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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전문가들의 만류와 사전예상과 달리 영국민들이 EU를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영국과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
한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거치며 누적된 EU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
트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독일
및 프랑스 정상과 주요 EU 기구 수장들이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세
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인 EU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은 우리나라에도 민간과 정부의 장기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EU 체제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유럽통합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시나리오별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
출하였습니다. 이는 EU 체제의 미래가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
업의 중ㆍ장기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정성춘
선임연구위원, 김영찬 초청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 주벨기에
ㆍ유럽연합대사관 김영민 재경관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對)EU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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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
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
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
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
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
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
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
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
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
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
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
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
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
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
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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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
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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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1. 브렉시트와 EU 체제
2016년 6월 23일, 여러 경제기관ㆍ전문가들의 만류와 사전예상을 뒤엎고
영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를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당사자인 영국과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IMF,
OECD 등 국제기구,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영란은
행 등 관련국 중앙은행, 미국 연준(FRB) 등은 경제전망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
가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
고,1) 노벨 경제학상 역대수상자들도 공개서신에서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했
다.2) 국민투표 직전의 여론조사 역시 잔류 측의 여유 있는 우세를 점쳤다.3) 그
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72%의 높은 투표율 아래
52%를 득표한 EU 탈퇴가 승리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세계 금융자산
의 가치가 미 달러 2조 이상 폭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주식의 가치
도 47조 원 이상 폭락하였고, 코스닥시장은 급락에 따라 거래가 일시중지되기
도 하였다.4) 또한 위험자산 기피로 3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5)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은 상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서둘러 개최하였다.6)
관련 문헌은 이민ㆍ난민 유입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세계화와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민들의 반감을 키워서 브렉시트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이민
유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EU에 대한 반감과 브렉시트 찬성률이 높은 경향이 있
었고,7)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역시 그러했다.8) 브렉시트
1) IMF(2016), pp. 13-14; OECD(2016), p. 5; ECB(2016. 7. 7); BOE(2016. 5. 12); Brainard(2016.
6. 3).
2) Akerlof et al.(2016. 6. 19).
3) Cooper(2016. 6. 23).
4) Wearden and Fletcher(2016. 6. 24); 장하나(2016. 6. 24).
5) 한국은행(2016a), p. 1.
6) 기획재정부(2016. 6. 25); 한국은행(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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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고, 특히 당사
자인 영국경제에는 GDP 1% 이상의 피해를 줄 전망이다.9) 영국-EU 간 탈퇴협
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 이러한 피해를 키울 전망
이다.

가. 탈퇴협상 경과
국민투표 이후 취임한 메이(May) 영국총리가 2017년 3월 29일 EU 측에 영
국의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따른 2년간의 탈퇴협상이 시작되었다.10)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양측
의 비준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가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11)
EU 측은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Article 50 Taskforce’
가, 영국정부는 EU탈퇴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가 각각 양측의 탈퇴협상을 전담하고 있다.12) EU 측 협상대표는 프랑스 정부
및 EU집행위원회에서 다수의 고위직을 역임한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이고,13) 영국 측 협상대표는 영국 외무장관을 역임한 보수당 의원 데
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이다.14)
협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①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 ②
7) Arnorsson and Zoega(2016), p. 13.
8) Becker, Fetzer, and Novy(2017), Table 5; Colatone and Stanig(Forthcoming), Tables 1, 2.
9) 김흥종 외(2016), pp. 7~8.
10) Article 50 TEU. 회원국의 탈퇴절차를 규정한 TEU 제50조에 따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탈퇴의
사 통보 후 2년 경과 시점인 2019년 3월 29일 자정에 소멸될 예정이다. 단, 영국을 포함한 EU정상회
의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 탈퇴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11) European Commission(2017. 3. 29).
12) https://ec.europa.eu/info/departments/taskforce-article-50-negotiations-united-king
dom_en(검색일: 2017. 12. 16);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
nt-for-exiting-the-european-union(검색일: 2017. 12. 16).
13) European Commission(2016. 7. 27).
14) https://www.gov.uk/government/people/david-davis(검색일: 201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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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후 EU-영국 관계에 대한 협상 ③ 기존의 관계와 새로운 관계 사이의 이행
기에 대한 협상이다. 메이 총리는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탈퇴협상 종료
전에 타결하여 탈퇴 후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과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
하였다.15) 반면에 EU는 협상지침(negotiating guidelines)을 통해 탈퇴 자체
에 대한 협상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후에야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시
작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16) 이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전반부와 탈퇴 후 관계 및 이행기를 다루는 후반부로 나뉘
어 진행되고, 2017년 6월 19일 1차 협상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만을 다뤘다.17)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의 주요 쟁점은 ㉮ EU 체제 내에서 발생한 영국의 분
담금 중 미정산액과 영국이 받아야 할 미지급 지원금의 정산 ㉯ 영국 거주 EU
잔류국 국민과 EU 잔류국 거주 영국민의 해당국 내 지위 ㉰ EU 잔류국인 아일
랜드와 영국 간 국경 문제 등이다.18) 2017년 12월 15일 EU정상회의를 앞두
고 양측 협상단은 12월 8일에 공동보고서를 발간하여 협상 전반부의 주요 쟁
점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19) 메이 총리와 EU집행위원회 융커(Junker)
위원장은 동 공동보고서를 지지하였고,20) EU집행위원회는 이 공동보고서를
토대로 EU정상회의에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과 후
반부 협상 개시를 지시할 것을 제안하였다.21) 12월 15일 개최된 EU정상회의
15) Prime Minister’s Office(2017. 1. 17).
16) European Council(2017. 4. 29). TEU 제50조에 따라 탈퇴협상은 EU정상회의의 지침을 따르는데,
EU정상회의는 2017년 4월 29일 발표한 협상지침에서 △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을 먼저 시작할 것과
△ EU정상회의가 동 협상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경우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시
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17) European Commission(2017d), pp. 3-4.
18) European Commission(2017. 4. 29).
19) Negotiator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2017).
20) European Commission(2017. 12. 8).
21) European Commission(2017d),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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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후반부 협상을 위한 지침을 2018년 초 채택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행기에 대한 협상지침과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지침을 각각 2018년
1월과 3월 중 채택할 계획이다.22)

나. EU 내 영국의 비중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평화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6개국(네덜란
드, 서독,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이 설립한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출발한 EU는 현재
영국을 포함한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1 참고). 유럽통합의 초
그림 1-1. 회원국별 EU 가입년도

주: 1) 가입 당시 독일은 서독.
2)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3) 회원국명 영문 약자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고.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lo
ssary:Country_codes(검색일: 2017. 12. 28).
자료: 국가별 가입년도는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policy/from-6-to-28-members
_en(검색일: 2017. 12. 7) 참고.

22) European Council(2017b),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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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U 내 영국의 비중

주: 1) 2016년 기준.
2)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 변동가격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기 목적은 전쟁방지였으나, 영국의 1973년 합류 목적은 자국경제 활성화였
다.23)
영국은 EU 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1-2]가
보여주듯이 인구규모 3위(12.8%)이자 경제규모 2위(16.1%)이다. 이처럼 영국
이 EU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쏟
아진 세계의 관심과 탈퇴결정 이후 증폭된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과장
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영국은 EU 통합의 초기 목적이었던 정치적 통
합에 늘 회의적이었고, 경제분야에서도 EU가 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
에는 불참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24) 따라서 영국의 탈퇴로 통합의
심화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면도 있다.

23) George and Bache(2001), Chapter 16.
24) 원칙적으로 모든 EU 회원국은 참가조건을 충족하면 유로지역에 참가해야 하지만, 영국과 덴마크는
유로지역 참가를 공식적으로 면제받았다(Article 119 T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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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 체제의 미래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문헌은 이민ㆍ난민유입 증가를 브렉시트의 주요 원인
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에 이어 치러진 주요 회원국들의 선거에서도 이민ㆍ
난민문제와 유럽통합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고, 일부 정당들은 자국의 EU 탈
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국이 참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
접 관련은 없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통해 드러난 현행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동맹) 체제의 문제점 역시 브렉시트와
뒤이은 주요 회원국들의 선거를 통해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EUㆍ유로지역 내 핵심회원국인 프랑스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유로지역 탈
퇴를 내세운 르펜(Le Pen)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기도 했다.25)
이처럼 유럽통합이 마주하고 있는 유례없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주
요 회원국들은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
며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26) 이처럼 EU의 정치지도
자들이 체제개혁에 대한 여론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EU 체제의 대규
모 개혁이 회원국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
도 현행 EU 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민주적 정통성 결핍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
이다. 2005년, EU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을 통해 EU헌법을 제정하려던 시도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좌절된 경험은 EU 체제의 개혁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수적임을 보여
준다.27)

25) 오태현(2017), p. 4.
2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3장 1절]을 참고하라.
27) European Commission(200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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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통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증하였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중과 정책결정자
들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EU와 주요 회원국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만, EU 체제의 개혁방향은 아직 미지수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와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기업들에도 중ㆍ장기적 의사결정
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EU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 브렉시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민ㆍ난민문제, 유럽의 정체성 혼란,
EU의 민주적 정통성 결핍과 △ 브렉시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유로
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어 현재 EU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역내 통화ㆍ조세ㆍ재정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해당 논의가 향후 유럽통합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EU 체제
의 미래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립하고,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에
대해 한국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기업들이 중ㆍ장기적 판단을 내리
는 데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본 보고서의 [2장]은 현행 EU 체제의 핵심쟁점들을
분석한다. 그 후 [3장 1절]은 향후 EU 체제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5개를 제
시하고, [3장 2절]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5
개 시나리오들에 대한 확률분포를 추정한다. 끝으로 [3장 3절]은 그 중 개연성
이 높은 시나리오들에 대해 [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
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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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2. 의사결정구조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5. 위기관리 수단
6. 노동이민 및 난민

1. 유럽의 정체성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구성원들이 공유하
는 해당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해당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공
동체의 정체성은 구성원들의 현실인식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28) 이
는 서로 다른 주권국가의 연합체인 EU에도 적용된다. 즉, 유럽통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유럽, EU, 유럽인, EU 시민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관련 문헌은 유럽ㆍ유럽인의 정체성 존재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다.29) 특히 유럽통합이 서유럽 위주에서 중동부유럽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의 EU 회원국ㆍEU 시민들이 공유하던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정체성의 혼란은 EU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료들과, 그 정책 속
에서 살아가는 EU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30)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 체제의 개혁은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조약개정을 수반할 경우에는 회
원국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유럽, EU, 유럽인, EU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EU 회원국 국민들이 EU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지역에 따
라서도 큰 격차가 있다. [그림 2-1]의 (가)가 보여주듯이 독일을 포함하여 북부
에서는 EU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반면, 영국,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
에서는 매우 약하다. 특히 EU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EU 전체 평균보다 꾸준
하게 현저히 낮았던 영국(그림 2-1의 (나))이 EU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은 브렉
시트를 계기로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해봄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럽ㆍEU의 정체성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이러한

28) Schmale(2008), pp. 14-19.
29) Schmale(2008), 위의 책, pp. 14-19; 이옥연(2011), 7장.
30) Sdelemeier and Wallace(2000), p.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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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스로를 EU 시민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
(가) 2017년 응답 지리적 분포

(나) 영국민 대 EU 평균 간 격차

주: 1)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의 QD2.1번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 비중.
2) (가)는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정체성의 구성요인이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그림 2-2]가 보여
주듯이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2017년 조사에서는 문화, 역사, 가치,
지리, 법 등을 꼽은 응답자가 증가한 반면 경제, 지역간 연대 등은 눈에 띄게 줄
었다. 이는 EU의 정체성이 시대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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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U 회원국 국민들이 느끼는 EU 정체성 강화 요인

주: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의 2007년 조사 QA40번 질문 및 2017년 조사 QD6번 질문에 대한 응답(3개
까지 선택 가능)의 선택지 간 응답 분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하고, 특히 경제상황이 정체성의 강화ㆍ약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
한다.
이처럼, 유럽통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유럽, EU, 유럽인,
EU 시민의 정체성은 관련 문헌에서도 꾸준하게 논란이 있고, 시민들의 인식에
도 지역과 시대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불안정성은 향후
EU 체제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현상은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의 부상이다. 유럽통합의 역사에 걸쳐 통합에 대한 반대는 늘 있었으나, 최근
들어 유럽회의주의의 세력이 급증하여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으로까지 부상했다.31) 특히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며 유로
31) Hooghe and Marks(2007),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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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07~14년간 회원국별 EU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주: 1) 음수는 악화를, 양수는 개선을 나타내고, 값이 클수록 그 정도가 큼.
2)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CFR(2017), EU Cohesion Monitor DB(검색일: 2017. 11. 29).

지역 내 채권국과 채무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정치세력
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양쪽 모두에서 높아졌다.32)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는 이러한 유럽회의주의가 EU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3]이 요약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14년 동안 EU
주요국에서 EU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악화되었는데, 특히 재정위기의 진앙
이자 해당 기간 동안 경제상황 악화 정도가 더 심각했던 남부유럽에서 태도 변
화도 더 컸다.
경제상황과 유럽회의주의 간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림 2-4]
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회원국별 유럽회의주의 정도와 경제위기 이후 경제상황
악화 정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33)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 대비 2016년
실업률이 높은 회원국일수록 해당 기간 동안 유럽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응답
32) 조동희(2017), p. 4.
33) 종축의 변수를 2007년 대비 2016년 변화가 아닌 2016년 조사결과만으로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다. 그러나 횡축이 해당 기간의 변화분인 만큼 종축도 해당 기간의 변화분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평가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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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정ㆍ경제위기가 향후 반복될 경우
유럽회의주의가 다시 득세하거나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문헌은 유럽회의주의의 배경으로 4가지를 지목한다.34) 첫째는 EU의
민주적 정통성 결핍이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엘리트에 대한 시민
들의 불만, 불필요한 관료주의 등이 유럽회의주의를 키웠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 국가에서 EU 기관으로 점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며 법ㆍ제도 집행의 비
효율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인식하는 EU의 유용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다. 셋째는 EU 차원ㆍEU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금융위기와 재
정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EU 차원에서 추진한 긴축정책이 EU 체제에 대한 시
민들의 불만을 키웠고, 각국의 정치세력이 이러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서 유럽회의주의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넷째는 난민유입 급증에 따라 유럽의

그림 2-4. 2007~16년간 실업률 변화 대(對) EU의 미래를 비관하는 시민 비율

주: 1) 종축은 유로바로미터의 EU의 미래에 대한 전망 조사에서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2007년 9월 조사 대비
2016년 11월 조사의 변화분.
2) 유의확률은 2007년 대비 2016년 실업률 변화와 비관 응답 비율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자료: 1)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2)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34) Bertoncini and Koenig(2014),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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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유럽회의주의로 이어졌
다는 것이다.

