 선언, 회원국간 대학학위 상호인정 등으로 정치, 사회분야
통합 추진의 기구로서도 활용 중

2. 부정론
(회원국 간 낮은 결속력)

ㅇ 회원국 간 이견이 심하고 제도적 장치가 미흡

- 2009년 역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견
심화로 합의 실패

ㅇ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대국이 주도하고, 우루과이나 파라과이 같은 소국들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여, ‘비대칭성’및 ‘불균형’이 역내 통합과 조화의 걸림돌로 작용

-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회원국 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회원국 간 통상 분쟁이 상존하고, 우루과이와 같은 소국이 역외국가와 양자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제약

(미완의 관세동맹)

ㅇ 1995년 관세동맹 초기 대외공통관세의 적용 대상은 전체 관세품목의 85%에 달했
으나, 이후 회원국들의 적용 중단 요구로 현재 적용범위는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ㅇ 실질적인 관세동맹을 위해서는 예외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나, 회원국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ㅇ 1997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역내무역의 절대 규모는 증가했으나 총수출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는데, 이는 역외수출의 주요 품목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메르코수르 자체가 창안자들이 희망했던 역내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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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원일치 의사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베네수엘라 정회원 가입시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우루과이 부통령(Astori)은 베네수엘라 가입 결정을 메르코
수르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라고 언급

ㅇ 신자유주의 독소를 없애는 정치적 비아그라를 투여해 신메르코수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차베스 대통령)를 포용함으로써 당초의 무역 자유화라는 이상은

사라지고 정치사회적 포럼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존재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Montevideo, Uruguay

- 주 소 : Luis Piera 1992, 1er. piso, C.P. 11200 Montevideo,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 전 화 : (598-2) 412-9024
- 팩 스 : (598-2) 418-0557

- W E B : http://www.mercosur.int

- e-mail : secretaria@mercosur.or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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