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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연합인가?

유럽연합 창설 목적:

	 	회원국 및 인접국간 평화 구축 및 정착;

	 		유럽국가간 연대 도모·실질적 협력 추구

	 	유럽시민 생활 안보 구축;

	 	경제·사회적 연대 심화;

	 	세계무대속 유럽 정체성·다양성 수호;

	 	유럽 공통 가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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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화

유럽을 통합하겠다는 실존적 정치목표가 현실화되기전까지 이러한 구호는 철학가
와 사상가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빅토르휴고는‘United	States	of	Europe’	
(유럽합중국)이라는 인류의 이상을 주창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상은	20세기 초반 유럽을 폐허로 물들게한 전쟁의 여파로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2차세계대전이 휩쓸고간 상흔속 새로운 희망이 꽃피기시작한다.	
전쟁에서 전체주의에 저항하던 세력들이 유럽을 물들이던 증오와 대결구도를 종
식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로 결의를 모으기 시작한다.	1945년~1950년 로
베르슈만,	콘라드아네다워,	알치데 데가스페리,	윈스턴처칠을 필두로한 용단있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시대로의 여정을 설파한다.	그 결과	
서유럽에서 새로운 기구체가 부상하며 그 근간에 법치주의,	국가간 형평성 보장이
라는 가치가 뿌리를 내린다.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던 로베르슈만은	1950년	5월	9일 경제학자 장모네가 고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창설을 공식 제안한다.	
	

총구를 겨눴던 국가들이 석탄·철강 생산을 담보로한 고위 공동체를 설립한다.	전
쟁당시 원자재로 쓰였던 자재가 화해와 평화의 산물로 진화해 실질적이고 고도의	
상징성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부상한다.	

오늘날,	유럽연합 국민들은 평화속 법치주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주의를 향
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0년대까지만해도 전쟁을 벌였던 구 유고국가들이	EU
에 가입하거나 현재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화를 결코 당연시 여겨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내 경제·사회 위기로 포퓰
리즘,	극단주의,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민주주의,유럽통합의 가치가 훼손
되고 있다.	회원국내,	유럽연합내에 서도 다양한운동을 벌이며 현 제도에 대한 회
의감을 표시하고 있다.	과연 유럽국가간		공동의 대안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현 위
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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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연합인가?

II. 유럽연대강화 III. 안보

유럽연합은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독일 통일을 견인한다.	1991년 소련제국
이 붕괴하자 철의 장막뒤 수십년을 버텼던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 국가들은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에 이른다.	이들 상당수가 미래 운명이 곧 민주주의를 주창하
는 유럽연합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2004년 구소련국가중	8개국이	EU	
가입,	2007년	2개국 가입,	2013년 크로아시아 가입이라는 성과를 이룩한다.	지중해
연안국인 키프로스와 몰타는	2004년 가입후 회원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U	회원국 확장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비 회원국마다 준비단계는 모두 다르다.	
그러나 유럽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가까운 시일내 신규회원국 가입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의 투표자가	EU탈퇴의사를	
밝혔다.	EU는 탈퇴허용 조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탈퇴 절차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
에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유럽은 심각한 안보과제에 당면해 있다.	

유럽 남부에는 종교적 광신도가 고개를 들어 심한 경우 테러로 이어지고 있다.	이슬
람국가(Islamic	State)	또는	‘다에시(Daech)’라는 이름으로 테러가 횡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유럽국가들은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동부지역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리더십하에 러시아가 권력 강화를 위한 전략
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전쟁이 펼쳐지며 극적상황이 유럽 문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소련의 억압을	
받았던	EU국가들은	EU-우크라이나간 연대강화를 기대하는 형국이다.

EU시민들은	EU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 회원국의 안보를 수호해줄 것을 기대하
고 있다.	EU는 인접국을 넘어 발칸반도,	북아프리카,	러시아남부 카프카스,	중동과
도 건설적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동맹국,	특히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유럽기반 안보·방위정책을 수립하여 유럽의 군사·전략적 이익을 반드시 수
호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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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내적,	대외적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테러와 조직범죄 척결을 위해
서는	EU회원국 사법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2015년 이후 전쟁,	독재,	기
아를 피해 난민이 유럽으로 물밑듯 들어옴에 따라,	망명 및 이민부문	EU	공동해법	
모색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EU를 자유·안보·정의를 기치로하는 연합으로 만들어 정의실현과 법치를 기치로
한 평등권 보호가 새로운 도전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는 곧 국가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를 비롯하여 회원국 검찰청,	사법부,	경
찰청간 협력을 증진하는 유럽사법기구(Eurojust)의 적극적 역할 수행또한 기대
해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정치적 목표 실현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목표 달성 수단으로 경제적 협
력을 주창하였다.

유럽인구는 전세계 인구 중 소수를 차지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 견인	
및 강대국 대상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협력이 절실하다.	EU	단일 회
원국의 정치적 결정으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만큼 강력한 입지를 가졌다고 보기
는 힘들다.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신규 소비자를 견인하기 위해 유럽기업은 내수
시장을 넘어서 폭넓은 기반이 필요하며 유럽단일시장이 바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5억1천만을 상회하는 유럽전역의 소비자로부터 더 큰 결실을 이뤄내기 위해	EU는
교역장벽을 해소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범유럽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연대가 필수적이다.	
연대강화는 유럽시민들에 분명한 가시적 성과를 안겨준다.	가령,	홍수 및 자연재
해 강타로 피해를 입은 경우,	EU예산에 의거해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
회가 관리하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은 회원국 및 지역기구에 촉진제 및	
보완제로 기능하여 회원국간 불평등해소에 일조한다.	EU예산에서 출연되는 자금	
및 유럽투자은행 대출금은 유럽내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망 확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소외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범유럽 교역을 증진한다.		
	

IV.  경제·사회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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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연대 강화는 유럽연합이 이끄는 유럽집행위원회의	
핵심 목표이다.

왜 유럽연합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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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글로벌금융위기는EU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촉발했다.
EU회원국 및 기관은 신속한 대응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한편 피해정도가 가
장 심각한 국가에 재정지원을 실시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
스 대상 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고 고통스런 개혁을 수반한 지
원 프로그램은	2014년 대부분 종료된다.	그리스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시행
이라는 최대난제에 봉착하고 그 결과 이듬해 여름 그리스 공공부문	2차협상
을 통해 신규합의가 구축된다.	

그리스 변수라는 예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로’라는 단일통화가 공유되
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위기 당시 유로지역내 투기 및 환율 평가절하를 선방
할 수 있었다.	EU회원국은 일심단결해 공공부채 축소에 나섰다.	향후	EU회
원국에 닥친 최대 난제는 재정위기를 타개함과 동시에 디지털,	친환경 기술
부문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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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계무대속 유럽의 정체성·다양성 수호

다양성속 통합:	
협력은 더 나은 성과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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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 이후 유럽사회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생활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부격차가 상
당하다.	이러한 격차는 경기침체,	제조기반 해외이전,	고
령화,	공공재정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따라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EU회원국간 협력이 그 어느때보
다 중요하다.	

그러나 협력이 곧 회원국 고유의 문화적·언어적 정체성	
말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EU	활동은 지역
별 고유요소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식
문화·관광·문화 등 유럽내 다양한 전통을 더욱 풍성하
게 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지역기
반 문화상품 보급이 한층 용이해 짐에 따라 문화적 다양
성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65년간 이어진 유럽통합의 역사는	EU는 혼자 일 때 보다	
함께 뭉칠때 더 견실한 조직체임을 보여준다.	회원국 혼
자일 때 보다	EU가 단합할 때 경제·사회·기술·상업·정
치적 영향력이 증대된다.	단합된 목소리로 함께 행동할	
때 부가가치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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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은 세계 경제규칙을 수립함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EU회원국들이 대동단결해 단합력을 통해 세계무대 영향력을	
구가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가령,	통상규칙관련 글로벌 협상시	EU역
할을 주목해 볼 수 있다.	EU회원국은 이미 일상 생활관련 원칙 및 기술 규정에 관
한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전 세계 국가에 표본이 됐다.
또 다른 사례로 보건·안전기준,	신재생에너지원 장려,	식품안전 예방원칙,	신기술
개발시 윤리적요소 도입 등 다양한 협력사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EU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주도하며 범지구적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의 가치는	EU가 이끄는 개발협력 및 인도주의 구호로 전세계 곳곳에서 진가
를 드러내고 있다.	

	‘뭉치면 강해진다’는 옛 속담이 오늘날 유럽인의 모습과 맥이 닿아있다.	단합의 가
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EU는 인도적·진보적 가치증진을 옹호하며 글로벌 대변화앞에 인류가 피해자가 아
닌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의 힘 또는 단일국가의 일방적 행동만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EU는 시민 다수가 지지하는 사회 모델과 인류의 목소리를 지지한다.	유럽 시민은	
유서 깊은 다양한 가치와 유산을 수호하며 인권,	사회적 연대,	기업의 자유,	부의	
공정한 분배,	환경 보호,	문화적·언어적·종교적 다양성 증진,	전통과 발전의 조화
를 장려한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은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출범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
닌다.	동 헌장은	EU회원국 및 시민이 오늘날 향유하는 모든 권리를 명기한다.	동일
한 권리 및 가치향유는 유럽시민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된다.	일례로,	모
든	EU회원국은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바 있다.	

VI. 가치

왜 유럽연합인가?



12번의
역사적 단계2CHAP T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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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역사적 단계

   1951		 	6개국 주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1957		 	6개국 로마조약 서명,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1973		 	회원국	9개국으로 확대,	회원국간 공동 정책 도입	

   1979		 유럽의회 최초 직선제 시행	

   1981		 지중해연안국 최초 회원가입	

   1992		 	유럽 단일시장 현실화	

   1993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근거로	EU창설

   2002		 	유로화(Euro)	도입	

   2004		 	EU회원국	25개국으로 확대,	2013년	28개국 회원가입

   2009		 리스본조약 발효,		EU	체제 변화	

    2014		 	EU집행위원회 차기 위원장직 회원국 다수 입후보 경쟁으로 선거실시	

    2015		 	7년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이후 유로존 통합 및 완만한 경제성장세로 점진적 회복



14

1.	 	1950년	5월	9일 슈만선언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립을 제안하며	1951년		
4월	18일 파리조약 시행으로 공동체가 정식 발족된다.	공동체의 목적은 벨
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간 석탄·철강시장	
공동화를 꾀하여	2차세계대전 종전후 승전국과 패전국간 평화를 구축해 단
일한 제도내에서 국가간 평등성을 강화하여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2.	 		6개회원국은	1957년	3월	25일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
경제공동체 창립을 결정한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폭넓은 단일시장 구상을 목표로 하였다.	1968년	7월	1일	6개회원국간 관세
가 폐지된다.	또한	1960년대 통상·농업 공동정책이 도입된다.	

3.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회원 가입을 결정하면서 공동체는 성공가도에 올
라선다.	1973년 비로소 회원국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장된다.	동시에 새
로운 사회·환경정책이 도입된다.	1975년 유럽지역개발기금이 출범한다.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슈만이 최초로 공동체 수립을 제안하며	
이것이 곧	EU의 모태가 된다.	이 날을 기념하여	5월	9일을	EU창립일로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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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79년	6월 보통선거을를 허용하며 최초로 유럽의회 직선제가 시행돼 역사
적 이정표를 마련한다.	유럽의회 선거는	5년을 주기로 시행된다.	

5.	 	1981년 그리스가 공동체에 가입하며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도 회원국이 된
다.	이들국가에 독재체제가 붕괴된 이후의 일이다.	남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
장되면서 지역원조프로그램 시행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된다.

6.	 	1980년대 초반 전세계 경기침체로	‘유로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1985
년 자크들로르 유럽집행위원장 주도하에 집행위가 백서를 발표하며	1993년	
1월	1일까지 유럽 단일시장을 구현할 것을 천명한다.	시장 출범을 담은 과감
한 목표는 단일유럽의정서에 명기되며	1986년	2월 서명,	1987년	7월	1일 정
식 발효된다.	

7.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유럽의 정치적지형은 급격히 전환된다.	이후	1990
년	10월 독일이 통일되고 중부 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
되면서 민주주의 봄을 맞는다.	소비에트 연방은	1991년	12월 공식 해체된다.	

	 	

	 		동시에 회원국은 신규 조약 협상에 나서고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회
원국 국가·행정수반이 조약을 공식 채택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기존 공동
체에 대외정책,	사법,	내무 부문 정부간 협력을 추가하여,	공식 출범하는 유럽
연합(EU)의 근거가 된다.	EU는	1993년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8.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3개국이	EU에 가입하며 회원국이	15개
국으로 증대된다.	당시 유럽은 세계화라는 난제에 직면한다.	신기술 도입과	
인터넷 사용 급증으로 경제가 현대화 되는	동시에 사회·문화적 긴장이 고조
된다.	

	 	한편,	EU는 역사상 가장 과감한 프로젝트인 유로화 도입을 결정하며 기업,	
소비자,	여행객에 편의를 가져온다.	2002년	1월	1일	EU	12개 회원국내 자국	
화폐를 대체할 유로화가 공식 출범하며 오늘날	‘유로존’의 토대가 된다.	유로
는 이후 전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였다.	

12번의 역사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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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0년대 중반	EU회원국 확대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구
소련권에 속했던	6개국인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
마니아,	슬로바키아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동시에 소련연방
국이던 발트	3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구유
고국가인 슬로베니아,	지중해	2개국 키프로스와 몰타가 회원가
입 의사를 밝힌다.			

	 	EU는 유럽대륙의 안정을 도모하고 유럽통합으로 신생민주화	
국가에 혜택을 주고자 적극 나선다.	1997년	12월 협상이 개시
되고 회원가입 신청국 중	10개국이	2004년	5월1일	EU에 공식	
가입한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007년,	크로아티아가	2013
년 회원국이 되면서	EU	회원국이	28개국으로 확장된다.	

10.	 	21세기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몸집이 커진	EU에 단
순성과 효율성이 증대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해졌다.	EU헌법	
초안을 통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고	2004년	10월 서명되며 기
존 조약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2005년 프랑스,	네덜
란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법안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유럽대륙을 휩쓸던 지난한 분열조짐이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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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역사적 단계

		 	유럽헌법은 리스본조약으로 이후 대체되며	2007년	12월13일 서명,	2009년	
12월1일 공식 발효된다.	리스본조약의 목적은 기존조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
니라 보완하고자 함이며 헌법에 명시된 주요 변화를 담고있다.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도입,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도입등이 리스본조약으로 구현된다.		