2. 의사결정구조
EU 체제의 의사결정구조 역시 현행 EU 체제의 핵심 쟁점이다. 본 절은 의사
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➀ 민주적
정통성 결핍, ➁ 다층적 거버넌스, ➂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EU 차원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립ㆍ집행되기 위해서는 EU 시민들의 지지
가 필요하다. 그런데 EU 차원의 정책은 회원국 간 협상이나 회원국-EU 기관

그림 2-5. EU에 대한 엘리트과 대중 간 인식 차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자국이 EU 회원국임으로써 혜택을 보았다’라는 명제에 대한 의견

자료: Raines, Goodwin, and Cutts(2017), Data Tables,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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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U의 민주성에 대한 EU 시민의 만족도 추이

주: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의 QA17.a번 응답 분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간 협상에 의해 수립된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 국민들은 스스로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수립한 정책의 적용을 받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간의 유럽통합 역시 시민들의 의견
보다는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주의적(technocratic) 행정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35) 이를 반영하듯, [그림
2-5]가 요약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에 EU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엘리트들은 자국이 EU 회원국임으로 인
해 자신이 혜택을 보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 반면 일반 대중은 EU로부터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EU는 민주적 정통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EU
차원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브렉시트의 주요 원인으로 제
기되기도 하였다.36) [그림 2-6]이 보여주듯, EU의 민주성에 대한 회원국 국민

35) Schrag Sternberg(2013), Chapter 7.
36) The Economist(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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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관 신뢰도 관련 EU 회원국 국민 설문조사 결과

주: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의 QA8, QA1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들의 만족도는 2000년대 중반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한 이래, 하락 추세 속에
만족과 불만족이 10%p 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EU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유럽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등의 제도를 통해 시
민들에게도 법안발의권을 부여하고,37) (회원국별로) 직접 선출되는 유럽의회
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EU 정책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EU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다.
[그림 2-7]이 보여주듯,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을 신뢰한다는 시민의 비
율이 절반을 크게 밑돌고, 2000년대 중반 이래 감소추세에 있다. 유럽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37) 유럽의회 선거권을 가진 EU 시민들 중 총 7개 이상 회원국의 7인 이상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2달
이내에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23개 EU 공식 언어 중 하나를 시민발의 언어로 등록한 후, 12개월 이
내에 총 7개 이상 회원국의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발
의가능여부를 통보받는다. 자료: Regulation (EU) No 211/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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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유럽의회선거 투표율
(가) 추이

(나) 국가별 분포(2014년 기준)

주: (나)는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http://www.europarl.europa.eu/elections2014-results/en/turnout.html(검색일: 2017. 11. 29)

있다.
EU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반영하듯이, [그림 2-8]을 보면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이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4년 유럽의회선거의 투표율은 42.61%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의회가 실질
적으로 시민들의 대의(代議) 기능을 못하고 있고, 따라서 EU 차원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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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중 유럽의회가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나 이사회를 감시ㆍ
감독하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38)
[그림 2-8]은 또한 시민참여의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중동부유럽 신규 회원국들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EU의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이로 인해 EU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난민유입 급증에 대한 대응으
로 EU 차원에서 실시한 공동난민정책을 둘러싸고 서부와 동부가 벌이고 있는
갈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나. 다층적 거버넌스39)
28개 회원국들로 구성된 EU는 미국, 독일 등의 연방국가와는 달리 전통적인
의미의 주권국가가 아니고, UN과 같은 국제기구도 아니다. 따라서 관련 문헌은
EU를 그 자체로 고유한 정치체제(sui generis Political System)로 정의한다.40)
현행 EU 거버넌스의 특징은 초국가적 EU 기관(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
회 등), 회원국 중앙ㆍ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익집단 등 다양한 수준의 정치행
위자들이 수평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41) 앞서 설명한 EU의 민
주적 정통성 결핍 역시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산물로 볼 수 있다.42) 또한
38) Fasone(2014), p. 164.
39) EU집행위원회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rules, processes and behaviour that affect the
way in which powers are excercised at European level, particularly as regards openness,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coherence”로 정의한다(European Commission,
2001, Footnote 1).
40) Majone(1996), p. 200.
41) EU의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는 1988년에 집행위원회가 구조기금의 원칙을 확립한 이후에 자
리잡았다(Marks, 1992, pp. 285-286).
42) The Economist(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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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2017년 프랑스 대선 및 독일 총선과 EU
1. 프랑스 대선
□ 2017년 5월 7일 실시된 마크롱(Macron) 후보와 르펜(Le Pen) 후보 간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후보 당선
- 두 후보 간 경쟁은 중도 대 극우, 친EU 대 반EU 간 경쟁으로 요약됨.
- 마크롱 후보는 친기업, 친시장, 친EU의 선거공약을 제시한 반면, 르펜 후보는 EU 탈퇴, 프랑
화로의 복귀,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제시
□ EU를 중시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EU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재정위기와 통합 저해요인을 오히려 통합의 심화를 통해 해결
- 유로지역 경제재무부 및 유럽주권(European Sovereignty) 개념 수립
2. 독일 총선
□ 2017년 11월 현재 정부수립에는 난항을 겪고 있으나, 총선 자체에서는 메르켈(Merkel) 현 총리
가 승리함.
□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EU의 리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임 성공
시 통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전망
- 유럽통화기금(EMF: European Monetary Fund) 설립 주장
- 추가적인 EU 탈퇴를 차단하기 위해 브렉시트 협상에서 엄격한 입장 유지
-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
자료: 오태현(2017), p. 2; 이현진(2017), p. 2.

제도적으로 최종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일주체가 없으므로 소수의 주
요 회원국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EU 차원의 의사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과 프랑스의 선거결과는 유럽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상
자 2-1]이 요약하듯이, 2017년에 연이은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를 앞두고 반
(反)EU 성향인 르펜(Le Pen) 후보의 프랑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나 메르켈
(Merkel) 독일 총리의 연임여부가 큰 관심을 모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1) EU-회원국간 권한분쟁
다층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으로서, EU-회원국간 권한분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표 2-1]이 요약하듯이, 현행 EU 체제에서 통화정책,
43) EU의 법체계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로 구
성된다. 규정은 이들 중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으로,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

32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표 2-1. 정책분야별 EU의 권한
배타적 권한

-

관세동맹
역내 경쟁정책
통화정책
공동어업정책
공동상업정책
국제협약체결

회원국과 권한 공유
-

역내 단일시장
사회정책
지역통합
농ㆍ어업
환경
소비자보호
교통
에너지
자유, 안보, 정의 관련 분야
공중보건
연구개발 및 항공우주
공적개발원조

회원국을 지원하는 데 국한

-

보건
산업
문화
관광
교육 및 체육
행정협력

자료: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LEGISSUM:ai0020&from=EN(검색일: 2017. 12. 6)

통상정책, 경쟁정책 등에서는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세ㆍ재정정책
에서는 회원국이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현행 EU 체제는 EU-회원국
간 권한배분을 명확하게 해둔 것으로 보이지만, 권한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유명한 최근 사례로, EU집행위원회가 2016년에 아일랜드 소재 애플(Apple
Sales International 및 Apple Operations Europe)에 과징금 130억 유로
를 부과한 것을 들 수 있다.44)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
는 아일랜드는, 과징금 결정에 대해 법인세율과 조세감면은 개별 회원국의 권
한이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조세혜택이 EU 경쟁정
책의 정부보조금(선별적 과세특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일랜
드 정부는 2016년 12월에 ECJ(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사법재판

게 적용된다. 지침은 개별 회원국이 별도의 국내입법을 통해 도입하는데, 구속력은 회원국마다 다르
다. 반면 결정은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예: 회원국)에만 적용된다. 권고는 구속력이 없고,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지하는 기능을 한다.
44) European Commission(2016. 8. 30).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나 2003년에 애플에 적용
된 세율은 1% 미만이었고 2014년에는 0.005%까지 낮아졌다. 이로 인해 EU집행위원회는 2014년부
터 애플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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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EU법상 회원국은
항소 중이라도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는 아일랜드 정부가 이러한 환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
여 2017년 10월에 아일랜드 정부를 ECJ에 제소하였다.45)
이처럼 EU 법체계의 구속력과 EU-회원국 간 분야별 권한배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제도를 집행할 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 있다. 이로 인해 EU-회원국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원
국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1951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ECSC를
출범시킨 이래, 유럽통합은 지속적인 심화와 확대를 통해 현재의 체제로 발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통합의 핵심 축으로, 양국관계
는 통합의 구체적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6)
전통적으로 EU 체제 내에서 독일은 경제적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2차대
전의 기억으로 정치적 리더의 역할은 프랑스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유로지역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채권국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증하였다.47) 독일정부는 이
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재정위기 당사국들에 엄격한 긴축정책을 요구했고, 당사
국들은 이러한 요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프랑스가 독일에 맞서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해주기를 기대했다. 프랑스 역시 독일에 비해 약해진 경제력 때문에
EU와 유로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재정위기를 겪으며 표면화된 독일-프랑스 간 입장 차이로 인해 EU는 전략적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양국의 갈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재
45) European Commission(2017. 10. 4).
46) Heisbroug(2015. 7. 15); Dempsey(2015. 9. 24).
47) Mayer(2012), 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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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기 시 ECB의 역할이다.48) 독일은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은 물가안정이지 경기부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ECB의 역할이 EU 조약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역할조정을 위
해서는 조약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프랑스는 미국의 연준
(FRB)과 같이 ECB도 필요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는 EU-회원국간 권한배분 문제와도 연결된다. 재정위
기에 대한 EU의 정책대응은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독일-프랑스 중심의 EU 정
상회의가 주도했다.49)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위기나 브렉시트와 같이 유럽통
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가 불확실하다.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동맹)의 핵심인 유
로지역(Euro Area 또는 Eurozone)은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통화지역으
로, 1999년 11개 회원국으로 출발한 후 7차례 확장을 거쳐 2017년 현재 1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9 참고). 유로지역 참가의무를 공식적으로
면제받은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은 참가조건을 충족하면 유
로지역에 참가해야 한다.50)51)
48) Mayer, 위의 책, Chapter 9.
49) Erlanger and Saltmarsh(2010. 5. 7).
50) Article 119 TFEU.
51)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EMU 자체에 대한 많은 불만과 EMU의 제도적 설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
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EMU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앞서 말했듯이 영국은 유
로지역에 참가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EMU는 EU의 개혁
을 얘기할 때 늘 논쟁의 중심에 있고, EMU에 늘 회의적이던 영국이 탈퇴할 경우 EU 내에서 유로지역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규모로만 보더라도 2016년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유로지역의 EU
내 비중은 영국을 제외할 경우 약 14%p 증가하여 86%에 이른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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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통화지역인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은 ECB와 유로지역 회원국 중앙은행
들로 구성된 유로시스템(Eurosystem)이 전담한다.52) 현행 EMU 체제의 법적
근거인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U 기
능조약)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으로만 정의하고 있는데(Article 127),
ECB는 이를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표준소비자
물가지수)의 연간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에 근접하되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53) 관련 경제학 문헌이 밝혔듯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의 정치적 독립이 필수적이므로,54) TFEU는 통화정책의 수행이 회원국 정부,

그림 2-9. 국가별 유로화 도입년도

주: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52) Article 105(1) TFEU는 비유로존 EU 회원국의 중앙은행까지 포함하는 ESCB(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를 통화정책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은 유로시스템이 수립
ㆍ집행하고 있다(ECB, 2006, p. 45).
53) ECB(2011), p. 64.
54) Kydland and Prescott(1977), pp. 473-474; Grilli et al(1991),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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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U 기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다른 기관이 통화정책에 개입할 수 없
음을 분명히 밝히고, ECB에 법인격도 부여하였다(Articles 130, 282).55)
그림 2-10. EU 회원국별 전체 수출입 대비 역내수출입 비중

주: 1)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2) 2016년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j), p. 64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55) 이처럼 ECB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EMU의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이 강하
고 안정적인 통화의 상징이었던 독일 마르크(Deutsche Mark)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Baldwin and Wyplosz, 2015, Chapt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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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유로지역 참가의 가장 큰 장점은 역내 환전비용 및 환율 불확실성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56) 즉, 유로지역 회원국간 교역에서 환전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미래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서 장기적 관점의 소비와 투자 결정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기존에 역내교역에 참가하고 있던 행위자들의 교역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교역에 참가하지 못했던 행위자들도 새로이
교역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준다.

글상자 2-2.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의 문제점
그림 2-11.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의 문제에 대한 개념적 설명

자료: 저자 작성.

56) 그 외에 가격비교가 수월해짐에 따라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점도 있다(De
Grauwe 2016, Chapter 3). 즉, 서로 다른 상품ㆍ서비스가 동일한 통화단위로 표시되면서 공급자들
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하여 사회후생이 증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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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계속
[그림 2-11]은 가상의 국가인 A국의 (단기) 총수요ㆍ총공급곡선을 A국의 ‘국내총생산(YA)-국내가격(PA)’
평면에 나타내고 있다.58) 우선 A국 경제가 EA0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외생적 충격으로 총수요곡
선이 ADA0에서 ADA1으로 이동했다고 하자. 총수요의 변화에 임금이 반응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때까지 A국은 높은 실업률을 견뎌야 할 것이다. 특히 유로지역 국가들은 높은 해고비용과 임금경직성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59) 또한 실업자 수 증가에 따라 실업보험
등의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수지도 악화될 것이다.
만일 A국이 독자적인 환율ㆍ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면 A국의 통화정책기관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곡선을 다시 ADA0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ADA2로 이동시킴으로써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할 경우 동일한 가격의 A국 제품이 외국통화로는 더 싸지고,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이자율을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국내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A국이 유로지역과 같은 단일통화지역에 속해 있다면 독자적인 환율ㆍ통화정책을 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일 단일통화지역 내 모든 회원국들이 A국과 같은 상황(부정적인 외생적 충격)에 놓여 있다면 단일통화정책기
관은 단일통화의 평가절하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제는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아래에 이어질 내용 참고). 이
경우 국가에 따라 바람직한 통화정책방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국가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게 바람직한 반면, 호황으로 실업률이 낮아진 국가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을 방지하여 구매력을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2. 역내 경제상황 차이에 따른 단일통화정책의 문제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2]는 앞서 살펴본 [그림 2-11]에 가상의 국가인 B국을 추가한 것이다. 우선 A국과 B국 경제가
각각 EA0 및 EB0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A국은 부정적인 외생적 충격으로 총수요곡선이 ADA0에서 ADA1으
로 이동했고, 반대로 B국은 긍정적인 외생적 충격으로 총수요곡선이 ADB0에서 ADB1으로 이동했다고 하자.
이때 단일통화정책기관이 A국이 겪고 있는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환율절하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한다면 A국의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예를 들어 ADA2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ㆍ통화정책은
B국에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B국의 총수요곡선 역시 우측으로, 예를 들어 ADB2로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A국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B국에는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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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5대 경제적 수렴기준
목표

지표

수렴기준

물가안정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을
1.5%p 이상 초과하지 않음.

