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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아시아, 미국, 유럽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3대 축이라면 아시아는 압도
적으로 미국 지향의 국제관계 역사를 가져왔고, 한국 역시 사활적 동맹으
로서 한-미 관계를 주요 축으로 하여 대외관계를 구축해 왔지만 외교안
보 다원화 차원에서 한-EU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 2019년 유럽연합 정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협상결과 진전여부,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
으로 한 동,서유럽의 분열이 브렉시트보다 유럽연합의 미래에 더 큰 영향
을 미칠지 여부,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글로벌 행위자로서 유럽연
합의 위상이 쇠퇴할지 여부 등이 있음.
❍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이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
로 올라서면서 선전,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
함을 의미함. 그러나 동,서유럽의 균열이 예상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는 않음.
❍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좌,우파 사이의 균형이 두드러지고 주요기구 대표
선출결과도 기존의 우파 우세에서 좌,우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했음. 새 외교안보 고위대표 조셉보렐은 오랜 사회주의 노동자당 활
동으로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강조, 아프리
카 발전정책에 대한 지원, 이민에 관한 대외정책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역
설,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
과 글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의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면서 유럽연합 역내 및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좋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경제 표준 확산 시도임.
❍ 한국은 브렉시트 및 동,서유럽사이의 균열 등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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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유럽연합이 강조하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외교 프레임으로서 다자주
의, 국제규범 및 민주주의에 입각한 유럽 주요국 과 EU의 외교안보 전략
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토대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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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1. 한국-유럽연합(EU) 관계를 보는 시각
❍ 아시아, 미국, 유럽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3대 축이라면 아시아는 압도
적으로 미국 지향의 국제관계 역사를 가져왔고, 한국 역시 사활적 동맹으
로서 한-미 관계를 주요 축으로 하여 대외관계를 구축해 옴.
❍ 따라서 아시아 유럽관계는 부차적 중요성을 갖거나 아시아-미국 관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왔고 한-유럽관계도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에 초점을 맞춰 대외관계를 진행시켜 왔고 북핵위기를 비롯한 한반
도 문제 해결에 4강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더욱 4강 중심의 외교를 진행
시켜 옴.
❍ EU는 한국의 대외 교역량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이
고 브렉시트 등에서 보듯이 최근 세계질서를 바꾸는 주요 움직임의 진원
지로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신고립주의적 세계질서 흐름의 등장에 대비하고 경제와 안보차원에서 우
리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외교 다원화를 위해 한-유럽관계를 발전시킬 필
요가 있음.
2. 2019년 유럽연합 정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