11.	 	2014년	5월 회원국 정당이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입후보 공천권을 갖게 된
다.	이에 따라 이후 시행된 유럽선거는	EU의 제도적 규범에 주요 전환점이	
된다.	유럽이사회는 리스본 조약에 의거해 최다득표를 확보한 정당의 후보를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로써 룩셈부르크 유럽국민당의 장클로드융커가 집
행위원장으로 취임한다.	융커 위원장은 유럽의회 친유럽 연대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며 사회주의당,	진보당을 아울러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2014년 선거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유로비관론을 옹호하는 정당이 총 의
석	751석중	100석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들 정당은	EU의 기성 다수정당과
의 반대 노선을 분명히 표방하며	EU통합 및 이민정책에 회의론을 주창한다.	

12.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대응해	EU는 은행 안정
화,	공공부채 감축,	회원국(유로회원국 중심)	경제정책 조율 메커니즘을 고안
한다.	이후 수년간 구조개혁 및 정부 재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성장
이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다.	

	 	유로지역 경제정책은 유럽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 리더십하에 더욱 탄탄해
지고 있다.	두 위원회는 회원국간 타결된 협정 이행에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건전한 공공재정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증대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는 전략투자기금을 조성
해 신규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관협력파트너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 확대,
선린우호관계 
증진3CHAP T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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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회원가입을 위한 민주적·정치적·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럽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	

	 	성공적인 회원 확장세로	EU	회원국은	28개국으로 확장된다.	2016년 발칸반도	6개국과 터키가 회원가입을	
희망하여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국가별 가입 준비 현황은 상이하다.

	 	신규회원국은 기존 회원국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할 때 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EU는 승인이전 신규	
회원국 수용 역량 및 현행 제도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해 반드시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14년~2019년	EU의회 회기동안은 경제성장에 주력할 것이며,	EU	신규 회원국은 없을 것이다.			

	 	냉전이후	EU는 근린정책과 관련하여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위기에 정점을 찍으며 외교·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내 극단주의 세력이 중동 지역 테러에	
가담하면서 유럽의 근본적 가치 및 이익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백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에	
물밑듯 몰려오면서 장기적으로 유럽에 막대한 정치적·인도주의적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럽연합 확대, 선린우호관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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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원국 조건 

A.  법적요건 ‘코펜하겐 조건

유럽통합은 정치적 경제적 과정을 표방하며 조약 서명 및	EU법안 준수에 준비가	
끝난 모든 회원국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	리스본조약	49항은 자유,	민주주의,	인
권 및 기본자유권 존중,	법치주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는 유럽 국가라면 누구라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B.  ‘코펜하겐 조건’ 

1993년 공산권 국가들이	EU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유럽이사회는 가입 희망국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회원국 지위를 부여함을 명시한다	:	

•		민주주의,	법치주의,	소수인종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		정상적인 시장경제 구축 및	EU내 경쟁 압박 및 시장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		회원국 의무사항 및 목표 지원 역량.	EU법안을 실제로 적용하고 시행할 역량을	
확보한 행정부 구축	

C. EU회원 가입 절차

우선 회원후보국과	EU를 대표하는 유럽집행이사회간 가입 협상을 개시한다.	가입
협상 완료 후,	EU회원국은 이사회 회의를 실시해 만장일치로 합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EU의회는 절대 과반수로 이사회 결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회원국 및 후보국
은 각각 자국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가입 조약을 비준한다.	

협상기간동안,	회원후보국들은	EU로부터 대게	‘가입전’	재정지원을 받아 준비기간	
동안 경제력을 강화한다.	또한,	후보국은	EU와	‘안정화 및 가입관련 조약’을 체결한
다.	동 협정사항에 따라	EU는 후보국이 가입을 위해 실시해야 할 경제·행정 개혁	
현황을 직접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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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륙통합

A. 28개국 연합 

유럽이사회는	2002년	12월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유럽통합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다.	회
원국을	12개국 증대함으로써 단순히 지리적 범위나	
인구수 확장을 꾀할 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분열의 고리에 종지부를 찍는다.	수
십년간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유하지 못했던 유럽국
가들도 비로소 민주주의의 가도로 향하게 된다.	체
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
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지중해연안국 키프
로스,	몰타가	2004년 공식 회원국이 된다.	이어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2007년 회원국이 된다.	크로
아티아는	2003년 가입신청에 착수하고	2013년 공
식 회원국이 된다.	

신규 회원국,	‘아드리아해의 진주’
㇐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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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협상개시 및 진행 

오랜기간동안	EU와 협정관계를 구축해온	NATO회원국 터키가	1987년 공식회원국	
가입을 신청한다.	터키의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 역사를 고려해	EU는 고심에 고심
을 거듭한다.	그러나	2005년	10월 비로소 가입협상을 개시하기에 이른다.	일부	EU
회원국은 터키가 당위성을 가지고	EU회원국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
하며 회원국 지위 대신	‘특별협력국(privileged	partnership)’지위를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2015년 터키가 자국을 경유하는	EU망명자 수를 제한·감축할 것을 합의
하면서 다시 협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EU는 정치개혁 및 기본권 부문에서 터
키에 주요 시사점을 주고자 하며,	정치·인권 사안은 결코 회원가입에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			

구유고슬라비아의 일원으로 구성된 서부 발칸국 다수가	EU로 노선을 돌리며 경제
재건에 나서고 동시에 인종·종교 갈등으로 얼룩진 인접국 관계개선에 착수하며 민
주제도 공고화에 힘쓴다.	이에	EU는 알바이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2016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코소보는	2008년 독립
을 선언하는데 현 지위에 대해서	EU는 편향적 시각 없이 접근하며 코소보 독립선
언 여부에 관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244호 및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안을 준용한다.	만약 코소보 지위에 관한 협상이 타결 되었다면 코소보 또한 후보
국 지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EU가입 공식 협상도 개시되어 진행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는	2009년		EU가입을 공식신청한다.	
가입협상은 아이슬란드 요청에 따라	2013년 중단된다.	아일랜드 경기가 회복양상
을 띠면서	EU회원 가입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음이 여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장클로드융커 위원장은	2014년 유럽의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위원장 임기가 만료
되는	2019년 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바 있다.	



23

유럽, 12개의 시사점

유럽연합 확대, 선린우호관계 증진

III. 확장 가능성 

A. 지리적 확장 가능성 

EU의 미래에는	EU의 국경 및 경계 설정문제를 두고 유럽시민 상당수가 표출하는	
우려를 통해 그 향방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유럽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지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각 회원국 마다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떄문에 당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않다.	우크라이나 회원가입을	
두고 발틱국가들 및 폴란드는 우호적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
로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이 정점을 찍으며 지정학적 갈등을 촉발함에 따라 회원
국 가입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몰도바의 전략적 입장으로 유럽
인근 국가들과 역내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간 갈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한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민심을 따라	EU
에 가입하지 않았다.	

EU회원국 마다 확장성의 문제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회원국 가입 여부에	
민주적가치를 배제하고	‘지리적 위치’만 고려한다면 유럽이사회와 유사하게	47개
국 회원국을 염두에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한 접근법은	EU법안 및 유로 도입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어떤 유럽 국가든지 회원국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식 천명하는 것이
다.	유럽통합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이어진 연속적 과정으로	EU구역을 획정지
으려는 시도는 그러한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B. 근린정책 

2004년,	2007년 이어진 확장세로	EU는 동쪽·남쪽으로 경계가 확장된다.	이는 곧	
신규회원국의 인접국 관계 개선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안정과 안보 현안은 초국경
적인 현안으로	EU는 신규회원국의 인접국관련 분열 방지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다.	불법이민,	에너지 공급중단,	환경파괴,	조직적 국경횡단 범죄 및 테러는	EU의	
안보를 훼손하는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였으며	EU는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
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EU는 동부지역 인접국	
및 동남권 인접국인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
나,	남부지역 인접국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리비야,	모로코,	팔
레스타인 자치구역,	시리아,	튀니지를 대상으로한	‘근린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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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근린국가 대다수가	EU와 양자	‘파트너십·협력’	협
정 및 제휴협정에 서명하며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 공
익 가치를 수호하고 동시에 시장경제·지속가능발전·빈곤
퇴치를 달성할 것을 천명한다.	EU는 연합 차원에서 이들	
근린국가에 재정·기술·거시경제지원·비자요건 완화 등 일
련의 조치를 통해 관계강화를 모색한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관계 변
화는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동부권 근린국가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독재정
권 몰락으로	2014년	5월 선거가 시행되어 친유럽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4년	
9월 우크라이나-EU간 제휴협정 협상이 개시되고 서명까
지 완료된다.	그러나 경제악화 및 우크라이나 정부군-러
시아지원 분리주의세력간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크
라이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EU와의 관계 개선
이 요원해진다.		

EU는 근린국가에 재정지원을 하여 이들국가가	
경제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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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2015년	EU는 우크라이나에	70억 유로가 넘는 재정지
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내 정치·민주화 개혁을 독려한다.	

2011년 발발한	‘아랍의 봄’은 지중해 연안 남부근린국과 중동에 막대한 정치지형	
변화를 불러온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고,	시리아에는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리비아는 카다피정권을 축출한다.	한편,	‘이슬람국가’	혹은	‘다에시
(Daech)’라는 이름의 테러단체가 발호한다.	IS로도 알려진 이들은 테러를 일삼으
며 시리아 및 이라크의 상당지역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에,	일부	EU회원국은	IS소탕을 위해 군사 연대를 조직한다.	한편,	EU는 시리아,	
아프리카동부국가,	사하라이남국가에서 전쟁,	종교박해,	가난을 피해 유럽으로 물
밑듯 밀려오는 난민 수용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2015년 난민	1백만명이 보트로 리
비아 및 터키 연안을 횡단해	EU	입국을 시도했다.	이 보트는 인신매매 범죄집단이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 재앙에 맞서	EU는 난민·이민정책 개
선에 나서며 공동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Chapter10	참고)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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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는	EU시민을 대표하며 이사회와 입법·예산권을 공유한다.	

	 		EU	국가 수반 및 행정수반은 유럽이사회와 만나	EU의 정치방향을 설정하고 핵심현안에 대한 주요	
결정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EU회원국 장관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결정을 수립하고	EU입법에 힘쓴다.	

	 		EU집행위원회는	EU의 공익을 대변하는 핵심 집행기구로서 법안을 발의하고	EU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한다.		

EU 어떻게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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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사결정기관

EU는 국가연합 그 이상의 의미로 단순한 연방 이상의 조직체다.	EU구조는 전통적	
법적 분류로 설명할 수 없다.	EU의 의사결정 구조는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
난	60여년간 꾸준히 진화를 거듭해왔다.	

기본법령으로도 알려진 다수 조약은	2	차 법령의 뼈대가 된다.	제정된	EU법률은	
EU시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차 법령은 대게 규칙,	지침,	권고로 구성되며	EU
기관들을 이를 채택한다.	

EU정책 및 제정법률은 민의를 대표하는	EU의회,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	독
립적 권한을 가지고	EU공익을 수호하는	EU집행위원회 모두의 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에 설명된바 대로 기타 산하 기관도 그들만의 역할을 수행한다.	

A.  EU의회

EU의회는	EU시민을 대표하는 선출기관이다.	이사회와 함께	EU활동을 감독하며	
입법활동을 한다.	1979년 이래로	EU의원(MEP)은	5년을 주기로 보통선거권을 지
닌	EU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2014년 사회당그룹의 독일출신 마틸슐츠가	2년6개월간	EU의회 의장으로 재선된
다.	슐츠의장 재선은 친유럽성향의 국민당,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	3개 주요 그룹
간 이뤄낸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EU의회 국가별 의석수 

오스트리아 18

벨기에 21

불가리아	 17

크로아티아 11

키프로스 6

체코		 21

덴마크 13

에스토니아 6

핀란드	 13

프랑스	 74

독일 96

그리스 21

헝가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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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1

이탈리아 73

라트비아 8

리투아니아 11

룩셈부르크 6

몰타 6

네덜란드 26

폴란드 51

포르투갈 21

루마니아 32

슬로바키아 13

슬로베니아 8

스페인 54

스웨덴 20

영국 73

Total	 751

EU의회는 월례	‘정기세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원칙상 모든	EU의원이	
전원참여해야 한다.	 정기회의는 보통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되며 추
가세션은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정기세션 사전준비는	 ‘의장회의(Conference	of	
Presidents)’의 형식으로 브뤼셀에서 착수되며 보통 정치단체 의장과	EU의장이	
만나 정기회의 의제를 설정한다.	이와 동시에	20개 의회 위원회는 법령개정안 초안
을 마련하여 논의 사전준비에 나선다.	EU의회 일반 행정업무는 룩셈부르크와 브
뤼셀에 소재한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각 정당은 고유의 사무국을 보유하고 있다.	

EU의회는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다.	

•		‘공동결정절차’-통상적 입법과정으로	EU의회는 이사회와 동등한 책임성을 바탕
으로 이사회의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모든 정책분야 입법에 참여한다.	리스본조
약 발효이후 공동결정절차가	EU입법의	9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사회와 의회는	1
차 심사를 통해 합의를 구축한다.	2차 심사 이후에도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
우 합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		‘승인(ascent)절차’-EU의회는 집행위가 타결한	EU가 포괄하는 국제협정 및	EU
회원국 확장과 관련된 신규조약을 비준해야한다.	

EU 어떻게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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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는 이사회와 동등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EU집행위
과 제안한 예산을 채택한다.	의회는 예산안을 부결할 수 있
으며 이미 몇차례 부결사례가 있다.	부결될 경우,	예산안은	
원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의회는 예산권을 바탕으로	
EU의사결정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EU의회는 무엇보다 연합전반 및 집행위를 민주적으로 감
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EU의회는	5년을 주기로 의원을 선출한다.	2014년	5월22
일,	25일 유효투표자	3억8천만명중	42.5퍼센트가 투표하
며 제8차 직접선거가 실시된다.	투표 참여율은 이전 선거
인	2009년 수치와 유사하다.	

리스본조약발효이후	2014년 사상 최초로 유럽전역에서 집
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정당들이 입후보한다.	유럽국민당
이 최다득표당으로 등극했으며	EU이사회는 가중다수결에	
의거해 국민당 후보를 임명한다.	동 방식을 통해 룩셈부르

크 전 총리인 장클로드융커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융커위원장은 찬성	422표,	반대250표,	기권47표로 과반수를 얻
으며 집행위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EU의회㇐
민의를 반영하는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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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승인을 받기위해 각 회원국은 후보를 공천하고 추천된	27개 후보
를 대상으로	EU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행위원으로서 적합성을 평가한다.	

	

EU의회는 불신임권(motion	of	censure)을 발동해 집행위 전원을 언제라도 해산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회는 집행위 및 이사회에 구
두 및 서면의 방식으로	EU정책 실제 집행여부를 감독한다.		

EU 어떻게 작동하나? 