재정건전성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3% 이하

재정 지속가능성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60% 이하

경제적 수렴
지속가능성

장기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장기이자율 평균을 2%p 이상 초과하지 않음.

환율안정

기준환율과의 격차

심각한 문제 없이 ERM Ⅱ에 2년 이상 참가

자료: PROTOCOL (No 13) TFEU.

이러한 교역활성화 효과는 [그림 2-10]이 보여주듯이 EU와 같이 역내교역의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자연히 더 클 것이다. 여러 실증분석들은 실제로 유로화의
도입이 유로지역의 교역을 상당히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7)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반면에 유로지역에 참가한 국가는 독자적인 환율ㆍ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
으므로 거시경제운영의 큰 수단을 잃는다. [글상자 2-2]는 이것이 가져오는 문
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글상자 2-2]가 설명하듯이 단일통화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역내
경제상황의 수렴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EMU는 유로지역 참가의 필요(충
분)조건으로 [표 2-2]가 요약하는 5가지 경제적 수렴기준을 설정하였고, 역내 경
제의 지속적인 수렴을 위해 EU집행위원회,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U 재무장관회의), ECB 등에 국가별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
57) 예를 들어, Baldwin et al.(2008)은 유로화 도입이 역내교역을 약 5%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하였고,
Flam and Nordström(2006)은 역내교역을 약 26%, 역외교역을 약 12%씩 각각 증가시킨 것으로 추
정하였다. 본문의 맥락에서만 보면 비유로지역 국가 중 EU 역내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체코와 헝가리
의 유로지역 참가 기대이익이 크다.
58) 이와 같은 ‘AD-AS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lanchard and Johnson(2013), Chapter 7 등의
학부 수준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참고하라. [그림 2-11]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총수요곡선은 모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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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시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0)

다. 경제상황 격차
그러나 유로지역 참가 당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참가 이후 경제
상황 수렴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왔다.61) 실제로 유
로지역 경제는 출범 당시의 경쟁력 격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2-13]은 유로지역 전체 평균 대비 개별 국가의 노동생산
성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2-13]은 유로화 도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유로지역 내 상당한 노동생산
성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유로
화 도입 이전에 유로지역 평균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았던 국가들(서부유럽 주요
국)은 꾸준히 유로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남부유럽은 유로화 도
입 이전에도 유로지역 평균보다 생산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격차
가 더 커지고 있다.
단일시장 속의 단일통화지역에서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가 지속되면 이는 자
연스레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단일통화의 도입으로
국가간 교역비용이 낮아지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국가의 수요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국가로 자연스레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14]에 나타난 무역수
지 추이는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 룩셈부르크,
수준(PA)마다 그 가격수준에서 해당 국가의 재화, 용역, 화폐 시장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총수요(YA)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서 연결한 곡선이다.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통화량을 비롯하여 총수요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가격만 상승한다면 화폐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
것이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총공급곡선은 모든 가격
수준(PA)마다 그 가격수준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자들이 선택할 총공급량(YA)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서
연결한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때 생산물의 가
격만 상승한다면 생산자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공급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59) Mayer(2012), Chapter 3.
60) Articles 130, 282 TFEU.
61) Mayer, 앞의 책,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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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유로지역 내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단위: %)

주: 1) 횡축은 연도, 종축은 해당년도의 유로지역 전체 평균(=100) 대비.
2) 끊긴 수직선은 유로지역 가입년도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네덜란드 등 노동생산성이 유로지역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로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리고 있다. 반면에 유
로지역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남부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최근의 위기로 수
입수요가 감소하기 전까지는 유로화 도입 이후 무역수지가 꾸준하게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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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주: 1) 횡축은 연도, 종축은 해당년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수지(음의 값은 적자 규모).
2) 끊긴 수직선은 유로지역 가입년도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양상을 보였다.62)
62) 물론 무역수지는 노동생산성과 같은 공급 측면의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
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두 증거만을 두고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무역수지의 격차를 야기했다
고 할 수는 없다. 2017년 11월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콜로키엄에서 이 점을 지적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님(본 보고서의 심의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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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유로지역 및 EU 내 국가간 실업률 편차 추이

주: 수직 점선은 EU 혹은 유로지역의 회원국 구성 변화 시점을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이러한 경쟁력 격차와는 달리, [그림 2-15]가 보여주듯이 역내 실업률 격차는
유로화 도입 이후 꾸준하게 수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동안 수렴추세가 역전되어 오히려 유로화 도입 이전보다 역내격차가
더 커졌다. 최근 다시 수렴세로 돌아선 듯 보이나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웃돈다.
그림 2-16. 유로지역 내 국가별 경제위기 회복수준

주: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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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의 격차를 심화시킨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에 국가간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
는데, [그림 2-16]은 실제로 국가별 회복수준에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다. 특히 서부유럽 국가들과 아일랜드, 발트 3국 등은 2016년 1인당 국내총생
산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반면, 남부ㆍ중동부 국가들과 핀란드 등은 여
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 EMU 인식 격차
[그림 2-17]은 이러한 경제상황 격차 확대가 자연스레 유로화의 유용성과
EMU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차이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에 따라 경제
그림 2-17. EU 회원국별 경제상황과 EMU 지지율

주: 1) EMU 지지율은 2017년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 87)의 QA16.1번(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경제통화동맹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2) 경제성장률(전년대비)과 실업률(경제활동인구대비)은 2016년 기준.
3)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1)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2)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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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EMU 지지율이 눈에 띄게 다르다.
재정위기와 브렉시트로 EU 체제 전반 및 EMU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높아
졌고, EMU의 개혁은 반드시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EMU의 개혁이
새로운 조약을 수반할 경우에는 회원국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유
그림 2-18. 경제상황과 EMU 지지율 간 상관관계
(가) 실업률

(나) 경제성장률

주: 1) 종축은 2017년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 87)의 QA16.1번(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경제통화동맹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2) 경제성장률(전년대비)과 실업률(경제활동인구대비)은 2016년 기준.
3) 유의확률은 해당 횡축변수와 종축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자료: 1)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2)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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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역 내 EMU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EMU를 개혁하는 것
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국가별 경제상황과 EMU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를 더 엄밀하게 알아보기 위
해, [그림 2-18]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EU 회원국과 유로지역 회원국의 경우로
나눠서 보여준다. EU 회원국 전체로는 국가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유로화ㆍ
EMU에 대한 국민인식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유로지역 내에서
는 유로화ㆍEMU에 대한 국민인식이 실업률과는 뚜렷한 음(陰)의 상관관계를
갖고 경제성장률과는 뚜렷한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일통화 도입으로 인한 유로지역 내 거래비용의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가 실
제로 추가적인 경제성장과 실업률 저하를 이끌었음을 지지한다.

2) 노동이동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최적통화지역에 대한 경제학 문헌은 단일통화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를 해소
할 수단으로 역내 노동이동을 꼽는다.63) [글상자 2-2]의 예로 돌아가서, 만일
A국과 B국 사이에 노동이동이 수월하여 A국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실업인구
가 B국의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면, 이는 무력한 통화정책을 보완하여 A국
의 실업문제와 B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hmer and Schwegmann(2017), p. 3에 따르면 유로지역 내 국가
간 노동이동 수준은 미미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
하지 못하고 있다. 유로지역 내 최대 경제인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에 거주하는
다른 유로지역 국민의 비율이 2015년 기준 2.5%에 불과하고, 특히 남부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유입은 미미하다. 2008~13년 사이에 실업자 수가 350만 명
증가한 스페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인구 순유출은 18만 명에 불과했다. 또한
EU 회원국간 노동이동은 미국의 주(州)간 노동이동의 1/15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4)
63) Mundell(1961), p.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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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로지역 내 국가간 노동이동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언어 및 문화 장
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이러한 장벽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유
로지역에서 단일통화지역의 문제점이 노동이동성 향상을 통해 개선되기는 어
려워 보인다.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앞에서 설명한 대로 EMU 체제는 단일통화지역을 통해 통화정책을 통합한
반면 분권화된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양대 수단 중 통화
정책은 유로지역 전체의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ECB가 전담하는 반면, 재
정정책은 개별 국가가 수립ㆍ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1) 현황
개별 국가가 무분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지나
치게 커질 경우 금융시장은 해당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해당 국가의 자금조달여건 악화, 나아가 파산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단일통화지역 내 한 국가의 재정적자ㆍ정부부채 규모가 시장의 우려를
낳아 해당 국가가 유동성위기에 빠질 경우, 이 국가의 독자적인 해결방안은 정
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긴축(austerity)정책을 펴서 금융시장의 신뢰
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해결방안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어도 회계
64) Mayer, 앞의 책, Chapter 3.
65) Ehmer and Schwegmann, 앞의 책,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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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동성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애초 재정적자ㆍ정부부채 확대의 이유가 경기침체 때문
이었을 경우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악화시켜서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구
조적인) 실제 채무상환능력 문제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로지역과 같
이 역내 경제상황 차이가 클 경우, 금융시장은 추가적인 환전비용ㆍ환율위험
없이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국가의 국채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국채로 자
금을 수월하게 옮길 수 있다. 만일 해당 국가가 단일통화지역에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해당 국가의 실질환율을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경기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단일통화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자동조절기능
이 없다.66)
따라서 단일통화지역 내의 국가가 지나친 재정적자ㆍ정부부채로 파산위기
에 놓이게 되면 단일중앙은행이 해당 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재정의 화폐화,
monetization)하거나 역내 다른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해당 국가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압력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재정의 화폐화
나 구제금융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하게 되므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67) 또한 개별 회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ㆍ정부부채는 유로지역 전체의 재정규율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는 유로지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유로화 약세 및
주가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68)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재정의 화폐화를 강하게 거부하였고,69) 그 결과 EMU
66) De Grauwe, 앞의 책, Chapter 1.
67) EMU의 설계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은 이미 1920년대에 재정의 화폐화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을 경험하였다.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독일제국은행이 무분별하게 재정을 화폐화하였고, 그 결과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은 자산가치 폭락을 통해 중산층을 궁핍화시켰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단일통
화지역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정부부채와 뒤이은 재정의 화폐화였다(Mayer, 앞의 책,
Chapters 3, 8).
68) Baldwin and Wyplosz, 앞의 책, Chapt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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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재정의 화폐화와 회원국간 채무승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ECB나 회원국 중앙은행이 개별 회원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고(Article 123 TFEU),70) 개별 회원국이 타국의 채무를 떠맡는 것도 금
지하고 있다(Article 125 TFEU). 개별 국가의 채무는 오롯이 해당 국가의 것
이고, 차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해당 정부는 파산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회원
국의 재정문제를 오롯이 해당 국가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EMU 체제는 사전적
인 재정규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을 경우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유인을 극대화하려 한 것이다. 유로지역 참가조건 중 재정 지속가능성
조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것이다.71)
한편 이처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없애게 되면 개별 국가의 재정
능력이 금융시장의 신뢰에 따라 좌우된다.72)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가진 국가
는 자국통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하므로, 의지만 있다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국채의 파산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반면 유로지역 회원국은 이러한
파산위험 제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금융시장의 신뢰 여부에 따라 언제든 유
동성위기와 파산에 처할 수 있다. 즉, 금융시장이 정부의 부채상환능력을 불신
할 경우 해당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해당 정부는 자국경제의 필요
와는 관계없이 긴축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부채상환능력을
실제로 약화시켜서 파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ㆍ불신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으로 된다는 것이
다. 앞서 얘기했듯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가진 국가는 이러한 외생적 파산의
위험은 가지지 않는다.
69) Baldwin and Wyplosz, 위의 책, Chapter 16-17.
70) 반면에 통화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PROTOCOL (No 4) Article 18.1 TFEU).
71) Baldwin and Wyplosz, 앞의 책, Chapter 16.
72) De Grauwe, 앞의 책,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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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장치
재정의 화폐화와 국가간 채무승계를 금지하더라도,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 과잉 재정적자ㆍ정부부채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EMU 체제는 이를 보완하고자 유로지역 참가조건에 건전재정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 이후에도 건전재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73)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시정요구와, 나아가 금융제재까지도 부과하도록 하
고 있다.74) 이때 건전재정의 기준은 유로지역 참가조건과 마찬가지로 국내총
생산 대비 재정적자 3% 이하와 정부부채 60% 이하, 혹은 이 수준을 향해 감소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75) Ecofin에서 회원국이 이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는 EDP(Excessive Deficit Procedure,
과잉적자시정절차)에 처해져서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노력이 미흡할 경우 금
융제재를 받는다.
재정규율 약화가 초인플레이션을 낳았던 1, 2차 세계대전 전후 기간의 경험
을 바탕으로 재정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독일은 위와 같은 규정을 보다 구
체화하고 강화하기를 원했다.76) 그 결과로 1997년 6월, SGP(Stability and
Growth Pact, 안정 및 성장 협약)가 탄생하였다. SGP는 회원국이 과잉적자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Preventive Arm)과 과잉적자를 시정
하기 위한 교정적 기능(Corrective Arm), 그리고 규칙위반에 대한 제재방식
을 규정하고 있다. 예방적 기능은 말 그대로 교정적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
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예방적 기능은 해당 국가에 국내총생산의 0.2%를 공
탁하도록 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교정적 기능의 핵심은 EDP인데, EDP
73) Article 126 TFEU.
74) PROTOCOL (No 12) TFEU.
75) 이러한 재정적자 기준은 독일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정부부채 기준은 EMU의 근간을 구성한 마스
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협상 당시의 회원국 평균 정부부채 비율이었기 때문이다. 산술적
으로 재정적자 3%와 정부부채 60%는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 3%와 물가상승률 2%에서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ECB의 물가안정목표와도 양립한다(Baldwin and Wyplosz, 앞의 책, Chapter 16).
76) Baldwin and Wyplosz, 앞의 책, Chap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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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SGP 발효 이후 공조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발효된 조치
조치

발효

주요 내용

지위

European
Semester

2011년 1월

국가간 예산 및 경제정책 사전공조ㆍ감독을 위한 단일
체제 수립

EU법

Six-Pack

2011년 12월 역내 거시경제ㆍ재정감독 강화

Fiscal Pact

2013년 1월

국내법에 균형재정의무 도입

Two-Pack

2013년 5월

∙ 신재정협약 중 재정규칙 관련 내용의 지위를 EU법
으로 격상
∙ 역내 예산 감독ㆍ공조 강화

자료: 1)
2)
3)
4)

EU법
정부간 협약
EU법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0. 9. 7).
European Commission(2011. 12. 12).
European Commission(2013. 5. 27).
European Commission(2017. 2. 22).