❍ 10월 31일로 연기된 브렉시트 협상의 결과 및 북아일랜드 국경 개방 유지를
둘러싼 갈등과 고립주의의 심화 여부?
영국의 의회주권 전통에서 볼 때 ECJ의 결정에 의해 영국 국내 법원 결정이
뒤집히는 문제와 EU 재정분담금이 영국지식인과 엘리트들 사이에 가장 큰
불만.
브렉시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완전한
협상타결때까지 EU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면서 EU동ㅓ의 없이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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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조항은 불완전한 주권회복 의미, 당초 EU는 완전한 협상타결까
지 북아일랜드만 EU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안을 제안했으나
영국의 반대로 무산.
EU입장에서 북아일랜드의 국경통제 부활은 EU가 추구하는 목표인 ‘평화
프로젝트로서 유럽통합’의 성취를 대표하는 상징적 정책인 ‘1998년 북
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성과를 희생시키는 것, 1995년부터 2013년까지 EU
는 12억5천6백유로 (약1조6천억원)를 [북아일랜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
금]으로 지원하면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성공의 주요 산파로 역할.
따라서 보리스 존슨이 새로운 영국총리가 되고 새로운 EU 지도부 사이에
협상이 시작되어도 하드보더나 백스톱 문제는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보리스 존슨은 “노 딜'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는 것은 영국의 입장을
약화할 뿐”이라고 주장, 원래 영국의 EU 탈퇴시 재정부담금은 390억 유로
약 57조원으로 추산, 탈퇴 연기시에는 년 135억 유로 약 20조원 추가 가능
성으로 영국의 반발 더 커짐.
2019년 5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가능성은 노딜 브렉시트 32%, 장기
연기 이후 재국민투표 28%, 브렉시트 철회이후 잔류 13%로 나타남.
브렉시트는 어떤 결론에 이르든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물결의 등장을 상징
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해외생산을
줄이고 공급선을 재편하면서 지구적 분업이 약화되는 흐름속에서 국가간
노동과 상품의 이동이 줄어드는 탈지구화 시대의 구조적인 세계질서 변화
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 유럽연합의 앞날에 브렉시트보다 동,서유럽사이의 분열이 더 큰 문제?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는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서 EU의 난민할당 거부, 3권분립 무시, 언론자유 침
해 등 민족주의 우파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현상 심
각, Griff Witte and Michael Birnbaum, “In Eastern Europe, the E.U.
faces a rebellion more threatening than Brexit,” The Washington Post
(April 5, 2018)에서 브렉시트보다 동,서유럽 분열이 유럽연합 앞날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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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역시 정체성(identity)과 이해(interest)가 충돌할 때 분명한
경제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선택한 경우라서 중동부유럽 역시 EU
회원국으로서 자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정체성에
기반한 선택할 확률 여전히 적지 않음.
EU의 회원국 사이에 서로 다른 통합의 속도를 인정하는 two-speed 방침에
대한 비셰그라드 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국가들의 반대,
이들은 two-speed가 EU를 ‘중심부-주변부’ 국가 구분으로 영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함.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2020년 예산을 운용하면서 새로 진입한 회원국들
과 기존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통합 정책’에 3천500억유로
(약 459조원)을 책정해 자금을 지원. 이를 통해 폴란드가 이 기간 770억유
로 (약 101조원)를 배정받았으며 헝가리가 220억유로(29조원), 슬로바키
아는 140억유로(18조원)를 각각 지원받았음.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극우정당과 녹색당이 공히 약진함으로써 고
립적 민족주의와 다원적 세계주의 세력 사이의 균형을 보여줌. 헝가리,
폴란드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체코, 슬로바키아는 사
회주의 계열의 선전으로 비슷한 양상, 예상했던 것보다 동,서유럽의 분열
은 명확한 균열구조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속
에 사회경제적 균열에서 사회문화적 균열로 유럽의 지배적인 갈등구도가
이행해 가는 것은 분명해 보임.
❍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브렉시트, 동,서유럽의 분열에 직면한 글로
벌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은 쇠퇴하는가?
2017년 1월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러시아,
중국과 함께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이에 맞서 유럽의 통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는 인종과 종교에 근거한 미국적 기원
의 확인 통해 국민국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대변
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이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은 미국의 신고립주
의와 정 반대되는 초국가적,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면서 글로벌 행위자 행
세를 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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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ATO 군사비 부담 증액 GDP 대비 2% 요구, 그러나 수년째 경기 침체
를 겪으며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만큼 국방비가 우선순위가 아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 독일은 2024년
까지 나토의 지침에 도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관계자 대다수는 이를 위
해 매년 360억 달러를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함.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기존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군사협력 중심이 프랑
스, 독일, 폴란드의 3각축으로 재편될 가능성, 이 경우 군사적 차원에서
독일의 세계무대 전면 등장, 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국의 MD기지를 유치한
폴란드의 적극적인 군사강국화 등이 유럽의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할 만
함.
중동부유럽을 향한 EU의 회원국 확장정책이나 에너지와 경제를 매개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러시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동부유
럽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중국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인프라 구축과 경제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NATO를 매개로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EU는 유럽-아시아 연계 정책을 통해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중동부유럽은 점점 강대국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갈등의 전방위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
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 속에 단기적인 유럽연합의 쇠퇴를 예상할 수 있지
만 세계적인 갈등이 심화될수록 국제규범과 다자주의, 가치중심의 EU 비
전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

II.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정치사회 변화
1.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개요