EU의회 정당분포도 

자유민주그룹
44

자유당
69

 총751석 -	2016년	11월 기준

무소속
18

민족국가와 자유의유럽운동 
39

국민당그룹(기독민주당)
216

유럽보수개혁그룹
74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 녹색좌파연합 
52

사회당그룹
189

녹색당/자유동맹그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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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의원과 회원국 의원들은 상호 긴밀한 공조를 추구한다.	특히,	협업을 주 목
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및 정당의 주축이 된다.	2009년래로	EU조약은 회원국 개
별 의원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회원국 소속 의원은 집행위가 발의한 신규법안
에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보완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 확립된다.	
이 원칙은	EU차원의 대응이 회원국 또는 지역차원 접근보다 효율성이 고도화되
어야 함을 천명한다.

B. EU이사회 

EU이사회는	EU내 최고 정치기관으로 회원국 국가수반 혹은 행정부 수반(대통령/
국무총리)	및	EU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브뤼셀에서 연간	4회 회동을	
가진다.	이사회를 이끄는 상임의장은	EU이사회 당면 현안과제를 조율하여 단절이	
없도록 한다.	상임의장은 회원국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에 의해	2년6개
월을 임기로 선출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도널드터스크 폴란드 전총리가	2014년	
12월1일이후 상임의장으로 재임중이다.	

EU이사회는	EU목표 수립 및 달성방안을 확립하여	EU주요 정책·이니셔티브에 동력
을 불어넣는다.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 해
결에 주력한다.	또한,	EU이사회는 회원국 대외정책 조율 기제인	‘공동대외정책·안보
정책’을 통해 범지구적 당면 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한다.		

C. 각료이사회 

각료이사회는 개별 회원국 장관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6개월을 주기로 순회의장국
제로 회원국이 번갈아가며 맡는다.	각료이사회 회의에는 개별 회원국 장관이 한명
씩 참석해야 하며,	당면 현안(대외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등)
에 맞는 주무부처 장관이 의제에 맞게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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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이사회 의장 

해당연도 1월-6월 7월-12월

2016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2017 몰타 에스토니아

2018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2019 루마니아 핀란드

2020 크로아티아 독일

외무장관 각료이사회 회의는 집행위 부위원장인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의장
을 맡아 진행한다.	페데리카모게리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2014년	11월래로 이사
회 의장을 수임하고 있다.	

각료이사회의 주요목적은	EU법안 통과를 완수하는 것이다.	보통 각료이사회는EU
의회와 동등한 책임성을 가지고	EU예산안 가결에 주력한다.	뿐만 아니라,	각료이
사회는 집행위원회가 타결한 국제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각료이사회는 당면 현안과제에 따라 가중다수결 또는 만장일치에따라 해당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료이사회는 세제,	협약개정,	신규공동정책 발효,	신규회원국 가입승인 등 중대현
안에 대해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중다수결’원칙이 활용된다.	이른바	‘이중다수결제’에 의거
해 각료이사회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는 회원국	55퍼센트(28개 회원국 중	16개국)
이 찬성하고	EU인구의 최소	65퍼센트(5억1천만명 중	3억3천2백만명)가 찬성표를	
던질 때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	

유로화가 도입될 때 각료이사회 산하에	‘유로그룹’이라는 조직이 신설되었다.	유로
존	19개국 재정·재무장관이 유로그룹에 참여한다.	

D.  EU 집행위원회 

EU집행위원회는	EU핵심기관으로 단독	EU입법안 상정권을 보유하여 이사회 및 의
회에 법안을 발의해 추가 논의 및 채택을 주도한다.	집행위원은 회원국 동의를 바
탕으로	5년 임기로 임명되며,	앞서 설명한 바 대로	EU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집
행위는 의회에 직무를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EU 어떻게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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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의회가 집행위원 불신임 안을	
가결시키면 집행위원 전원은 사임해야	
한다.	

집행위원(Commissioner)은 각 회원국
을 대표한다.	 집행위 부위원장들 중 한
명이 외교·안보고위대표 및 위원장을 수
임한다.	 장클로드융커 현 집행위원장은	
2014년11월1일에 취임하여 부위원장	7
명을 임명해 집행위원간 업무를 조율하
고 일자리,	성장,	디지털 단일시장,	에너
지 기후변화,	경제·통화 동맹 등 핵심 현
안에 주력한 것을 독려하고 있다.	융커 위
원장은 집행위가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보
완성원칙을 기치로 활동에 주력하도록 프
랭스팀머만스를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해	
규제개선 및 기관별 관계강화 권한을 부
여한 바 있다.	

EU집행위원회는	EU의 집행기관으로 상기 사진의 활동처럼	‘시민과의 대화(Citizens’	
Dialogues)’를 통해 민심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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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는 막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다.	집행위는 공익
을 수호하며 개별회원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집행위는	‘조약의 수
호자’로서 이사회와 의회가 채택하는 규칙 및 규정이 회원국 차원에서 원활히 집
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집행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개별회원국
을		‘유럽사법재판소’에 고발할 수 있다.	

EU집행기구로서 집행위는 이사회가 수립한 공동농업정책을 비롯한 공동 정책을	
이행한다.	또한,	연구,	기술,	해외원조,	지역개발과 같은	EU공동정책 관리를 위한 폭
넓은 권한을 보유하며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임한다.	

집행위원은 브뤼셀 및 룩셈부르크 산하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유럽전역
에 다수의 산하조직이 설립되어 집행위 활동을 조력하고 있다.	

E.  EU사법재판소 

EU 어떻게 작동하나? 

EU사법재판소는 장애인 근로자차별 금지등	
EU법률 여부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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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며 재판관은 회원국별	1명씩 총 구성되
며,	11명의 보조판사가 있다.	재판관은 회원국 정부의 합의에 의거해 임명되며	
6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재판소는 독립성을 기치로 운영되며	EU법안이 제
대로 집행되고 조약이 정확하게 해석 및 적용되도록 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	

F.  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며 유로화 관리 및	EU통화정책관리에 책
임을 진다.(Chapter7	‘유로화’	참조)	은행 운영위원회는	6명의 운영위원 및 유로화
사용	19개국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된다.	

유럽중앙은행 핵심 업무는 유로존 물가안정 및 은행감독이다.		마리오드라기 이탈
리아 중앙은행 전 총재는	2011년이후	EU중앙은행 총재를 수임하고 있다.	

G. 유럽회계감사원

유럽회계감사원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며	1975년 설립되었다.	감사위원은 회원
국별	1명씩으로 구성되며	EU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회원국 정부의 합의하에	6
년을 임기로 임명된다.	감사원의 존재 목적은	EU에서 창출되는 수익 및 지출이 합
법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EU예산의 건전성을 강화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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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타 산하 기구 

A. EU경제사회위원회 

EU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정책결정 수립 시	EU경제사회위원회와 협의과
정을 거친다.	경제사회위원회는 다양한 경제사회이익 단체로 구성되며 이들이 곧	
거대한	‘시민사회조직’을 이룬다.	위원은 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B.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회원국 지방차지단체장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이 추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집행
위는 반드시 지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하며,	지역위원회는 지역이니셔티브에 대
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C. EU투자은행

지역위원회는 회원국 지방차지단체장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이 추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집행
위는 반드시 지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하며,	지역위원회는 지역이니셔티브에 대
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D. 유럽옴부즈맨

옴부즈맨은	EU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5년 연임이 가능하다.	옴부즈맨 주요 역할은	
EU기관내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데 있다.	EU	시민,	기업,	
거주민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에밀리오렐리 아일랜드 전 옴부즈맨이	2013년래
로	EU옴부즈맨 대표를 수임 중이다.		

EU 어떻게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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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단일시장,	유로,	경제성장촉진,	안보,	사법,	대외정책 등 유럽지도자들이 공동 대응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정책현안 해결에 함께 나선다.(다음	chapter참고)		
	
기타 정책 부문:

	 —	기후·환경보호·연구·에너지 등 새로운솔루션 모색을 장려하는 혁신정책 부문;
	 —	지역,	농업,	사회현안 분야 연대정책(통합정책).

	 		EU는 매년 예산을 책정해 해당 정책부문에 재정지원을 하여 회원국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가치를 증대한다.	EU예산은 각 회원국	GDP	대비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회원국	GNI의	1.04퍼센트를 차지한다.	

EU가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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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혁신정책

EU활동은 환경보호,	보건,	기술혁신,	에너
지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실질적 현안해
결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A.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1960년대이후,	과학자들이 지구기온 상승
에 경각심을 꾸준히 표명해왔음에도 불구
하고 정치지도자들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
지 않았다.	그러나	UN은	19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를 설립해 탄화수소
를 포함한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유
해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발생하며 이러
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재앙적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음을 전세계시민에 알리며 경
종을 울려왔다.	

EU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장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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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8년 기후변화대응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조치를 취한다.	EU이사회는	
2020년까지	EU탄소배출량을	1990년대비 최소	20퍼센트 저감·신재생에너지비중	
20퍼센트로 증대·에너지소비	20퍼센트 감축 약속에 합의한다.	2014년	EU지도자
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대비 최소	4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한
층 과감한 목표를 수립한다.	EU국가는 결연한 조치를 통해	2015	UN파리기후회의
가	195개국,	지구기온 상승	2°C이하 억제를 담보하는 구속력있는 합의를 구축하
는데 일조하며 동시에 최빈국들이 재정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 기후변
화에 대응할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상기목적 달성을 위해	EU는	2014년~2020년동
안 최소	140억 유로를	EU개발기금차원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다.	EU	의회는2016
년10월4일 파리기후협정 비준을 마무리하며 협정 발효에 일조한다.		

EU회원국은	EU내 유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법안 법적구속력 마련에 합의하며	
신기술 투자가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으로 귀결되도록 의견을 모은다.	범EU차원
의	‘탄소배출권거래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또한,	EU는 소음공해,	낭비,	자연서식지 보호,	배기가스,	화학물질,	산업재해,	폐수
정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해결에 주력한다.	동시에,	기름유출,	산불 등 자연재해	
및 인재 예방을 위해 힘쓴다.

EU는 법률을 개선하여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가령,	화학물
질 관련	EU법률을 재정비하여,	단편적 법안을 대체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인증
(REACH)’이라는 단일 시스템을 마련하다.	동 시스템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데이터관리는 헬싱키에 소재한 유럽화학물질청이 관장한다.	단일 시스
템 구축을 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물오염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EU시민 보건·안전 강화라는 목표가	EU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 기술협력

EU창설회원국은 창설 당시 유럽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기술 부문 선두주자라는 역
량을 구축해야함을 예견했다.	창립회원국은 범유럽차원의 연구가 유럽전역에 혜택
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가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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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와 더불어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가 창설된다.	Euratom의 설립목적은	7개 산하 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공동 원자력연구소를 기반으로 회원국의 연대를 도모하여 평화적목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증하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별 연구프로그램간 장벽
을 허물고 연구다각화를 추구하여 다양한 과학자간 연대를 토대로 연구성과를 산
업 응용 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었다.	

오늘날,	EU공동연구는 국가연구프로그램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회원국 별	
다양한 연구소 간 협력기반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잠재적	
비고갈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제어열핵융합 추진을 비롯한 기초연구부문을 지원한
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 비EU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전자,	컴퓨터 부
문 등 핵심 부문 연구 및 기술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EU의 목표는	 GDP의	 3퍼센트를 연구부문에 투자하는 것이다.	 EU연구 주요 재
정지원기반으로 일련의	 ‘프레임워크’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	 우선	 ‘호라이즌
2020(Horizon2020)’은 제8차 연구기술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2014~2020
년간 연구 예산을 지원한다.		800억유로를 상회하는 연구지원 예산 중 상당액이 보
건,	식량,	농업,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환경,	교통,	보안,	우주,	사회경제과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기타 프로그램 또한 우수 연구프로젝트 국제협력을 촉
진하고 나아가 연구원 커리어 개발을 지원한다.		

C. 에너지

EU는 세계 최대 에너지수입국으로 에너지원 절반이상이 수입을 통해 충족된다.	
따라서,	유럽시민들은 국제위기로 촉발되는 에너지원 공급중단 및 가격인상에 취
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응해	EU는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지구온난화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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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하는 일은?

유럽전역에 걸친 에너지망 연계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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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원과 같
은 대체에너지원을 발굴하여 국제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건물 단열 개선 또한 핵심분야로 건물은	EU에너지 소비	40퍼센트,	온실가스
와 같은 유해 배출가스	36퍼센트 발생원으로 지목된다.	유럽내 에너지 연구개발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원자력 부문에 집중해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는 유럽전역에 걸친 전력·수송망 연계성 강화를 구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적 차원 및 에너지 공동시장 조성 차원에서 에너지소
비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2014년 융커위원장이 발족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유
럽을 위한 투자계획에서 동력을 얻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가능성을 견인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사례로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전력계통 연계 실현,	발틱
연안국가 계통연계 실현을 들 수 있다.	

유럽은 국제무대에서도 러시아,	중동국가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공급 지속가능성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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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대정책

단일시장(Chater6참고)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불
균형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EU연대정책이 표방하는 바도 불
균형을 시정해 저개발 지역 및 발전이 부진한 부문에 동력을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EU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A. 지역원조 및 통합정책 

2014~2020년 예산에 준용해,	EU통합정책은	EU예산의	34퍼센
트에 달하는	3,250억유로를 회원국 정부,	지역,	자치단체에 투
자하여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독립달
성,	사회차별 해소와 같은 범유럽차원의 목표 달성을 도모한다.	

EU기금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부문,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fional Development 
Fund)은 지역개발프로젝트 및 저개발지역 경제성장을 목적
으로 기금 재원을 제공한다.	특히 사양 산업 공업지대 재개발	
프로젝트에 재원을 지원하여 기금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한다.		

EU가 하는 일은?

유럽사회기금의 여성 기업가 지원사업 덕분에	
폴란드 루블린시의 안나씨는 본인 소유의	
유치원 경영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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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사회기금은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60억유로 예산을 지원받
는 신규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실업율	25퍼센트 이상 지역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EU사회기금은 실업자가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는데	
방향을 두고 활동을 전개중이다.	

•		결속기금은	1인당	GDP가	EU평균의	9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교통 인프라 및 환
경프로젝트 재정지원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B. 공동농업·어업정책 

EU공동농업정책 목표는	1957년 로마조약이 표방하듯이 농민 생활수준 안정화,	농
산물 공급가 합리화,	농업인프라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농업정책 목표는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비자들은 농산품 공급·가격 안정성이	
구축됨에 따라 국제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은 유럽농업
보증기금 및 유럽지역발전농업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EU농업정책 성공에 따른 이면도 부상하였다.	농업생산량이 소비량을 압도
함에 따라	EU예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농업정
책 개혁이 시행되었고 생산 감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농민의 새로운 역할은 모든 농촌지역에 일정수준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하여 유
럽의 농촌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
농촌생활양식’	다양성 인정은 유럽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	나아가 유럽 농업은 기
후변화,	야생동물 보호,	세계 식량공급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	회원국내 우수 지역 농산품 및 식품명을 장려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동어업정책 또한	EU차원에서 추진되어,	유럽차원의 어선 관리 및 어족 보존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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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적 측면 

EU사회정책의 핵심은 유럽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유럽사회기
금은	1961년에 조성되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근로자 직종 전환 및 이민 근로
를 지원한다.	