는 해당 국가에 국내총생산의 0.2%를 공탁하게 하고 국내총생산의 0.5%에 해
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SGP 자체는 모든 EU 회
원국에 적용되나, 제재는 유로지역 국가들에만 부과된다.77) 그런데 국내총생
산의 0.5%는, 2016년 한국의 경우 약 8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
모로, 이 제재가 부과될 경우 대상국가가 이를 순순히 따를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SGP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며 [표 2-3]이 요약하듯이 회원국
예산 및 재정ㆍ경제정책에 대한 공조와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차례 개정되
었다. 이러한 재정ㆍ경제정책 공조 및 감독 강화는 건전재정 유지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성공적인 단일통화정책을 위한 필요조건인 역내 경제상황 수
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② 현실과의 괴리
건전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그림 2-19]가 보여주듯이 2007년 시작된 대불황
(great recession) 기간 동안 세수감소와 실업보험 등의 세출증가로 유로지역
77) http://www.europarl.europa.eu/atyourservice/en/displayFtu.html?ftuId=FTU_4.2.1.html
(검색일: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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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추이
(단위: %)

주: 1) 해당년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2) 60%의 수평선은 건전재정 기준 표시. 끊긴 수직선은 유로지역 가입년도 표시. 수직 점선은 2007년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다수 회원국의 정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지속적으로 크게 상회하고 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이후
생겨난 건전재정 기준으로의 수렴 추세가 2007년을 기점으로 뒤집혀서, 2016
년 기준 이탈리아는 130%를 상회하였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100%에 근접하고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 53

있다. 특히 재정위기의 핵심에 있었던 그리스는 1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건전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있고 명백한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제재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제재부과의 실질적인 최종결
정이 유로지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Eurogroup)에 달려 있기 때문이
다.78) 제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가들 역시 향후 자신들이 건전재정 기준을
위반하게 될 경우를 감안하여 처벌에 소극적인 것이다.79) 또한 앞서 언급했듯
이 국내총생산의 0.5%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을 때 해당 국가가 이를
따를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03년 11월에 있었다.80)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적자 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것에 대해 EU집행위원회,
ECB, 스페인 정부 등은 제재부과를 주장하였으나, 결정권한을 가진 Ecofin은
독일과 프랑스의 압력에 의해 제재부과를 유보하였다. 오히려 기존의 SGP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SGP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재정건전성 기준에 대한 주요 비판은 ① 마스트리히트조약 협상 당시 회원
국 평균으로 설정한 정부부채비율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고 ②
현재의 기준은 명목국내총생산이 5%씩 성장해야 유지 가능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고81) ③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④ 측정이나 전
망 오류로 잘못된 정책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82) 또한 앞서 설명했듯
이 지역에 따라 기준 충족 정도에 큰 편차가 있어서 해당 기준의 적절성과 제재
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8) Baldwin and Wyplosz, 앞의 책, Chapter 17.
79) Mayer, 앞의 책, Chapter 4.
80) 박진호(2005), pp. 11~15.
81) Baldwin and Wyplosz, 앞의 책, Chapter 16.
82) 최승문(201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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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럽학기제
EU집행위원회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상호감시ㆍ감독을 위해
‘유럽학기제(European Semester)’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개별 회원국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기년도 예산안과 정책계획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
고,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해당 회원국은
이를 반영하여 차기년도 예산안과 정책계획을 수정한다. 이를 통해 유럽학기제
는 개별 회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발생을 사전에 감지ㆍ경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3)
그러나 유럽학기제에서 제기된 평가와 권고를 해당 회원국이 반영할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평가 및 권고 반영 수준은 2011년 유럽학기제 출범 이후 감소
하였다.8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에 집행위원회는 유럽학기제의 절
차를 간소화하고 개별 회원국의 국내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학기제의 실효성과 유용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유로지역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학기제, 재정건전성 기준 등에 대
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 갈등요인
재정위기 이후 실시한 다양한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EU, 특히 유로지역은
여전히 위기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85) 주요 문제로는 △ 재정규율의 실효
성 △ 유로지역 차원의 재정정책 부재 △ 역내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의 부재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EU 및 유로지역 차원의 재정역량
부족은 충격을 완화하고 역내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있다.86)
83) 강유덕(2013), p. 81.
84) Darvas and Leandro(2015), pp. 4-5.
85) European Commission(2017f), pp. 12-17.
86) Buti(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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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동맹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동맹(fiscal union)’이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재정이전 형태로는 유로지역 차원의 예산 창설과
유럽실업보험(European unemployment insurance)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별 국가가 경제적 충격을 받았을 때 유로지역 차원의 예산을 통해 세금을 감
면하거나 부족한 실업급여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재정을 이전하
여 충격의 완화와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개별 지역의 경제적 충격이 재정이전, 금융시장 등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를 비
교하면, EU 및 유로지역은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연방국가보다 훨씬 저조하다
(그림 2-20 참고). 이는 개별 회원국 단위로 존재하는 자본시장의 역내 통합 수
준이 여전히 낮고, 회원국간 재정이전도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동맹은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여 국가간 위험분담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EU 예산은 역내 총생산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이러한 재정이전

그림 2-20. EU 및 유로지역 대(對) 연방국가: 위험분담 수준 비교
(단위: %)

주: 개별 지역의 소득충격이 재정이전, 자본시장, 신용시장 각각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
자료: IMF(2013),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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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87) 이에 따라 유로지역 차원의 예산 창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회원국간 입장차이로 의미 있는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88)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지역 예산 창설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있다. 반
면에 프랑스와 함께 유로지역을 이끌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보적인 입
장을 보이고 있다.89) 이러한 입장 차이의 원인은 경제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21 참고). 프랑스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그림 2-21. 프랑스와 독일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비교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87) 또한 현재 EU 예산의 약 70%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과 경제ㆍ사회ㆍ지역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에 사용되고 있다.
88) Bénassy-Quéré, Ragot, and Wolff(2016), p. 3.
89) Rodrik(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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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1.2%로 저조한 수준이다. 실업률은 2016년 기준 10.1%로, 경제
규모가 유사한 독일이나 영국을 크게 상회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을 개선하고자 대규모 경기부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유
로지역 차원의 재정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독일은 프랑스보다 성장세가
강하고, 실업률은 2016년 기준 4.1%로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현
저하게 낮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유로지역 내 회원국별 재정상황 분포 속에서 역
내 재정이전은 결국 독일의 흑자를 남유럽 국가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
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실업보험은 개별 회원국의 실업보험이 감
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회원국
으로부터 재정을 이전받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유럽실업보험은 개별 회원국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
영할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다. 또한 회원국간 노동시장의 이질성도 유럽실업보
험 도입에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역간 실업률 격차가 큰 상황
에서 유럽실업보험은 독일을 비롯한 저실업 국가가 남부유럽 국가들을 지원하
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유럽실업보험을
지지하고 있지만 독일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조세정책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조세정책은 결정권한이 개별 회원국에 속하는 분야
이다. 그러나 회원국간 조세제도 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EU 차원에서
역내 조세제도 단일화를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으며, EU의 독립적인 재정수
입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EU는 간접세에 한하여 역내 조세조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
럽통합의 초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관세동맹을 통해 역내 국경간 재화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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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상품세 등의 간접세에
있어서도 조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90) 구체적으로, EU 회원국들은 현재
15~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표준부가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림 2-22]는
표준부가세율의 역내 분포를 보여준다. 회원국별 차이는 있지만 헝가리를 제외
한 모든 회원국들이 15~25% 내에서 표준부가세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의 경우, EU 차원의 제도 수립은 Ecofin에서 만
장일치로 결정된다.91)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인세는 현재 EU 차원의 지침이 없
어서, [그림 2-23]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내 격차가 크다. [그림 2-22]와 비교하
면 법인세의 역내 격차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표준편차로 보더라도 법인세는 6.65(%p)로 부가가치세의 2.38(%p)
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회원국별 특성을 보면, 몰타가 35%로 가장 높은 법인

그림 2-22. EU 내 표준부가가치세율 분포

주: 1) 2017년 기준.
2)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n), VAT DB(검색일: 2017. 11. 28).
90) European Parliament(2015), p. 5.
91) Article 115 T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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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EU 회원국별 법인세율 분포

주: 1) 2017년 기준.
2)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KPMG(2017), Corporate Tax DB(검색일: 2017. 11. 28).

세율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프랑스 33.3%, 독일 29.8%, 영국
19%, 아일랜드 12.5% 등이고, 헝가리는 9%로 역내 최저 법인세율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아일랜드, 중동부 유럽 등)가
낮은 법인세율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조세정책의 권한은 개별 회원국에 있지만, 통합의 심화에 따라 회원
국간 조세협력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EU 정상회의는 EMU의 완성을 위한 향
후 과제로 역내 조세협력 강화를 제시하기도 하였고,92) EU의 기능이 관세동맹
에서 단일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직접세에 대한 회원국간 조화도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된다.93) 특히 회원
국간 법인세율 차이는 역내 투자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유치를
위한 선택적 세제혜택 제공은 단일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이러한 이유

92) European Council(2012), pp. 2-6.
93) 단일시장 내 국가간 조세 격차는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재화ㆍ용역, 노동, 자본의 자유로
운 이동(‘3대 이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eal 2007, pp.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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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U집행위원회는 역내 직접세 조화를 위한 지침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회
원국간 입장차이로 의미 있는 진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법인세율
2011년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EU 역내 법인세율의 범위를 제한하자
는 제안이 제기되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94) 이는 개별 회원국에 따라 최적
법인세율 수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림 2-23]이
보여주듯이 EU 경제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33%, 29%의 높은 법인
세율을 통해 세수확대를 꾀하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 체코, 헝가리 등 소규모 개
방경제들은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② 공동연결법인세기준
법인세 관련 또 다른 화두는 EU집행위원회가 2016년 제안한 공동연결법인
세기준(CCCTB: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이다.95)
EU집행위원회는 이미 2011년에도 CCCTB를 제안한 바 있으나 영국, 아일랜
드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EU는 기업활동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도모하
고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5년 만에 CCCTB를 다시 제
안하였으나 여전히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몰타 등의 반대
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대표적인 반대국가로, 개별 국가의 조세통제권한 축소, 조세회피방지
의 비효율성 초래, 타 기구(OECD, G20 등)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의 우월성 등을
반대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 외 반대국가들도 회원국의 고유권한인 직접세에 대
한 주권침해라는 우려를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법인세율 단일화가 아닌 과세

기준 단일화임을 강조했으나, 반대회원국들은 과세기준이 결국 법인세율에 영향
94) BBC News(2011. 12. 7).
95) European Commission(2016b),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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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불가
리아, 아일랜드 등은 이 제안이 소규모 경제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도 제시하였다.

③ 회원국 조세정책 대(對) EU 경쟁정책 간 충돌
또한 회원국의 조세정책과 EU의 경쟁정책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로 하여금 다국적기업 애플에
130억 유로의 세금을 다시 부과하라고 결정하였다.96)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유럽법인에 다른 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선택적 세제혜택을 부여했고, 이는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U법은 회원국 세무당국이 특정 기업에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2003
년 1%, 2014년 0.00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이
세금 전액을 아일랜드에 납부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아일랜드의 주권을 침
해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였다. 2017년 10월, 집행위원회가 아일랜드를 ECJ
에 제소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97)

④ 금융거래세
금융거래세 또한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한 소재이다. 2011년 9월, EU는 역
내 조세체계를 단일화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차원의 금
융거래세(Harmonized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제안하였다.98)
그러나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영국, 네덜란드 등이 이를 금융시장에 대한
EU의 부당한 규제이고 조세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금융거래세 도입에 긍정적이었던 11개 회원국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프
96) European Commission(2016. 8. 30).
97) European Commission(2016. 10. 4).
9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financial-sector_en#fate(검색일: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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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
스토니아)은 협력강화에 동의하였다.99)

5. 위기관리 수단
앞서 설명한 다양한 건전재정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회원국 정
부는 파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앞서 설명한 대로) 회원국 정부의 파산은
유로지역 내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낳을 것이고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외부효
과도 안길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이 적절한 수준이라면 재정위기에 빠
진 회원국이 파산을 피하도록 돕거나 파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유로지역 전
체는 물론이고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유로화 도입 당시의 EMU 체제는 파산을 피하기
위한 위기관리기능이나 파산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공동예금보험 등은 갖추지
않았었다. 재정위기가 발발하고 난 후에야 당장의 필요에 의해 이러한 기능들
을 마련하기 시작했다.100)