❍ 2019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28개 회원국가에서 5억1200만 유럽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회원국가 전국을 단위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
표제 투표. 이 방식은 각국 선거법에 따라 구속명부식(폐쇄형), 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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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식(개방형)으로 나뉘고 유권자가 선호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는 폐쇄
형은 독일,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등이 채택, 선호정당과 아울러 선호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시
행. 7개국 이상 25명의 의원이 참여하면 교섭단체 구성 가능.
❍ 올해 선거는 1979년 첫 번째 직접선거가 이루어진 이후로 9번째 유럽의회
선거. 51%의 투표율을 보이며 최근 20년 간 이루어진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임.
❍ 2019년 선거의 제일 큰 이슈는 이민 및 난민문제를 둘러싼 유럽사회 분위
기 변화와 극우정당의 약진 여부.
❍ 선거결과 유럽의회 내 제1, 2정당인 EPP와 S&D 모두 의석 수 감소. 극우정
당과 녹색당의 의석 고르게 증가, 제 1,2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되어 (합 44.6%), 기타 정당과 연합 및 협력이 불가피하게 됨.
2.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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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pean Parliamentm, https://election-results.eu/european-results/2019-2024/

3. 2019년 유럽의회 선거참여 주요 정당그룹
❍ EPP (European People’s Party)
대표 Manfred Weber (독일), 2014년 219석에서 2019년 182석을 확보하며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함. 하지만 37석이 감소하며 영향력 약화.
❍ S&D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대표 Frans Timmermans (네덜란드), 2014년 185석에서 2019년 153석을 확
보하며
32석이 감소하며 영향력 약화.
❍ Renew Group: 유럽의회 내 중도성향 정치그룹인 자유민주당(ALDE) 그룹
이 당명을 리뉴유럽으로 바꿈. 37석 증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En
Marche 정당이 포함되며 지지율 증가. 대표 Guy Verhofstadt (벨기에).
❍ Greens/EFA (European Free Alliance)
대표: Bas Eickhout (네덜란드), Ska Keller (독일), 녹색당의 경우 제4
당으로 등극하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 확보에 성공. 특히, 북유럽과 서유
럽에서 많은 득표수를 획득하였고, 독일의 경우 20% 지지율을 받음. 그러
나 동유럽과 남부유럽에서는 큰 지지를 얻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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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극우정당인 ENF (Europe of Nations and Freedom)은 이탈리아와 프랑
스에서 특히 큰 지지를 받았음. 6월13일, 프랑스의 RN과 이탈리아의 ‘동
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ENF에서 ‘정체성과 민주주의’ (Identity and Democracy)라는 이름의
새 정치그룹을 형성했다고 선언함. 이로써 73명의 의원이 참여한 ID는 유
럽의회 내 제5당이 되었음. 대표, Marco Zanni (이탈리아).