유럽 사회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구호금	
지원만으로 경제위기 및 지역 저개발로 인한 모든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
다.	따라서,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 과실을 창출하여 사회적 발전을 추동 할 수 밖에	
없다.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장하는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 조약은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비롯한 평등 보장을 명문화하여	
기본권 수호에 나서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 보호(작업장내 보건·안전)	및 필수
안전기준에 과한 조항이	‘지침(directives)’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EU노동자기본사회권헌장은	1997년	EU조약의 중추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 자유
이동,	공정임금,	근로조건개선,	사회보장,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직업훈련권,	남
녀차별금지,	근로자정보,	협의,	참여,	작업장 보건·안정 강화,	노약자및장애인 보호
와 같은	EU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세계화의 영향이 심화되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유럽시민 사회보장
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EU가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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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U 예산

EU는 정책재원조성을 위해 연간 예산을 확보하는데	2016년의 경우 예산규모는	
1,550억 유로 이상으로 이는 회원국 전체	GNI의	1.04퍼센트 규모이다.	

2016년 예산은 이른바 EU의 ‘자체재원(own resources)’을 통해 지원된다.  
재원은 다음의 재원을 통해 충단된다: 

•	관세(levy)를 포함한	EU수입품 통관 관세(CUSTOM	DUTY);

•		EU전역에 걸친 상품·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퍼센트	

•		국가별 경제력에 따른 회원국 출연금	

2016년 예산 지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		스마트·포용성장:	 700억 유로 지출,	 지역 지원 및 투자,	 연구프로그램,	 범유럽		
수송·에너지망;

•		천연자원:	620억 유로 지출,	농업,	농촌개발,	환경에 상당부분 지출;	

•		안보 및 시민권:	40억유로 지출,	국경보호 및	‘에라스무스플러스(Erasmus+)’

•		유럽인더월드(Europe	in	the	World)’	:	90억유로 지출,	대외정책 및 개발원조

•		행정비용:	90억 유로 지출	

각 연간예산은	 ‘다개년재정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즉,			
7년 예산주기의 일환으로 집행된다.	동프레임워크는	EU집행위가 고안하며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 및	EU의회 협상 및 협정이 필요하다.	2014~2020년 주기 다개년재정
프레임워크는	2013년 마련되었다.	총 실질 지출 한도는 이전 주기인	2007~2013년 대
비 약	3퍼센트 감소한바 있다.	

지출계획안의 목적은 유럽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여 농업 지속가능성을 도모
하고 유럽 환경친화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연구,	혁신,	교육,	훈련,	대외관계 부문에는	
지출액이 증대되었다.	특별기금도 마련되어 범죄 및 테러 소탕,	이민·난민정책에 사
용될 예정이다.	2014~2020년 기후변화대응 지출액은	EU총지출액의 최소	20퍼센트
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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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대 우선 과제 

장클로드융커 위원장이 이끄는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11월 다음을	10대 우선과제로 선정한다.	

EU가 하는 일은?

1.	 	일자리·성장·투자 동력 마련	

2.	 	디지털단일시장 연결성 강화	

3.	 선제적 기후변화정책으로 탄력적 에너지동맹 구축		

4.	 	산업기반공고화로EU내수시장기반·공정성 강화	

5.	 	경제·통화동맹 기반·공정성 강화

6.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미 자유무역협정 추구	

7.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법권·기본권 정착

8.	 	신이민정책 구상	

9.	 	범지구적 영향력 강화	

10.	 	민주적변화를 위한 동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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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원국이 무슨 활동을 하나? 

-	회원국별 책임분담 현황	

EU단일 책임: EU 및 회원국 
공동 책임:

—		관세동맹

—		단일시장내 경쟁 규칙	

—			유로존 통화정책	

—	공동어업정책 기반 해양생물자원보전

—	공동통상정책

—	EU규정과 직결된 사안 관련 국제협정 타결	

—			단일시장

—	리스본조약이 규정하는 사회정책 내용

—	경제·사회통합

—	농업 및 어업	(해양생물자원보전제외)

—	환경

—	소비자보호	

—	수송

—	범유럽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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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하는 일은?

EU 및 회원국  
공동 책임: 

회원국 책임이지만  
EU가 지원·조율 
역할을 하는 부문 

—			에너지

—	자유·안보·정의지대 조성

—			리스본조약이 규정하는 공중보건관련		
공동안보현안	

—	연구,	기술개발,	우주	

—	개발협력 및 인도주의 구호

—			국민 건강 보호·증진

—	산업

—	문화

—	관광

—	교육,	직업훈련,	청년,	스포츠	

—	시민 보호	

—	행정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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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시장 구축은	EU가 이룬 최상의 성과로 회원국간 무역장벽이 해소되고 자유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4대 자유 즉,	인력·상품·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 보장은 단일 시장의 뼈대가 되고 있다.	

	 	EU는 교통		및 경쟁부문을 비롯한 다수 정책을 도입하여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단일 시장개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단일시장은 아직 단일경제로 귀결되지 못했다.	공익 서비스를 비롯한 일부 부문이 여전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서비스제공의 자유는 많은 이점으로 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조한다.	

	 	2008년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EU는	‘은행동맹’을 조성해 예금보호 및	EU은행 공동감독		
관련 법령을 강화한바 있다.	

단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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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993목표” 달성 가도  

A. 공동시장 형성 초기 

1957년 로마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 창설을 제안하며 회원국간 관세를 폐지하고	
비유럽지역 수입품 대상 공동관세 부과를 합의한다.	이러한 로마조약 목표는	1968
년	7월1일 정식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비관세로 보호무역주역 구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기
타 무역장벽들로 인해 공동시장 완전 실현이 어려워진다.	기술규정,	보건·안전기준,	
환율통제,	특정 전문직종에 관한 국내규정 등 다양하 요인들은 인력·상품·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부상한다.	

B. 1993 목표

1985년	6월 자크들로르 위원장이 이끄는	EU집행위는 백서를 발간해	7년내로	EEC
내 자유이동을 저해하는 물리적·기술적·세제관련 장벽을 철폐할 것을 천명한다.	

1993목표는 단일시장내 교역 및 산업활동을 촉진하여 성장을 도모를 추구하였다.		
╴우선,	미국에 필적하는	EU통합 경제구역을 실현을 추구한다.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약이 타결된다.	
╴		단일유럽의정서가 신설되어	1987년	7월 정식 발효된다.	의정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		사회정책,	연구,	환경부문을 비롯한 일부정책영역	EEC권한 확대;

•	1992년까지 단일시장 구축;

•	각료이사회 다수결투표방식 적극 활용하여,	단일 시장 결정과정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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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장

II.  단일시장 구축 전개상황 

A. 물리적장벽

EU내 상품 및 인력 이동에 관한 국경 통제는 폐지되었으나 경찰은 여전히 범죄·마
약 소탕을 위해 불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1985년	6월,	회원국	10개국중	5개국이 솅겐조약에 서명한다.	솅겐조약을 통해 사
법당국간 공조 및 공동 난민·비자정책 수립을 담보한다.	이를 통해 솅겐조약 가입
국 시민 국경통행 완전 자유화가 구현된다.(Chapter10	:	‘자유·안보·정의의 유럽’	
참조)	오늘날,	솅겐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26개 유럽국가가 포괄되며 이들 중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EU회원국은 아니다.	

B. 기술장벽

EU회원국은 상품판매에 관한 상호 규칙 상당부분을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1979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카시스 드 디종’이라는 기념비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적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1개국의 상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서비스부문에서	EU회원국은 상호 국내 규정을 인정하고 공조를 통해 법률,	의료,	관
광,	금융,	보험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
다.	그러나 인력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	2005년 전문직자격 인정에 관
한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벽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의 자유를 누리는 법조인,	의
사,	건축업자,	배관공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EU집행위는 근로자 이동 개선 조치를 통해	EU회원국 시민이 취득한 학위 및 전문
자격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건설회사가 소재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
의 경우 임시로 비거주지 근무가 가능하다.	EU규정은 소위	‘posted	workers(파견
근로자)’에 관한 근로조건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국가 내 근로조건과 동일해
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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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선부문

C. 세금장벽

회원국간 부가가치세율을 부분 조정함으로써 국가간 세금장벽이 해소되고 있다.	회
원국은 공동 규칙 및 최저세율 합의를 통해	EU회원국간 왜곡 경쟁을 방지하고 있다.	

D. 공공부문 계약 

공공부문 근로계약은 경제에 주요부문으로	GDP의	19퍼센트를 차지한다.	EU	회원
국이 체결하는 계약은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회원국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수자
원,	에너지,	통신을 포함한 서비스,	공급,	근로에 관한	EU규정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단일시장의 수혜자는 회원국내 모든 소비자로 서비스부문 국내시장을 개방함으로
써 통신비 및 로밍 비용이	10~15년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하였다.	경쟁을 통한 압력
이 심화되면서 유럽내 항공 운임료도 크게 감소되었다.	

A. 금융서비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대형 금융위기는 전세계 은
행시스템과 경제에 직격탄을 던지고 그결과	2009년	EU는 경기침체에 빠진다.	위기대
응책으로	EU는 은행 및 금융기관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 착수한다.	그 기
저에	‘은행동맹’이 있다.	
새로운	EU규정은 은행예금 보호를 강화하고 은행 의무자본비율을 증액하여 은행안
정화를 꾀한다.	또한 복잡한 금융상품 규제강화 및 은행 임원보너스 제한 등의 내용도	
신설 규정에 포함된다.	유로존 은행은 유럽중앙은행 지침하에 범유럽적인 시스템하에	
감독을 받는다.	더불어,	부실은행 정리에 관한 신설 규정도 마련된다.	오늘날,	특별기
금은 납세자가 아니라 부실을 초래한 은행이 정리 비용을 충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지도자들은 자본단일시장 강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본단일
시장 조성목적은 영세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재정조달하고 유럽내 투자를 견인하기 위
함이다.	

기업세제개혁 또한 현재진행중이다.	목표는	EU회원국이 기업과세방식 기본계산방식
에 관한 공동 규칙에 합의하는 것이다.	물론 회원국 마다 세율이 상이하나,	공동 규칙
을 마련함으로써 초국가적 사업활동 간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또한,	세제개혁을 통해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고자 편법적 세제혜택	
부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혁이 현재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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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일시장구현 핵심정책

B.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 대응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로부터	EU제품을 보호하는 것은 중대 사안이다.	EU집행위는 이
와 같은 범죄행위로 매년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에 대응해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와 공조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 수송

EU활동의 주안점은 육상수송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수송기업에 국제수송시장에 관한 자유 접근권을 보장하며 회원국이라면	EU내 어디
서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EU는 근로자 자격,	시장접근,	사업체 등록·서비
스제공·운전시간·도로안전자유에 관한 규정을 단일화함으로써 육상수송을 통한 공
정경쟁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유럽 항공수송은 국적항공사 및 국영 공항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단일시장
이 조성되면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EU항공사는	EU내 자유로운 항공운항
권 및 운임료 설정권을 누린다.	그 결과 다양한 노선 신설 및 저렴한 항공 운임료 덕
분에 승객,	항공사,	공항,	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있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철도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승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EU회원국 여부를 막론하고 해운 또한	EU경쟁규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경쟁
규칙의 목표는	‘편의치적선(flags	of	convenience)’과 같은 불공정가격관행을 타파
하고 유럽조선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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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장

통신시장 경쟁개방으로	EU는 비약적인 통신비 절감을 현실화하였다.



58

EU는 갈릴레오위성항법체계,	유럽철도교통관리,	SESAR(비행항법 체계현대화프
로그램)과 같은 과감한 신기술 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
비,	위험상품수송,	도로안전을 포함한 도로교통안전규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육상,	항공,	철도,	해상을 포함한 포괄적부문에서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
장됨에 따라 승객의 권리가 향상되고 있다.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EU
승객들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하며 교통편 취소 및 장기지연으로 인한 특수상황일 경우 지원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인프라투자는	2014년 발족된	EU투자계획의 핵심 우선순위이기도 하다.	

B. 경쟁

EU경쟁정책은	EU단일시장내 경쟁의 자유 및 공정성 보장에 근간이 된다.	EU집행
위는 경쟁정책을 집행하며 사법재판소와의 공조를 통해 경쟁정책 준수에 힘쓴다.	

경쟁정책의 목적은 기업 카르텔,	공공기관 보조금,	불공정 독점을 차단하여 단일시
장내 자유경쟁 왜곡을 방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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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은행동맹’을 구축하여	
은행 운영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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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규칙에 어긋나는 협정일 경우 해당기업 및 조직은	EU집행위에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집행위는 특정시장내 독점적 지위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인수·합
병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하며,	경쟁규칙을 위반하거나 의무고지사항을 준수하지 않
은 기업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08년 규정위반
으로	2억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5년 집행위는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
유로 미국인터넷대기업인 구글과 러시아가스기업 가스프롬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
한바 있다.	2016년	4월,	집행위는 구글이	EU반독점규칙을 위반하고 독점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고지하며,	안드로이드기기 제조업체 및 모바일네트워크사업자 활동
에 제약을 가하였다.	

EU회원국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집행
위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개별기업에 세제혜택을 준 경우 또한 불법국
가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례로	2016년	8월,	EU집행위는 아일랜드가 애플
에	130억유로에 달하는 불법 세제혜택을 줬다고 발표한바 있다.	

C. 소비자 및 공중보건 보호 

EU법률은 모든 소비자가 차별없이 안정된 재정 지원 및 보건지원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범유럽차원 보호망의 필요성은	1990년 후반 광우병(BSE)으로	
촉발된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식품안전법
안에 관한 실증적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2002년 유럽식품안전국이 설립된다.	

범유럽적 소비자보호는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화장
품,	장난감,	폭죽 등의 제품에 다수의	EU규정이 마련되었다.	1993년에는 유럽 의
약품 시장 승인 허가를 관장하는 유럽의약청이 설립된다.	EU내 시판되는 모든 의
약품은 반드시 의약청의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EU는 허위 및 과장광고,	불량제품,	소비자 신용사기,	상품수령사기,	온라인 쇼핑 사
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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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유로화는	EU회원	28개국중	19개국이 사용하는 기축통화로서	1999년 비현금거래 수단으로 공식 사용되었고	
2002년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발행되면서 모든 거래 결제 화폐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필수요건 충족이 선행되면 신규회원국이라도 유로화 도입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전EU회원국이 유로화	
사용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유럽 소비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다.	우선,	여행객은 환전으로 초래되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며,	쇼핑객들은 다른 국가와 물건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로화는 미달러와 함께 주요기축통화로 부상하였다.	공동화폐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유로존이 경쟁적 평가절하 및 투기꾼의 공세로부터 잘 버티는데 기여하였다.	