가. ESM
위기관리를 위해 EMU가 갖춘 가장 주목할 만한 수단은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이다. 5천억 유로 규모의 상설구제기구인 ESM은 보다
앞서 2010년에 설립된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의 구
제금융기능을 대체하며 2012년에 출범하였다.101) 법적으로 ESM은 유로지역
99) 2013년에 에스토니아가 협력에서 탈퇴하여 금융거래세 논의는 나머지 10개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00)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의 민주적ㆍ법적 정당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Mayer, 앞의 책, Chapter 3).
101) https://www.esm.europa.eu/about-us/history(검색일: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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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회원국간에 2012년 체결된 ESM Treaty(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에 근거를 두고 있다.
ESM의 구제금융은 IMF 구제금융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조건부로 이뤄진다
(Article 12). 구제금융 제공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회원국별 1인의
이사를 지명한다(Article 5). 구제금융과 관련된 사전조사, 사후감시 등은 EU
집행위원회와 ECB가 담당하고, 필요시 IMF의 참여도 요청한다(Article 13).
ESM은 회원국들의 출자금에 기초하여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인구
및 경제규모에 따른 회원국간 출자율 분포는 [그림 2-24]와 같다.
2017년 11월 현재 EFSF와 ESM의 구제금융 내역은 [표 2-4]와 같다.
이처럼 재정위기 기간에 급박하게 출범한 구제금융기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그림 2-25]는 구제금융 수여국의 (독일 대비) 장기가산금리 추이를 그리고
있다. EFSF의 경우 구제금융 시작 전후로 대상국가의 장기금리 추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없지만, ESM의 경우에는 구제금융 시작 후 하락 추세를 보인다.
[그림 2-25]가 시사하는 ESM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로,
[표 2-5]는 구제금융 시작 직전 6개월과 구제금융 초기 6개월간 장기가산금리
그림 2-24. ESM 출자율 분포

주: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SM Treaty, ANNEX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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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EFSF 및 ESM 구제금융 집행 내역
기관
EFSF

ESM

수여국

구제금융 기간

대출 집행 총액

최종만기

아일랜드

2010.12 ~ 2013.12

177억 유로

2042년

포르투갈

2011.5

~ 2014.5

260억 유로

2040년

그리스

2012.3

~ 2015.6

1418억 유로

2056년

스페인

2012.12 ~ 2013.12

413억 유로

2027년

키프로스

2013.4

~ 2016.3

63억 유로

2031년

그리스

2015.8

~ 2018.8

317억 유로

2058년

주: ESM의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정보는 2017년 11월 15일 현재.
자료: https://www.esm.europa.eu/financial-assistance(검색일: 2017. 11. 15)

평균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ESM 구제금융 이후에 해당국의
(독일 대비) 장기가산금리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경제적으로도 유의미
하게 낮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6일,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중반까지 ESM을 EU에서 IMF
와 같은 기능을 하는 EMF(European Monetary Fund)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
하였다.102) 이는 위기대응 수단으로 프랑스가 제안한 유로지역 예산 창설에 대
해 독일이 제시한 대안이다.103) 그러나 프랑스-독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이
제안의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104) 프랑스는 EMF가 개별 국가의 재정정책에
대한 유로지역 차원의 규제강화를 수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105)
표 2-5. ESM 구제금융 수여국의 구제금융 직후 장기가산금리 차이
수여국

차이

유의확률
0.001

스페인

-1.307

키프로스

-0.920

0.010

그리스

-1.260

0.002

주: 유의확률은 10년 만기 정부채 독일 대비 가산금리 월평균 값이 구제금융 시작 직전 6개월과 직후 6개월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자료: ECB(2017), Statistical Data Warehouse DB(검색일: 2017. 11. 17).
102) European Commission(2017. 12. 6).
103) Mayer, 앞의 책, Chapter 7.
104) Brunsden and Khan(2017. 12. 6).
105) Financial Times(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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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EFSF 및 ESM 구제금융 수여국 장기가산금리 추이
(단위: %p)

(가) ESFS: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나) ESM: 스페인, 키프로스, 그리스

주: 1) 유로화 표시 10년 만기 정부채 독일 대비 가산금리 월평균.
2) 끊긴 수직선은 구제금융 시작월.
자료: ECB(2017), Statistical Data Warehouse DB(검색일: 2017. 11. 17).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2015년 11월 24일, EU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의 공동 예금보험인 EDIS
(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106)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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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EDIS 단계별 계획
단계

연도(y: 시작년도)

계획

보호한도

재보험

y

~ y+2

개별 국가의 예금보험기금이 소진될 경우에 한해서, 부
족분의 20% 이하를 EDIS가 지급

공동
보험

y+3

~ y+6

∙ 개별 국가의 예금보험과 EDIS가 동시에 지급
∙ 지급액 중 EDIS 부담비율은 1차 년도에 20%로 시
작해서 매년 20%p씩 상승

단일
보험

y+7

~

1인당
1십만
유로

EDIS가 100% 지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b).

행위원회의 제안은 현재 개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2024년에는 완전한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표 2-6]은 단계별 계획을 요약하고 있다. 해당 은행에 추가적인 부담을 일으키
지 않도록 은행은 기존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중 EDIS에 귀속되는 비
율은 EDIS가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1) 배경
유로지역은 단일시장 속의 단일통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 자금조달비용은 은행의 신용창출능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민간,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의 자금조달비용은 다시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변동과 성장잠
재력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역내 국가간 경제상황의 수렴과 건전재정 유지가 성공적인 단일통화지역 운
영에 필수적이므로, 유로지역은 이러한 역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림 2-26]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유로지역 재정위기 시 민간차입비용
의 국가간 격차도 확대되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별 경제상황과 위기로부
터의 회복수준 격차도 확대되었다. 민간차입비용의 경우 역내 표준편차가
106) European Commission(2015b),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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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유로지역 내 국가별 민간차입비용 격차 추이

주: 비금융기업 차입 이자율 가중평균(cost-of-borrowing indicator for non-financial corporations)의 유로지역 내
표준편차.
자료: ECB(2017), Statistical Data Warehouse DB(검색일: 2017. 11. 17).

2013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2
배에 가깝게 벌어져 있다.
이처럼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에 국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로지역의 예금보험이 개별 국가단위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107)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예금을 받아서 극히 일부만을 남겨두고 대출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자들이 예금의 안정성에 의심을 품게 될 경우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려 할 것이고, 이는 뱅크런(bank run)으로 이어져 실제로 예금
의 안정성이 사라질 수가 있다. 예금의 안정성에 대한 이와 같은 자기실현적 의
심을 차단하기 위해, 유로지역은 개별 국가 차원의 예금보험을 통해 예금의 안
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경우에도 예금보험이
미리 정해진 상한액까지의 예금은 지급하는 것이다.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이용하면,108) 이러한 개별 국가 차원의 예금보험이 유

107) Mayer, 앞의 책, Chapter 11.
108) 조건부확률에 대해서는 Ash(2008), Chapter 4 등의 학부 수준 확률론 교과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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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다. 임의의 국가와 해당 국적
임의의 은행을 상정하고, 국가가 파산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은행이 파산하
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은 다시, 정부가 파산하는 사건
∩ 와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사건  ∩ 로 나눌 수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예금보험이 존재할 때, 후자의 사건  ∩ 이 발생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한도
까지는) 예금이 보호된다. 따라서 예금의 안정성이 사라지는 사건은 ∩ 에
국한된다.
조건부확률을 이용하여 이 사건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   ∣ 

위 수식의 우변에 있는 두 확률 각각에 대해 유로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를 가장 잘 반영하는 변수로 정부부채 규모를 들 수 있다.109)
[그림 2-27]은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을 보여준
다. (가)의 그림을 보면 지역에 따라 정부부채 비중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SGP 기준인 60%는 물론, 100%를 상회
하고 있다. (나)의 그림은 이러한 역내 정부부채 비중 격차가 재정위기를 계기
로 1.5배 가까이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의 수식에서 예금의 안정
성이 위협받을 확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확률 중 첫 번째 확률인 정부가 파산할
확률에 있어서 역내 지역간 큰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는 재정위기를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정부가 파산했을 때 은행이 파산할 조건부확률인   ∣  는 은
행의 정부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대(對)정부 위
험노출 정도의 유로지역 내 편차를 알아보고자 [그림 2-28]은 유로지역 국가별
은행의 보통주 대비 자국 정부채 보유 분포를 보여준다.
109) 대용변수(proxy variable)에 대해서는 Wooldridge(2012), Section 9.2 등의 학부 수준 계량경제
학 교과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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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편차
(가) 2016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분포

(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편차 추이

주: (가)는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1)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2) ECB(2017), Statistical Data Warehouse DB(검색일: 2017. 11. 17).

[그림 2-28]은 유로지역 은행들이 해당 국적 정부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정도가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큰
나라들 중에는 이탈리아가 은행의 자국 정부채 위험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은행이 모국 정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서, 은행의 유동
성과 재무건전성이 모국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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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유로지역 국가별 은행의 보통주(CET1) 대비 자국 정부채 보유 비율

주: 1) 국가별 은행의 바젤Ⅲ 기준 보통주(CET1, 2016년 6월 30일 마감 기준) 대비 자국 정부채 비율 평균 추정치.
2) 에스토니아(EE), 리투아니아(LT), 슬로바키아(SK)는 자료 없음.
3)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7), pp. 1-2를 이용해 저자 작성.

이처럼 앞의 수식에서 예금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확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확
률 중 두 번째 확률인 정부가 파산했을 때 은행이 파산할 조건부확률에 있어서
도 역내 지역간 큰 격차가 있고, 주요국 중에는 이탈리아 은행들의 대정부 위험
노출 정도가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금보험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
황에서 예금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확률에는 유로지역 국가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은행 신용의 국가간 차이로 이어져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차이를 낳고, 앞
에서 본 것과 같은 국가간 기업 차입비용 차이를 낳는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한 성공적인 단일통화지역의 필요조건인 역내 경제상황 수렴을 저해한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인 유로지역 내에서는 예금안정성의 차이에 따라 예금이 빠
르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내 격차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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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전망
위와 같은 배경 아래 2015년 11월 24일, EU집행위원회는 EDIS 창설을 제
안하였다.110)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
다.111) 그러나 EDIS 창설 여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독일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로 EDIS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112) 2017년 9월 독일 총
선 직후의 예상과 달리 메르켈(Merkel) 독일 총리가 3개월 이상 정부구성에 성
공하지 못하면서 EDIS를 둘러싼 유로지역 내 갈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
기 어려울 전망이다.113)
우선 국가별 재정 및 예산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한이 개별 회원국에 있고
은행들의 해당 국적 정부채 보유 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공동예금보험은 개별
회원국들로 하여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재정
이전의 수단으로 전락하리라는 것이다. 둘째, [그림 2-29]가 나타내는 것과 같
이 이탈리아, 그리스 등 일부 국적 은행들의 NPL(Non-Performing Loan, 부
실채권) 비율이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현재 상황에서 공동예금
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원국 국적의 은행들이 이 국가들에 보험을 제공
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것이다. 독일은 이 두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EDIS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ECB도 독일의 이러한 유보입장을 지지하고 있
다.114)

110) 물론, 보험금 지급 확률이 서로 독립적일 경우 보험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보험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이 높아진다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유로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배경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1) Jones(2017. 11. 21).
112) Jones(2017. 11. 17).
113) Herszenhorn and Barigazzi(2017. 11. 20). 메르켈 총리는 2018년 1월 초 사회민주당(SPD)과
만나 대연정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Hansen, 2017. 12. 21).
114) Canepa(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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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유로지역 국가별 은행의 총 대출자산 중 부실채권 비율
(가) 2015년(OECD 평균=3.4%)

(나) 2016년(OECD 평균=2.7%)

주: 1) 핀란드(FI)는 2015년 자료 없음. 벨기에(BE), 키프로스(CY), 독일(DE), 리투아니아(LT), 룩셈부르크(LU), 핀란드(FI),
프랑스(FR), 아일랜드(IE), 포르투갈(PT), 에스토니아(EE), 리투아니아(LT), 슬로바키아(SK)는 2016년 자료 없음.
2)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World Bank(201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B(검색일: 2017. 11. 29).

다. 공동채권발행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EMU 체제에서 재정정책은 분권화되어 있고, 특히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은 개별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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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EU집행위원회 녹서의 유로본드 발행 3가지 안

번호

개별
정부채 대체
정도

1안

완전
대체

2안

3안

부분
대체

공동발행채권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지급보증 수준

조약
개정 필요성

전체
(‘joint and
several’)

Article 125
TFEU 위반

높음

회원국별
할당액
(‘several but
not joint’)

없음

낮음

발행여건 및
유동성 개선
정도

개별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유인 저하
정도

고신용
국가에서
저신용
국가로의
재정이전 정도

중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b).

기로 일부 회원국 정부의 자금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같은 상황의 반복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유로지역 내 정부채를 통
합하여 이른바 ‘유로본드(Eurobond)’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를 반영하여 EU집행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 공동채권발행
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행하였다.115) 녹서는 공동채권발행의 구체적
형태로 [표 2-7]과 같은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배경
앞서 설명했듯이 현행 EMU 체제는 중앙은행의 개별 회원국에 대한 최종대
부자 역할과 회원국간 상호구제를 금지하고 있다.116) 따라서 개별 회원국의 차
입여건은 해당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117) 이로 인해 [그림 2-30]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유로지역 재정위기
당시 일부 회원국들의 차입여건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특히 유로지

115) European Commission(2011b).
116) Articles 123, 125 TFEU.
117) De Grauwe, 앞의 책,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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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재정위기 시기 해당 국가의 10년 만기 정부채 금리
(단위: %)

주: 1) 10년 만기 정부채 분기별 평균.
2) 수직 점선은 해당 국가의 유로지역 참가 시기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역 내에서는 환전비용ㆍ환율위험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자
금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상황의 심각성을 키웠다.118) 그 결과 해당 국
가들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역내 국가별 경제상황의 격차도 확대
되었다.
개별 회원국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에 있어서 유로지역 내
국가간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공동발행채권은 개별 회원국 차원의
118) 위의 책,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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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해당 회원국이 발행한 정부채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또한 이
처럼 채무상환능력이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지급
보증을 하므로 공동발행채권은 그에 상응하는 유로지역 정부채 전체의 가중평
균보다 파산확률이 더 낮을 것이고, 따라서 발행여건도 더 나을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은 공동발행채권의 독일정부채 대비 가산금리가 10년 만기 기준
독일정부채 대비 0.5~0.6%p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19)
채권공동발행 계획이 합의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이다. 그러나 (집행되기 전이라도) 공동발행 합의 소식 자체만으로도 차입여건
이 악화되어 있는 국가들의 향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개선시켜
서 해당 국가들의 차입여건을 바로 개선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120)
또한 공동채권발행은 앞서 지적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국적 간 강한 연
결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로지역 은행들은 해당 국
적 정부채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에 경제적 충격이 왔
을 때 재정위기를 금융위기로 전이시키는 통로가 된다. 공동채권발행으로 은행
들이 자국 정부채 대신 공동발행채권을 보유한다면 그 자체로 은행의 재무건전
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가 은행위기로, 나아가 은행의 신용창출능력
저하를 통해 해당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는 통로도 차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정부채가 동일한 규모의 공동발행채권으로 대체될
경우 해당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개별 정부채 시장의 합보다 우월할 것이
므로 ECB의 통화정책목표 달성도 더 수월해질 것이다.

