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

〈특집: 세계화시 의 유럽법과 동아시아 - 과제와 망〉

경제통합과 법의 통합*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EU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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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暻 源
**

요 약

  세계의 경제가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블록화 되어감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이를 한 논의가 일 이 2000년 말경 ‘ASEAN plus Three’에서 공식 으로 논

의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를 논할 때 동아시아는 지역 으로 동아

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하게 불려왔지만,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한․ ․일을 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에 한 논제 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분석 단 로 묶어 보려는 학문  노력은 계속되어왔지만, 유럽처럼 50여 년의 

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  가능했던 통합의 경험을 동아시아가 동일한 경로

를 밟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럽의 통합은 근 국가의 집착과 그 국가

의 경계성을 허물어가면서 통합을 이룩한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의 민

주주의, 법치국가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속에서 통합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유럽 경제통합의 특징은 법 인 틀의 통합이다. 이러한 명제

는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와 더불어 기본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다. 유럽 연합이 원래 경제공동체로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한 법질서가 동시

에 지원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지속 이며 안정 으로 확 되는 통합의 형태로 

발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공동체는 법공동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EU법질서는 갈등상황에서 회원국법에 앞서 용되는 새로운 자율  

법질서이다. 이것은 장차 동아시아에서 논의될 경제통합의 담론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시 에서 오늘날 법치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법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계에서는 법원리  성격을 가지는 공

동체규범의 특징에서 통합의 단 를 찾는 것이 지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유연한 특성은 동아시아의 재의 공동

체화를 한 시도에서 장차 다가올 미래를 비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

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세계화, 경제통합, 법통합, 법원리, EU법, 동아시아공동체, 유럽연합, 유

럽공동체, 법공동체, 경제공동체, 자유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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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오늘날 EU는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경제의 4분의 1을 좌우하는 거

한 경제단 체로 군림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탄생은 통 인 의미에서 국가는 

아니지만 더 이상 국제기구로 분류될 수 없는 독특한 국가연합체를 형성하고 있

다. 즉 정부 간 력을 한 임워크의 설정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 간의 력

체제는 아닌 것이다.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18세기 이후 국민국가 형성의 정치․사회  기본 토

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 독일의 세동맹(Customunion)과 근 산업국

가 형성과정과의 상 계는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 다. 이는 특별히 유럽에서

의 경제통합은 단순한 경제  효용의 극 화라는 표면  이유를 넘어 배후에 정

치  동기가 내재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여타의 경제공동체와 근본 으로 상이한 특징을 부여하면서 정치통합이라는 궁

극  통합으로의 기능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경제가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블록화 되어감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이를 한 논의가 일 이 2000년 말경 ‘ASEAN plus Three’에서 공식 으로 논

의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를 논할 때 동아시아는 지역 으로 동아시

아,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하게 불려왔지만,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한․ ․일을 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에 한 논제 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분

석 단 로 묶어 보려는 학문  노력은 계속되어왔지만, 유럽처럼 50여 년의 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  가능했던 통합의 경험을 동아시아가 동일한 경로를 

밟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는 유럽처럼 본래 하나의 

유럽으로 회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체성도 확정되어야 하고, 지

역성을 변하는 공간으로서 ‘동아시아’의 범주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

한다. 유럽의 통합은 근 국가의 집착과 그 국가의 경계성을 허물어가면서 통합

을 이룩한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성을 더욱 견고

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속에서 통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 까지 행하여진 정치․경제 인 측면에서의 논의에서 벗어나  단

계에서 새로운 통합 시도를 한 기반으로서 법제도 인 측면에 한 논의를 하

고자 한다. 
지속 이고 안정 인 경제통합을 한 발 으로서 마련된 EU법은 유럽 륙국

가의 법  지혜의 총합체로서 장래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한 법  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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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데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하에 아래에서는 유럽공동체를 

심으로 한 EU법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이를 토 로 장차 동아시아의 입장

에서 고려될 수 있는 EU법상의 법원리․법원칙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

는지에 해 논하고자 한다.

II. 통합을 위한 새로운 법질서로서 EU법

1.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EU법

과거 유럽 국가들은 각기 다양한 고유의 법체계를 형성하여 왔다.1) 그러나 유

럽 륙의 공통 인 자연법 ․로마법  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

럽공동체를 한 움직임은 법통합으로의 발 에 동력을 제공했다. 이미 50년 에 

유럽석탄철 공동체(ECSC) 안에 존재했던 유럽법원은 고철보상기 에 한 단

을 한 바 있으며, 1962년에는 식료품의 색소 사용에 한 첫 번째 공동체의 지

침이 발령되기에 이르 다.2) 이후 1963년 유럽법원은 유럽공동체 법질서의 독립

성을 선언하 다.3) 이것은 결과 으로 새로운 법체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법체계 내에서는 회원국의 주권이 제한될 수 있었고 회원국의 국민도 공

동체법을 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공동체(EC)는 지 까지 자신의 법형식으로서 2차 법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지침(directive)을 공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회원국의 입법에, 특히 경제법의 

역에서 80% 가까운 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회원국인 독일법의 경우만 하더라

도 그  50%는 공동체법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다.4) 이를 통해 회원국들의 

법은 통합을 향해 서로 근 해 가고 있다. 물론 본래  의미에서의 완 한 법통

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각국의 륙법 시스템(Pandekten-system)과 례

1) Wieacker, Foundations of european legal culture, in: Volkmar Gessner/Armin Hoeland/ 
Csaba Varga (Hg.), European legal cultures, Dartmauth 1996, S. 48 ff.; Chloros, 
Common law, civil law and socialist law: three leading systems of the world, three 
kind of legal thought, in: The Cambrian Law Review 1978, S. 11 ff.