	 		일부 회원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탓에 유로화는 투기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방지코자	EU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금융위기 최대 채무회원국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미래에는	
회원국간 긴밀한 연대와 탄탄한 경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건전한 공공재정 지배구조를 실현하고 예산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정책 양상을 보면,	경제·통화동맹의	‘통화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양상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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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로화 도입 배경 

A. 유럽통화체제 

1971년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통화안정성을 지탱해왔던 금본위제를 폐
지하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고정환율제가 종식된다.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중앙은
행 총재들은	EEC회원국간 환율변동률을	2.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
며 이는	1979년	3월	‘유럽통화체제’가 정식 발효되는 발판이 된다.	

1989년	6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EU지도자들은 경제통화
동맹(EMU)	3단계 계획을 채택한다.	동 계획은	1991년	12월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EU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일환이 된다.	

B. 경제통화 동맹 3단계 계획 

1단계는	1990년	7월	1일 시작되며 다음 항을 포함한다	:

•		환율통제조치 폐지 및	EU내 자본이동 완전 자유화	

•		구조기금 증대로 유럽지역내 불평등 해소 노력 경주	

	

•	회원국 경제정책 다자 감독으로 경제통합강화

2단계는	1994년	1월	1일 시작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프랑크푸르크에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설립,	EU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로 기구 조직 구성	

•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중앙은행 실현으로 독립성 유지 및 강화	

•	회원국 예산적자 감축을 위한 규정 도입	

3단계는 유로화 도입 과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	1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로화는	EU회원국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공동화폐로 단계적으
로 도입된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럽통화기구의 명맥을 이어 신규 통화인 유로화를	
정의하고 집행하는 내용을 담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로 안착한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3개국은 정치적·기술적 이유로 유로화 도입당시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007년 슬로베니아에 이어	2008년 키프로스,	몰타,	2009년 슬
로바키아,	2011년 에스토니아,	2014년 라트비아,	2015년 리투아니아가 유로화를	
공식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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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은	19개	EU회원국을 포괄하며 비유로사용	EU회원국 또한 조약 가입당시 예외조
항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필수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자국내 유로화 채택이 가능하다.	

C. 수렴조건

유로존 가입을 위해	EU회원국은 다음의 수렴조건 다섯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물가안정	: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이 최저수준인	3개 회원국의 평균치를	1.5퍼센티지 포
인트 이상 상회해선 안된다.	

•			금리	:	장기금리는 최저금리를 보유한	3개 회원국의 평균치를	2퍼센티지 포인트 이상 상회
해선 안된다.	

•	적자	:	회원국 재정적자는	GDP의		3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공공부채	:	공공부채는	GDP의	6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환율 안정화	:	환율은 변동치의 허용 마진내로 가입이전	2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유로

1999년 이래로,	유로화라는 단일 공동화폐가	
도입되어 소비자와 기업들들은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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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안정성장협약

1997년	6월 암스테르담유럽이사회는 안정성장협약을	
채택한다.	동 협약은 재정안정성구현을 위한 항구적 의
지를 결집함으로써 재정적자가	GDP의	3퍼센트를 상회
하는 국가에 과징금 부과를 가능케한다.	2012년	2개	
EU회원국이	‘경제통화동맹 안정화·공조·지배구조에 관
한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안전성장협약은 한층 탄력을	
받는다.	동 조약은	‘재정협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협약
서명국은 국내법에 재정균형 명문화 의무가 부여된다.	

글로벌금융위기 발발 수년 후,	유로존 일부 국가는 여
전히 협약 요건 충족에 고전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유로그룹은 지속적으로 유로존국가에 협약을 준수하고	
특히 공공부채를 감축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유로안정화기구는 그리스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EU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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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8이후 경제·금융정책 

E. 유로그룹 

유로그룹은 유로화사용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다.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경
제정책을 조율하고 재정·금융정책을 모니터링한다.	유로그룹은 국제포럼에서 유
로화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3년	1월,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
란드 재무장관이 유로그룹 의장으로 선출되며	2015년	7월 재선되어 임기	2기를	
수임하고 있다.	

A. 글로벌금융위기 여파 

2008글로벌금융위기는 상당수	EU회원국 공공부채 증가를 불러왔다.	유로화는 글
로벌 금융시장에서 투기공세로 직격탄을 맞은 회원국이 환율평가절하 리스크로부
터 방어하여 취약국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금융위기 촉발당시 위기에 직면한 은행 상당수가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그	
결과 공공부채가 증가한다.	최악의 재정적자에 맞닦뜨린 과중채무국이	2009년에
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심각한 상황에 몰리면서 국가부채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	EU지도자들은	‘유로안정화기구’를 출범시킨다.	이와 같
은	‘방화벽’을 마련하여 유로화 사용국이 보증하는 기금 대출 금액을	500억 유로
로 설정하며 금융안정기제로 작동한다.	2010년~2013년 키프로스,	그리스,	아일랜
드,	포르투갈,	스페인	5개국은 다양한	EU기구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정을 통
해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협정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였으나 공공부문 개선을 위
한 개혁내용은 모든 회원국에 포함되었다.	2013년 말,	아일랜드는 경제조정프로그
램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며 자본시장내 직접 대출 자격을 회복한다.	포르투갈과 스
페인	,	키프로스 또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경우		2014년,	
키프로스는	2016년		EU지원이 공식 종료된다.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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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리스의 경우 공공부문 효율화,	민영화,	연금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개혁
에 난항을 겪는다.	상기 개혁내용은	2010년,	2014년 지원된 구제금융 합의 내용이
었다.	EU,	유럽중앙은행,	IMF가 구제금융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원액은	2,260억	
달러에 달했다.	긴긴 협상이 거듭되면서	2015년	7월	3차 협정이 타결된다.	합의 내
용은 그리스정부가 공공부문 개선 및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B. 유로화 강화  

금융위기 대응 일환으로	EU회원국 및 산하기관은 리스본조약 내용을 강화하여	
EU경제구조 개선에 나선다.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회원국은 당해	10월 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집
행위가 이전 합의사항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국은 권고안에 준용해 예
산안을 수정해야 한다.	

각국 예산안 사전협의,	시장 모니터링,	경쟁관련 규정 강화,	금융 규정 위반국가 대상	
제재부과 관련 제반사항은 유로존 경제통화 지배구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된다.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양상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EU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회원국 예산 운영 책임강화,	재정 지원을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단일화폐로서 유
로화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회원국이 세
계화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U집행위와 의
회는 공동 경제지배구조 없는 유럽 공동화폐는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회원국간 경제·사회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2015년	9월,	장클로드융커	EU집행위원장은 유로존 강화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다.	동	
제안서는 유로화 관련	EU주요기관장	5명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반한 내용으로 공동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예금 보증을 포함한 다음 내용을 주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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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 유로존 단일 대표성 확보,	민
주적·효율적 시스템에 기반하여 회원국 예산 모니터링 강화,	재정정책 조율,	사회보
장 및 노동시장 규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제안서에 담겨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유
로존 산하 단일 재무부 신설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은 상기 제안서를 경기회복을 위한 핵심 강령으로 간주하고 있
다.	2015년	EBC는	‘양적완화’조치를 단행하여 은행이 국가채권을 비롯한 채권매
입에 나서 경기부양에 나선다.	양적완화 조치 시행으로 금리가 인하되어 투자환경
이 개선되고 공공부채가 완화된다.	또한,	교역 상대국 대비 유로화 환율이 하락하
면서 유럽 수출에 호재가 된다.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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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속 투자 및 성장견인  

EU경제목표는 다음과 같다:

	 				세계화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유럽경제 경쟁력 강화 및 통신,	서비스,	에너지,	신녹색기술부문 경쟁력 확보로	
지속가능 발전 구축;

	 	다음 목표 달성:

	 —		스마트성장을 통해 지식,	혁신,	교육,	디지털 기반 사회 견인;

	 —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자원효율성,	녹색성장,	경쟁력 강화된 경제 실현;

	 	고용중심성장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 사회적 지역적 연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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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기 속 유럽 

1990년대 초반,	세계화의 물결로 전세계 경제 및 시민의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
며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국가가 저임금으로 생산 경쟁
력이 높아지면서 유럽내 생산은 점점 더 혹독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공공사회보장서비스와 높은 생활 수준을 기초로 운용되는 유럽 사회모델 핵심을 강타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터넷,	신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기술혁명은 성장과 고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최근 전세계는 대형 금융·재정위기 직격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소위	‘서브
프라임모기지사태’로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유럽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유럽전역에 극
심한 경기침체 및 고실업 문제를 야기하였다.	1929년 발발해	2차세계대전의 원흉이 된 당시	
세계대공황때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유럽대륙을 덮친것이다.	특히 남유럽 청년세대를 강
타한 최악의 실업률이 이번 위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내 불러온 여파는	2010년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경제
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상황이 조금씩 호전된다.	

유럽청년들은 효율적 자본시장을 조성해
투자를 견인하여 창의접 창업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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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및 역내차원 대응은?

특히 국내차원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했다.	EU회원국의 최우선과제는	
금융위기이후 사회보장서비스 지출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면서 늘어난 공공부채
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일부 회원국은 공공부채 감축을 끈질기게 밀고나간반면,	다
른 회원국은 최대3퍼센트라는 부채합의목표 달성에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다.	
위기타개를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한 정치적 선택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
쳤다.	과연 퇴직 정년 연장을 시민들이 받아들일지,	보건부문 보조금 및 공공서비
스의 질적 하락을 받아들일지,	공공행정의 현대화를 받아들일 지의 문제를 비롯
하여 국방비 지출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정세의 불안속 국방비 지
출을 줄여야 하는지 늘려야 하는지 특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등 시민들의 삶	
모든 부분에 맞닿아 있는 정치적 선택이 각국에서 내려졌다.	

EU	및 산하기관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시에 경제통화동맹
(Chapter7	참조)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수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집행위원회 또
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며 생산성 및 사회 연대 강화에 나선다.	

동 전략의 일환으로	28개	EU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유럽집행위원회에 더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여 경기회복과정에 추진력을 실어주
고 특히 회원국 경제정책중	‘모범사례’	확산;	
신속한 조치로 회원국 금융시장 및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회원국 통신 및 에너지	
부문 경쟁 개방	

•		교육체계 개선,	청년구직활동 지원,	산학 연계 강화,	세제정책 및 사회보장정책 조
화를 도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유럽 연구부문	‘단일시장’	구축하여 과학자,	지
식,	기술의 자유로운 초국가적 이동 보장

•	연구·혁신부문 지출을	GDP	3퍼센트로 증액(현 미국 수준)

장클로드융커 집행위원장은	2014년 취임하여 과감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경제
성장,	고용,	투자 촉진에 나선다.	융커위원장은 유럽을 위한 투자계획을 출범시켜	
2015년~2017년까지	3,150억 유로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동 투자계획은 유럽
투자은행 및 전략적투자를 위한 신유럽기금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융커위원
장은 투자기금의 성공적	1년차 시행결과를	2016년	9월 연두교서에서 밝히며 기
금		시행기간을	2배 늘리고	2020년까지 투자액	5,000억 유로,	2022년까지 투자액	
6,300억 유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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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디지털시장 연계성 

투자기금은 평소 대출에 애로를 겪는 공공 및 민간투자 관련 대출을 제공한다.	또
한,	공공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승수효과를 꾀하여 민간투자가 동일한 프
로젝트에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이다.	특히,	투자기금은 인프라,	초고속
데이터넷,	에너지망,		교통인프라,	교육,	연구·혁신,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투자에	
주력한다.	2016년 유럽집행위원회는 동일한 기금 체제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및 유
럽 근린국가 투자를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인터넷 및 디지털기술은 미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시민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문도 분명 있지만 아직 놓치고 있는 디지털기회도 존재한다.	EU시민
의 불과	15퍼센트만이 타회원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것으로 나
타났다.	IT기업 및 스타트업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중 불과	7퍼센트만이 해외 판매를	
하는 등 온라인 부문 성장기회를 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집행위원회는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전면적 디지털단일시장 조성에 나선다.	
계획안의 목표는 온라인구매시 계약법을 조율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국가간 택배 배
송비 인하,	타회원국 대상 일부 온라인서비스 판매를 금지하는	‘geo-blocking’	종
식,	저작권법 현대화,	통신회사 규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
은 조치가	EU회원국에 연간	4,150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성장 및 신규 일자리	380
만개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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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U회원국의 영화,	음악,	IT서비스 접근성 향유가 곧		
‘디지털단일시장’이 표방하는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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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회원국 시민은	EU내 어느국가든 여행,	거주,	근로할 수 있다.	

	 					EU는 교육,	문화부문을 비롯한 프로그램 수립을 장려하고 재원을 제공하여	EU시민의 연대를		
강화한다.	

	 					유럽시민은 단일화폐,	유럽국기,	국가등 유럽인으로서 공유하는 정체성의 상징을 이해한다.	

	 					범유럽차원의 정당이 부상하면서	‘유럽공공지대’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시민은	5년에 한번	
EU의회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하며,	선출된 의원은 유럽집행위원회에 표를 행사한다.	

	 					EU가 점점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분명하게 설명함에 따라		
EU	소속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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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럽에서 여행·거주·근로한다는 것의 의미

EU시민권은	EU조약에	‘회원국 국적소지자 모두는	EU시민이
며	EU시민권은 추가적 개념이지 대체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명시한다.(EU기능에 관한 조약	20조항(1))	그러나	EU시민권
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EU시민이라면	EU회원국간 자유롭게 통행,	근로,	거주할 권
리가 있다.	

3년이상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위는	EU회원국 전
역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상호인증의 원동력은	EU회원국간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양질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믿
음이 있기 때문이다.	

EU시민이라면 경찰,	군대를 제외하고 보건,	교육,	공공서비
스부문 근로가 가능하다.	로마에서 독일어를 가르칠 때 독일
인 교사를 초빙하는 것,	벨기에 청년이 프랑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상호교류가 있을까?

EU간 통행 이전에 유관 당국에서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
아 타회원국에서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의료비
를 보전받을 수 있다.	

EU시민은 본인이 원하는	EU회원국 어디에서든	
거주하며 자유롭게 원하는 직업군에서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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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럽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하기 III.  기본권

EU시민이 단순히 근로자 또는 소비자로서의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라 특정 정치
권을 부여 받음을 의미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 공식 발효 후 국적에 관계없이	EU
시민이라면 거주국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 시 투표권 및 참정권을 누릴 수 있다.	

2012년이래로 집행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
출시 최소	7개회원국 시민	1백만명의 서명을 확보할 때 입법 제안서로 효력을 발
휘한다.	