4. 선거결과 주요 특징
❍ 극우정당의 선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 1위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1위(23.31%), 중도신당인 전진하는 공화
국이 2위(22.41%), 녹색당이 3위(13.47%)
영국 극우정당인 브렉시트당이 1위(30.75%), 자유민주당이 2위(19.76%),
노동당이 3위(13.72%), 녹색당이 4위(11.77%)
이탈리아 극우정당인 북부동맹이 1위(34.26%), 전통적 좌파정당인 민주당
이 2위(22.74%),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이 3위(17.06%)를 차지
폴란드 우파 민족주의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 1위(45.38%), 야당인 시민연
단 2위 (38.47%)
헝가리 우파민족주의 집권당 피데스 1위 (52.56%), 민주연합 2위
(16.05%)
독일에서는 전통 우파정당인 기민·기사당이 1위(28.9%), 녹색당이 2위
(20.5%), 전통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이 3위(15.8%),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4위(11%)
극우정당이 예상보다 선전하지 못한 국가도 있음. 오스트리아 자유당
(Austrian Freedom Party)는 17% 지지를 받음, 네덜란드에서 넥시트(네덜
란드의 EU 탈퇴)를 주장했던 신생 포퓰리스트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포
럼 (Forum voor Democratie, FvD)’이 전체 26석 중 3석을 얻음. 또한,
S&D, EPP, Renew Europe이 각각 6석씩 얻으며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부
진함.
❍ 녹색당(Green Party)의 선전
2019년 선거에서 녹색정당은 약 10%의 지지율에 75석을 확보하며 제4정당
이 되었음. 특히, 독일의 제2정당, 프랑스의 제3정당, 핀란드의 제2정당.
 녹색당은 European Commission 후보 중 기후변화에 대해 신중하고, 사회
부정의에 맞서며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후보자만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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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디언 2019. 05. 29.
❍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
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함.
❍ 로칸의 동결가설(Freezing Thesis)의 완화
노르웨이의 정치학자 로칸의 고전적인 유럽 분열지형연구는 과거에 존재
했던 갈등과 분열의 구조가 오늘날에도 일정한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상황
을 규정짓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로칸에 따르면, 유럽의 각국은
혈연과 종교공동체 단계를 거쳐 민족공동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균열구조, 즉 국민국가 형성기의 중심, 주변의 갈등 및 종교간 갈등, 그리
고 산업혁명 시기의 농촌, 도시의 갈등 및 계급 사이의 갈등으로 이루어
진 균열구조가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 근대의 중심과 주변, 노동과
자본 등의 균열 구조를 반영하여 형성된 과거의 정당들은 지속적으로 대안
정당의 등장을 제한하고 유권자 선호 자체에도 제약을 가함. 최근의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자면 유권자 선호 이전에 먼저 형성된 정당구조가 자신들
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
❍ 사회경제적 균열에서 사회문화적 균열로 주요 균열 구조 이행
시장에 의한 분배 VS. 정부에 의한 재분배를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접근
중심의 전통적인 좌,우파 구분 약화와 함께 고립적 민족주의 vs. 다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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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의라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균열구조가 지배적
으로 등장하기 시작
❍ 극우정당의 세력 증가와 함께 녹색당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균열구조 아래서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음
❍ 민주주의 결여(democratic deficit) 해소와 합의의 문화(consensus
culture)의 약화
유럽연합 기구들 사이에 선출방식과 권한의 불균형을 뜻하거나 유럽시민
의 부재(no demos)를 뜻하는 민주주의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의회 선
거의 중요성과 유럽의회의 권한이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규범
적 성격이 제약 받는 결과를 가져옴, 즉 직접 선거를 통해 유럽시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유럽의회의 권한이 커지고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시민들
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유럽연합 엘리트들 사이에 회원
국 이해보다 유럽연합의 이해를 중시하는 ‘합의의 문화’가 약해지고 시
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책임져야 하는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 커짐. 민주
주의 결여라는 규범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규범적 성
격의 구조적 토대가 해체되고 있음.
5. 선거이후 유럽연합 주요 기구 대표 선출
❍ 유럽의회 의장 7월 3일 이탈리아 정치인으로 의회 내 사회민주 그룹 지도
자인 데이비드-마리아 사솔리가 667명 중 345표를 얻어 의장으로 뽑힘.
(전임은 전진이탈리아 당 출신 유럽국민당 그룹의 이탈리아 정치인 안토
니오 타자니).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7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유럽국민당 그룹
독일 국방장관 출신 기민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선출 과반수에서 9표
많은 383표 획득 (전임은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의 유럽국민당 그룹 장 클
로드 융커).
❍ 유럽중앙은행 총재 프랑스 보수주의자, 프랑스 재정장관, IMF총재 출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임은 피렌체대학교 교수, 골드만삭스 출신, 이탈
리아은행 총재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벨기에 총리 출신 자유주의자 샤를 미셀 (전임은 폴
란드 총리 출신 유럽국민당 그룹 시민연단 의장 도날드 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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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외교안보 고위대표, 외무장관, 스페인 외무장관 출신, EUI총장, 사
회주의 계열 조셉 보렐 (전임은 이탈리아 민주당, 이탈리아 외무장관 출신 사회
주의 계열 페데리카 모게리니).