2) ABl., Nr. 115 vom 11.11. 1962, S. 2645/62.
3) EuGH, NJW  1963, 974.
4)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4. Aufl., Stuttgart 2004, S. 31; Rabe, 

Europäische Gesetzgebung ‐ Das unbekannte Wesen, NJW  1993,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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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스템(Common law-system)을 통합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제한된 임의 원칙을 통해서만 기능하는 EU의 법체계는 법통합의 문제

에 직  계되지 않는다. EU는 헌법  효력을 가지는 조약 등을 통해 통일된 

법제도  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틀은 공동체법규(acquis communau-

taire)의 보호와 지속 으로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조치들의 일 성을 담보

하기 한 것이다.5) 즉, 유럽연합조약(EU-Treaty)이나 유럽공동체조약(EC-Treaty) 

어디에도 법 체의 통일을 직 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공법의 역에서 하나의 통일 인 법 은 기 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가 권한문

제를 이유로 가령, 세, 농업시장, 역내시장에서의 교역, 카르텔 등에 련하여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통일 인 경제행정법을 유하고 있기는 하다.6) 그러나 

국가 간 법규의 조정을 통해 집행되는 통일된 경제행정법은 그러한 법통일을 목

으로 하지 않으며, 하나의 유럽을 한 특정 역의 법의 조화를 목 으로 삼

는 것이다.7)

공동체의 표 인 법수단으로서의 지침은 원래 공동체내의 회원국에서 실체

법 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한 각 국가별로 다양한 법 형태와 법 

통을 가능한 한 존 해야 할 것이다.8) 그런 이유에서 유럽 내에서 완 한 법통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이 통일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치 못한 각

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개별 회원국의 유연한 해결을 한 공간이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 인 법공동체를 이루기 해서는 법의 통일

보다 유연한 방법에 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Art. 3 Abs. 1 EUV.
6) Stober, Zur gemeinschaftsrechtlichen Kodifizierung und Konkretisierung des Wirtschaft-

sverwaltungsrechts, in: Köbler/Heinze/Hromadka (Hg.), FS Söllner, Europas universale 
rechtsordnungspolitische Aufgabe im Recht des dritten Jahrtausends, München 2000, 
S.1125 f.;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Band1, 11. Aufl., München 1999, § 
1Ⅱ, Rn. 5a ff.

7) Art. 94 ⅰ. V. m. 5 EGV. 
8) Oppermann, Europarecht, 2. Aufl., München, 1999, Rn.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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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법적 특성

(1) 경제공동체․자유공동체

EC조약 제14조 2항에 의하면 국경이 없는 공간으로 정의되는 역내시장에서는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 즉, 역내시장이라 함은 

EU회원국들 사이에서 국경에서의 번거로운 인 , 물  통제가 없으며, 4가지 기

본  자유권을 보장하는 단일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EC조약9)의 

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유럽역내시장은 1992년 12월 31일에 이미 실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10) 

1997년 말에 이르러서야 평균 으로 략 93%의 지침만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환되었다.11) 회원국이 그 지침을 그들의 국내법으로 환하지 않거나, 지침의 

목 에 상응하는 합한 용을 하지 않게 되면 역내시장법의 효력은 제한 으

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1997년에 유럽집행 원회에서는 역내시장 로

그램을 보다 활성화12)하기 한 행동계획을 입안하 다. 1997년 6월 12일에 가

결된 이 계획안에서 집행 원회는 네 가지 략 인 목표를 열거하 다. 첫째, 

행 역내시장을 한 규정의 효과 인 집행, 둘째, 세장벽  국내법에 의한 

시장왜곡의 철폐, 즉, 완 경쟁의 달성, 셋째, 시장 통합을 해하는 분야별 특별

규제의 철폐, 넷째, 연합의 시민들에 한 역내시장에서의 권리 강화 등이다.13)

이들 네 가지 목표는 처음부터 유럽통합의 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목표는 

유럽통합의 실 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통합을 구체화하기 해서 제시된

다. 컨  역내시장이 유럽공동체의 본질이라면 이러한 네 가지 기본  자유는 

역내시장14)의 을 이룬다. 

유럽공동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직 으로 원용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본 

자유는 유럽통합정신의 경제  자유의 주축이 된다.15) 즉 EU의 심기둥은 EC

9)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4. Aufl., Stuttgart 2004, § 5 Ⅱ 2, S. 54.
10) Art. 7a des EGV in der Fassung des Maastrichter Vertrages von 1993.
11) Europäische Kommission: 15. Jahresbericht über die Kontrolle der Anwendung des 

Gemeinschaftsrechts 1997, in: ABl. der EG, C 250 (1998).
12) Aktionsplan für den Binnenmarkt,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en Europäischen 

Rat. Abgedruckt in: Bulletin EU 6-1997, Binnenmarkt(2/27); Europe. Dokumente Nr. 
2039/2040 v. 12. Juni 1997.

13) EuZW  1997, S. 386; EuZW  1998, S. 322 f.
14) Art. 14 Abs. 2 EGV.
15) Oppermann, a. a. O., Rn. 39 bi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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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EC의 본질은 역내시장이 되며, 역내시장의 본질은  네 가지 기본  자

유가 되는 것이다.16) 이러한 의미에서 EU는 경제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자유공동

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공동체

EU는 경제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법공동체이기도 하다. 유럽경제공동체의  

원회 원장인 Walter Hallstein은 의의 유럽공동체의 의미로서 법공동체의 

개념을 주창하 다.17) 유럽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법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18) 

‘Les Verts’ 결에서 유럽법원은, 

“공동체란, 회원국들이나 공동체기 들이 그들의 행 가 헌법 , 즉 유럽공동체

조약과 조화되는지에 한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한다.”19)

고 선언하 다.