2000년	12월 니스EU이사회가	EU기본권헌장을 공표하면서	EU시민권 보장의 중
요성이 천명된다.	기본권헌장은 회원국 의회,	의원,	행정부대표,	EU집행위원이 참
여한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존엄성,	자유권,	평등권,	연대권,	시민권,	정의라는	
6개의 표제 및	54개조항으로 구성되어	EU기본가치,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시
민,	정치,	경제,	사회권을 명문화하였다.	

서두 조항은 인간존엄성,	생명권,	인간보전권,	표현의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다.	
연대권을 다루는 챕터에는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권 및 경제권을 확보하여 시민연
대를 도모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업권;

•	노동자의 정보접근 및 협의권;

•	일·가정양립권;

•	EU회원국간 의료보건,	사회보장,	사회부조권	

유럽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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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육과 문화로 상징되는 유럽

기본권헌장은 남녀평등을 도모하며 데이터보호,	우생실험 및 인간복제금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권,	노약자 권리,	양질의 행정권을 명시한다.

2009년	12월1일 공식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기본권헌장에 조약과 준하는 법적 권
한을 부여하여 내용 위반시	EU사법재판소에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한다.	그러나 의정서 내용에 따르면 기본권 위반시 제반 절차는 폴란드와 영국에
서만 착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스본조약	6조는	EU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서명하는데 법적 토대가 되었다.	유
럽인권보호조약은	EU조약들중 단순한 참조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EU회원국에 법
적 효력을 부여하여	EU인권보호증대를 위한 강력한 보호기제를 제공하고 있다.	

소속감 및 공동운명체 정신은 가공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의식을 함께 나눌 때	
조성되는 것이며,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유럽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외에도 교육,	
시민권,	문화적 측면도 함께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U는 학교·교육체계 및 커리큘럼 구성 요소에 대해 직접 관장하지 않고 회원국 정
부 및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결정한다.	그러나	‘에라스무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기치로 교육부문 교류를 장려하여 청년들에게 타회원국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학업	
및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공동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
장한다.	2014년~2020년간	4백만명 이상이	‘에라스무스플러스’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전년동기 대비	40퍼센트 증액되어 총	160억유로에 이른다.			

유럽국가들은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 유럽고등교육지대를 조성하여 협력한다.	
타회원국에서 수여한 학위(학사,	석사,	박사)가 타회원국에 동일한 학위로 준하여	
인증받도록 하는 것이	‘볼로냐프로세스’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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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옴부즈맨제도 및 의회 청원권

문화부문에서	EU의	 ‘창조유럽(Creative	Europe)’프로그램은	EU회원국내	TV프
로듀서,	영화감독,	홍보전문가,	방송제작자,	문화기구간 적극적인 협력 촉진을 목
적으로 하며 유럽 시청각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여 유럽내 미국 콘텐츠 쏠림현상
을 막고자 한다.		

유럽을 규정짓는 핵심 특징은 언어의 다양성이다.	언어적다양성을 수호하는 것은	
EU의 주요 목표로서,	다양한 언어 구사는	EU작동에 근간이 된다.	EU법안은	24개	
EU공식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유럽의회의원(MEP)은 의회에서 논의할 때	24개	
언어 중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한 언어로 참여하면 된다.	

시민들이	EU를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EU조약(TEU)은 옴부즈맨직을	
신설하였다.	유럽의회는 옴부즈맨을 선출하여 의회 회기와 동일한 임기를 부여한
다.	옴부즈맨의 역할은	EU제도 및 기구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 것이
다.	EU에 거주·근거를 두고 있다면 개인 및 조직을 망라해 누구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민원제기자와 유관 기구를 한 자리에 모아 합의를 도모한다.			

EU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EU의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부여 또
한	EU기관과 일반 시민들 상호간에 또다른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유럽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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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소속감

	‘시민의 유럽’은 매우 새로운 개념이다.	1985년 도입된 유럽여
권을 포함한 유럽 공동정체성에 대한 일부 상징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EU는	‘다양성속 통합’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매년	5
월9일	‘유럽의날(Europe	Day)’을 기념한다.	

유럽국가(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와 유럽국기(청색 배경에	12
개의 금색별로 이루어진 원)는	1985년	EU의 핵심 상징으로	
채택되었다.	회원국,	지역당국,	시민은 희망 시 상징들을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
한 시민들은 여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EU기관과	
회원국은	EU를 어렵게 느껴 거리감을 느끼는 시민들과 소통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EU가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다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도입된 유로화 지폐·
동전은 일상에 중대한 변화를 견인해오고 있다.		유로화로 상
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표시되면서,	소비자들은 회원국별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EU기본권헌장에 명시된 기본권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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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조약에 따라 대부분의	EU회원국간 국경 검문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시민들은	
단일의 통합지역으로서	EU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소속감의 출발점은	EU의사결정에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을 때 뿌리를	
내린다.	EU시민중 성인인 경우	EU의회선거시 공무담임권 및 투표권을 향유하며,	
이는	EU	민주적 정통성의 근원이 된다.	2014년	5월	EU집행위원장 선출 시 각 회
원국 정당이 입후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간접선거 형식으로 실시되었는
데 이는	‘민주적 결핍(democratic	deficit)’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동시에	
포퓰리즘 및 유럽회의론을 펼치는 정당 득표수가 증가하면서	EU에 경각심을 부르
는 단초가 된다.	

EU는 유럽 시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EU의 미래는 각계각층 시
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구상된다.	EU창설국들은 당시 이러한 비전을 기반으
로 연합 구성을 도모하였다.	1952년 장모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국가의 총
합이 아니라 시민의 연합이다”라고 역설하였다.	EU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들의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야 말로	EU라는 조직 나아가 회원국 정부당국 및 시민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 과제일 것이다.	

유럽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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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안보,정의의 유럽 

	 								EU회원국간 국경개방은 일반시민들이 국경횡단시 검문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가능케하여		
막대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회원국 공공치안 유지시 국경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를 재도입할 수 있다.		

	 								회원국간 국경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EU외부 국경 및 치안·사법부문 협력 증대를		
꾀하여 조직범죄,	테러,	불법이민,	인신매매,	마약밀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리아 내전 피해자등 유럽행 망명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일관성있는 망명자관리정책 및		
EU외부 국경의 효율적 통제를 유럽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등 압박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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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U회원국간 자유통행 및 외부국경보호 

EU시민은	EU회원국중 어디에서든 박해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거
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범죄 및 테러가 유럽의 주요 도전과
제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상기 부문과 관련된 일련의 조약개정을 통해	‘자유,	안보,	정의의 단일지대’
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 리스본조약 도입시 위 부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한 개정이 시행되어	2009
년 공식 발효되었다.	그 이전에는 회원국들이 각국별 자유,안보,정의 지대를 설정하
고 관리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다하며,	EU이사회가 회원국 장관과 논의 및 협의과
정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EU집행위와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
미했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가중다수결에 의거해 이사회
가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의회가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며,	집
행위는 이니셔티브 추진시 일정부분 권리를 행사하는 체제로 양상이 변화하였다.		

EU회원국간 자유통행보장으로 각 회원국이 국경 통제권을 갖지 않음에 따라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자	EU외부 국경지대에 추가 안전조치
가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EU내 자유통행권을 악용할 소지가 있
기 떄문에 회원국 경찰당국 및 사법당국간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EU	통행의 편의성을 한층 높인 주요 조치가	1985년 시행되었다.	당시 벨기에,	프랑
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회원국 정부가	‘솅겐’이라는 룩셈부르크 국경인근	
작은 마을에 모여 다음의 사항을 담은 조약에 서명을 하였다.	우선,	국적과 관계없
이 회원국과 공유하는 국경에서는 통행인 대상 검문 폐지,	회원국 국경간 국경통제
조치 조화,	공동비자정책 도입 등을 담은 조약이었는데,	이로써 서명국들은 솅겐조
약지역내에서 자유통행지대를 구축하게 된다.	비회원국 시민들의 경우도 항상 비
자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EU는 다수 국가와 협의를 통해 비자 면제권에 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긴급사항인 경우,	회원국은 일부 기간동안 국경통제권을 재도
입할 수 있는데	2015년,	2016년 일부 회원국에 난민유입이 급증하면서 실제 재도
입 사례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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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안보,정의의 유럽 

II.  난민·이민정책 

솅겐조약은 발효 이후	EU다수조약에 핵심기제가 되었으며,	솅겐지대는 점차 확대
양상을 보인다.	2015년 기준,	솅겐협정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아일랜
드,	루마니아,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에서 이행되고 있다.	한편,	비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은 솅겐지역에 소속되어 있다.			

EU외부국경 보안강화가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국경관리청(Frontex)이	
2014년 창설되어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국경관리청은 외
부국경보안 부문	EU회원국간 협력강화를 책임지고 있다.
회원국은 보트,	헬리콥터,	항공기를 상호 대여해 지중해지역과 같은 민감지역 공
동 순찰을 수행할 수 있다.	비상상황인 경우,	국경관리청은 신속국경대응팀(Rapid	
Border	Invention	Teams)을 보내며 대응팀은	EU회원국 국경수비대로 구성된다.	
EU지도자들은	2016년 국경관리청에 지원을 늘려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고 있
다.	국경관리청은 유럽국경해얀경비대(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로	
기관명이 바뀌어	2016년	10월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유럽은 이방인을 환영하며,	박해와 위해상황에서 도피해온 난민들에 망명 지위를	
부여하는 자랑스러운 인도주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상호 국경협
정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 불법,	합법을 막론하고 이민자수가 증가하면서	EU회
원국 정부는 대응을 두고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EU회원국은 규정을 조율해 난민신청 처리시	EU	모든 곳 공동으로 단일 적용
되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난민신청자 승인 및 난민지
여 부여시 공동 적용되는 최저기준이 채택되었다.			

최근 몇 년간,	비정기적으로 난민이 대규모로 유럽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EU	최우선과제로 부상하였다.	회원국 정부는 공조를 통해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불
법난민 송환에 관한 공동협정에 합의하였다.	동시에,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EU
규정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 상봉,	장기체류지위 부여에 나서고 있으며	
유학 및 연구목적으로 유럽입국을 희망하는 비EU회원국 시민 수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수가 급증
해 이들중 수천명이 지중해상에서 목숨을 잃으면서 난민 문제가 시급한 도전과제
로 떠올랐다.	동시에,	정치난민,	경제난민간 지위 인정 기준이 상이한 회원국간 난
민 문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는 해안과 수역을	
거쳐 난민이 물밑듯 쏟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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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들은	EU회원국이 연대정신을 발휘하여 지원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2015년,	독일은 정치난민 망명을 허가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EU지도자들은 다수 조치에 합의해 난민문제 대응에 나선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발 난민에게 타회원국으로 이동할 권리를 주고,	망명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은 본국
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터키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망명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EU는 터키와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합의를 구축한다.	EU는	
난민 유입이 급증하는 경우 회원국 전문가를 급파하여	EU국경 해안경비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이 수색·구조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범죄조직을 소탕
하여,	지중해 연안국 방위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5년 및	2016년	EU예산 중	100억 유로 이상을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 출
신 난민 인도주의 보호에 편성하여 보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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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럽행 망명자 수가 급증하면서	
EU는 신규 이니셔티브 다수를 구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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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범죄·테러 대응 

인신매매조직을 운영하여 여성과 아동 등 힘없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공조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럽 및 국제적 수준의 조직망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직범죄 수준이 나날
이 고도화 되고 있다.	또한 재앙적 파급력의 테러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이 지난 몇	
년간 목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솅겐정보시스템(SIS)이 도입되었다.	SIS는 거대한 데이
터베이스로 회원국 경찰과 사법당국이 체포영장 및 송환 요청 및 자동차,	예술작품
과 같은 분실 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자 추적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로 불법취득한 자산 추적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여 범죄,	테러조직 자금유입 원천
적 차단에 나서고 있다.	

회원국 사법당국간 치안부문에 있어 최근 이룬 최대 업적으로 유로폴(Europl)	창
설을 들 수 있다.	유로폴은 헤이그에 소재하며 경찰 및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담당
한다.	유로폴은 마약밀매,	불법도난 차량거래,	인신매매,	불법 이민조직망,	여성·아
동 성착취,	아동음란물,	위조,	방사성핵물질 매매,	테러,	돈세탁,	유로화위조 등 다
양한 국제범죄 척결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또는 다에시(Daech)로 알려진 이
슬람 테러조직의 타겟이 되고 있다.	이들 테러조직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유럽의 핵심 기본가치를 위협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만평잡지사 테러공격,	벨기에,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수백명의 목
숨을 앗아간 테러공격이 그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테러의 발호로 유럽시민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군사력 및 자금기반을 둔 예측불허의 적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정보당국간 역외지역 대상 정치·군사 행동 대응에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테러에 대응하고자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제안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급진화 대응을 위한 유럽센터를 설립하여 금융정보당국간 공조를 바탕
으로 테러조직 자금유입 차단 및 사이버 범죄,	극단주의자 온라인 선전물 확산 대
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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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럽사법지대’를 향해 

2015년에는 테러대응 일환으로 공항을 통해	EU에 출입하는 통행자 대상 검문 강
화를 실시하였다.	오늘날,	모든 항공사는 승객명을 데이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경찰당국이 특정 규정에 의거하여 테러대응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EU회원국 정부는 각각의 사법체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국제범죄와 테
러는 초국가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테러,	마약밀매,	위조에 공동 대
응하여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EU는 공동의 형사사법정책을 마련하여 특정 형사범죄에 대한 회원국간 개념 정의	
차이로 상호 공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실질적 주요 공조 사례로 유럽연합형사사법협력체인 유로저스트
(Eurojust)를 들 수 있다.	유로저스트는	2003년 헤이그에 창설된	EU사법공조기구
로 회원국 검·경찰당국에 복수 회원국 관할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공조를 지원한다.	
유로저스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이사회 또는	9개회원국 그룹은 유럽 검찰을 임
명하여	EU의 경제적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

초국가적 실질 협력 사례로	2004년	1월이래로 시행되어온 범유럽차원 체포영장제
도가 있다.	범유럽 체포영장을 발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범죄 송환절차를 대
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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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영역에서도	EU는 입법안을 마련하
여 이혼,	별거,	자녀양육권,	양육이행권에 대
해 복수 회원국에 걸친 사건일 경우 법원의	
판결을 단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한	
개 회원국의 판결이 다른 회원국에도 적용된
다.	EU는 공동 절차를 고안하여 채무탕감,	파
산과 같이 소액청구나 합의타결이 가능한 초
국가적 사안일 경우 합의 절차 간소화 및 신
속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EU지도자들은 유럽국경해안경비대에 적극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EU외부국경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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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 속 유럽연합 

	 					EU는 통상 협상과 같은 국제현안에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세계 무대 속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EU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국제행위자로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자	2009년 유럽이사회는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을 신설하여 임명하였다.	

	 					각 회원국은	NATO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국방 자주권을 가진다.	그러나	EU회원국은	
평화유지임무시 군사공조를 추구한다.	