2) 쟁점 및 전망
한편 공동채권발행은 개별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가지는 외부성을 키움으로
써 개별 국가의 건전재정 유지 유인을 약화시킬 것이다. 즉 개별 회원국이 건전
119) European Commission(2011b), Box 1.
120) European Commission, 위의 책,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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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성과는 채권 공동발행국 전체가 공유하지
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없으므로 개별 회원국은 채권 공동발행국 전체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최적인 수준보다 더 적은 노력만을 기울이려 할 것이다. 마
찬가지로, 재정건전성 악화의 부정적 효과도 채권 공동발행국 전체에 돌아가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없으므로 개별 회원국은 공동발행국 전체의 입장에
서 평가할 때 최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재정규율만을 실행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유로지역의 공동채권발행은 독일의 차입비용을 증가
시킬 것이다.121)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내 위헌소
송에서 독일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공동발행채권 전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형태의 공동채권발행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22)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채권 공동발행에 반대해왔다.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
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통합 심화(개별 국가에서 EU로의 재정주권 이전)
와 현존 정부부채규모 축소가 충분히 이뤄진 후에야 공동발행을 고려할 수 있
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독일과 함께 유로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프랑스는 재
정주권의 핵심적 요소들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123)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장점들 외에도 유로지역 금융체계에도 미국 금
융체계에서 국채(U.S. Treasuries)가 하고 있는 역할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
을 할 금융자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강조하며 공동채권발행의 필요성을 상기
시켰다.124)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채권공동발행에 호의적이었다.125) 그러나 유럽통합

121)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 연구들이 공동발행채권의 금리가 독일 정부채 대비 0.5~0.6%p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위의 책, Box 1).
122) Mayer, 앞의 책, Chapter 5.
123) 위의 책, Chapter 5.
124) European Commission(2017f), p. 22.
125) Mayer, 앞의 책,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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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주의자임을 자처하며 당선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의 부정적인 입
장과 불안정한 정세를 감안하여 유로본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밝힘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형태의 채권공동발행이 가까운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
은 낮아 보인다.126)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2004년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로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기존 EU
15개국)으로 대규모 노동이민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15개 회원국에 거주하는
2004년 EU 가입 중동부유럽 8개국 국적자의 수는 2003년 89만 3천 명에서
2007년 191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3년까지 연평균 6만 2천 명
정도였던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유입은 2003~07년 동안 연
평균 2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이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가장 많
은 노동이민이 이루어져 중동부유럽 노동이민의 2/3 이상을 흡수하였다. 하지
만 2004년 이후에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대한 노동이민이 중동부유럽에서 서
유럽으로 유입된 총 노동유입의 2/3 이상을 차지하였다.127)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시 기존 EU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으로부터의
노동이민을 7년까지 제한할 수 있었다. 중동부유럽 8개국 대상의 제한조치는
126) Münchau(2017. 10. 1).
127) 이는 2004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중동부유럽 주민의 자국 노동시장
진입을 과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한한 반면, 영국과 아일랜드 및 스웨덴은 노동이동의 자유를
전격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위의 3개국을 제외하고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
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 가입 시에
는 핀란드와 스웨덴만 노동이민을 허용하였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유예기간을 설정, 특정 분야와 직
종에 한해서만 노동이민을 받아들였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
색일: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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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2011~15년간 EU 회원국별 이민유출 추이

주: 1) 전 연령 기준.
2) 자국민 수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2011년 5월 만료되었고, 2007년에 EU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제한조치는 2014년 1월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했던 중
동부유럽에서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이 2011년부터 다시 활성화되어 최근까
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31]이 요약하듯이 2011~15년 동안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는 폴란드로, 130만 명 이상이 유출되었다.128)
자국민 인구 수 대비 인구유출 비중은 리투아니아(7.2%), 라트비아(5.8%), 루
마니아(4.5%) 순이었는데,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체코나 슬로바키아는
오히려 EU 회원국 중에서도 인구유출이 적은 편이었다.
[표 2-8]이 보여주듯, EU 경제대국 중 최근의 이민목적지는 독일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2013~15년 사이 독일과 영국의 역내이민이 매년 증
가한 반면 이탈리아는 감소하였다. 역외이민유입의 경우 유럽의 최대 난민수용
128) 한편 중동부유럽 이외의 국가들 중 [그림 2-31]에서 인구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키프로스, 아
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은 해당 기간(2011~15년)에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로, 국내 경제상황
악화가 인구유출을 부추겼다는, 상식적인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EU 역내에서 회원국별 국내 경제
상황 분포가 인구이동 흐름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향후 연구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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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경제규모 4대 EU 회원국으로의 이민유입 추이
(단위: 명)

2013
EU 역내

2014
EU 역외

EU 역내

2015
EU 역외

EU 역내

EU 역외

독일

405,459

283,575

468,274

406,103

513,244

1,015,620

프랑스

136,084

196,556

132,952

206,950

133,354

230,515

이탈리아

91,959

215,495

79,237

198,394

73,756

206,322

영국

219,669

306,377

286,821

345,170

295,285

336,167

주: 전 연령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국인 독일에서 급증하여 2015년에는 백만 명을 상회하였다.
이민 1세대들이 말하는 이민사유 1위는 일자리였다(표 2-9 참고). 특히 이
민 이전에 직업이 있었던 경우일수록 일자리 때문에 이민을 결정한 비중이 더
높다. 이는 이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
표 2-9. 경제규모 4대 EU 회원국 이민 1세대의 이민 사유
(단위: %)

가족결합

교육

일자리
(이민 전 직업 있음)

일자리
(이민 전 직업 없음)

국제보호
및 난민

기타

독일

68.5

60.3

87.7

76.0

57.6

69.7

프랑스

52.4

69.8

73.1

72.7

58.4

67.2

이탈리아

42.5

60.9

78.8

74.5

61.3

66.3

영국

58.8

65.9

92.8

85.9

51.8

73.3

주: 1) 2014년 기준.
2) 노동가능 연령(15~64세)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나. 난민유입 급증
시리아 내전 이후 EU로 향하는 난민의 수가 급증함으로써 대규모 난민유입이
EU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림 2-32]가 보여주듯이 2015년 E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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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EU로의 난민유입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m),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의 난민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11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난민유입 급증으로 유럽의 국경관리 문제가 부각되었다.129) 특히 쉥겐 외곽
지역에 있는 EU 회원국들, 난민의 이동경로에 있는 회원국들, 난민의 최종목
적지인 회원국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크다. 최종목적지인 독일과 스웨덴은 인
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EU의 국경 역할
을 하는 중동부ㆍ남부유럽 국가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가지 이유는 난
민들이 난민지위를 받기 전까지 이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경제적 부
담이다.130) 헝가리는 2016년 10월, EU 차원의 대응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개최하기도 했다.131) 최종목적지 국가들 중에서도 오스트리아나 체코는 난민
유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불법난민유입을 막고자 이탈리아와
의 국경을 통제하고 군대를 배치하려 하여 이탈리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132)
129) 쉥겐지역의 동쪽 끝인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
로베니아가 EU의 동쪽 국경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가 EU의 동남쪽 경계에 있다.
130) http://ec.europa.eu/echo/node/4115(검색일: 2017. 11. 28).
131) Kingsley(2016. 10. 2).
132) Murphy and Binnie(2017. 7. 4).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 81

그림 2-33. ‘우리나라가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비율

주: 1) 2017년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 87)의 QD11.6번(난민을 도와야 하는 자국의 의무)에 반대하는
응답 비율.
2)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그림 2-33]은 서북부와 EU의 국경 역할을 하는 중동부 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
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북쪽으로는 에스토니아에서 남쪽으로는 불가리아에
까지 이어지는 EU의 동쪽 국경에 있는 회원국들은 자국이 난민을 돕는 것에 반
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이 국경에서 멀리 떨
어진 회원국들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표 2-10]과 [표 2-11]이 요약하고 있는 EU집행위원회의 2015년 전망에 따
르면, 난민유입은 EU 전체 GDP를 2016년 0.14~0.21%, 2017년 0.18~0.26%
증가시킬 전망이고, 독일의 GDP를 2016년 0.31~0.43%, 2017년 0.38~0.56%
증가시킬 전망이다. 이처럼 난민유입이 경제의 크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동시에 1인당 GDP, 정부부채, 재정수지 등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
망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난민유입에 따라 1인당 GDP가 0.6% 이상 줄어들고
GDP 대비 정부부채가 1%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서유럽 선진국들의 상황은 위의 전망 중 독일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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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난민유입이 EU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전망
(가) 동등한 수준의 숙련도 가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0.09

0.21

0.26

0.27

0.26

0.26

1인당 GDP

-0.11

-0.15

-0.06

-0.05

-0.06

-0.06

고용

0.06

0.22

0.30

0.31

0.31

0.31

경상수지(GDP 대비 %)

-0.01

-0.02

-0.03

-0.03

-0.03

-0.03

실질임금

-0.08

-0.20

-0.25

-0.22

-0.18

-0.16

정부부채(GDP 대비 %)

-0.05

-0.08

-0.03

0.01

0.01

-0.02

재정수지(GDP 대비 %)

0.00

-0.04

-0.04

0.00

0.03

0.05

(나) 낮은 수준의 숙련도 가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0.06

0.14

0.18

0.17

0.17

0.17

1인당 GDP

-0.14

-0.22

-0.14

-0.14

-0.15

-0.15

고용

0.04

0.18

0.25

0.28

0.29

0.29

경상수지(GDP 대비 %)

0.00

-0.01

-0.02

-0.03

-0.03

-0.02

실질임금

-0.02

-0.12

-0.18

-0.20

-0.20

-0.20

정부부채(GDP 대비 %)

-0.03

-0.02

0.06

0.14

0.19

0.21

재정수지(GDP 대비 %)

-0.02

-0.07

-0.08

-0.05

-0.02

0.00

주: 1) 항목별 기여율(%).
2) EU 원주민 대비 숙련도 가정: (가) 동등한 수준; (나) 낮은 수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a), pp. 51-52.

가깝고, 중동부유럽 신규 회원국들의 상황은 EU 전체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민유입의 긍정적 효과는 서유럽 선진국들에서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유입난민과 원주민 간 관계(보완 혹은 대
체)는 원주민의 노동숙련도에 달려 있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중동부유
럽의 경우 대체관계일 가능성이 더 높고, 저숙련노동의 비중도 높다. 이 경우
난민유입에 의한 원주민의 노동시장 내 피해가 중동부유럽 신규 회원국들에서
더 클 것이다. 이 둘을 조합하면, 상대적으로 난민유입의 긍정적 효과가 작고
원주민의 노동시장 내 피해도 큰 중동부유럽 신규 회원국들에서 난민유입에 더
부정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위기 중 불거진 남부-북부 간 갈등에 이어 난민문제로 인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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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난민유입이 독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전망
(가) 동등한 수준의 숙련도 가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0.16

0.43

0.56

0.67

0.71

0.72

1인당 GDP

-0.69

-0.60

-0.51

-0.43

-0.34

-0.30

고용

0.20

0.56

0.77

0.92

0.99

1.00

경상수지(GDP 대비 %)

-0.03

-0.08

-0.11

-0.12

-0.11

-0.10

실질임금

-0.23

-0.51

-0.61

-0.63

-0.60

-0.56

정부부채(GDP 대비 %)

-0.01

0.17

0.42

0.63

0.81

0.90

재정수지(GDP 대비 %)

-0.10

-0.25

-0.22

-0.21

-0.13

-0.05

(나) 낮은 수준의 숙련도 가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0.12

0.31

0.38

0.46

0.47

0.47

1인당 GDP

-0.73

-0.72

-0.69

-0.65

-0.58

-0.55

고용

0.19

0.52

0.72

0.87

0.94

0.96

경상수지(GDP 대비 %)

-0.02

-0.06

-0.08

-0.10

-0.10

-0.09

실질임금

-0.13

-0.37

-0.55

-0.64

-0.68

-0.69

정부부채(GDP 대비 %)

-0.01

0.16

0.45

0.72

0.98

1.16

재정수지(GDP 대비 %)

-0.11

-0.27

-0.27

-0.27

-0.21

-0.15

주: 1) 항목별 기여율(%).
2) EU 원주민 대비 숙련도 가정: (가) 동등한 수준; (나) 낮은 수준.
자료: 위의 책, p. 52.

부-중동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EU의 정치ㆍ경제적인 의사
결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세력결집으로 이어질 경우, EU 차원의 의사결정에 대
한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U는 2016년에 터키에 경
제지원을 약속하며 난민협약을 체결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한편 영국 내 EU 탈퇴 여론은 2004년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로 역내 노
동이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그림 2-34 참고). 중동부유럽
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영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영국 복지시스템에

8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그림 2-34. 영국으로의 비영국 EU 시민 순이민 추이

주: 끊긴 수직선은 본문에서 언급한 주요 사건 발생년도 표시.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7), Migration Statistics DB(검색일: 2017. 11. 28).

무임승차하여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가진 것이다.
[그림 2-35]가 나타내는 영국인들의 문제의식을 보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 가입 이후 영국으로의 역내이민이 급증하
였고, EU 체제에 따라 불가항력적이 되어버린 역내노동이민에 대한 심각성이
더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들어 난민유입 급증에 대한 불만이 EU의
난민할당제에 대한 반감을 통해 표면화되었던 것 역시 영국민들이 이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 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시리아 난민의 대규모 유입 이
후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유럽으로 확산된 시기에 영국민들도 테러문제를 더
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민ㆍ난민유입 급증에 따라 영국
민들이 해당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EU 탈퇴 여론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있다.
그러나 관련 문헌은 그 반대를 지지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 많다는 것을 보
여준다. 즉, 중동부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의 공공재정에 순(純)기여했음은
물론, 숙련노동자 유치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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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이민 및 테러에 대한 영국 내 여론

주: 1)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의 QA3a번(현재 자국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서 응답 비율 상위항목
각각의 응답 비율.
2) 수직선은 브렉시트 투표일인 2016년 6월 23일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다.133) 이처럼 근거가 희박한 반이민 여론을 영국에서 정치세력이 브렉시트를
위해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EU 핵심국가의 극우정당
지지세 확장에도 적극 활용되었다.134)
이처럼 브렉시트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민문제에는 EU 역내이민과 역외이민
이 결합되어 있고, 이는 최근의 대규모 난민유입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민ㆍ난민문제는 향후 EU 체제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글상자 2-3]은 현행 EU 체제의 이민ㆍ난민 관련 주요 규정을 요약하고
있다.