여기서 공동체는 법치주의를 표방한다.20) 이러한 맥락에서 EU조약 제6조에 따

른 법공동체의 징표로서의 법치주의원칙을 포함하는 공동체헌법의 기본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 유럽연합의 법공동체로서의 주요한 징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EU차원의 권력분립

EU차원에서는 통 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용

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국가차원에서 논의되는 고 인 의미의 입

16) Schäfer, Europarecht: Das Wirtschaftsrecht der EG, Stuttgart/München u.a. 2000, S. 
139.

17) Hallstein, Die EWG – eine Rechtsgemeinschaft, Ehrenpromotion, Universität Padua am 
12. März 1962, in: ders.(Hg.), Europäische Reden, Stuttgart 1979, S. 341; ders.,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5. Aufl., Düsseldorf u.a. 1979, S. 51. 

18) EuGH Urt. v. 23. 4. 1986, Rs. 294/83 (Les Verts/Europäisches Parlament), Slg. 1986, 
1339 (1365); EuGH Beschl. v. 13. 7. 1990, Rs. 2/88 (Strafverfahren/Zwartve1d), Slg. 
1990, 1-3365 (3372); Gutachten 1/91 v. 14. 12. 1991, Slg. 1991, 1-6079 (6102), Rn 21.

19) EuGH, Rs. 294/83, Slg. 1986, S. 1339 ff., Rn. 23 („Les Verts“). 
20) Stober, Zur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n Bedeutung des Rechtsstaatsprinzips, in: 

AöR 113/1988, S. 491 ff.; Ule, Rechtsstaat und Verwaltung, in: VerwArch 1985, S. 
1-23, 129-157;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Tübingen 1986, S. 63 f., 31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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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역할과 유럽연합의 각 기 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동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에서는 나름 로의 고유한 권력

분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22) 유럽연합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명확한 구

분이 없다. 입법단계에서 집행 원회(Commission), 이사회(Council) 그리고 의회

(Parliament)는 력하기도 하고23), 동시에 집행 원회는 행정부 기능24)도 수행한

다. 그러나 이것은 EU가 권력분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

려 고유의 기능  분배25)로서 권력분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

럽법원이 “제도상의 균형(institutional balance26))”이라는 말로 표 한 것이다. 

한 유럽법원은 독립 인 제3의 권력으로서 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27) 

법공동체 내에서 법치주의에 의한 통제기능을 넘어 유럽연합의 존속을 한 법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28)

2) 기본권보장

법공동체는 기본권보장을 제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EU조약 제6조에서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18세기의 ‘인권과 시민권에 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부

분의 문명국의 헌법질서에서 기본권과 자유권은 본질 인 요소가 되어 있다. 하

지만, 유럽공동체조약은 성문화된 기본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EU조약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럽연합에 따라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를 보증하기 

해 1950. 11. 4. 로마에서 비 된 유럽 약에 의한 기본권과 회원국의 헌법으로

부터 도출된 공동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기본권”이라는 문구를 유의하여 볼 필

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선언이 법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기 때문에 한 단계 발 되어 2000년 니스에서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의회, 

21) Maurer, Staatsrecht, München, 1999, § 12 II Rn. 7-12. 
22) Nicolaysen, Europa als Rechtsgemeinschaft, in: Werner Weidenfeld (Hg.), Europa‐

Handbuch, Bonn 1999, S. 866. 
23) Art. 251 EGV. 
24) Art. 249 Abs. 4; Art. 211 strich. 3, 4; Art. 81 ff. EGV. 
25) Oppermann, Europarecht, 2. Aufl., München, 1999, Rn. 243.
26) EuGH Slg. 1980, 3333. 
27) Oppermann, Die 3. Gewalt in der EU, in: DVBl. 1994, S. 901 ff.
28) Ipsen, Die Verfassungsrolle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die Integration, in; Jürgen 

Schwarze (Hg.),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als Verfassungsgericht und Rechtsschu-
tzinstanz, Baden‐Baden 1983, S. 2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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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원회가 력하여 만든 기본권 헌장에 주목할 만하다.29) 이 기본권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연 , 시민권, 그리고 재 을 받을 권리 등 7개의 

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 헌장이 세부 인 기본권목록을 포함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럽연합의 조직과 기 에만 통용

되고 회원국에서는 오로지 유럽연합의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만 통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헌장은 법  논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 기본권 헌장의 가치는 지 까지 

여러 형식의 규범에 산재되어 있었던 개개인의 권리를 최 로 조문으로 정리하

다는 과 기본권의 역에서 공동체의 공통의 구성요소로서 평가받을 수 있

도록 하 다는 에 있다.30) 하지만 더 나아가 각 개인 스스로 공동체의 공권력

에 맞서서 방어할 수 있는 실질 인 기본권은 법정에서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유럽법원은 결을 선고할 때 자신의 법형성31)의 범  안에서 가이드라

인으로서 이 헌장에 유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 까지 공동체 내의 기본권보

장에 해 단한 법원의 결은 주로 경제  기본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컨

 경제의 자유32), 계약의 자유33), 직업의 자유34), 업의 비 35), 평등원칙36), 

소유권보장37) 등을 들 수 있다. 