III. 유럽연합 정치지형과 대외정책의 변화
1.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2014년 우파 우세의 결과와 비교할 때 좌,우파 사이
의 균형이 두드러지고 주요기구 대표 선출결과도 기존의 우파 우세에서
좌,우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했음.
❍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독일국방장관 출신의 EPP계열 우르줄라 폰데라
이엔이 선출되고 외교안보 고위대표에 스페인 외무장관 출신 S&D 계열의
호셉 보렐이 임명됨으로써 좌,우파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 조합은
전임 융커와 모게리니 사이의 세력 배분과 동일한 구도여서 큰 변화가 있
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새 고위대표 보렐은 오랜 사회주의 노동자
당 활동으로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강조, 아
프리카 발전정책에 대한 지원, 이민에 관한 대외정책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역설.
❍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과 글
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는 지속
될 것으로 보임. 브렉시트와 동,서유럽사이의 분열 문제가 유럽연합의 힘
을 약화 시킬 수 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유럽 신규 회원국 가입 등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
2. 유럽연합 글로벌 전략 (EU Global Strategy 2016)

❍ 브렉시트 결정 직후인 2016년 6월 28일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이사
회
(Euroean Council)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발표한 ‘공유된 비전, 공동의 행동: 더 강한 유럽’ (Shared Vision,
Common Action: A Stronger Europe)이란 제목의 새로운 외교·안보에 관
한 글로벌 전략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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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안보전략 문서 이후 최초로 EU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글
로벌 전략 언급
세계를 각 지역별로 나눠서 EU의 주요 관심사와 개입 의제 언급
국제해양법 원칙에 근거한 남중국해 적극 개입 주장
군사안보적으로 강력한 대외 개입 지속 의지 천명, 그러나 EU의 접근 원칙
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다자주의적 접근(rule based multilateral
approach)이라고 명기
경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이민, 안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을 추구함
❍ 동 전략에서는 EU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글로벌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정책의 주요 원칙을 명시하며,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비전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 대외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서 ‘원칙 있는 실용주의(principled
pragmatism)'의 틀 내에서 통합, 개입, 책임성, 파트너십 등 명확한 원
칙에 입각하여 대외 관계를 추진할 것
❍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①EU의 안보, ②EU의 동쪽과 남쪽에 위
치한 국가 및 사회의 대응역량(resilience), ③분쟁과 위기에 대한 통합
된 접근, ④협력적 지역 질서, ⑤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함.
❍ 특히, 아시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의 관계 증진
을 위해 EU-중국 연계성(Connectivity) 플랫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EU-ASEAN 체계 등을 활용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
며, 일본, 인도, ASEAN 회원국들과의 경제 외교를 강화할 것. 또한 아시아
안보의 증진을 위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인권 및 민주적 전환을 지원할 것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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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Global Strategy 2016과 European Security Strategy 2003
비교

❍ 2003년 정책에서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천명했다면 2016년에는 ‘원칙 있는
실용주의’를 추구.
❍ 2003년의 국제환경은 60년 이상 평화와 번영이 계속된 시기였다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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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은 평화와 안보가 더 이상 무조건적인 환경이 아닌 도전적인 상
황.
❍ 2003년에 유럽통합이 최소한의 안보위협 아래서 평화 프로젝트를 의미했
다면 2016년 유럽통합은 지속적인 불안정성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탄력성
회복을 추구.
❍ 2003년 유럽연합은 안보를 추구하고 가치를 증진시키는 전략적 목적을 가
졌다면 2016년 유럽연합은 에너지, 기후변화, 이민 등을 포함한 협력적
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
❍

2003년에 유럽연합은 미국과 파트너십 아래 지구적 행위자를 향해 나아
갔다면 2016년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안보행위자를
추구함.