133) Baldwin and Wyplosz, 앞의 책, pp. 200-210.
134) 조동희, 앞의 책, pp.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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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3. 현행 EU 체제의 이민ㆍ난민 관련 주요 규정
EU 가입희망국이 EU 가입과 함께 내국법으로 수용해야 하는 ‘공동체 확정영역(acquis communautaire)’
은 EU 내에서 이미 공동정책으로 시행되는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신규 회원국이 가입을 위해 반
드시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EU 가입조건이다.137) 총 35개 장(章) 가운데 ‘1. 상품이동의 자유’에
이은 두 번째 장이 EU 역내 이민근로자들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및 조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력 이동의 자유’이다.
역외 이민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법적 근거는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에서 처음 마련되었다. 암스테
르담조약이 쉥겐 관련 법규(Schengen acquis)를 흡수함으로써,138) 국경이동과 관련된 조치들이
EU 차원의 규제 권한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니스조약을 거쳐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기존에는 EU 차원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노동이민과 같은 부문도 EU 차원의 규제에 포함되
기 시작하였다.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제3국 국적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109)을
통해 제3국인의 EU 회원국 내 법적지위에 대한 기본 틀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지침은 EU에 이미
정착한 제3국인의 역내 자유이동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기존의 취지가 약
해진 면도 있다. 한 예로, 회원국 정부는 이미 EU 회원국에 정착한 제3국인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가족결합에 대한 EU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인 Directive 2003/86은 학생 및 연구원의 EU 내 이동
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들을 제외하고는 제3국인들의 EU 이주와 관련된 유일한 법으로, EU 회원국에
서 이미 체류허가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제3국인이 배우자와 직계자손을 초청하는 절차와 조건
을 규정한다. 직계가족을 넘어서는 방계가족의 초청을 허가하는 권한은 각 회원국 정부에 있으며, 일
부 회원국 정부는 입국 전에 언어 습득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유럽의회 및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EU집행위원회는 2008년 공동이민정책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의 반대로
법제화에는 실패하였다.135) 그 후 EU 차원의 공동이민정책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블루카드(Blue Card) 제도 도입 이후 아직까지
EU 전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민정책은 찾기 어렵다.136) 시리아 난민 급증
이후 2015~16년 불법이민ㆍ난민 유입, 관리, 송환과 관련된 정책은 다수 제
135) European Commission(2008. 6. 17).
136) 블루카드 제도는 EU 역외 출신 고급인력의 EU 역내 거주와 노동을 허가하는 것으로, 고급인력에
대한 EU 역내로의 노동이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료: http://ec.europa.eu/immigration
/bluecard/essential-information_en(검색일: 2017. 11. 28).
137) EU 형성의 기초적인 조약인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에서 결정된 법률과 규칙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진 2004년
에는 총 31개의 장으로 나누어 EU 가입협상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총 3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policy/glossary/terms/acqui
s_en(검색일: 2017. 12. 3).
138)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실효성 있는 합의는 1985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국가 간
체결된 1차 쉥겐 협정(Schengen Agreement)으로 역내 자유이동을 위해 역내 국경의 검문소를 철
폐한 것이다. 1990년 이러한 쉥겐 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쉥겐 지역(Schenge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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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EU 회원국별 이민유입에 대한 태도

주: 1) 이민유입에 대한 태도는 2017년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 87)의 QB4번(이민자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2)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l),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2. 3).

내에서 비EU 시민의 유출입과 관련된 통일된 규정이 완비되었다. 쉥겐 비자(Schengen visa)의 발
급, EU 차원의 난민정책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쉥겐 지역 대상국가가 확대되어
현재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28개 EU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가 가입하지 않았고 불가리아, 루
마니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등 4개 신규 회원국들이 아직 미가입 상태이며, 비EU 국가 중 아
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쉥겐 지역에 포함된다. 자료: https://ec.e
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borders-and-visas/schengen_en(검색일: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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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으나, 노동이민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고 정교한 EU 차원의 정책이 부족
했다. 이처럼 EU 차원의 이민정책에 한계가 있었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은 해당 국가 내 노동시장, 주택, 교육, 치안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모든 EU 회원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시킬 경우, 이와 연결된
다른 분야의 자국 고유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이민정책이 적용되는
범위의 설정이 어렵다. 앞서 언급한 블루카드 제도만 살펴보아도 덴마크, 아일
랜드, 영국은 불참조항(opt-out clause)을 적용받는다. 또한 쉥겐 지역의 범
위가 EU 회원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
째, 난민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은 근본적으로 각 회원국에 귀속된다. 리스본
조약은 이민ㆍ난민정책의 최종결정은 회원국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
다.139) 회원국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다르고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다
르다. 또한 [그림 2-36]이 보여주듯이 이민ㆍ난민 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에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역내외 이민유입에 우호적인
반면, 이탈리아, 중동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공동정책의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마. 고령화
이민ㆍ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안은 고령화이다. 이는
이민ㆍ난민이 고령화에 대한 한 가지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40)
EU는 이미 201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저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2040년에는 모든 EU 회원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141) [그림
2-37]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EU의 고령화 수준과 속도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
139) Article 79 TFEU.
140) Lanzieri(2013), pp. 26-31.
141) European Commission(2012), Table A 61.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4%인 국가를 고령화사회, 14~20%인 국가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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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지역별 고령화 추이 및 전망

주: 전망치는 중간수준의 변동 시나리오를 따름.
자료: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DB(검색일: 2017. 11. 29).

보다 월등히 높다.
이처럼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
락과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부담 증가가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세수기반 약화와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
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EU의 잠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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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2020년 중 1.5%에서 2031~60년에는 1.3%로 낮아질 전망이다.142)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와 EU 차원의 해결능력 부재 역시,
평화유지와 함께 유럽통합의 양대 이익으로 인식되던 경제성장에 대한 시민들
의 기대를 꺾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42) European Commission(2012),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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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현행 EU 체제는 통합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통합을 심화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속도에는
회원국간 차이가 있다. [그림 3-1]과 [그림 3-2]가 나타내는 회원국별 통합수
준 순위를 보면, 주요국 중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의 통합수준이 시민
개인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 모두 가장 높다.143) 반면에 프랑스 및 남부유럽 국
가들은 통합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중동부 국가
들은 국가 단위의 통합수준은 매우 높으나 시민 개인 단위의 통합수준은 아직
낮다.
이처럼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행에는 회원국간 시
차를 허용하는 방식을 다중속도유럽(multi-speed europe)이라 한다. [표 3-1]은
이 방식의 장단점을 요약한다. 우선, 제도적 효율성이 강화되어 빠른 정책결정
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미 유로지역과 쉥겐 조약 등을 통해 다중속도유럽을 경
험하고 있으므로 거부감도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브렉시트에서 확인했듯이
회원국간 이견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들의 주변부화(marginalization)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EU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는 정책추진의 공감
대 형성에 방해가 될 것이다. 정책 분야에 따라 상이한 동의ㆍ승인 과정이 필요
할 것이라는 점도 단점이다.
143) ECFR(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조사ㆍ발표하는 국가별 통합수준은 복수
의 지표를 종합한 집계변수이다. 개인 단위 통합수준은 시민의 경험, 참여, 태도, 평가(approval) 등
에 대한 4개의 지표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 단위 통합수준은 회복력(resilience), 경제적 연관성, 재
정, 국경(neighbourhood), 정책 통합, 안보 등에 대한 6개의 지표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 3-1]과
[그림 3-2]가 나타내고 있는 순위는 이들 집계변수의 EU 회원국간 순위이다. 이 집계변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Janning(2016), p. 3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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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지리적 분포

주: Stata 모듈 SPMAP(Pisati 2007)을 이용해 그림.
자료: ECFR(2017), EU Cohesion Monitor DB(검색일: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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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산개도

자료: ECFR(2017), EU Cohesion Monitor DB(검색일: 2017. 11. 29).

다중속도유럽과 달리, 모든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적 없이 분야별
로 부분집합 내에서 통합을 심화하는 방식을 분화된 통합이라고 한다. [그림
3-3]은 현재 EU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화된 통합의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

그림 3-3. 분화된 통합의 사례

자료: https://tineurope.wordpress.com/2015/04/15/differentiated-integration-in-one-graphic-2015(검색일:
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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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1개국간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단일은행감독기구를 포함한 은행동맹
(Banking Union)에 참여하는 26개국, TSCG(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에 가입한 25개국,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협약 등이 해당된다.144)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EU집행위원회는 로마조약 60주년 기념을 앞둔 2017년 3월 1일에 2025년
EU의 모습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백서를 발표하였다.145) 5가지 시나리
오는 ① 현 체제 유지(carrying on) ② 단일시장체제로의 국한(nothing but
the Single Market) ③ 회원국간 차별화된 협력(those who want more, do
more) ④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doing less, more efficiently) ⑤ EU의
권한 강화(doing much more together)이다. [표 3-1]은 이 5개 시나리오를

표 3-1.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5가지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현 체제 유지

특징
-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투자에 집중
- 유로지역 내 협력 강화

단일시장체제로
국한

- EU는 단일시장에 집중하고 그 외 분야는 개별 회원국 전담
- 소비자, 환경, 조세 등에서 회원국별 상이한 제도 실시

통합수준 다양화

- 27개 잔류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그대로 두고 분야별 자발적인 통합 실시
- 분야별 통합 가속화

효율성 높은 분야에 - 효율성이 높은 분야로 통합범위를 좁히되 통합수준은 강화
집중
-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해당 분야 선정
EU 권한 강화

- EU 권한 강화 및 회원국 권한 약화
- 정책결정 가속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k), pp. 15-25.

144) 쉥겐 협약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도 참여하고 있다.
145) European Commission(2017k), pp. 15-25. 백서 발표 5개 주요 분야(사회, 세계화, EMU, 국방,
재정)에서 백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보고서들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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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현 체제 유지는 융커(Junker) 집행위원장이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투자에 집중하고 유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
한다. 그 외에도, 테러대응, 국방, 외교정책, 국경통제 등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
월할 전망인 분야에서도 통합이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단
일시장체제로의 국한은 현재보다 통합범위를 좁혀서 단일시장만을 통합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외의 분야에서는 회원국간 상이한 제도가 실시
될 개연성이 높다. 추가적인 통합은 회원국간 양자ㆍ다자협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회원국간 입장차는 지속ㆍ심화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인 차별화
된 협력은 회원국들이 주제에 따라 자발적으로 뭉치고, 분야별로 통합 참가 여
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역내에서 분야별로 복수의 상이한
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반면에 분야별로 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분야의 통합이 빠르게 심화될 것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인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빠른 통합이 가능할 영역으로 통합의 범위를 제한하되
해당 분야의 통합은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집중 대상 분야에서는 EU
가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회원국들로부터 이양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러한 분야의 예로 혁신, 통상, 안보, 이민, 국경통제, 단일시장, 대규모 투자 등
을 제시했다. 반면에 지역개발, 공공의료, 고용, 사회 등에서는 회원국의 권한
이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권한 강화는 5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화
된 통합을 의미하며, EU는 지금보다 많은 분야에서 회원국과 권한을 공유하거
나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것이다. 유럽의회는 회원국 의회와 마찬가지로 통상,
국방, 안보 등에서 최종승인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유로지역에서는 재정, 사
회, 조세 분야에서 EU의 권한이 더 확대될 것이다. 반면에 통합의 강화에 대한
반응으로 EU 회의주의가 더욱 부상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백서에 대해 회의적이다.146) 5가지 시나리오 간 명확한
146) European Policy Centre 최고경영자 겸 수석경제학자 Fabian Zuleeg 면담(2017. 11. 9,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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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어렵다. 논의를 시작할 계기는 제공했지만, 시민들이 5가지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5가지 시나리오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이해관계를
전망하기도 어렵다.147)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EU 체제의 통합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집행위원회가 5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여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기를 제공했지만, 이 5가지 시나리오
는 EU 체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다중속도유럽, 분화된 통합의 개념과 EU집행위원회의 5가지 시나
리오를 참고하여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다 명확하게 5가지로 다시
정의하였다. [그림 3-4]는 이 5개 시나리오들을 요약하여 나타낸다.
본 보고서의 5가지 시나리오 중 체제개혁에 해당하는 3가지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다.148) 우선,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은 다중속도유럽에 해당한
다. 모든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는 있으나 이행에는 시차를 허용한
다. 회원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추가적인 역량강화 없이 달성
할 수 있는 핵심그룹과 역량 강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비핵심그룹으로 나
뉜다. 반면에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은 분화된 통합에 해당한다.
즉, 사안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만 모여서 통합을 심화하는 것이다. 모
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는 없고, 개별 회원국은 분야별 참가여
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끝으로 ‘통합의 심화: 예외 없는 공동체’는 공동의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Ferran Davesa 박사 면담(2017. 11. 9, 벨기에 브뤼셀).
147) Dempsey(2017. 3. 2).
148)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1번)와 ‘해체’(3번)는 제목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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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본 보고서의 5개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목표를 향해 모든 분야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같은 속도로 통합을 심화하는 것
으로, 실질적인 연방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본 절은 앞 절에서 제시한 본 보고서의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EU 전문가 집
단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브렉
시트 이후 EU 체제의 방향에 대한 종합전망을 실시한다.149) 이를 통해 EU 전
문가 집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가 취할 수 있는 형태들
사이의 상대적 가능성 분포를 추정하고자 한다.
AHP 분석에 참여한 EU 전문가 집단은 총 13명으로, 본 보고서 연구진을 비
149) AHP 기법에 대한 설명은 김흥종 외(2013, pp. 67~76)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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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학계, 정부, 유관기관 등에 있는 국내 최고의 EU 전문가들이다. 일관성
이 없거나 극단적인 답변은 표본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수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AHP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그림 3-4]에 있는 시나리오를 제1
계층과 제2계층으로 계층화하여 시나리오 간 상대적 가능성 분포를 EU 전문가
집단에 문의하였다.
제1계층의 평가항목은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체제개혁, 해체로 구성된다
(그림 3-5 참고). 구체적으로,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는 조약개정 없이 현재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필요시 새로운 제도 도입은 가능하나
협상시한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경우이다. 체제개혁은 조약개정을 포함해 통합
의 심화를 목표로 체제개혁이 추진되고, 협상시한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도
형성된 경우이다. 해체는 말 그대로 EU가 해체되는 경우이다.
제2계층 평가항목은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
러스터 중심’, ‘통합의 심화: 예외 없는 공동체’로 구성된다(그림 3-6 참고). 핵

그림 3-5. 제1계층 평가항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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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제2계층 평가항목

자료: 저자 작성.