 

3)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일반원칙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법공동체의 본질  구성 요소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가장 요한 공동체법의 불문법원의 하나가 된다.38) 유럽공동체조약 

제288조 제2항으로부터 법의 일반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39) 여기에는 법과 정의

의 기본 인 념을 표 하는, 모든 법질서가 규정해야 할 법규범이 속한다. 본

29) Löff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 Baden‐Baden 2001, S. 12.
30)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4. Aufl., Stuttgart 2004, §17 IV, S. 

172.
31)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Band1, 11. Aufl., München 1999, §25 VI Rn. 

23. 
32) EuGH, Slg. 1970, 1125(1134, 1137): NJW  1971, 343. 
33) EuGH, Slg. 1991, 3617(3637).
34) EuGH, Slg, 1979, 3727(3750): NJW  1980, 505.
35) EuGH, Slg. 1980, 2033(2056).
36) EuGH, Slg. 1989, 195(219).
37) EuGH, Slg. 1979, 3727(3745): NJW  1980, 505.
38) Streinz, Europarecht, 6. Aufl., Heidelberg 2003, Rn. 5.
39) Wolff/Bachof/Stober, a. a. O., § 25 Ⅱ Rn. 5; Oppermann, a. a. O., Rn.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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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으로 경제 , 사회  역만을 규율하는 공동체의 성문법은 공동체 임무의 일

부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들이 공동체의 가장 요한 법원이 된다. 

법원칙으로부터 법명제를 도출해 냄으로써 구체  사건에서 존재하는 법률의 흠결

을 메울 수 있고40)  그 해석을 통해 실정법을 계속 발 시킬 수 있게 된다.

법원칙은 법 용을 통해서, 특히 유럽법원의 재 을 통해서 실 된다.41) 법의 

일반원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개별 회원국의 법질서에 공통된 법원칙에 

의존하게 된다.42) 그 법원칙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법원칙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법  소재를 제공해 다.43)

EU조약 제6조 제1항의 원칙이외에도 공동체법의 직  용가능성과 공동체법

의 우 의 원칙, 법 안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에 속한다.44)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본요소는 법공동체의 본

질  징표가 된다.

III. EU법상 법원리와 동아시아에서의 의미

경제통합의 기반으로서 EU법에 의한 법통합에 한 논의가 동아시아의 여건

상 동일하게 논의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재 동아시아

에서 법학  차원의 지역공동체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조직화된 기구가 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동의 법  토  내지는 법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  논의는 지역 경제통합의 논의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단계에서 EU 차원에서 마련된 구체 인 법제도(기구)나 법형식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모방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의 논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법원리를 규명

40) Wolff/Bachof/Stober, a. a. O., § 25 Ⅱ 2 Rn. 6.
41) Art. 220 Abs. 1 EGV; Art. 136 EAGV.
42) Oppermann, a. a. O., Rn. 483.
43) EuGHE Rs. 120/73, 1973, 1481 f.
44) EuGHE 1963, 1 ff. - Rs. 26/62: “Van Gend & Loos”; EuGHE 1964, 1251 ff. - Rs. 

6/64: “Costa/E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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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원리는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논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EU통합을 한 요한 법원리로서 우리에게 참

고가 될 만한 것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1. 법원리의 기능

법원리는 다른 법형식에 비하여 공동체를 극 이고 유연하게 형성할 수 있

도록 돕는 상당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법원리는 그 특성상 근간이 되는 법

이자 움직이는 법으로서 개방되어 있고, 응력이 있다는 에 특징이 있다.45) 

이런 유동성은 특히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요하다. 왜냐하면 그 때마

다 새로운 경제  필요성에 따라 법원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

나 법원리는 흠결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내에서 다양성이 허용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거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구체 이고 확정된 법개념보다 

동의를 얻기 더 쉬운 모호한 형태의 법원리를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때문에 이러한 법  유연성으로 인하여 법원리는 국가  특징을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된다.46) 이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요한 EU법상의 제 원리는 동아시

아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재 유럽연합의 정책과 법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형

성에서의 방향과 법원리가 될 것이다.

2. EU법에서 법원리와 법원칙

법원리의 개념정의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47) 일부 견해에 의하면, 법원리는 

일반  선호라고 표 되는데, 이는 법체계에서 추구하는 사회 , 정치  는 경

제  목 을 고려하여 세워진다. 법원리는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 때문에 실

45) Stober, Global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Köln/Berlin/München 2001, S. 25.
46) Stober, Globalisierung der Wirtschaft und Rechtsprinzipien des Weltwirtschaftsrechts, in: 

Ebke u.a. (Hg.), FS Bernhard Großfeld, Heidelberg 1999, S. 1178; ders., Global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Köln/Berlin/München 2001, S. 25.

47)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1978, S. 27f.;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Frankfurt a. M., 3. Aufl., 1996, S. 75f.; Borowsky, Prinzipien als Grund-
rechtsnormen, in: ZÖR 53 /1998, 30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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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에서 자동 으로 법효과가 도출되지는 않는다.48) 다른 견해에 의하면 법

원리는 법원칙의 존재를 한 기 이자 법정당화로서 특성이 아닌, 최 화 명령

과 동일시된다. 법원리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 인 것으로서 법  사실  

수단들을 형량과정을 통해 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49) 이러한 의미에서 법

원리들은 상호간에 배타 이라기보다 상호보완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리는 법원칙과는 일단 다른 충돌상황에 이른다는 데에 견해가 일

치되어 있다. 법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 혹은 무(“all or nothing”)의 

계이지만, 서로 다른 두개의 법원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원리  하나

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50) 만약 구체 인 사안에서 하나의 법원리

가 더 비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 다른 법원리는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51) 