	 					EU는 국제통상의 주요행위자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내에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개방 및		
규칙기반 통상체제 확립을 추구한다.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EU는 개발원조정책,	무역특혜,	식량원조,	인권증진 등의 부문에서	
아프리카에 긴밀한 관심을 기울인다.		

	 					우크라이나,	시리아,	사하라와 같은 역외 주요 안보 과제가 대두되면서	EU	차원의		
외교안보부문 협력을 증대하여 공동가치,	이익,	안보 수호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할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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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동외교안보정책

경제,	통상,	통화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세계강국으로 도약하였다.	EU가 강력한 경
제력을 보유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세력이 미약하다고 보는 분석도 이따금씩 고개
를 들고 있으나 이는 과장에 불과하다.	EU는 세계무역기구,	UN산하기구,	환경 및 개
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각 회원국이 세계 주요현안에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외
교·정치적 측면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주권의 척도인 국방은 회원국이	
자주적으로 관장하며	NATO와 같은 동맹을 구축하여 공조를 추구한다.		

A. 유럽외교조직 구축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공동안보방위정책은	EU	외교정책 핵심 현안을 구성한다.	상
기 정책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2001년 니스조약
에서 도입되었다.	공동정책은	EU의	‘제2의 축’으로 기능하며,	회원국 정부간 합의
를 통한 행동을 추구하며,	반면 유럽집행위와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
다.	외교안보 및 안보방위 부문 결정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회원국 기권도 가능
하다.	리스본조약 발효로	EU구조내	‘축(pillars)’이 폐지되었으나 안보,	방위현안	
결정방식은 기존 관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을	
신설하여 공동 정책의 존재를 한층 강화하였다.		

2014년 이후,	페데리카모게리니 이탈리아 전 외무장관이	EU외교안보 정책고위대
표 및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 역임해오고 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
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EU를 대표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EU와	EU의 실질
적 외교업무기관인 유럽대외협력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에 소
속된 회원국 관료들이 모게리니 고위대표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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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외교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발칸국가와 같은 인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코카서스지역과 같은 분쟁지역에서 안보,	안정성,	민주주의,	인권이 정착되도록 하
는데 있다.	특히 정책 집행시 선거감시단,	인도주의구호,	개발원조 등 연성권력(soft	
power)을 핵심 도구로 활용한다.	2015년,	EU는 인도주의 구호금으	15억유로 이상
을 쾌척하였으며,	추가로	50억 유로를 시리아내전 난민지원을 위해 제공하였다.	EU
는 전세계 개발원조금의	60퍼센트를 제공하며 최빈국 빈곤퇴치,	식량구호,	자연재
해예방,	식수공급,	질병퇴치에 힘쓴다.	동시에,	EU는 저소득국가내 법치주의,		인권,	
시민사회 확립 및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증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집행
위원회와 의회는 구호금 제공·관리·집행이 책임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한다.	

EU는	‘소프트파워’	기반 외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향후	
수년간	EU에 주요 과제가 될 핵심 질문이다.	EU의 노력으로	2015년 이란과 세계	
주요국간 타결된 핵협정 및 경제제재 해제를 외교부문에서	EU가 이룩한 구체적인	
주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U는 시리아 내전관련 국제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주요 국제현안을 두고	EU이사회가 내놓는 공동성명 및 입장이 낮은 수준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민들이 상당하다.	한편,	강대국 회원들은 꾸준히 각
자의 자리에서 외교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EU가 한 목소리로 얘기할 때 진
정한 글로벌 행위자로서 존재를 과시할 수 있다.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이 점진적
으로 이행되어	EU의 경제력 및 통상 파워가 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유럽의 신뢰도
와 영향력이 비로소 신장될 것이다.		

B. 공동안보방위정책의 실질적 성과 

2003년이후,	EU는 위기관리역량을 꾸준히 증강하였다.	역량강화 뒤에는 위기시	
자국 군대를 파견해준 회원국의 자발적 노력이 있었다.	

위기관리활동을 책임지는 주체로 일련의 정치군사조직이 있다.	
정치안보위원회,	EU군사위원회,	위기관리민간부문위원회,	EU군사인력 등이 관련	
조직으로 기능하며,	이 조직들은 이사회에 보고를 할 책임이 있으며 현재 브뤼셀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 무대 속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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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조직체들이 있기에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이 내실을 기하여,	인도주
의활동,	평화구축활동,	평화유지활동과 같이	EU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 실행시 동
력을 받는다.	이러한 활동들은	NATO활동과 중복이 없어야 한다.	또한,	NATO와	EU
간 합의한	‘베를린플러스협정’(Berlin	plus	arrangements)에 의해	EU활동을 보
장받는다.	베를린플러스협정은 탐지,	연락,	지휘,	수송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NATO
의 군수자원 접근권을	EU에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이래로,	EU는	30여회 이상 군사 및 민간부문 작전을 개시한바 있다.	보스
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EU군대가	NATO군을 대체한 것이	EU가 수행한 최초	
군사작전이다.	EU차원의 군사작전 및 활동이 세 개 대륙에 걸쳐 전개되어 오늘날까
지도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덴만 소말리아해적 소탕을 목적으로
한	‘아틀란타 작전’,	코소보 법치주의 확립 구호 작전,	말리 군사훈련 작전,	우크라이
나민간인보호 활동,	지중해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소피아 해상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군사기술 고도화 및 고비용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재정위기로 공공지출 삭감에 부
심하는	EU회원국 정부들은 무기제조에 협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나아가,	회원국 군대가	EU역외지역 합동군사작전에 나서는 경우,	각
국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장비 표준화 선행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
으로	2003년 유럽이사회는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se	Agency)을 설립하여	
EU	군사역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장클로드융커	EU집행위원장은 실질적	EU방위정책을 구상하여 장기적으로 운용
할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공동안보이익이 곧 유럽의 가치와 전략적 이익과 상호연
계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유럽시민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공동방위정책이 힘을 얻
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 국가 규모를 막론하고 단일국가가 군사력
을 발휘해 자국안보를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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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방통상정책

EU는 회원국을 대표하여 통상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통상강국
으로서 유럽이 중요한 입지를 확보함에 따라 상당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U는	16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기반 시스템
을 지지한다.	동 시스템은 국제통상활동에 법률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부여한다.	
WTO는 일련의 조건을 마련하여 불공정무역가담국을 상대하는 회원국이 보호받
을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다.	가령,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하고자 시장가격 이하
로 상품을 판매하는 덤핑 행위에 가담하는 수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아
가,	통상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복수 교역 대상국 간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EU통상정책은 개발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EU는 일반특혜 관세제도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를 마련하여	EU시장에 접근하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수입품 상당 품목에 무관세 및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9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기를 제외하고	EU시장 무관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통상 강국 선진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구
체적인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해오고 있다.	

통상관련 사안은	WTO제반절차를 통해 해결되나,	양자 무역협정은 합의를 통해 체
결된다.	2014년 캐나다-EU경제무역협정이 타결되어	2016년	10월 서명된 바 있다.

2013년	EU와 미국은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	협상에 돌입한다.	관세장벽,	
표준단일화,	공공시장 접근,	원산지표기,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두고 본격 협상에	
착수한다.	EU와 미국은 전세계 교역양의	40퍼센트를 차지하며	8억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TTIP의 또다른 핵심사항으로 중국과 같은 경쟁국이 미래에 기준
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U는 식품안전,	사회보장,	데이터보안,	문화 다양
성을 수호하고자 높은 기준을 확립하였다.	TTIP가 공식 발효되면	EU회원국 경제
성장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 대상 무역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의 무역협정에는 기술협력,	문화협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 무대 속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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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프리카 개발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제2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해 최대수입국이 되었다.	EU는	
러시아의 주요교역대상국으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가장 큰 수익원이다.	그러
나,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EU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러시
아 제재를 부과하게 되고 그 결과 교역양과 투자액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된다.	

유럽-사하라지역 아프리카 국가 관계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로
마조약을 근거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이 보유한 식민지와 해외영토는 공동체와
도 일정부분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탈식민지화 바람이 불면서 식
민지관계는 개별 주권국가간 관계로 귀속된다.	

베닝의 수도 코토누에서	2000년 서명된	‘코토누협약’은	EU개발정책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이정표로	EU-아프리카·카리브해·	태평양제국연합(ACP)간 체결된 무역협정
이 핵심이다.	선진국-개도국간 타결된 가장 야심차고 광범위한 무역,	원조협약이었
다.	코토누협약은	1975년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서명된 후 정기적 개정을 거친	‘로
메협정’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코토누협약은 시장접근성 기반 통상현안에서 한층 포괄적인 사안으로 시야를 확
장하면서 이전 무역협정에서 한단계 도약된 성격을 보인다.	더불어,	인권유린에 대
한 대응 절차도 협약 내용으로 함께 명시한다.	EU는 코토누협약 조인국 중 최저개
발국	39개국에 특별 양허관세를 부여한다.	2005년이래,	코토누협약 대상국은	EU
에 무관세로 거의 모든 상품을 수출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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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전세계 시장 개방 및 무역진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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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존정책이 아프리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나 현
재 아프리카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사하라이남지역	
상당수 아프리카국가들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천연자원을 활용해	
인프라와 생활수준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인접국
가들은 전쟁,	소요,	독재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사하라이남 사
헬 지역은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있고 보코하람과 같은 종교적 극
단주의세력은 테러를 일삼고 있다.	아프리카대륙 북동부지역은 내전
과 독재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	
및 인구증가로 아프리카주민들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인도
주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U가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하여 아
프리카대륙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인구이동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유럽공동이민정책은 유럽에 새로운 노동력을 유입
하여 장기적으로 이들을 흡수해 인구 고령화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 무대 속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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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민간·군사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며,	
소말리아연안 해적퇴치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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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미래는?

	 						‘유럽은 하룻밤에 단일 계획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유럽은 구체적 결실로 실질적 연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1950년에 등장한 위 성명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향후 유럽에 닥칠		
최대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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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하룻밤에 단일계획으러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유럽은 구체적 결실로 실
질적 연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로베르슈만은	1950년	5월9일 유
럽통합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위와 같은 유명한 선언을 한다.	70여년이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통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유럽시민과 국가간 연대는 변화하는 세계
에 새로이 등장하는 도전과제 에 대응하기위해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EU가 지난 역사 동안 이를 직접 증명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세계대전 이
후 첫 몇 년간 산업 생산 증대 및 식량 증대가 화두였다.	1990년대 초반 단일시장	
완성은	EU의 주요 성과였다.	이후,	유로화와 유럽중앙은행이 도입되어 시장이 더
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실질적 노력의 성과로 냉전시 공산주의세
력이 야기한 분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	2008년 촉발된 금융위기는 유로화가	
글로벌 투기세력의 공세에 취약함을 보여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회원국은 각
국 경제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여 은행동맹 수립에 나선다.	최근에는 안보·이민 사
안이	EU	주요의제로 부상하였다.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모네는	1976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과거 주권국가 모델은 오
늘날 당명과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주권국가는 자신의 발전을 꾀할수도 미래 운
명을 혼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한 단면은 내일을 꾸려나가는데 과
도기적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다.

	2017년 세계화의 한 가운데서,	EU의 정치적 수명이 다한것으로 보고 체념해야 마
땅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 가치와 이익을 향유하는	5억 유럽시민의 잠재력을 실현
하고자 새롭게 나서야 할 것인가?

EU는 각기 다른 역사,	언어,	문화를 가진 약	3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회원국	
마다 생활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이렇듯 다양한 국가연합체가 공동 정치구역을 형
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원국 시민은 유럽인으로서 단일 정체성을 형성하며 동시
에 국가,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2차세계때전의 잔해 속 탄
생한 유럽공동체의 모태를 생각하며 그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이다.	최초의 유럽공동체가 표방한 것은 적대국과 화해하고 평화를 구축하여 도덕
적 정통성을 쌓아가는데 있었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모든 회원국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소수그룹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밑바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모든	EU회원국과 시민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럽통합만을 바라
보며 전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EU지도자는 강화된 공조체제를 적극 활용
하여 회원국간 수립된 임시연합체가 단독 모델을 장려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
문들은	‘알라카르트’	즉,	선택적 요리를 해야하는 복잡다단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101

유럽, 12개의 시사점

유럽내	‘가변기하학’과 같은 현 상황은 각 회
원국이 특정 정책과 기관에 동참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해결책이나 혹자는 회
원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자국중
심으로 사안을 바라봄에 따라	EU종말의 서
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동안 연대의	
정신이 있었기에 비용은 공동분담하고 혜택
은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 기저에 공동 규칙
과 정책이 존재해왔다.	연대정신하에서 예외
조치,	특례,	제외신청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최근 경제위기는 유로화사용국간 상
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유로존이	EU내 핵심그
룹으로 기능하는 특수한 상황이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미래는?

유럽시민은 오늘날 연대를 통해		
미래 운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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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는 유로존을 금융,	예산,	경제부문 정책과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시에 유로화통합정책의 정통성 및 민주적 책임성 강화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의 목표는 유로존을 통합 경제거버넌스 지대로 전환하여	EU	전반에 새
로운 동력을 부여해 궁극적으로 유럽전역에 혜택을 불러오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안보,	방위,	사법,	내무와 같이 전통적으로 주권사안으로 간
주된 영역까지 유럽차원의 협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난민 문제에 대한 적극적 공조가 시급하다.	EU	최대 현안은 전통적 접
근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며 시민들이	EU라
는 울타리 내에서 한층 강화된 안전의식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의 물결은 유럽이 일본,	미국과 같은 기존 경쟁상대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강국과의 경쟁도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유럽이 자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국가에 제약을 가하면서 역내 사회·환경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설령 기존 모델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치는 치열
한 경쟁의 파고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
이	EU가 실질적 글로벌 행위자로 나서 세계 무대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 적극
적으로 이익을 수호하고 연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유럽시민 다수는	EU가 시민의 삶과 더 밀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이 도입될때마다 유럽의회 권한은 증대되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보통선거
에 따라 의원이 직접 선출되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은 회원국별 천차만별이며 투
표율이 항상 높은것도 아니다.	이에 맞선	EU기관 및 회원국 정부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교육,	NGO,	네트워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보급하고 소
통하여 공동유럽공공지대 조성을 촉진해	EU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과	EU기관이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있
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 대응을 통해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민주주의 기반
을 약화시키는 유럽회의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EU의 최대 강점은 유럽가치를 초국가적으로 확산시켜 인권보호,	법치주의 강화,	
환경보호,	자유경제를 안정화,	조직화하여 사회의 규범을 유지시키는 능력에 있
다.	유럽의 가치를 얼마나 잘 수호해 나갈 수 있느냐가 곧 역외 지역이 유럽통합에
서 귀감을 얻을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다.	

EU가 태초에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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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하 해결책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
이 필요한가?