4. 유럽연합 공동안보정책(CSDP)의 발전

❍ 2017년 말 EU는 상설 구조 협력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를 시작, 안보 방위 분야에서 독자방위체제 수립위해 노력.
❍ PESCO에는 영국, 덴마크, 몰타를 제외한 25개 EU 회원국이 참여. PESCO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의 20%를 역량 예산에 배정하고 2%를 국방
연구와 기술에 투자하기로 합의, 공동 무기개발, 공동연구 확대, 합동훈
련 등 통해 공동군대 창설 목표,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ce Agency)의
예산을 확대하고 그 예산의 30%를 PESCO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함. 2018
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17개 PESCO 프로젝트 선정 등 총 34개 공동
프로그램 진행.
❍ 2018년 11월 중순 현재 안보 부문에서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음. 그 동안 대서양주의의 한 축으로서
미국과 NATO유지에 힘을 쏟던 영국이 EU를 떠나면 EU의 군사협력이 더 빠
르고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예상과 EU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끌던
군사협력 축의 하나가 빠짐으로써 EU가 더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 공존.
❍ 영국은 2017년 9월 12일 Foreign Policy, Defence and Development: a
Future Partnership Paper를 발표하며 EU 탈퇴 이후에도 EU와의 안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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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할 의지를 밝혔지만, EU는 이에 관해 영국-EU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
다는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제재구축에 열심이었던 영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EU와의 협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기존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군사협력 중심이 프랑

스, 독일, 폴란드의 3각축으로 재편될 가능성, 이 경우 군사적 차원에서
독일의 세계무대 전면 등장, 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국의 MD기지를 유치한
폴란드의 적극적인 군사강국화 등이 유럽의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할 만
함.
5. 유럽-아시아 연계전략 2018

❍ 2018월 9월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차원에
서 유럽연합의 구체적인 아시아전략인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유럽연
합의 전략 (Connecting Europe & Asia: The EU Strategy 2018)을 발표함.
❍ 운송(transportation), 에너지(energy), 디지털(digital), 인간부문
(human
dimension)에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종합적
(comprehensive)이며 규칙에 기초한 연계성(rule based connectivity)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번영과 안전, 사람들과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기
여할 것이라고 주장.
❍ 공동으로 합의된 규칙과 기준에 기초한 양자적, 지역적, 국제적 파트너십
의 강화와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파이낸싱, 그리고 두 대륙사이의 운송,
에너지, 디지털, 휴면네트워크 분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 추진.
❍ 구체적으로는 ①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 ②일본
의 ‘양질의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구축 정책, ③유럽의 ‘연
계성’ 정책이 조화와 공존, 협력을 이룰 수 있는가 논의. 이 세 정책은
모두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에서 자신의 인프
라 개발과 디지털 경제 표준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 2018년 EU-일본 FT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가 서명됨에

따라 EU-일본 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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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중국 관계 전략적 전망 2019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 유럽연합은 중국과 1975년 공식외교관계를 맺었고 2003년 이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을 합의했고, 2016년 The EU’s new Strategy on
China를 발표했음, 2019년 3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0개 행동안
을 담은 공동코뮈니케 발표.
❍ 유럽연합은 중국의 일대일로 확산이 유럽연합 역내 및 유럽연합 이웃 지
역에서 내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국내적 요구를 반영하
여 유럽연합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
❍ 유럽연합은 중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유럽연합에게 미국에
뒤이은 두 번째 교역 상대국임, 두 나라는 연례 정상회의, 연례 고위급
전략 대화, 연례 고위급 경제 및 무역 대화, 매년 2차례 민간교류대화 등
을 통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2019 전략적 전망에서 10개 행동안의 강조점은 중국의 일대일
로 정책에 따른 투자가 상대국의 사회경제와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무시
하고 높은 수준의 부채와 전략적 자산의 통제권 이양으로 귀결되어 결국
법의 지배와 인권을 침해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국의 대 유럽투자를 견제하면서 모든 투자가 노동권을 존중
하고 정치적이고 금융적인 종속을 가져오지 않으며 비즈니스를 위해 동등
한 플레잉 그라운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IV. 한-EU관계의 정책적 시사점
1. 유럽연합의 고유한 성격과 역할