이러한 에서 EU조약 제6조 제1항  제2항과 EC조약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된 “원칙” 는 “일반 인 원칙” 내지 “일반 인 법의 원칙” 등은 법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결에서 법원리의 개념은 법원칙과 명확히 구분

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52) 따라서 법의 기본원칙이나 법원리로 불리워지는 

공동체법의 규범은 항상 그 의미 로가 아니라 반 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법원리와 법원칙의 구별에 한 논의가 공동체법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그것이 법원리이건 

법원칙이건 공동체형성에 요구되는 근본 인 결정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

고 굳이 개념상 명확한 구별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3. 통합을 위한 주요 법원리

공동체를 통한 경제통합의 문제는 하나의 법공동체라는 토  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법공동체에서 기본 인 내용을 이루는 법치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48) Dworkin, op. cit., p. 22.
49) Alexy, a. a. O., S. 76.
50) Koller, Theorie des Rechts, Wien/Köln/Weimar 1992, S. 158.
51) Park, Rechtsfindung im Verwaltungsrecht, 1999, S. 251 f.
52) EuGH, verb. Rs. C‐46/93, “Brasserie du Pêcheuer«, Slg. 1996, S.I‐1029ff, Rn.27; 

EuGH, Rs.43/75”, DefrenneⅡ«, Slg. 1976, S.455ff, Rn28; EuGH, Rs. C‐415/93, “Bos-
man«, Slg. 1995, S.I‐4921ff, Rn.93; EuGH, verb.Rs. C‐6/90 und C‐9/90”, Francovich«, 
Slg. 1991, S.I‐5357, R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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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원칙들 를 들어, 효율성, 투명성 내지는 공동체법상 요한 원리들 

혹은 원칙들로서의 기본권보장 등은 통합을 해서도 필수 인 요소가 된다. 왜

냐하면 모든 원리들과 원칙들은 총체 인 공동체법의 구성요소로서 통합과정에

서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53)

하지만 와 같은 법원리들과 원칙들을 여기서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공동체와 련된 그것들의 내용과 본질 인 요

소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IV. 법원리에 의한 통합

이하에서는 동아시아의 에서 EU법을 고찰하려는 시도로서 법원리로서 의

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충성, 법규정의 조화, 상호승인, 경쟁의 보장, 환경보호, 연  등을 들 수 있다. 

하나의 법질서 안에서 통용되는 원리들을 연구하기 하여 Dworkin은 이른바, 

제도  지지설(“doctrine of institutional support”)이라고 명명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54) 이에 따르면 법질서에서 기 하고 있는 정당화이론의 틀 안에서 그

러한 원리들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한다.55) 그 지만 이러한 이론은 발견되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결국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법원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내용들은 앞서 드러난 법원칙, EU조약 내지는 EC

조약에서의 련 규정들과 지 까지 나와 있는 례들을 통해 악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고찰의 상이 되는 법원리로서의 내용들은 공동체를 통한 경제통합이

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조약(Vertrag)에 내재되어 있는 특유한 공동체의 법

인 원리․원칙들일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법 는 회원국 상호간의 법질서에 도

출되는, 일반 으로 통용되는 법원리․법원칙들이기도 하다. 

53)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4. Aufl., Stuttgart 2004, S. 59.
54) Dworkin, op. cit., p. 66.
55) Koller, a. a. O., S. 16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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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성

EC조약 제5조는 “공동체는 회원국의 차원에서 그 목 이 성취될 수 없는 사

안에만 공동체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행 를 한정한다”는 내

용의 “보충성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유럽공동체는 

통일성 있는 행 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보충 으로 행  해야만 내부

의 복잡한 권한구조 속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공동체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56)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법원의 결에서 법해석

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57) 이러한 이유로 EC조약 제5조 2문과 EU조약 제2

조 2문에서의 보충성의 의미는 공동체의 법이 제 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58)

 

(1) 구체 인 내용

EC조약 제5조 2문에 따른 공동체의 권한 행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루

어질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회원국 차원의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고,

- 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조약에 규정된 목 을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

을 때이다.

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공동체의 배타 인 권한이 미치지 않

는 곳, 즉 권한이 복되는 역에서만 문제가 된다.59) 보충성의 원칙에서 심

이 되는 것은 에 언 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 규정은 이러한 조건을 통해 일

종의 ‘한계’를 설정한다.60)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르게 될지는 곧바로 알

아내기 힘들다. 집행 원회의 견해에 따라 회원국 차원의 조치와 공동체 차원의 

조치  어떤 것이 더 효율 인지를 단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평가의 내용은 회원국이 처해 있는 실  여건  법  상황에서 조치를 취

56) Lecheler, Das Subsidiaritätsprinzip – Strukturprinzip einer Europäischen Union, Berlin 
1993, S. 67 f. 

57) Borchardt, Die rechtlichen Grundlagen der Europäischen Union, Heidelberg u.a. 1996, 
S. 133 f.

58) 보충성의 원칙의 개념과 기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졸고, EU행정법의 작동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 행정법연구, 2007, 314면 이하 참조.

59) Blanke, Normativität und Justitiabilität des gemeinschaftsrechtlichen Subsidiaritätsprin-
zips, in: ZG 1995, S. 193(195).