심그룹 중심은 공동의 목표는 있으나, 목표 달성 속도는 회원국별로 다르게 적
용되어 핵심그룹과 비핵심그룹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이다. 분야별 클러스터 중
심은 공동의 목표는 없지만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분야에 따라 EU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외 없는 공동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든 분야에서 전
체 회원국이 EU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 AHP 분석: 결과
AHP 분석 결과(표 3-2 참고), 제1계층 시나리오는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가 40.57%, 체제 개혁이 51.27%, 해체가 8.17%로, 체제 개혁 시나리오가 가
표 3-2.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 시나리오 간 상대적 가능성 평가 결과
번호

평가기준

계층 내 중요도

종합 중요도

1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40.57%

40.57%

2

체제 개혁

51.27%

51.27%

3

2-1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43.80%

22.45%

2-2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44.31%

22.72%

2-3

통합의 심화: 예외 없는 공동체

11.90%

6.10%

해체

주: 제1계층 비일관성=0.0081, 제2계층 비일관성=0.003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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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8.17%

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가능성도
40% 이상으로, EU 전문가 집단은 다소 비관적인 방향에도 적지 않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개혁이 일어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일지에 대한 제2계층 시나리
오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과 핵심그룹 중심이 비슷한 정도로 가
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평가되었다(표 3-2 참고). 예외 없는 공동체는 이
들보다 현저히 낮은 11.9%로 추정되었다.150)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상대적 가능
성 분포를 AHP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예외 없는 공동체와 해체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절은 추정 가능성 상위 3개 시나리오
인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핵심그룹 중심의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
심의 멀티스피드 각각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완결성을 위해 통합의 심화와 해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책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통합의 심화는
EU가 연합에서 연방(federation)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EU의
정책 불확실성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한국정부는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대응을 하면 된다. 현재 한국정부의 주EU대표부는 주벨기에대사관
을 겸하고 있으나, 통합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처와 산업별 대표
가 브뤼셀에 상주하면서 EU의 정책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EU는 국제산

150) 제1계층과 제2계층을 단순히 종합하여 산술적으로 가능성을 평가하면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가
40.57%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예외 없는 공동체가 6.1%로 해체(8.1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AHP가 단계적 설문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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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표준 제정과 관련해 미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
에, 한국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제정에 있어서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거
나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U 해체는 가능성은 가장 낮으나, 파급효과는 가장 클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응보다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회원국들이 분야별로 통합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EU집행
위원회의 역할도 분야별로 달라질 것이다. 사안별로 한국정부가 상대해야 할
주체가 달라지므로, 대EU 대응에 있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안별로
주도적 행위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
다. 또한 사안의 전개 과정에서 참여 회원국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
여하지 않은 국가의 추가적인 참여나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탈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한국공관 및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량이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 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U 역내 산업단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들에 가입하거나, 이들을 상대하는 역량도 키
워야 한다.

1) 조세회피 방지 강화 및 금융거래세 도입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EU 차원의 조세제도 조화는 회원국간 이견으
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 방지의 수단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CCCTB(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공동연결법인세기준)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이 탈퇴함에 따
라, 찬성국들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방지 분야의 통합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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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간 공감대가 형성된 금융거래세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이 법인세 관련 통합을 심화할 경우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기업의 진출대상국으로서의
EU 회원국간 매력도 분포가 달라질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ㆍ판매
거점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현지에 있는 공관, 유관기관,
파견인력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기업들에 제공하고, 생산ㆍ판
매 거점 재조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달라진 법인세 제도에 대한 자문, 상담 등을
제공하여 한국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거래세 도입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금융 중심지 변경 가능성과
맞물려 현지 진출 한국 금융기관 및 한국의 대(對)유럽 금융거래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금융 중심지 후보로 프랑크푸르트가 유력하
고,151) 앞서 설명한 대로 독일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등 현지 소재 한국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관련 논
의를 면밀히 관찰하여 제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이 경우 모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이를 바로 실행
할 수 있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나뉜다. 이는 이미 유로지역과 비유
로지역의 구분으로 현실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브렉시트 이후 유로지역
을 중심으로 통합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자연스레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통
합이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151) Finch, Warren, and Coulter(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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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이 경우 독일과 프랑스, ECB, EU집행위원회 등의 역할과 영
향력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지금보다 적은 수의 주요 행위자들을
상대하는 데 집중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EU의 주요 금융관련 기관ㆍ기구가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유로지역 내 산업별 협회ㆍ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1) 중동부유럽의 숙련노동력 구인난 악화
이 경우, 공동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로지역 내 노동시장 통합
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중동부유럽의 숙련노동력은 근로조건과
소득이 나은 유로지역 회원국들로 계속해서 이동할 것이다.152) 따라서 중동부
유럽에서는 숙련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
아가 쉥겐에 가입할 경우 숙련노동력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낮은 인건비로 숙련노동력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중
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현지에 남
아 있는 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최우선과제는 숙련노동력 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공관 및 유관기관들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숙
련노동력 조달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유로지역 내 재정통합 심화에 따른 유로지역 정부채 시장 변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는 현재의 불완전한 단일통화지역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공동예금보
험, 공동채권발행, 유로지역 예산, 유럽실업보험 등이 있다. 유로지역 중심으로
재정통합이 심화되면 (굳이 채권을 공동발행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회원
국 정부채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은 변화한
152) 영국으로 이주했던 중동부유럽 숙련노동력이 브렉시트 이후 귀국할 가능성도 있으나, 유로지역으로
의 이민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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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추어 해외채권 운용전략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외환보유액 등은 운용주체가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유인은 없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 한국정부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공공금융기관, 현지의 금융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공인력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한국의 기관투자자들, 특히 공공
성이 강한 곳에 제공함으로써 변화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로지역 정부채 시장 변화가 유로화 환율에 미칠 영향도 분
석하여 유로지역과의 교역, 현지진출, 나아가 통화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이 경우, 한국정부의 대EU 전략에 큰 변화가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EU
체제에 대한 현재와 같은 불만이나 개혁 논의가 계속될 것이므로, 현지에서의
긴밀한 관찰과 본 보고서와 같은 전망이 꾸준하게 필요할 것이다.

1) 공동난민정책을 둘러싼 핵심국가 대 중동부국가의 갈등 심화
EU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동난민정책은 본 보고서의 시나리오 중 예외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중부유럽 국가들은 벌금을 기꺼이 납부하면서
까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수습됨에 따라 공동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프랑스, 독일 등 현재의 핵심국가들
이 중동부유럽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EU 기금과 연계시킬 경우 갈등이 심
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로지역 참가 후보국들의 유로지역 참가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체
코의 경우 앞서 설명한 유로지역 참가조건 5가지 중 4가지를 이미 충족시키고
있으나 국내 반대여론이 77%에 달해, 2018~22년 중에는 유로지역 참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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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3)
이처럼 공동난민정책에서 비롯된 핵심국가 대 중동부국가의 갈등을 감안하
여, 한국정부는 대EU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동부유럽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
아)의 협력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현
재 중부유럽의 유일한 유로지역 참가국인 슬로바키아로의 진출을 활성화하여
이를 유로지역과 중부유럽을 연결하는 다리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53)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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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HP 설문지
｢EU 체제의 미래 전망｣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EU 체제의 미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능성 정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특정 전망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
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EU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통해 EU 체제의 미래 전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EU 체제의 미래 전망에 대해 전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층화하여 상대
적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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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가.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가능하다
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절
대
가
능

매
우
가
능

가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
⑦ ⑥

⑤

같

약
간
가
능

약간
가능
다

능
④

③

②

①

②

③

가

매
우
가
능

능
④

⑤

⑥

⑦

절
대 평 가
가 항 목
능
⑧

⑨ 항목 C

부록 그림 1. 평가 예

나.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
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
우가 해당됩니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가능성 높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가능성 높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가능성 높다고 응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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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설정)
□ 다음 설문은 그림 2의 EU 체제 전망 전개 가능 시나리오를 제1계층과 제2계
층으로 계층화하여 시나리오 간의 상대적 가능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
니다. EU 체제의 미래 전망에 있어서 어느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EU 체제 전망 시나리오는 융커 EU집행위원장이 2017.3월 발표한 “유럽의 미
래를 위한 백서”를 동 조사의 목적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크게 통합의 수준에
따라 △현 체제의 유지 또는 약화 △통합심화 차원의 체제개혁 △EU 해체로
구분함. 통합의 심화를 위한 체제개혁은 멀티스피드 차원과 모든 회원국의 예
외 없는 통합 심화로 구분

부록 그림 2. EU 체제 전망 전개 가능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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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Ⅰ은 그림 3의 제1계층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조약개정 없이 현재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통합이
추진되며, 필요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가능하나, 협상시한에 대한 강제성 부재

(체제개혁) 조약개정을 포함해 통합의 심화를 목표로 체제개혁이 추진되며, 이
때 협상시한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 형성

(해체) EU공동체 해체

부록 그림 3. 제1계층 상대적 가능성 정도 평가

Ⅰ. 제1계층의 상대적 가능성 정도 평가(전문가적 식견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가
능

매
우
가
능

가
능

약
간
가
능

같
다

약
간
가
능

가
능

매
우
가
능

절
대
가
능

평가항목

현 체제 유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체제 개혁
또는 약화
현 체제 유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또는 약화
체제 개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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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Ⅱ는 그림 4의 제2계층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응답 시 유의
사항 참조).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공동의 목표는 있으나, 이를 달성하는 속도의 차
이를 반영하여 핵심그룹과 비핵심그룹으로 구분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공동의 목표는 부재한 대신,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특정 분야에서 공동체 권한 인정
(통합의 심화: 예외 없는 공동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든 분야에서 전체 회원
국이 공동체 권한 인정
부록 그림 4. 제2계층 상대적 가능성 정도 평가

Ⅱ. 제2계층의 상대적 가능성 정도 평가(전문가적 식견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가
능

매
우
가
능

가
능

약
간
가
능

같
다

약
간
가
능

가
능

매
우
가
능

절
대
가
능

평가항목

멀티스피드: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핵심그룹 중심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멀티스피드: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핵심그룹 중심

통합의 심화:
예외 없는
공동체

멀티스피드:
분야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클러스터 중심

통합의 심화:
예외 없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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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HP에서 요소간 상대적 가중치의 추정방식
□ 의사결정자가 n 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nC2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한 후, 다음의 쌍대비교행렬 An×n을
구성할 수 있는데, 행렬 An×n는 주대각원소가 모두 1이 되는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임.

 
 
 



  
       
  


 

 


 

□ 행렬 A에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벡터 w를 곱하면 다음의 행렬식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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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벡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
단, n은 A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로 행(또는 열)의 수
□ 여기서 w 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중치벡터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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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ost-Brexit EU System: Forecast and Policy
Implications
JOE Dong-Hee, LEE Cheolwon, OH Taehyun, LEE Hyun Jean, and LIM You Jin

The UK’s decision to leave the EU (European Union) has put the Union
in an unprecedented crisis. The exit per se of such a large member state
in both economic and population size is causing turmoil, and the
accumulated discontent towards the current system of the EU during
the euro-area sovereign debt crisis and refugee crisis has come to the
fore due to Brexit. Backed by this discontent, political forces arguing
for their own countries’ exit from the Union have also risen in other
member states, and heads of governments of other major member states
and EU institutions are rushing to propose reforms to the current
system. The deepening and extend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urope right after the World War Ⅱ is put on break, and
the uncertainty on the future shape of the EU has risen to an
unprecedented level. This uncertainty is likely to cause troubles not only
to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but also to thir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long-term decision makings at the levels of business,
consumer and government, due to the Union’s importance in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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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the EU, forecasts its future shape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Chapter 1 briefly follows the evolution of Brexit, sketches the
importance of the UK within the Union and outlines the plan of this
report.
Chapter 2 analyzes the major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 the
following 6 areas: European identity; decision-making structure;
economic divergence among member states; public finance; management
of economic crisis; labor migration and refugees. Lack of identity,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migration-refugee issue are known to
have had direct impacts on the spread of the public demand for exit
from the Union, and economic divergence, public finance and crisis
management have emerged as the major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during the euro-area sovereign debt crisis.
Finally, Chapter 3 categorizes possible shapes of future European
integration and proposes 5 scenarios. Using the AHP method, it
estimate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among the 5 scenario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for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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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김민성ㆍ곽소영ㆍ정민철

17-13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

17-14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7-15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ㆍ염동호ㆍ강부균ㆍ민지영ㆍ윤지현

17-1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ㆍ윤상철ㆍ이종욱

17-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
이 웅ㆍ배찬권ㆍ이정미

17-18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ㆍ이수영ㆍ김혁황ㆍ강영호

17-19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ㆍ배찬권ㆍ이수영ㆍ박지현ㆍ유새별

17-20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ㆍ양문수ㆍ이정균

17-2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ㆍ이상훈ㆍ오종혁ㆍ박진희ㆍ이한나ㆍ노수연

17-22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ㆍ남시훈ㆍ금혜윤ㆍ김낙년

17-2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ㆍ김종덕ㆍ박혜리ㆍ정민철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ㆍ이형근ㆍ이정은ㆍ김제국

17-26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ㆍ정재완ㆍ송영철ㆍ오종혁

17-2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ㆍ김기환ㆍ김수빈ㆍ이진희ㆍ한민수

17-28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
조동희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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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지영 · 최유정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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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조동희(趙東熙)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경제학 석·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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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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