•			균형잡힌 공공재정을 확립하고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수호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사회복지의 효율적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
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불러오는 민감한 주요사안이 바이오테크 분야를 비롯해 부
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윤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EU시민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예측불허 위협이 전세계를 휩쓰는 현 시점에	EU시민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방
식으로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EU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성과를 이뤄낸다면 유럽은 계속해서 존경
의 대상으로 전세계국가에 영감을 불러 넣는 귀감의 사례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유럽의 미래는?



유럽통합,
이정표가 된
역사적 순간들



1951 1957 19631950 1955 1960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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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이		
파리에 모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창설에 합의한다.
1952년	7월23일 공식
출범해	50년간 지속된다.	

3월 25일

6개회원국은 로마에	
소집해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을 골자로 하는 조약에
서명한다.	두 공동체는	
1968년	1월1일 공식 출범
한다.	

7월 20일

EEC와 아프리카	18개국이
야운데에 모여 제휴협정을
체결한다.	

5월 9일

로베르슈만 프랑스외무장관은
프랑스 정치경제자문 장모네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슈만플랜’을 발표한다.	
슈만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철강 공동체를 형성해
이웃 유럽국가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6월 1-2일

6개회원국 외무장관은
메시나에 모여 유럽통합을
경제부문까지 확장하기로
합의한다.	

1월 4일

영국의 주도로 스톡홀롬협약
을 통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을 체결하여 비EEC회원국이
다수 동참한다.		

4월 8일

ECSC,	EEC,	Euratom세 기구
의 집행부를 통합하는 조약
이 서명되어 단일 이사회,
집행위원회가 신설되며
1967년	7월1일 공식출범 한다.

유럽통합, 이정표가 된 역사적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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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7월 1일

회원국간 공산품 관세 폐지가
예상보다	18개월 먼저 달성되고
역외국 공동관세가 도입된다.	
	

4월 22일

자체 재원으로 유럽공동체														
예산을 조달하는 내용 및	
유럽의회의 감독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약이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다.

	

12월 9-10일

파리정상회의에서	9개회원국
지도자들은 유럽이사회 차원에서
연3회 정기회의 소집,	유럽의회
직접선거,	유럽지역개발기금	
수립에 합의한다.	

6월 7-10일

유럽의회	410개석 직접선거가	
최초로 시행된다	

1월 29일

정치위기에 이어	‘룩셈부르크
타협안’이 마련되면서 프랑스는
이사회 회의에 다시 참여하게	
되고 그 대가로 회원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의제의 경우	
만장일치제를 채택할		
것을 합의한다

12월 1-2일

헤이그정상회의에서	
EEC지도자들은		
EU통합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한다.	

1월 1일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9개국으로 확장되며	
한편 노르웨이는 국민투표로
EU가입이 부결된다.

2월 28일

로메에서	EEC-ACP(아프리카·
카리브해·태평양46개국)
간 체결된 로메협정이 서명된다.

7월 22일

유럽의회 예산권 강화 및	
유럽회계감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서명되며	1977년
6월	1일 공식발효된다.

1월 1일

그리스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며 회원국이
10개국으로 확대된다.

1966 1968 1970 1974 19791969 197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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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자크들로르가 유럽집행위원
회 위원장으로 공식취임
한다.(1985-1995)

6월 14일

회원국간 국경이동시 검문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솅겐협정이	
서명된다.	
	

6월 15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출범으로
타회원국 내애서도 교육활동이
가능해진다.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된다.

2월 7일

유럽연합조약(TEU)이	
마스트리히트에서
서명된다.	1993년	11월	1일	
공식발효된다.

6월 14일, 17일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2번째로 실시된다.

1월 1일

스페인,	포르투갈이 회원
가입을 하면서 회원국수가
12개국으로 확대된다.

2월 17일, 28일

단일유럽의정서가 룩셈부르크,
헤이그에서 서명되면서
1987년	7월1일 정식 발효된다.

6월 15일, 18일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3번쨰로 실시된다.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된다.

12월 9-10일

마스트리히트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조약(TEU)을 채택한다.
T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사법,내무현안 공조강화,
경제통화동맹 조성 및 단일
통화 도입의 근거가 된다.		
	

1월 1일

단일시장이 출범한다.

1984 1985 1986 1987 1990 19921989 1991  1993

유럽통합, 이정표가 된 역사적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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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16일

탐페레유럽이사회에서	EU를	
자유,	안보,	사법지대로 이끌어	
나갈 것을 합의한다.	

1999

9월 15일

로마노프로디가 유럽집행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다.	
(1999-2004)

1999

6월 10일, 13일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5번째로	
실시된다.	

1999

1월 1일

11개	EU회원국이 유로화를	
채택하여 금융시장에 도입돼	
비현금거래시 기존통화를	
대체하는 신규통화로 정착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을 관장한다.		
2001년	1월1일 그리스가	
유로화를 채택하는	12번째	
회원국이 된다.	

1999

3월 30일

키프로스,	몰타,	10개 중부	
및 동부유럽 회원후보국과	
가입절차가 개시된다.	

1998

10월 2일

암스테르담조약이 서명되어		
1999년	5월5일 공식 발효된다.	
	

1997

11월 27-28일

유럽-지중해 회의가	
바르셀로나에서 개회되며	
EU-지준해남부연안국간	
파트너십이 출범한다.	

1995

1월 1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EU에 가입하면서 회원수가	
15개국으로 증대된다.	
노르웨이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가입하지않기로 결정한다.	

1월 23일

자크상테르가 유럽집행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다.	
(1995-1999)

1995

6월 9일, 12일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4번째로	
실시된다.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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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조제마뉴엘이 유럽집행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다.
(2004-2014)	

2004

6월 10일, 13일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6번째로 실시된다.	

10월 29일

25개회원국 국가수반 또는
행정수반이 유럽헌법에	
서명한다.	

2004

5월 1일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EU에 공식	
가입한다.	

2004

7월 10일

유럽미래협약은 유럽헌법안	
작성을 완성한다.	
	

2003

1월 1일

12개 유로존 회원국에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도입된다.	

2002

12월 14-15일

라켄유럽이사회는	EU	
미래선언에 합의한다.	동 합의는	
EU주요개혁의 토대가 되며,	
유럽헌법 초안과 관련
한 협약 수립으로 이어진다.	
준비과정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주도하에 진행된다.

	

2001

2월 26일

니스조약이 서명되어	
2003년	2월1일 공식발효된다.	

2001

12월 7-8일

니스유럽이사회는	EU
의사결정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신조약 내용에	
합의하여	EU확장의 문을 연다.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각 대표는	EU
기본권헌장을 대대적으로	
공표한다.		

2000

3월 23-24일

리스본유럽이사회에서 지식기반	
유럽하에	EU일자리창출,	
경제현대화,	사회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전략을	
마련한다.	

2000

€

유럽통합, 이정표가 된 역사적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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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경제통화동맹 공조 및 거버넌스	
안정화 조약(재정협약)이	
마련되어
25개 회원국이 서명하며	2013년	
1월1일 공식 발효된다.		

2012

1월 1일

에스토니아가 유로화를	
채택한	17번째 회원국이 된다.

	

2011

5월 9일

7,500억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전신이	
수립된다.	ESM은 금융·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실시된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2010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공식발효된다.
헤르만 팜 롬파워가 유럽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한다.(2009-2014)
캐서린애쉬튼이	
유럽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취임한다.
(2009-2014)	

	

2009

10월 2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조약을 승인한다.	

2009

1월 1일

슬로바키아가 유로화를 채택한	
16번쨰 회원국이 된다.	

6월 4-7일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7번째로 실시된다.	

2009

1월 1일

키프로스,	몰타가 유로화를	
채택한	14번째,	15번째 회원국이	
된다.	

2008

1월 1일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한다.	슬로베니아는 유로화를	
채택한	13번째 회원국이 된다.	

12월 13일

리스본조약이 서명된다.	
	

 2007

5월 29일, 6월 1일

프랑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헌법 도입을 부결하고	3일후	
네덜란드에서도 부결된다.	

10월 3일

터키,	크로아티아 회원국 가입	
협상이 개시된다.	

20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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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다.	

2016

12월 11일

파리UN기후회의에서
195개국이 참석해	
기후변화대응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채택한다.

2015

1월 1일

리투아니아가 유로화를 채택한	
19번째 회원국이 된다.	

6월 24일

투자견인 및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전략투자기금이 수립된다.	

2015

12월 1일

도널드터스크가 유럽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한다.	

2014

11월 1일

장클로드융커가 유럽집행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가	
유럽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로	
취임한다.	

2014

1월 1일

라트비아가 유로화를 채택한	18
번째 회원국이 된다.	

5월 22-25일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8번째로 실시된다.

2014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한다.	

10월 15일

EU은행동맹이 수립되어 은행	
감독을 위한 공동시스템이	
마련된다.	

2013

12월 6일

60여년간 평화,	화해,	민주주의,	
인권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유럽연합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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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통망

온라인 
유럽연합 공식언어에 대한 정보는		
유로파(Europa)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europa.eu

직접 방문 
유럽전역에 걸쳐 현지EU정보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과 가장 가까운 센터 주소정보를
다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europedirect.europa.eu

전화 or 이메일 
유럽다이렉트(Europe	Direct)는	EU와 관련	
질문에 답을 드리는 전화창구입니다.	전화번호	
00 800 6 7 8 9 10 11	으로 연락하면 통화료	
부담없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특정지역 통
신사의 경우	00800	접속이 불가능하여 통화요
금 청구될수 있음)	
EU역외지역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수신자
부담전화	+ 32 2 299 96 96로 상담이 가능하
며 이메일 주소	europedirect.europa.eu로
도 문의 가능합니다.	

출간물
EU관련 출간물 정보는	EU	Bookshop공식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bookshop.europa.eu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11층

  02-3704-1700
홈페이지:
eeas.europa.eu/delegations/south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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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Austria)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1층 110-714
전화번호: 02-732-9071
팩스: 02-732-9586
이메일: seoul-ob@bmeia.gv.at
웹사이트: http://www.bmeia.gv.at/oeb-seoul/

주한벨기에대사관 (Belgium)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7-10 
전화번호: 02-749-0381
팩스: 02-797-1688
이메일: seoul@diplobel.fed.be
웹사이트: http://republicofkorea.diplomatie.
belgium.be/en

주한불가리아대사관 (Bulgaria)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42
전화번호: 02-794-8625
팩스: 02-794-8627
이메일: bul_embassy@hotmail.com
웹사이트: http://www.mfa.bg/embassies/korea

주한체코대사관 (Czech Republic)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1 
전화번호: 02-725-6765
팩스: 02-734-6452
이메일: seoul@embassy.mzv.cz
웹사이트: https://www.mzv.cz/seoul/en/index.html

주한덴마크대사관 (Denmark)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501 
전화번호: 02-795-4187
팩스: 02-796-0986
이메일: selamb@um.dk
웹사이트: http://sydkorea.um.dk/en/

주한핀란드대사관 (Finland)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8층 110-714
전화번호: 02-732-6737
팩스: 02-723-4969
이메일: sanomat.seo@formin.fi
웹사이트: http://www.finland.or.kr/public/default.
aspx?culture=en-US&contentlan=2

주한프랑스대사관 (France)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0, 120-030
전화번호: 02-3149-4300
팩스: 02-3149-4310
이메일: ambafrance@hanafod.com
웹사이트: https://kr.ambafrance.org/

주한독일대사관 (Germany)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8층
전화번호: 02-748-4114
팩스: 02-748-4161
이메일: info@seoul.diplo.de
웹사이트: https://seoul.diplo.de/

주한그리스대사관 (Greece)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한화빌딩27층 100-797
전화번호: 02-729-1400
팩스: 02-729-1402
이메일: greekemb@kornet.net
웹사이트: https://www.mfa.gr/missionsabroad/en/
republic-of-korea-en

주한헝가리대사관 (Hungary)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103 
전화번호: 02-792-2103
팩스: 02-792-2109
이메일: mission.sel@kum.gov.hu
웹사이트: https://szoul.mfa.gov.hu/eng

 주한이탈리아대사관 (Italy)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14 일신빌딩 3층 140-894
전화번호: 02-796-0491
팩스: 02-797-5560
이메일: embassy.seoul@esteri.it
웹사이트: https://ambseoul.esteri.it/ambascia-
ta_seoul/it/

주한아일랜드대사관 (Ireland)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리만빌딩 13층 03152
전화번호: 02-721-7200
웹사이트: www.embassyofire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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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라트비아대사관	(Latvia)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36길	29
전화번호:	02-2022-3800
이메일:	embassy.seoul@mfa.gov.lv
웹사이트:	www.mfa.gov.lv/kr

주한네덜란드대사관	(Netherlands)
서울시 중구	15-5,	정동빌딩	10층	200-784
전화번호:	02-311-8600
팩스:	02-311-8650
이메일:	seo@minbuza.nl
웹사이트:	https://www.netherlandsandyou.nl/
your-country-and-the-netherlands/south-korea/
about-us/netherlands-embassy-in-seoul

주한폴란드대사관	(Poland)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70
전화번호:	02-723-9681
팩스:	02-723-9680
이메일:	seoul@trade.gov.pl
웹사이트:	https://seul.msz.gov.pl/en/seul_kr_a_32

주한포르투갈대사관	(Portugal)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	2층	110-280
전화번호:	02-3675-2251
팩스:	02-3675-2250
이메일:	embport@chol.com
웹사이트:	https://www.seul.embaixadaportugal.
mne.pt/en/

주한루마니아대사관	(Romania)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130,	1-104
전화번호:	02-797-4924
팩스:	02-794-3114
이메일:	romemb@kornet.net
웹사이트:	http://seoul.mae.ro/en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Slovakia)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89-1
전화번호:	02-794-3981
팩스:	02-794-3982
이메일:	emb.seoul@mzv.sk
웹사이트:	https://www.mzv.sk/web/seoul-en

주한스페인대사관	(Spain)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52	
전화번호:	02-794-3581
팩스:	02-796-3581
이메일:	emb.seul@maec.es
웹사이트:	http://www.exteriores.gob.es/Embaja-
das/SEUL/en/Pages/inicio.aspx

주한스웨덴대사관	(Sweden)
서울시 중구 남대문	5가	120	단암빌딩	8층
전화번호:	02-3703-3700
팩스:	02-3703-3701
이메일:	embassy@swedemb.or.kr
웹사이트:	https://www.swedenabroad.se/ko/em-
bassies/%EB%8C%80%ED%95%9C%EB%AF%B-
C%EA%B5%AD-%EC%84%9C%EC%9A%B8/

주한영국대사관	(United	Kingdom)
서울시 중구 정동	4,	태평로	40,	110-120
전화번호:	02-3210-5500
팩스:	02-725-1738
이메일:	postmaster.seoul@fco.gov.uk
웹사이트:	https://www.gov.uk/world/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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