60) Geiger, EUV/EGV (Kommentar), 4. Aufl., München 2004, Art. 5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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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당 회원국이 추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갖

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이다.61) 만약 공동체의 목표가 

회원국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통해 더 효율 으로 달성될 수 있는 

때에는, 공동체가 나설 수 있게 된다. 회원국 단독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

는, 공동체의 기 에 의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

면 한정  개별 수권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우선 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근

본 으로 유럽공동체에 앞서서 개별 회원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2)

(2) 통합을 한 역할

이와 같이 보충성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제국가에서의 주의 권한 보호, 자치행정보장의 강화, 상

에 치하고 있는 공동체의 보충 인 행 를 통한 원조, 경쟁의 진흥, 권한분

배조정 그리고 통합의 기능이다.63) 이 원칙은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

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는 유럽공동체가 추구하는 경쟁의 원칙  경제

 다양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64)

보충성의 원리는 그것을 통해 공동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

게 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다. 보충성의 원리를 통해 다양성 안에서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장차 동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에 한 논의에서도 보

충성의 원리가 필요할 것이다.  단계에서 비교의 상으로 삼을 수 있는 

ASEAN plus Three회담의 선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약은 찾아 볼 수 없

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리는 장래의 동아시아 공동체(Eastasian-Community)를 

한 법형성 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1) Callies, Kommentar des Vertrages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des Vertrages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 EUV/EGV, Neuwied u.a. 2002, Art. 5 Rn. 
40.

62) Hirsch, Die Auswirkungen des Subsidiaritätsprinzips auf die Rechtssetzungsbefugnis der 
EG, Saabrücken 1995, S. 10. 

63) Lecheler, a. a. O., S. 64 f.
64) Pieper, Subsidiarität – Ein Beitrag zur Begrenzung der Gemeinschaftskompotenzen, Köln/ 

Berlin/Bonn/München 1994, S. 13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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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정의 조화

공동체 내의 법규정의 조화를 한 근거법은 EC조약 제94조로 역내시장의 달

성과 진에 기여하는 모든 규율을 허용한다.65) EC조약 제3조 제1항 h문에 따라 

회원국 내의 법 규정은 공동시장의 기능을 해 필요한 경우에 동화(approxima-

tion)된다. 이런 목 을 하여 유럽 공동체 조약 제94조는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지침(directive)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66) 

이러한 의미에서 EU의 지침은 법의 동화 내지는 법의 통합을 이루는 효과 인 

법형식이 될 수 있다. 완 한 의미에서 법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서 핵심 인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도 공동체의 법동화 내지 법의 통합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

면 회원국 내의 상이한 법규정과 행정규정은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같

은 기본  자유를 방해하고 경쟁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67) 조화의 원리

에서 의미 있는 분야는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안 기술규칙과 같은 수많은 기술

 통상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화의 원리에 따라, 를 들어 유럽

의 통일  기술규칙(CEN)과 같은 기 들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통일 인 

기술규범들의 제정은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

합을 한 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승인

에서 서술된 조화의 원리는 각 회원국들의 기 에 한 상호간의 인정에 기

하는 승인의 원리에서도 다시 나타난다.68) 이 원리는 유럽법원의 “Cassis de 

Dijon”에 한 결로 거슬러 올라간다.69) 이 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포도주의 제조와 라벨링에 한 공동체 규정에 흠결이 있을 때, 그 토 내에

65) Jaras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mit Wirtschaftsverfassungsrecht, 3. Aufl., Neuwied 
u.a. 1997, S. 47.

66) Nicolaysen, Europarecht II, Baden‐Baden 1996, S. 305.
67) Zacker, Kompendium Europarecht, 1. Aufl., Berlin 1996, S. 75.
68) Borries, Gleichwertigkeitsklauseln als Instrument zur Gewährleistung des freien Waren-

verkehrs (mit Matthias Petschke), in: DVBl. 1996, S. 1343 ff.
69) Schütz, Cassis de Dijon, in: Jura 1998, S. 63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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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조와 라벨링에 련된 규정을 발하는 것이 회원국의 일인 경우, 회원국의 

규제들로부터 생겨난 역내교역에 한 방해들은 그 규제들이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 부득이한 필요가 정당화되기 해서는 특히 

효과 인 세  통제, 공 의 건강 보호, 상거래의 공정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에 한 필요가 요구된다.”70)

이리하여 한 회원국에서 합법 으로 제조되고 유통된 상품은 원칙 으로 역내

시장의 모든 회원국에서 유통될 수 있게 된다. 승인의 원리는 에 언 되었던 

보충성의 원리를 다시  반 하는데, 그 이유는 승인의 원리가 해당 회원국의 법

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회원국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71) 

승인의 원리는 한 미래의 아시아 경제공동체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

래장벽이나 다른 차별 우들을 철폐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수단으로서도 사용

될 수 있다. 장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아시아 회원국

들 사이의 규범, 자격증, 학  등에 한 상호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공정 경쟁의 보장

EC조약은 역내시장계획(제14조)과 특히 EC조약 제4조 제1항을 통해, 제2조와 

제3조에서, 공동시장 내의 왜곡을 방지하고 경쟁을 보호하고, 유발하고, 확보하는 

것을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2)

여기에서 이 공정경쟁 시스템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EC조약은 이러한 경

쟁의 원리를 통해서 기업이 다른 회원국의 시장으로 근하는 것을 합법 으로 

보장하고 있다. 

EC조약의 문은 “공정 경쟁(fair competetion)”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다. EC조약 제3조 g도 역내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

스템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장경제  조약 규정은 EC조약 제14조의 역내시장개

념을 통해, 한 특히, 명시 으로 “개방된 자유 경쟁 시장경제의 원칙(principle 

of an open market economy with free competition)”을 세우고 있는 EC조약 제4

70) EuGHE, v. 1979, slg. 1979, S. 649.
71)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4. Aufl., Stuttgart 2004, S. 90.
72) Streinz, Europarecht, 6. Aufl., Heidelberg 2003, Rn.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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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강화된다. 이러한 포 인 강령은 우선 제81조에서 제89조까지의 경

쟁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 EC조약의 제81조 이하가 기업 행 에서 유발되는 불

공정경쟁에 한 것인 반면, 제87조 이하의 보조  지 에 한 규정은 국가 간

섭으로 야기되는 경쟁의 왜곡을 지한다.73) 그 밖에, 이러한 규정 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직 으로 혹은 간 으로 경쟁제한을 지하는 데에 련된다. 몇 

개만 를 들자면, EC조약 제38조, 제76조, 제96조, 제108조, 제132조, 제296조, 

제298조74)와 기본  자유권을 들 수 있다.

