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10.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와 유라시아경
제연합(EAEU)이

10.1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자유무역협정

(EAEUS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등 3개 무역투자 관련 협
정 서명식을 개최하였음을 공식 발표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1. 싱가포르 - EAEU 간 3개 협정 개요
o 이번에 서명된 협정은 총 3개로서, 싱가포르와 EAEU 집행기구인 유라시
아경제집행위(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를 당사자로 하는
①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②비서비스부문 투자 협정 2개와 싱가포르와
EAEU 회원국 5개 회원국 각각을 당사자로 하는 5개 서비스투자 협정 중
협상이 종료된 ③싱가포르-아르메니아 간 서비스투자 협정 1개임.
o 싱측 서명권자로는 Tharman Shanmugaratnam 선임장관이, EAEU측에
서는 Tigran Sargsyan EEC 의장, Mher Grigoryan 아르메니아 부총리,
Igor Petrishenko 벨라루스 부총리, Alikhan Smailov 카자흐스탄 제1부
총리, Zhenish Razakov 키르기즈스탄 부총리, Anton Siluanov 제1부총
리가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및 EAEU 5개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서명
식에 참석함.

협정 종류
EAEUSFTA 기본 협정
1)

(Framework
Agreement)

세부 내용 및 범위

협정 수

비서비스 부문 투자 협정과 5개 회원
국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서비스

1개

투자 협정을 전체 포괄하는 엄브렐라
(umbrella) 성격의 기본 협정

- 상품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

2)

비서비스 부문

시장 접근, 무역거래 개선사항, 원산지

투자 협정

규정, 관세협력 및 무역 원활화, 기술

(non-service and

장벽, 위생조치 등에 관한 내용 규정.

Investment

- 추가 장에서는 경쟁, 관세협력, 전자

Agreement)

상거래, 환경,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1개

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아르메니아와 체결 완료
3)

서비스 투자 협정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와는 협상 진행 중

5개
(각국 1개씩)

2. 싱가포르 – EAEU 교역, 투자 규모 및 이번 협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o 싱가포르-EAEU 간 양자 교역규모(2018년 기준)는 90억 싱불로서 싱가포
르는 EAEU에 기계와 금속류를 주로 수출하고, 석유 및 광물류를 EAEU
로부터 수입함. 서비스교역(2017년 기준)은 20억불 이상으로서 운송, 금
융, 통신, 무역관련 서비스 중심임.
- 對EAEU 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액은 2017년 기준 200억 싱불을 초과하
였으며, 對싱 EAEU 해외투자액은 115억 싱불 규모임.
o 이번 협정으로 싱가포르 상품과 서비스가 인구 1억 8천만이 넘는 유라시
아 통합 경제권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명된
협정이 최종 발효되면, 현재 싱가포르에서 EAEU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

의 90%가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예정임. 이런 관세 인하/철폐로 광
물연료, 석유 및 정제가공품, 포장식품, 기계 및 기계장비, 화학제품, 의약
품, 정밀 기구 등의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싱가포르와 EAEU는 투자보호,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진흥, 세관
절차 간소화, 경쟁 강화, 무역 원활화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비즈니스 비용 경감으로 양측간 무역, 투자를
더욱 촉진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