❍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와 미국우선주의는 EU의 규범권력(normative power)
이나 다층적 거버넌스(plurilateral governance)에 대한 심각한 외부의
도전.
❍ 미국은 인종과 종교에 근거한 미국적 기원의 확인 통해 국민국가의 경계
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대변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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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면서 주제넘게 글로벌 행위
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트럼프는 유럽연합 무력화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단순화, 단일화 노려.
❍ 유럽의회 선거를 통한 민주적 책임성 강조가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의 시민
이익과 안전 강조는 규범권력(normative power)에 대한 내부적 도전, 정
책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의 규정력 증대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
으로서 유럽연합보다는 전형적인 국민국가로의 회귀 가능성 의미.
❍ 2016 글로벌 전략에서 EU의 군사적 역할 강조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양면
의 리스크 있음, 특히 그 동안 쌓아 온 공정한 제 3자 이미지 (a fair
third party image)의 소프트 파워를 포기하고 미국과 구분되지 않는 패
권주의자의 아류에 그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EU와 미국, 혹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선택지를 강요받는 상황
에 놓일 수 있고, 따라서 한국은 각 외교 현안에 따라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유럽연합과 관계개선을 통해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에 근거
한 협력관계를 해치지 않는 외교 전략 요구됨.

2.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불확실성 증대

❍ 영국이 탈퇴할 경우 외교적인 무게가 상당부분 감소하게 됨. 이를 상쇄하
기 위해서 회원국을 늘리기 위해 후보국 가입시기 빨라질 수 있음.
❍ 영국이 탈퇴한 후 독일-프랑스-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적 3각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이탈리아는 외교 및 안보 역량에 근거해 유럽
연합 내부에서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으나 러시아에 대한 온건한 입장으
로 미국 및 NATO와의 갈등 소지 있음.
3. 유럽연합 외교에서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징

❍ 다자주의, 국제규범 및 연성안보에 입각한 유럽 주요국 및 EU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전략은 실제로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음. EU의
위기상황으로 간주되는 시점에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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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의제에 대해서는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특
히 중동부유럽을 향한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경쟁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
대를 막기 위해 기존 유럽연합의 고유한 가치와 특징 중심의 결속 강화.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북핵문제가 부각된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인권결의안, 핵, 미사일 비확산 관련 결의안, 제재 등은 이미 하나의 원칙
으로 규범화되어 왔고 이에 대한 내부적인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규범과 원칙의 변화는 전략의 변화보다 어렵고 유럽연합이 직면한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특징을 파
악할 필요.
4. 한-EU관계에서 한국이 고려할 점

❍ 유럽연합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공정한 제 3자로서 개입 통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계 발전 필요, 한반도 경수로사업단(KEDO) 이사국으
로 참여하여 이미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한 바 있음, EU는 공동안보방위정
책(CSDP) 계획 아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군사(military), 경찰
(police), 준법(rule of law), 국경통제(border assistance)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작전 경험 있음.
❍ 유럽국가들과 EU가 강조하는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
고 이를 참고하여 미,중,러,일 4강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대안적 시각 모
색 필요
❍ 우선적으로 남, 한간의 대화 회복과 신뢰 구축 통해 강대국 위주의 지역
정세에서 미국이나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에 그치지 않는 정책적 입장
과 선택 필요, 이러한 정책 지렛대 통해 한국이 독립적인 행위자
(independent actor)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함.
❍ 중국은 이미 대 아시아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독립변수화 하고 있음. 일대
일로 전략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특히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
고 EU의 연계성(connectivity) 전략 차원에서 운송, 에너지, 디지털, 휴
면네트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입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EU를 상징하는 대표적 외교 브랜드인 소프트파워 증진에 초점을 맞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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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문두스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제 8차 프
레임워크 프로젝트(FP) 등 교육, 문화 교류 강화에 노력할 필요
❍ 브렉시트와 동,서유럽사이의 균열 등 유럽의 불확실성 증가와 동시에 유
럽연합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유럽연합이 강조하
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외교 프레임으로서 다자주의, 국제규범 및 민
주주의에 입각한 유럽 주요국 및 EU의 외교안보 전략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토대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 특히 의원내각제 국가가 대부
분인 유럽에서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이들을 상대하는 한
국 국회와 공공외교의 역할도 더 커져야 함.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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