왜곡되지 않은 경쟁 시스템 실 을 한 EC 경쟁규정의 되풀이되는 확인은 

공동체법에서 차지하는 경쟁의 기본  의미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75) 이

러한 이유에서, 자유경쟁의 원칙은 공동체법의 심이 되는 질서원리76)로 여겨진

다는 것이 분명하다.

공동체 내에서 자유경쟁이 갖는 근본  의미는 일반 으로 인정된다.77) 경쟁의 

자유는 거기서 “공동체법의 구성  요소”78)로, “EG 경제헌장의 기본원리”79)로, 

는 “역동  통합원리”80)로 불리고, “헌법  지 ”81)에 근 하고 “통일된 역내

시장에서 회원국 시장의 통합의 모터”82)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경쟁의 원리는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기본 인 구성원리

로 여겨질 수 있다. 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미래의 구성요소로서 받아들여지는 

73) Cremer, in: Callies/Ruffert, EUV/EGV, Art.87 Rn. 1.
74) Bach, Wettbewerbsrechtliche Schranken für staatliche Maßnahmen nach europäischem 

Gemeinschaftsrecht, Tübingen 1992, S. 232.
75) Monopolkommission, Wettbewerbspolitik vor neuen Herausforderungen, 8. Hauptgutachten 

1988/89, Baden-Baden 1990, Rn. 1169 (S.408).
76) Pernice, Grundrechtgehalte im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 Ein Beitrag zum 

gemeinschaftsimmanenten Grundrechtsschutz durch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Baden
‐Baden 1979, S. 97.

77) Löw, Der Rechtsschutz des Konkurrenten gegenüber Subventionen aus gemeinschaftl-
icher Sicht, Baden‐Baden 1992, S. 31.

78) Schröter, in : GTE, Kommentar zum Eu‐/EG‐Vertrag, 5. Aufl., Baden‐Baden 1997, zu 
den Art. 81 bis 89, Rn. 13.

79) Petersmann, Thesen zur Wirtschaftsverfassung der EG, in: EuZW  1993, 593(594).
80) Müller-Graff, Binnenmarktziel und Rechtsordnung: Binnenmarktrecht, Schriftenreihe 

Kölner Juristische Gesellschaft (Band 8), Bergisch Gladbach/Köln 1989, S. 57.
81) Van der Esch, Der Stellenwert des unverfälschten Wettbewerbs in der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und der Verwaltungspraxis der Kommission, in: WuW  
1988, 563(565 f.).

82) Pernice, a. a. O., S.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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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인 기본원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공정 경쟁의 원리는 경제통

합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본  자유권을 실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5. 환경보호

EC조약 제2조는 EU 기본권헌장 제37조에서와 같이 환경보호의 진, 즉 높은 

수 의 환경보호와 환경의 질 개선을 유럽 공동체의 임무로 선언하고 있다. 그 

임무는 조약상 공동체의 목 으로 명문화되어 있다.83) 공동체의 목 규정인 환경

보호는 공동체 차원의 환경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84)

공동체 차원의 환경정책은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EC조약 제174~176조에 규정

되어 있다.85)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체는 환경의 보존과 보호  그 질의 

개선, 시민의 건강 보호, 천연자원의 신 하고 합리 인 사용과 지역 이고 세계

인 환경문제를 국제  차원에서 극복하기 한 조치 등을 행한다. 

환경 보호와 삶의 터 을 소 히 다루는 책임은 공동체 형성을 한 담론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미 오래 부터 체감

할 수 있는데, 환경오염은 국가  상으로 한정 되는 게 아니라 기, 해양, 토

양오염 같은 것은 국가  경계를 가질 수 없다는 에서 력체계의 수립이 

요하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공동 력을 통해서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제에 한 인식은 ASEAN plus 

Three의 환경보호 력에 한 선언에서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환경보

호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요한 규범의 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86)

6. 연대

연 의 원리의 법  기 는 EU조약 제1조 제3항 2문  EC조약 제2조에서 

83) Stumpf, Aufgabe und Befugnis, Frankfurt a. M. 1999, S. 51 ff.
84) Calliess, Die neue Querschnittsklausel des Art. 6 ex 3c EGV, in: DVBl. 1998, 559 

(562).
85) Streinz, Europarecht, 6. Aufl., Heidelberg 2003, 929 ff.; Schweitzer/Hummer, Europ-

arecht, 5. Aufl., Neuwied u.a. 1999, Rn. 1565 ff.
86) Art. 70, 73-82 Declaration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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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하나의 원칙을 넘어서 공동체의 요한 과제로서 

연 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87) 이로써 공동체의 목 은 여러 가지 사회  함의

를 담고 있는 EC조약의 규정들, 를 들면 제136조에서 제148조 t  제153조를 

통해 구체화된다. 한 이 원리에 해 한 88)을 할애하고 있는 EU 기본권 헌

장에서도 연 의 원리는 강조된다. 

연 의 원리 개념은 공동체는 서로를 해 책임을 진다는 것, 즉 스스로 돕기

에는 힘든 자들이 서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요하다. 연 의 원리의 기본은 

“하나는 체를 해, 체는 하나를 해”라는 원칙이다.89) 따라서 연 의 원리

는 공동체를 해 그리고 공익의 틀 안에서 개별 인 구성원들에게 연 하여 도

움을  하나의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개인의 이익은 공익의 본질 인 부분

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해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

담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90) 공동체법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는 주

체는 직 으로는 공동체가 되고, 간 으로는 회원국들이 된다. 따라서 공동

체에서 연 의 원리는 통합을 한 구조 원리로서 를 들면 경제  인 라(고속

도로, 인터넷, 재난보호 등), 경제  조정(보조 의 지 ) 등의 역에서 그 과제

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각각의 회원국들의 책임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V. 맺음말 :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EU법

유럽의 경제통합의 특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인 틀의 통합이다. 이러한 

명제는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와 더불어 기본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이다. 

유럽 연합이 원래 경제공동체로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한 법질서가 동시에 

지원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지속 이며 안정 으로 확 되는 통합의 형태로 발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공동체는 법공동체이며,91) 이러한 맥

87) Bogdandy, Europäische Prinzipienlehre, in: ders.(Hg.), Europäisches Verfassungsrecht, 
Frankfurt a.M. 2002, S.182. 

88) Kapital Ⅳ, “Solidarität” Art.27 bis der EU-Gruntrechtscharta.
89) Ruland, Solidarität, in: NJW  2002, S. 3518.
90) Stober, Handbuch des Wirtschaftsverwaltungs‐ und Umweltrechts, Stuttgart 1989, §15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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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EU법질서는 갈등상황에서 회원국법에 앞서 용되는 새로운 자율  법질

서이다.92)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기 해서는 공동체기 의 조직과 더불어 ―

에 언 된 기본원리 들에 따라― 공동체 고유의 법체계(legal system)가 고안되

어야 한다. 이 때, 법은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 까지 

많은 문헌에서는93) 유럽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여기서 종교

와 문화  지리의 공통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에 있어 에 

언 된 요소들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 ―아시아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은 단일한 종교나 문화 는 토를 이루지 않고 다양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체성은 법, 즉 법의 일반원리와 EC조약, EU조약 내지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으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공동체  그 특성은 유럽 통합을 한 가장 요한 바탕이 

된다. 왜냐하면 법체계(legal system)는 지 까지 유럽 연합에서 세워놓은 모든 

것을 지탱하고 보호하기 한 기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차 동아시아에서 논의될 경제통합의 담론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세

계화시 에서 오늘날 법치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법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U의  법제도는 동아시아에서의 통합을 한  단계에서의 응용될 수 있

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EU에서와 같은 법제도와 법기 이 재 존재하

지 않는 동아시아에서는 먼 훗날에서야 고려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94)

따라서 법원리  성격을 가지는 공동체규범의 특징에서 통합의 단 를 찾는 

91) Grunwald, Die EG als Rechtsgemeinschaft, in: Moritz Röttinger (Hg.), Handbuch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 Strategie, Struktur, Politik der Europäischen Union, Wien/ 
Manz u.a. 1996, S. 43.

92) EuGH, Rs. 6/64, Slg. 1964, 1251.
93) Lepsius, M. Reiner, The ability of European Constitution to forge a European Identity, 

in: Blanke/Mangiameli(ed.), Governing Europe under a Constitution, 2006, p. 23; Eber-
harter, Die Idee Mitteleuropas in den achtziger und neunziger Jahren, in: Barbara 
Breysach (Hg.) Europas Mitte, Mitteleuropa, Europäische Identität, Berlin 2003, S. 192 
ff.; Nooteboom, Wie wird man Europäer?, (dt.) Frankfurt a.M. 1993, S. 7 ff.

94) Chang, Die Vergemeinschaftung des deutschen Wirtschaftsverwaltungsrecht, Köln/Berlin/ 
München 2005, S. 17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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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지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유

연한 특성 때문에 동아시아의 재의 공동체화를 한 시도에서( 를 들어, 

ASEAN plus Three 회담) 장차 다가올 미래를 비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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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gration of Law 
- EU Law as seen from the East Asian point of View -

Kyung-Won Chang*

1)

The world trend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caused the official 

conference in East Asia 2000, so called ‘ASEAN plus Three’. When we talk 

about the integration of East Asia, East Asia is differently said to be “East 

Asia”, “Northeast Asia”, “the Asia-Pacific”, and things like that. But any way it 

was mainly discussion about South-Korea, China, and Japan including other asian 

countries. However there were academic efforts to analyse East Asia into a 

single unit, it is impossible for East Asia to trace the experience of Integration 

of Europe as it is, which lasted more than 50 years. During the integration of 

european countries broke obsession with modern nation state and boundaries of 

countries, East Asian countries nowadays establis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situation of which is even more solidly, should find the way of integra-

tion. The feature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Europe means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 This proposi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long with discussing 

about the formation of the future East Asian community. The European Union 

started originally as a economic community. But she could not have developed 

today in a stable and sustainable way, without support of her own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e European Union is the Law Community. The EU law system 

as a new self regulated law system is superior to that of member state. This 

discourse could be applied to the future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oo, because our legal system is more and more similar in the era of globaliz-

ation. In first place, principles of law for integration could be attractive for the 

East Asia countries. Because of its flexible characteristics, principl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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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considered as useful means, with which we can find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in the East Asia.

Key words: Globalization, Economic Integration, Integration of Law, Principle of 

Law, EU Law, East Asian Community, EU, EC, Law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Freedom Community


